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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 10월부터 한국의 동네에 대한 인상적인 리얼버

라이어티쇼가 방송되고 있다. JTBC의 ‘한끼줍쇼’라는 프

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초중반까지는 선정된

동네를 가는 여정과 동네에 대한 탐색을 통해 동네의 특

색 및 역사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반이후부터는 동네를 다니면서 저녁 한 끼를 함께 먹을

집을 찾기 위해서 무작위로 초인종을 눌러 집주인의 허

락을 구하고 그 집에서 나누어주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

는 구성이다. 그러나 갑작스레 찾아 온 낯선 손님을 환

대하며 기꺼이 식사까지 나눠줄 수 있는 집이 많을 리가

없다. 이처럼 어려운 미션이기에 진행자들은 동네 곳곳

을 다니면서 미리 집을 탐색한다. 과연 이 집이 자신들

을 받아줄만한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 진행자

중 한 사람인 강호동은 몇 회에 걸친 노하우를 통해서

스스로 대문 감별사라고 자칭한다. 대문의 모습이 다정

해보이면 미션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대문 주변에 나무가 있거나 담장의 높이가 낮거나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목재로 된 대문일 경우에 그 집

주인의 성정 또한 따뜻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초인종에

응하고 대문을 열어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

느 집 대문에는 봄에 대한 시구가 적혀있었고, 해당 회

차에서 결국은 그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게 되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다정한 대문이라는 것이 존재할지,

그리고 대문의 모습은 주인의 성정과 닮았을지 과연 확

인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에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

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객관적인 수치화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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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집에서 대문은 특정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고, 대문에서 느껴지는 인상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과 연관될 것이라는 정도는 쉽게 추정할 수 있

다. 즉, 집은 집주인과 닮았고 대문은 집의 첫인상이기

에, 결과적으로 대문은 집주인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대문은 집=주인의 얼

굴로써 거리(세계)와 대면하고 있다.

주체가 세계와 마주할 때, 주체는 자신이라고 칭해지

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계와 대면하게 된다. 집과 거

리의 대면 지점에 대문이 위치하듯, 주체와 타자는 얼굴

로 서로를 대면한다. 대문과 얼굴은 닮았다. 집과 사람의

정면(파사드)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닮았고, 타자들에

게 보이고 싶지 않아도 보일 수밖에 없는 노출의 수동적

인 측면에서도 닮았다. 그리고 부분이지만 전체를 대리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이처럼

주체를 대리하는 최전선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대문-얼

굴’1)에서는 주체와 타자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접촉이나 사건이 일어난다. 본 연구는 집과 타자와의 관

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대문-얼굴의 경계가 가지는 특

성에 대하서 논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시작된다. 주체가

타자를 마주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대문-얼굴의 양

상을 추적해 보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을 향해 다

정하게 환대하는 대문-얼굴의 인식론적 가능성과 존재론

적 의미를 짚어보는 것, 그것이 본 연구를 통해서 얻고

자 하는 바이다.

연구의 내용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집의 대문-얼굴을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의 타자윤리적 관

점을 통해 환대의 첫 번째 경계적 의미로 볼 것이고, 이

를 위해서 우선 레비나스의 ‘집’과 ‘환대’의 개념을 고찰

할 것이다. ‘환대’에 대한 여러 담론들 중에서 레비나스

에 주목하는 까닭은 환대의 핵심을 윤리적 수용의 문제

로 접근했기 때문이고, 나아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당위의 문제로 전제했기 때문이다.2) 그러나 레비나

스가 이야기하는 절대적 환대를 프라이버시 개념이 강화

된 현대의 주택문화 사례에서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동양의 전통 사례를 중심으로 대문-얼굴의 환대 가

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중·일의 전통주택

에서 나타나는 대문경계의 특징 중 환대적 측면을 중심

1) 본 연구에서는 ‘대문-얼굴’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명명하여 집의 대
문이 가지고 있는 얼굴적 특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집(주
체)이 세계(타자)와 대면하고 있는 경계에서 벌어지는 타자적 관계
망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에서도 문 전체를 얼굴(門瞼)이
라 부르고, 문 위틀을 이마(額), 문 위틀을 장식한 기둥을 비녀(門
簪)이라고 칭한다. 吳裕織, 中國門文化, 天律人民出版社, 2004, p.1

2) 연구사례를 동양의 전통주택으로 삼았기에 동양적 사유의 ‘환대’도
접근방법으로 고려해보았으나, 동양의 환대는 주로 예(禮)를 중심
으로 실천적 방법론에 치중해 있기에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
는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는 판단 하에 레비나스의 환대 개념에 집
중하였다.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분석 방법은 대문경계의 건

축·실증적 분석보다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추적하는데

더 집중하고자 한다.

2. 레비나스의 타자윤리적 환대

2.1. 레비나스 사유의 특징
레비나스의 철학은 서구철학이 주체적 자아의 관점에

서 세계와 타자를 파악해왔다는 비판에서 시작된다. 레

비나스에 의하면 타자는 주체가 자신의 틀에 맞춰 받아

들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존재이다. 타자는 주체가 전혀 예기치 못하는 존재

이고 주체의 틀 속에 집어넣을 수 없는 존재이다.3) 주체

의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체와 타자의 관

계는 외재적이자 초월적이다. 만약 타자가 주체의 앎의

대상이 된다면 그는 더 이상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가 아

니게 된다. 그러나 타자는 주체가 이해나 개념을 통해서

는 거머쥘 수 없는 이타성을 지닌 외재적·초월적 존재이

기에 주체가 타자와 맺을 수 있는 관계는 타자에게 책임

(responsabilité)을 가지는 윤리적 관계뿐이라는 것이 레

비나스의 주장이다.4) 이와 같은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

학’에서 타자에 대해 주체가 행해야 하는 윤리적 태도가

바로 ‘환대(hospitality)’이다. 환대는 주체의 조건과 상황,

가능성의 영역에서 타자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으로 낯선 타자의 도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절대적인 환대라는 것은 주인이 자신의 공간과 주체적

의지를 포기하고 이방인인 타자에게 그 모두를 무조건적

으로 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내어주기 위해서는 내어

줄 것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국 환대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주체가 먼저 타자에게 내어줄 자신의 장소,

즉 ‘집’5)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집

은 주체가 거주하는 공간이자 타자(세계)와 마주하는 공

간이고, 궁극적으로는 타자에게 내어주는 공간이다. 이러

한 도식의 흐름상에서 보면 주체가 타자를 마주하는 것

은 대개의 경우 거주 이후, 즉 주체의 성립 이후이다. 그

러나 레비나스는 거주의 시작 단계, 즉 주체의 성립 단

3)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p.112
4) Lévinas, Emmanuel, Ethique et Infini, 윤리와 무한, 양명수 역, 다
산글방, 2005, pp.123~124 ‘레비나스는 서양 문화의 근본 정신을 존
재론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결코 존재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윤리
학적 견지에서 비판적으로 문제 삼는 철학자이다.’ Lévinas,
Emmanuel, De l’existence á l’existant,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역, 민음사, 2012, p.193 (옮김이 해제, ‘타인과 초월’ 중)

5) 레비나스가 의미하는 ‘집’은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
는 ‘집’을 말하는 동시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추상적 어의가 포함되
어 있고, 사실상 그 어의가 레비나스 주체 개념의 핵심 개념이다. 內
田樹(우츠다 타츠루), Emmaneul Lévinas et la phénomenologie de
l’amour, 레비나스와 사랑의 현상학, 이수정 역, 갈라파고스, 2013,
pp.16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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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일어나는 환대를 먼저 이야기한다. 환대받은 자

가 환대할 수 있다.

2.2. 레비나스의 ‘집’과 ‘환대’
“거주한다는 것은 ... 곧 자신에게로의 돌아옴이며, 피난처

같은 자신 속으로의 은둔이다. 여기에는 환대가 있고 기
대가 있고 인간적인 영접이 있다.”6)

레비나스는 그의 주저 『전체성과 무한(Totalité et

Infini)』에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거주하는 것을 자신

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우선 집은 주체로 서

기 위해 분리된 주체가 타자라는 양식을 향유하기 위해

만들어낸 피난처이다.7) 레비나스는 동일성 속에서 분리

된 주체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방식을 ‘향유(jouissance)’

라고 말하면서, 이 향유를 통해 ‘자아의 분리’가 완성된

다고 하였다.8) 향유는 자유로운 자아로서 스스로를 실현

하는 과정이자 자아와 타자, 내부와 외부, 거주와 바깥

세계라는 ‘분리(la séparation)’를 만들어내는 개체화 과정

이다.9) 분리는 자신을 타인과 사물로부터 분리하여 자신

이 설 자리를 세계 속에서 점유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의 자기 실현 과정을 ‘홀로서기’ 대신

‘분리’라는 말로 표현한다.10) 하이데거가 인간의 실존 방

식을 ‘불안(Angst)’으로 보았던 점을 비판하면서 레비나

스는 향유의 체험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향유는 지속되

지 않는 것으로써 불안정하고 익명적인 요소의 위협을

받는 개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인간

은 집을 짓고 거주하며 노동11)을 하여 자신으로 돌아가

는 구축과정을 가지게 된다. 집을 얻은 주체는 불확실한

요소들을 단지 향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확하고 손

질하고 가공하고 제품화해서 집 안에 저장한다.12) 향유

가 세계와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여 주체의 개체화를 만

들어냈다면, 거주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자리를 얻음

으로써 주체의 자립성을 되찾게 만든다. 주체는 집에 틀

어박히는 방식을 통해서 세계와 거리를 둘 수 있게 되

고, 이로써 세계 안에 말려드는 일 없이 세계를 관조하

는 고정점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즉, 구체적으로 자

신의 장소에 거주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주체는 세계를

관조할 수 있다. 자아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함으

로써 비로소 자아가 된다.

6) Lévinas, Emmanuel,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ériorité, La
Haye: Martinus Nijhoff, 1961, p.129 (강영안, 2005:138 재인용)

7) 內田樹, op. cit., p.168
8)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pp.130-133
9) 김범춘, 다문화 사회의 소통 패러다임으로서 레비나스의 타자성,
통일인문학 Vol.54 No, 2014, p.169

10) 강영안, 레비나스: 타자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 1995.6, p.152
11) 레비나스에게 노동은 사물을 생기게 하고 자연을 세계로 변용하는
활동이다.

12) 內田樹, op. cit., p.188

이처럼 레비나스가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자(세계)

를 향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피난처로써, 자연의 표상

을 성취하는 곳이자 세계가 종합적인 방식으로 현전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집은 저 좋을 때에 그곳으로 돌아오는

곳으로써, 주체는 집의 내밀함과 친밀함에 의지하게 된

다. 레비나스는 ‘집의 친밀성 안으로의 수축’을 세계를

관조하는 주체의 거주 조건으로 꼽고 있다.13) 주체가 미

리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듯, 집 또한 미리 거기에 있지

않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내재성을 집이 가지기 위

해서는 집은 수축해야 한다. 즉, 무엇인가 응축되고 분리

되고 윤곽을 가지며 내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수축이 전

제되어야 주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우치다

타츠루는 레비나스 주거론의 핵심 키워드를 ‘수축

(recueilement)’으로 꼽는다. 안으로의 물러남이라는 자기

수축에 의해 생겨난 주름이 집이고, 거기에서 이제껏 존

재하지 않았던 ‘내재성(inérioité)’이 생성된다. 여기서 수

축을 만들어내는 존재, 거주할 수 있도록 장소를 비워주

는 존재, 나를 환대하며 집 안으로 물러서고 그 모습을

감춤으로써 존재를 드러내는 타자를 레비나스는 ‘여성’14)

이라고 부른다. 집 안에서 무언가가 나를 환대함으로써

내가 거주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나는 자아가 되고 집

을 얻을 수 있다. 내면으로의 수축, 부드러움, 여자의 존

재를 통해 거주가 가능하고, 거주를 통해 주체는 향유의

주체에서 세계를 표상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노

동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다. 이처럼 주체의 성립과 자

기 확인 과정에는 타자의 존재가 반드시 개입되어야 한

다.15) 그 타자는 친밀하고 나를 그의 손님으로 수용하여

환대를 표현하는 타자이다.

2.3. 타자 ‘얼굴’과 집 ‘대문’의 환대 윤리
근대철학이 주체가 선행하고 타자가 후행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들뢰즈를 대표로 하는 후기구조주의 철학은

타자들의 차이를 통해서 주체를 지우는 작업에 몰두해왔

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주체를 오히려 더 굳건히 세우며

타자와 마주하게 한다. 환대하는 다정한 타자와의 만남

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를 실현하는 주체, 즉 집에서 거

주할 수 있게 된 주체는 이제 자신이 받은 환대를 타인

들과 나누어야 한다. 주체의 동일자적 지평 안에 포섭되

지 않으면서 무한히 주체의 유한성의 테두리를 깨뜨리고

주체의 삶에 개입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타자이다. 타자

는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환대하였듯이 너도 나

13) Lévinas, Emmanuel, op. cit., p.127
14) 레비나스의 ‘여성’ 개념은 페미니즘적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
지만, 가장 내밀한 곳에서 주체를 따뜻하게 환대하여 거주를 가능
하게 만들어주는 존재, 즉 주체를 주체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
는 타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15) Lévinas, Emmanuel, op. cit., p.124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4호 통권123호 _ 2017.08          87

를 환대하라’고 주체에게 호소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명

령이다. 타자의 얼굴은 비폭력적이고 무저항적으로 나타

나기에 이러한 무기력한 타자의 호소 앞에서 주체는 자

신의 실현만을 향유하고 추구할 수 없게 된다. 타자가

얼굴로 출현할 때, 타자는 주체가 파악할 수 없는 무한

성 자체이며 주체를 넘어서 있는 외재적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환대는 집의 주인인 주체가 집 밖의 타자

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집에서 환대가 일어나는

첫 번째 장소로 우리는 쉽게 대문을 생각할 수 있다. 또

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레비나스에 의하면 주체는 이미

집 ‘안’에서 환대를 받은 존재이기에 비로소 환대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대문은

주체가 받은 환대를 되돌려야하는 윤리적 책무가 일어나

는 집의 첫 번째 경계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주거문

화에서 대문은 사적 영역을 외부로부터 지켜내는 역할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낯선 타자의 침입을 경계

하는 곳,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무언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곳이 현재의 대문-얼굴이다. 현실적으로 집과 대문

에서 레비나스가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환대가 일어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처럼 철학적 개념과 건축적 실체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간극에도 불

구하고 건축적 사례를 통해서 대문-얼굴의 환대 윤리를

살펴보려는 까닭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아주 적은 가능성이라도 품은 사례들을

통해서 추상적 개념이 건축적으로 물화되는 사이에 벌어

지는 무수한 변용을 되짚어보면서 둘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일정 정도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한·중·일 대문경계의 환대 특성

3.1. 대문-얼굴의 건축적 환대가능성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또한 예고 없이 방문한

이방인을 위한 환대, 즉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며 심지어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환대에 대해서 이

야기한다. 데리다는 이러한 환대가 불가능한 이상이지만

이 불가능성이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하였다.16) 현실적인

환대는 이 불가능한 환대의 그림자 속에서 일어날 것이

고, 이 불가능성과 관계 맺음으로써 스스로를 변형하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17) 집에서 불가능한 환대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곳은 대문-얼굴이다. 그러나 실제의

건축사례에서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가 일어나는

대문-얼굴을 찾기는 쉽지 않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프라

이버시 개념이 강화된 근대 이후의 사례에서는 더더욱

16) Derrida, Jacques, De l’hospiclité, 환대에 대하여, 남수인 역, 동무
선, 2004, p.103

17)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pp.191-192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적 프라이버시 개념

이 생기기 이전이라면, 그리고 유교의 영향으로 ‘예(禮

)’18)의 건축적 범례가 존재했던 동양의 주택이라면 대문

-얼굴의 환대 가능성을 조금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이다.

중국, 일본, 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까닭에 역사적

으로 유사한 문화권을 형성해왔고, 건축 또한 여러 측면

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 나라의 전통적인

주거건축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거리에 면하는 방식이나

이방인을 맞이하는 접객문화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19) 아래의 세 장의 그림은 중국·일본·한국의 주거문

화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은 중국 청나라의

화가 서양(徐揚)의 ‘일월합벽

오성연주도(日月合璧五星聯珠

圖)’의 일부분이다. 거리는 오

고가는 사람들로 인해 번잡스

러우나,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은 거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듯 내밀하고 여유로워

보인다. 이 그림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주택인 사합원

(四合院)20)이 가지고 있는 거

리와 차단된 폐쇄적인 공간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그

림 2>는 일본 에도시대의 화

가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広

重)의 ‘명해(鳴海)’ 시리즈 중

하나이다. 거리에 면해있는 상

가주택인 마찌야(町家)21)의 구

조가 잘 드러난다. 거리를 향

해 있는 상점 부분으로 인해

대문 영역이 두드러지지 않고

집의 내부 상황이 거의 보이

18) 유교에서 예(禮)는 인간 삶의 중대한 일(冠婚喪祭)에서부터 이웃과
의 일상적 교제에 이르기까지, 음식·의복과 앉고 일어나며 나아가
고 물러나는 모든 동작을 규정하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유교사회의 통치 기능과 더불어 유교문화
의 특징을 ‘예교문화(禮敎文化)’로 규정짓기도 한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7839&cid, 2017-
07-08

19) 중국 일본 한국의 전통 주거건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문
화적 차이에 따른 평면구성방식, 구축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대문을 중심으로 외
부 경계와 면하는 지점에서의 차이에 집중하고자 한다.

20) 사합원은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주택건축형식으로 4면이 둘러
싼 중정(中處)을 중심으로 구성된 장방형의 주택이다.

21) 마찌야(町家)는 일본의 전통적인 도시주택으로 한곳에 모여 마을을
만들어 주거공간과 점포공간이 함께 구성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히로시게의 그림 속 마찌야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2층의 천정이
낮고 살이 촘촘한 격자로 된 츠지니카이(厨子二階)이다.

<그림 1> 徐揚,
日月合璧五星聯珠圖, 1761

<그림 2> Utagawa Hiroshige,
Narumi, 1734

<그림 3> 신윤복, 무녀신무,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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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그림 3>은 조선시대의 화가 신윤복의 ‘무녀

신무(巫女神舞)’로, 어느 집 마당에서 굿을 하는 모습을

집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담장 너머로 구경하고 있다.

낮은 담장으로 인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한 눈에 보인다. 비슷한 시기의 동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장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나라별로 집의 외부 경계면에서 벌어지는 양상은 차

이를 가지고 있다. 세 나라의 주거건축을 조금 더 자세

히 살펴보면 대문-얼굴의 환대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두

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2. 한·중·일 전통주택의 대문경계 특징
대문-얼굴에서 두드러지는 환대의 특징을 세 나라의

전통주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사한 조건

의 사례 선정 기준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일반적으

로 삼국의 전통주택을 시기와 사용계층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 17~18세기의 상류주택

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선, 청, 에도시대 상류계층의 주택

인 한국의 반가, 중국의 사합원, 일본의 쇼인즈쿠리(書院

造)22) 양식 주택을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곤 한다.23)

아래의 <표 1>은 위의 기준에 부합되는 주택들의 대문

사례이다.

분류 대문 사례

중국

공왕부(恭王府) 춘친왕부(醇亲王府) 극근군왕부(克勤郡王府)

일본

고조인(光淨院) 계리궁(桂離宮) 가고시마현의 무사주택

한국

양진당 충효당 무첨당

<표 1> 한·중·일 전통주택 대문 사례

각 나라의 대문의 건축경계적인 특징을 스케일을 중심

22) 쇼인즈쿠리는 에도시대에 발달한 주택양식으로 헤이안 시대의 신
덴즈쿠리(寢殿造)에서 발전한 형식이다. 신덴즈쿠리의 정전인 신덴
은 주인의 주거공간인 동시에 의식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나,
접객을 위한 공간 기능은 중요시되지 않은 면이 있었다. 그러나
쇼인즈쿠리에서는 접객공간이 독립되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즉 접객을 위한 활동이 중요한 의식이 되어 그 공간이 저
택의 중심부분에 위치하여 정전(正殿)이 되었다. 일본의 건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3332&cid, 2017-07-12

23) 근세 이후 한·중·일 전통주거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시대적·계
층적 기준을 통해 반가, 사합원, 쇼인즈쿠리를 삼국을 대표하는 주
거유형으로 꼽고 있다. 한지애, 근세 이후 한·중·일 전통주거에 대
한 내·외부 경계인식 비교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2, pp.15~16

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사합원의 경우 담장 높이

의 편차는 있지만 대략 3m 정도이다. 시각적 폐쇄성의

기준이 보통 1.8m임을 감안해볼 때 차단감이 상당히 높

다. 일본의 쇼인즈쿠리 양식의 무사주택의 경우에는 담

장 높이가 2m 정도 되고, 반가의 주택은 높이의 편차는

있지만 1.5~1.7m 정도이다.24) 상류주택에서 나타나는 삼

국의 대문경계는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외부에 대해

프라이버시 확보를 강조하는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상대적으로 삼국의 민가는 상류주택에 비해서 개방

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가의 경우에는 주택 내부가

협소하여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부 기능이 주택외

부의 공적인 영역으로 종종 확장되기 때문이다.25)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서 볼 때, 한·중·일의 대문-얼

굴의 환대 특성을 상류주택의 사례로 한정할 경우에 외

부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인해 스케일

이나 의장적 특징 외에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가 힘들어

진다. 정교한 연구를 위해서라면 사례의 유형적 기준을

엄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대문의 물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건축 경계에서 보이는 타자에 대한 의식

적 측면이기에 동일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경계

의식 특징이 두드러지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더 부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3.3. 중국 : 배타적인 대문-얼굴
중국의 사합원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중정형 주택

으로써 내부지향적인 공간특성을 보인다. 사합원은 4개

의 면이 1개의 정원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로, 정면의 정

방(正房), 동쪽과 서쪽의 상방(廂房), 그리고 남쪽에 위치

한 도좌방(倒座房)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문으로 들어서

면 맞은편에 외부인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영벽(影壁)이 보이고,

영벽 옆쪽으로는 두 번

째 문인 수화문(垂花门)

이 있다. 수화문을 지나

야 가족들이 생활하는

정방과 상방으로 둘러

싸인 내원(內院)26) 영

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24) 이용대, 한국 전통 담장의 공간감 및 차경효과에 관한 연구, 경원
대 석사논문, 1994, p.75

25) 김미나, 근세 한·중·일 상류주거의 경계의식에 의한 공간구성 비교,
부산대 박사논문, 2002, p.128

26) 사합원의 중정은 내원(內院)과 전원(前院)으로 구분된다. 내원은 정
방과 상방이 둘러싼 집주인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있고, 전원은
남측의 대문과 도좌방, 북측의 수화문, 그리고 외부복도로 둘러싸
인 영역의 정원이다.

<그림 4> 사합원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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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은 도좌방 오른쪽에 주로 위치해 있다. 남자 하인방,

작업실, 화장실 등으로 사용되는 도좌방에는 객방도 위

치하고 있어서 사합원의 접객은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집 주인은 이곳에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업무를 본

다. 도좌방은 위치상 골목에 면해있게 되는데, 사합원의

창문은 원칙적으로 내원을 향해서만 내기 때문에 골목

방향으로는 가급적 창을 내지 않는다. 중국과 서양의 미

학 개념을 비교 연구한 중국의 미학자 장파(張法)는 사

합원에서 건물의 뒷벽이나 담장 쪽으로 창을 내지 않는

것은 “문을 닫으면 하나의 통일을 이루는 내향성”이 완

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27) 장파에 의하면 사

합원은 밖을 차단하고 내부의 큰 비어있음을 만들어 우

주의 차고 비는 원리를 완결한다고 한다. 내부적으로는

풍요와 질서가 넘치지만 외부적으로는 침입과 간섭을 극

도로 배제하는 공간체계이다.

사합원의 이러한 내부지향적 특징은 중국의 인맥 특성

을 일컫는 단어인 ‘꽌시(關係)’28)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꽌시는 친구로 발전하기는 힘들지만 한번 친구가 되면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생기는 중국인들의 인적 네트워크

의 특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꽌시로 맺어진 집단 내에

서는 철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만 집단 외부에 대해서

는 지독히 배타적이다. 꽌시는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적

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국 특유의 관계 특성을 잘 보

여준다. 도좌방에만 머무르게 하는 손님과 정방에까지 초

대하는 손님은 같은 등급의 손님이 아니다. 중국의 주거

에서 환대는 여러 겹의 내밀성을 뚫어야 비로소 가능성

을 타진해볼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그 두터운 겹을

뚫고 나면 친구는 가족이상의 관계가 되고 이때 타자와

맺는 친교는 현실적 측면에서는 최상위에 가까운 단계까

지 이어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꽌시를 맺지 않은 타자들

에게는 철저하게 무관심하거나 배타적이기까지 하다.

<그림 5> 북경 사합원의 대문과 골목

27) 張法, 中西美學與 文化精神,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 역,
푸른숲, 1999, p.147

28) 50여 민족이 넓은 지역에서 거주하기에 중국인들은 역사적으로 타
민족이나 타지인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는
의형제와 같은 관계를 통해 친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꽌시 문화가 한국과 다른 지점은 한국은 지
연, 학연과 같은 집단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반해서 중국의
경우는 개인을 중심으로 자신의 꽌시와 집단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5809&cid=59133&
categoryId=59148, 2017-07-12

결국 중화(中華)사상29)과 같은 중국 특유의 주체중심

적인 사유가 구현된 대표적인 건축적 실체가 바로 사합

원의 높고 답답한 담장과 과시적인 스케일의 대문일 것

이다. 사합원의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내향성은 집밖

의 상황을 개의치 않게 만든다. <그림 1>에서 집 안과

집 밖 거리의 공기가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이유

가 바로 이 단절된 경계의식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골

목이나 마을을 배제하고 형성하는 듯 보이는 사합원의

폐쇄적인 경계의식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집이라는 경계의식이 밖으

로 확장되어 마을공동체라는 범주 내에서 조절되는 경우

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중국은 철저하게 집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자기 영역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합

원으로 둘러싸인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중국의

대문-얼굴은 환대의 표정을 짓지 않는다. 타자와의 관계

지향적인 사유가 서양에 비해서 발달했다고 평가받는 동

양적 사유 안에서도 주체가 자아를 투영하고자 하는 타

자에 대한 범위는 각 나라별로 다르고, 이러한 사유의

건축적 적용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중국의 사

합원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4. 일본 : 겸양의 대문-얼굴
일본의 주택은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비교적 대문의

영역을 강조하지 않는다. 마찌야와 같이 집의 정면에 상

점이 위치해 있기에 대문을 강조할 수 없는 상가주택 외

에도 규모가 큰 단독주택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공통적으

로 나타난다. 오사카 근교 돈다바야시(富田林市)의 지나

이마치(寺内町)30)는 거상들의 대규모 주택들이 모여 있

는 마을이다. 이 마을을 대표하는 주택인 ‘구 스기야마

주택(旧杉山家住宅)’의 입면을 살펴보면 대문을 쉽게 찾

을 수 없다. 제일 번성했을 시기에 3,000㎡가 넘는 규모

를 가진 주택임에도 대문은 좁고 낮다. 성인이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가야 할 정도이다.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에도시대의 대표적 민가인 ‘요시무라 주택(吉村家

住宅)’의 대문도 건물에 부속되어서 대문을 강조하고 있

지 않다. 일본주택에서 접객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쇼

29) 중화사상은 중국에서 나타난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상으로서, 중화
(中華) 이외에는 이적이라 하여 천시하고 배척한다. 중(中)은 ‘중앙’
이라는 뜻이며, 화(華)는 ‘문화’라는 뜻으로, 중화는 자신들이 온 천
하의 중심이면서 가장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선민의식을 낳
았다.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3795&cid,
2017-07-11

30) 지나이마치는 불교의 일파인 신슈(眞宗)의 사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며 보통 해자나 보루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 돈
다바야시의 지나이마치 또한 전국시대에 종교도시로 형성된 이래
로, 에도시대에는 교통의 중심지로 각광받으며 상업도시로 발전해
왔고, 1997년에는 국가의 중요전통건축보존지구로 선정되어 현재까
지 마을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Jinaimachi in Tondabayashi,
http://www5d.biglobe.ne.jp/~heritage/english.html,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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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즈쿠리 양식을 가지며 대문채를 따로 가진 무사계급의

주택들에서도 대문은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

로 크고 권위적이지 않다.

<그림 6> 구 스기야마 주택, 17C중반

<그림 7> 요시무라 주택, 18C 개축 <그림 8> 아키타현의
무사주택 대문

일본의 대문-얼굴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 과시적이

지 않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배경

에는 일본의 겸양문화31)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쇼인

즈쿠리에서 손님을 대면하는 객실은 도코노마(床の間),

다나(棚, 책상높이 선반) 및 쓰케쇼인(付書院, 돌출창) 등

을 설치하여 아름답게 장식한다. 이 중 도코노마는 바닥

을 높여 벽에 족자를 걸고 꽃 장식물을 놓는 곳으로 객

실에서 가장 중요한 벽면이다. 이 방에서 상석은 도코노

마를 등지고 앉는 자리인데 일본인들은 귀한 손님에게

이 자리를 내준다. 그 이유로는 도코노마를 마주해서 장

식을 보이는 것이 손님에게 자신의 부와 세련된 감각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일까 염려해서이기도 하다.32) 이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절제하는 태도는 일본의 공간 개념 전

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인문학자 가토 슈이치

(加藤周一)는 폐쇄된 경계에 갇힌 공동체 생활양식의 반

영과 수평적인 측면의 강조를 일본의 대표적인 공간 특

징으로 꼽고 있다.33) 그에 의하면 섬나라의 폐쇄성이 닫

힌 공간의식을 만들었고, 안과 밖의 경계가 분명하여 안

에 거주하는 사람과 밖에 거주하는 사람의 구별을 날카

롭게 만들었다고 한다.34) 이때 안과 밖의 경계는 중국의

사합원에서와 같은 주택 단위의 경계가 아니라 마을 단

위의 경계라는 것이 차이를 가진다. 가토 슈이치에 의하

면 일본의 공간의식에는 가까운 외부와 먼 외부가 존재

하는데 이러한 원근의 정의는 지리적 거리보다는 문화적

거리에 의거한다.35) 특정하기 불가능한 외부에서 오는

31) 일본어에는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높이는 겸양어 표현이 있다.
32) https://ja.wikipedia.org/wiki/%E5%BA%8A%E3%81%AE%E9%96%93,
2017-07-13

33) 加藤周一, 日本文化における時間と空間, 일본문화의 시간과 공간,
박인순 역, 작은이야기, 2010, pp.171-179

34) Ibid., p.155
35) Ibid., p.160

이방인에 대한 극도의 배척을 일본의 이지메(イジメ) 문

화36)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한 소속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경계

의식을 전제로 할 때, 집의 대문-얼굴은 마을공동체의

연장선 안에 있어야 하고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나아가 자신을 낮추어 겸양의 태

도를 공동체에게 전달하는 것이 대문-얼굴의 중요한 기

능이었을 것이다. 결국 일본의 대문-얼굴이 전달하는 환

대 또한 사합원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않는 절대적인 환대의 경계면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경계의 범위가 집에서 마을 단위로 확장된 것은 분명하

고 사합원에서와 같은 배타성이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

만,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난 듯 보이는 일본의 대문-얼

굴의 표정은 상대 또한 같이 배려하고 조심해주기를 요

청하는 듯 보인다. 몸을 낮추는 겸양의 태도가 표면적으

로는 극진한 환대로 보일 수도 있으나, 주체가 설정해놓

은 선을 넘어서는 순간 반가운 손님이 순식간에 무례한

불청객이 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게 경계(儆戒)하는 경

계의식을 일본의 대문-얼굴에서 읽게 된다.

3.5. 한국 : 유연한 대문-얼굴
신윤복의 ‘무녀신무’의 장면에서 보면 마당에서 굿을

하는 사람들과 담장 너머 골목에서 그 장면을 구경하는

사람 사이에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이 잘 인지되지 않는다. 담장이 낮아서 가능한 장면

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으나, 낮은 담장을 가진 일본의

주택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국주택의 경계의식이 어느 지점에서 다른지 추측

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두 나라와 비교되는 한국 대문-얼굴의 특징을

살펴볼 사례로 경상북도에 위치한 무섬마을37) 주택들의

대문경계는 주목할 만하다. 강을 건너는 외나무다리를

통해서만 마을로 진입할 수 있었던 마을 경계의 특성상

무섬마을의 경우 마을의 외곽에 위치해 있는 주택들은

대문과 담장이 둘러진 경우가 많고 마을의 내부에는 대

문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ㅁ자형 가옥이 많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집이 마을의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

라서 경계를 강화시키기도 느슨하게 열기도 한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김갑진 가옥’의 경우에는 담장만 존

36) 이지메는 집단주의에 익숙한 일본인들이 하나의 집단, 하나의 테두
리에서 내몰린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현상을 일컫는다. 일본인들은
이지메를 통해 집단의식을 체득하고 이지메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집단에 계속 끼어 있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37) 무섬마을은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에 위치해있는 마을로 ‘물 위에
떠있는 섬’이라는 의미의 ‘무섬’에서 알 수 있듯이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과 서천이 휘돌아 흐르는 대표적인 물동이 마을이다. 30년
전까지는 마을과 외부를 이어주는 외나무다리가 유일한 마을의 진
입경로였다. http://www.무섬마을.com/.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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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뿐 대문이 아예 없다. ‘만죽재’의 경우에는 ㅁ자형

평면의 주택에 대문이 부속되어 있다. 얼핏 보면 폐쇄적

인 경계인 듯 보이지만, 대문 옆의 사랑방이 골목을 향

해 있어서 사적영역이 공적영역을 향해 열려 있다. 남자

주인은 사랑채의 마루에 나와 앉아서 골목을 오고가는

마을 사람들과 환담을 나누기도 하고, 이 집에 볼일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채로 들여서 접대하기도 한다. 이러

한 집의 대문들은 타인들을 향해서 늘 열려 있고, 그들

을 언제든 기꺼이 초대하여 집 안으로 들인다.38)

<그림 18> 김갑진 가옥 <그림 19> 만죽재

한국은 길 가던 타지 사람들도 숙박을 요청을 하면 기

꺼이 환대해주는 문화가 있었다. 조선 후기 선비인 서찬

규의 『임재일기』에 보면, 1857년 5월 4일 청주 근처에

서 저녁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아 마침 보이는 작은 띠

집에 저녁을 요청하자 아낙네는 싫어했지만 남편이 아내

의 허물을 사과하고 아내에게 밥을 차려 내오게 해서 같

이 저녁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39) 숙박시설이

충분하지 않던 시대에 여행하는 타지 사람을 집에 묵게

해주는 문화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접

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서는 타자에 대해 열려있는 한국 특

유의 경계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한국의 대문-얼굴이 열려있다는 전제가 규

모가 있는 반가에서는 높은 담장과 솟을대문으로 인하여

적합한 분석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류주택은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 조절 가능한

유연한 경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양동마을의 ‘관가

정’이나 ‘향단’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관가정’과

‘향단’은 경사지 위에 배치되어 있기에 굳이 솟을대문과

같은 위압적인 경관을 가질 필요가 없어서 평대문이나

본채에 부속된 대문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대문경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문화재 보

호차원에서 1980년대 이후에 새로 솟을대문과 담장영역

을 설치한 상태이다.40) 두 주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38) 한옥의 모든 영역이 타자를 향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반가에서
여주인이 거주하는 안채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었다.

39) 서찬규, 임재일기, 한국국학진흥원, http://story.ugyo.net/front/sub01
/sub0103.do?chkId=S_PHS_0106#s02, 2017-07-13

40) 관가정은 1981년에, 향단은 1995년에 새로 대문과 담장 영역이 건
립되었다. 문화재청, 경주 향단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1999,
p.195 & 문화재청, 경주 관가정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1,
p.205

자연에 순응하는 대문 경관의 맥락이 행정적 편의로 인

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맥락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림 20> 관가정
신축대문

<그림 21> 향단 기존대문(좌), 신축대문(우)

한국의 대문-얼굴은 사합원과 같이 단일한 유형으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일본과 같이 마을공동체적 입면

의 일부로 부속되어 있지도 않다. 때로는 마을 내의 배

치 특성에 따라서, 때로는 자연 지형에 순응해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런 점들에 비

추어볼 때, 분명 한국 주택의 경계의식은 중국이나 일본

에 비해서는 느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이 느

슨한 경계를 가졌다는 것은 장소소유의 사적 구분이 선

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를 투영하는 타

자와의 관계적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집) 아

닌 타자(세계)와의 관계를 단절이나 복속이 아니라 소통

의 관점으로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통주택의 대

문-얼굴은 다정한 환대의 가능성을 분명 가지고 있다.

3.6. 소결
결론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의 전통주거 대문-얼굴에

서 나타나는 경계의식은 같은 동양문화권임에도 불구하

고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대

문-얼굴이 자기중심적인 배타성을 보이고 있다면, 일본

의 대문-얼굴은 소속 공동체에 복속하는 경계성을 보이

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대문-얼굴은 유연한 관

계지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두 나라에 비해 환대

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2> 중국·일본·한국 전통주택의 경계의식

4. 결론

연구의 배경에서 밝혔듯이 연구의 시작은 단순한 궁금

증에서부터였다. 골목을 지나다보면 왜 어떤 집 앞에서

는 편안해지고 어떤 집 앞에서는 긴장되거나 답답해지는

지, 과연 대문의 경계면에서 보이는 다양한 정서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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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체는 무엇인지 궁금했었다. 다정해 보이는 대문의

다정함은 무엇 때문에 느껴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했었

다. 낯선 타인이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고 기꺼이

한 끼를 나누어주는 집 주인의 따뜻한 환대를 과연 대문

-얼굴에서부터 감별할 수 있을지 궁금했었다.

이러한 궁금증들이 연구를 진행하며 어느 정도는 해결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끼줍쇼’와 같은 프로그램이 한국

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우리의 주거문화, 우리의

타자에 대한 경계의식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성공하기 힘든 프로그램 포맷이었을 것이고,

애초에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기획안이었을 것이다. 막

연하게나마 중국과 일본은 서양과는 다른 관계지향적인

문화를 우리와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

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두 나라가 타자와 맺는 관계의 범

위와 관점은 우리와 많이 달랐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타자적 경계의식이 두 나라에 비해

서 더 우수하다는 식의 단순화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관점을 달리하여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리를 본다

면,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 간섭하며 자기주

체성이 명확하지 않는 불분명한 경계의식을 가졌다고 평

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대를 중심으로 볼

때, 한국 전통주거의 대문-얼굴에서 보여준 다정함은 레

비나스나 데리다의 환대 개념이 관념적 범주에서만 머무

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의 확인만으로도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나

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아닌 다른 존재자들을

대상화해서 주체의 불안을 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퍼

붓는 적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요즘, 레비나스의

‘환대’는 인간의 존재양상의 출발점을 되짚어보게 한다는

점에서 짚어볼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건축은 언제나 사

유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도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의 주택이나 건축 전반에서 환대를

확장해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주장했듯이 활동적인 삶이 행동에 의해 완성

되고 타자의 존재가 그 행동의 조건이라면,41) 타자에 대

한 환대가 전제된 건축적 행위를 해보려고 계속 시도하

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실패여도 실패가 아닐 것이고,

불가능해도 가능성이 찾아지는 유의미한 노력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환대를 찾기 어려운 곳에서 환대의

원점을 짚어본 것이었다면, 향후의 연구는 환대가 이루

어져야할 곳에서 환대의 당위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41)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
정호 역, 한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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