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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한옥의 집합구성 유형과 모델특성 연구
A Study on Cluster Housing Model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Hanok
손승광*
Shon, Seung-Kwang

Abstract
Hanok is Korea's traditional housing, which is build detached unit. Most of the People who live in the environment of
residential high-rise apartments likes new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ursue eco-friendly homes, health homes, especially
traditional Hanok was reassure potential. In urban context, resident think more compact land use in Hanok also, because
Hanok is dissatified in compact land use, and it should be build as more economic asp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typology which traditional Hanok also can be build higher land use and traditional values as a modern
housing type; First of all, clustered Hanok is formed by traditional houses and interior spaces in modern house., and its
types are configured by lifestyle of modern and image element of traditional Hanok. This kinds of clustering Hanok can
be seen from historical city, but the trends is a minority of the housing type and form. Now, the modern clustering
Hanok, even though handful of cases, appears as sustainable housing type, its possibilities as a new housing should be
more detailed researches. A elements of Modern cluster Hanok discused in layout, plan, envelopment of house, structure,
roofs, and the coordination of the element can be so much diverse.
Keywords : Modern Clustering Hanok, Cluster House Model, Hanok Image, Sustainable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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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한옥은 한국의 전통주택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문화요소이지만 근대화과정에서 상당기간동
안 단절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아파트 일변도
건설과 주거생활에서 새로운 주거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며, 한옥은 “건강주택”, 문화자원 등 새로운 시각으
로 재조명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현
상에서도 새롭게 이상적인 주택으로 생각되는 사회적 분
위기로 전환되고 있다.1) 그러나 그동안 한옥이 도시지역
에 건축되면서 토지이용률을 높이는 주택배치와 구성이
경제적인 주택유형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는 부정적 평가
를 받아왔다. 자동차시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도로망과 접
근성 그리고 토지이용률의 효율성 저하는 거주자들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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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옥을 기피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소득의 향상, 생활양식의 변화, 건축공간의 확대, 새
로운 주거양식의 경험을 거치면서 한옥에 대한 요구기준
과 건축의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옥의
현대적인 출현과 현대적 생활기준에 부합되는 현대한옥으
로의 변신은 불가피하다.
전통한옥은 도시지역에 거주자들이 원하는 주거타입으
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인식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안이 제
시되지 못한채, 근대화과정에 발전되어온 다른 주거타입
에 비하여 열등한 것으로 전락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전
통한옥이라고 하는 주거모형의 토지이용과 용적률 활용이
라는 측면에서 비경제적라고 평가되었다. 둘째는 기존 한
옥이 가지는 전통이미지가 너무 강하여 한옥은 전통을 고
수해야 한다는 관념이 너무 지배적이었다. 셋째는 시대변
화와 도시화에 부응하는 한옥의 진화하는 모델개발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다행이 현대에서 한옥이 가지는 친환경성, 문화적인 특
성을 고려하여 한옥에 대한 향수와 수요가 늘어나고 있
어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옥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보
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점차 높아져가는 토지
1) 역사적으로 古都인 전주·경주·서울·청주 등에서 문화적 측
면에서 한옥지구 및 한옥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농촌
마을의 주택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공간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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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부담을 줄여주는 “연속형, 다층형 한옥”.2)에 대한
출현이 불가피하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옥의 가치를 인식하면서도 문화적
인 가치로서 인식하는 한옥을 생활하는 주택으로서 현대
인의 생활변화,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진화하는 주택을 원
하는 사람들에게 한옥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한옥의 진화는 한옥이 형성된 과거에 머무는 것도 중
요하지만 현대적인 생활과 도시화율이 70%대에 이르는
도시적 맥락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적 맥락
에서도 진화하는 새로운 주거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한옥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다양한 제시를 통하여 현대
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거문화를 소개해 보고
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옥은 한동안 단절
되어서 급격하게 진화된 사회에서 전통주택은 새로운 변
화에 부응하여야 하므로 현대에 전통한옥을 실용적으로
건축하는 것은 상당히 실험적이다. 급격한 사회발전을 반
영하는 한옥의 모습은 대중적인 변화, 새로운 가치와 요
구사항에 부응하는 타입으로 현대적 욕구를 수용해야 지
속성이 있다.
한옥 또한 예외는 아니며 한옥이 현대주택으로서 거주
자들에게 사랑받는 주택이려면 전통한옥의 문화적 건축적
특성이외에 주택의 일반적인 요구조건을 동시에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에서 도시주택은 토지용적률을 높여
서 토지의 경제성을 만족시켜주어야 하며, 이는 한옥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고에서 다루는 한옥
은 현대한옥으로서 집합주택의 유형을 탐구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통주택을 포괄적으로 한옥이라 한
다. 전통한옥은 개조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는 개량한옥과
차별화된 한옥의 문화적 건축적 특성을 담고있는 주택,
원형의 개조 변형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개량한옥이
라 한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적인 기술, 재료 등을 적극
적으로 도입한 한옥을 현대한옥이라 칭한다.
현대집합한옥은 현대한옥 혹은 전통주택이 유니트가 되
어서 집합되는 한옥을 지칭한다. 한옥집합주택은 전통한
옥, 현대한옥 등이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집합주택의 체
계성을 추구하면서 디자인된다.
한옥은 그러한 경제적 논리이외에도 기본적으로 한옥
이 가지는 가장 독특한 특징으로서 문화적 특성이 있다.
한옥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문화적 특징을 가지면서
경제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한옥으로

2) 연속형 주택, 다층주택은 주택 외형을 기준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여기에서 연속형, 다층형 한옥은 한옥의 집주체
에 외형을 기준으로 분류기준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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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집합주택의 유형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그 가능성을
고찰할 수 있으며, 본 고에서는 현대적인 한옥을 추구하
면서도 집합주택으로 구성이 가능한 내용을 다룬다.
2) 연구방법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자면, 전통주택인 한옥이 나타나
는 현상의 빈도나 통계적 수치가 주는 일반적인 현상으
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변화와
거주자의 잠재적 욕구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표출 될
것인가는 충분히 전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성
과 분석을 통하여 예측 혹은 제안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탐색하게 되는 특별한 고찰이 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후자의 관점을 따른다. 전통한옥을 추구하지
만 현대에서 새로운 타입으로의 주거형 모델 개발은 아
직 일반화 되지 않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분석적인 연구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개발에 대한 접
근방법과 대안이 되는 모델을 탐구한다. 이에 대한 연구
는 모델 제안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초연구이기 때
문에 일반화된 결과분석이 아닌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며,
가능성에 대한 모델제안연구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모델제안은 주관적인 모델 제안
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모델은 역사적 도시에서의 전통
적인 목조건축에서의 집합구성, 일반건축에서 나타난 집
합구성이 한옥에 적용 가능한 모델제안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옥의 집합모델의 개발모형은 선행 연구의 통계적 분
석이라기보다는 발전가능한 아이디어 추출과 모델화, 그
리고 시뮬레이션 분석으로서 연구의 틀을 삼고자 한다.

Figure 1. General Trends and Prediction Model

일반적인 통계에 의한 일반적인 경향과 추세보다는 ‘때
로는 소수의 예 중에는 발전하는 일반대세보다는 뒤쳐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진취적인 생활행태가 될 수
있다. 만일 새로운 생활형태를 시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식적으로 포착하여 생활에 대응하는 건축공간을 만들어
서 생활과 공간의 새로운 대응을 실험 할 수도 있다.’3)
3) Kim, K. & etc (2005). Architectural Planning. Seoul.: Sejinsa, pp
95-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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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에서 전통한옥에서 극히 소수의 예일 수 있
는 집합한옥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생활행태를 고려한 전
통주택요소를 활용한 새로운 주택을 모델링하는 시각으로
출발하고자 한다.

II. 개체와 집합구성으로서 한옥
1. 현대한옥의 형성과정과 영향

한옥은 단독형 주택이다. 한옥은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주택으로 자연환경 변화에 대하여 환경조절 또, 내 외부
공간의 구획과 연결 등 조절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었다.
한옥이 연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으며, 규
모가 큰 사찰 궁전 등 회랑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집합타
입이다. 그러나 소유권이 다양한 구성원에 의한 집합은
아니다.
한옥은 개화기를 거치면서 일본식주택, 근대화과정에서
벽돌조, 아파트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주택
에서의 생활경험은 다시 현대에 한옥을 건축하는 시점에
서 다시 그 경험들이 한옥에 다시 투영되는 과정을 거치
게 된다.4) 그러나 각각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인접하여 연속주택을 이루는 경험이 거의 없어서 한옥이
집합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FIgure 2. Change from Traditional to Modern Hanok

특히, 1962년부터 1981년에 까지 20년 동안 수립되었
던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로서 “1971년에 290$, 1981년에
1,800, 1991년에 7,100, 2000년에 10,841, 2007년에
20,045, 2012년에 22,798$에 이르는 경제발전은”5) 사회전
반적인 발전과 함께 주택문화에도 급격한 변화의 원동력
이 된다.
1) 전통주택의 집합한옥 유닛
전통한옥에서 평면구성은 길이방향으로 3, 4, 5칸의 규
모와 깊이방향으로 홑집 겹집의 목조가구조 구성을 볼 수
있다. 전통주택은 농촌지역에서는 채로 이루어진 한옥집
4) Shon, S. (2013).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and Sustainability
of Traditional Hanok in 20th Century, IAPS2013 Symposium,
Coruna, Spain.
5) The Bank of Korea(2005). National Accounts. Each Year based
on 2005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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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도시지역에서는 협소한 대지에서 최대한의 프라이
버시를 확보하는 중정배치로서 건물은 선형으로 성장한다.
전주지역 한옥의 경우, 기역자, 일자형이 대부분이다. 이
는 서울에 비하여 토지이용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프
라이버시 요구도도 낮다. 한옥의 건축평면은 경제적 능력
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지만 부농 혹은 사대부의 한옥
들은 일자형, 기역자형, 디귿자형을 기본으로 다양하게 조
합 구성되는 특성이 있다.6)

FIgure 3. Economic Growh and Social Change of Korea

2) 한옥에서 현대주택의 영향
근대주택과 복층주택, 아파트로 발전되는 현대한옥에서
주택구성은 여전히 일자형, 기역자형이 기본이 되어서 변
형이 이루어진다. 이들 한옥의 공통점은 한옥의 폭이 5량
집으로 제약되고 길이방향으로 확장된다. 한옥의 목조가
구조의 구조특성상 기둥과 기둥으로 구획되는 전면×측면
에서 A×B칸 방식의 평면구성, 그리고 이러한 기본형에
필요한 실이 부가적으로 구성된다. 출입문은 외부에 개방
된 툇마루를 설치하는 타입과 툇마루를 실내공간으로 하
고 현관으로 출입하는 방식으로 일반주택 혹은 아파트평
면구성과 흡사한 생활모형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타입의 평면을 그동안 30-40년 동안 한옥이 단
절된 이후에 새로이 출현하는 한옥의 평면구성으로 인정
한다면 이들 평면은 집합한옥의 단위주택의 모형으로 출
발할 수 있겠다.7)
3) 생활규모변화와 한옥유닛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주택규모는 확대되어지며, 근대
화과정에서 국민소득이 급성장한 우리나라에서 한옥에서
도 예외는 아니다. 가구의 종류가 많아지고 각 실에서 생
활이 분화되는 속도도 빨라졌다. 따라서 한옥에서도 일반
주택에서의 공간분화처럼 다양한 공간이 요구되어진다.
반대로, 핵가족화시대에 가족 수가 줄어들면서 주택구
6) Lee, H. (1997). The patterns of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houses in modernization period (1876 -1945) in Kyungbuk
province: mainly about the patterns of siteplan layout. Journal of the
Korean Architectural History, 6(3), p. 103
7) 집합한옥은 전통인가 현대인가의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
면 이미 집합주택에 한식의 도입은 과거에 있었던 원형에서 출발하
기 보다는 시대 변화와 도시주택으로서 경제적인 토지이용이라는 측
면에서 시대상의 변화로서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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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단순한 공간구성으로도 변화한다. 대가족제도에서 핵
가족화시대로 전환되는 현대에서 대규모 저택으로 주택규
모는 소형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결국은 다양한 타입과
규모의 한옥이 필요할 수 있다.
2. 연속주택으로 한옥

한옥을 집합주택으로서 접근하는 시각의 연구로는 ‘도
시한옥의 유형’ ‘주거지로서 골목길과 한옥’ 등에 관한 연
구들로서 대부분 다층 집합주택이며, 복층구조체로서 한
옥은 상업건축물, 혹은 단독형으로 소수의 한옥이 있다.8)
벽돌과 시멘트구조를 가진 주택타입들이 복층구조를 가지
면서 발전되어 온 용적률을 높이면서 토지이용의 경제성
을 높이는 복층 타입으로 건축된 한옥은 일제 강점기에
건축된 상가에 제한적으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다층한옥
의 사례는 소수의 2층 한옥, 상가한옥이 있어서 보다 적
극적으로 개발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의 한옥은 서울 와룡동에 건축된 연립형 한옥이 있
다. 단층 한옥으로 구조체를 연속하고 있으며, 각각 주택
이 중정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를 획득하고 있다. 단층한
옥에서 가장 밀집된 집합주거지로 조성되는 타입이며, 인
접한 주택과 벽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Figure 4>.9)
그러나 근대화과정에서 단층
주택으로의 토지효율성에 대하
여 한계를 벗어나서 효율적인
집합주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층한옥에서 다층한옥으로의
적극적인 모델개발이 불가피하
다. 상업용도로 사용된 건축으
로 일제 강점기에 일부 한옥이
적용되어서 다층집합한옥의 출
현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
으나 이와 같은 모델이 지속적
으로 확산되지 못한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다층에서도 이와 같은 배치
에서 구성할 수는 있으나 중정
Figure 4. Attached Hanok
의 크기가 협소하면 생활공간
으로서 쾌적성은 동일한 크기의 중정으로 하는 데에는 만
족도가 당연히 떨어지게 된다.
3. 현대한옥의 단위주택 유형

한옥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경제력이 향상되
8) Jun, N. (2010). Spatiap History of Korean Housing. Seoul.:
Dolbaege, pp 89-93 참조. 숭인동, 채부동 보문동, 견지동의 한옥으
로 서울시립대학에서 출판한 “서울의 도시한옥주거지”, “서울의 도
시한옥주거지 유형과 현황보고서(2003)” p 147, p 80 참조
9) Muae Lab OB Seminar (2011). Urban House Types in Old Seoul.
Seoul: Gomsi publish, p 30. 서울시 권농동 182-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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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비례하여 급속하게 성장
한다. 한옥의 경우는 일자형이 기역자형으로 디귿자형으
로 확장되는데, 이미 그러한 확장이 이루어진 한옥에서는
주택의 앞 혹은 뒤편으로 증축된다. 그러한 증축으로 주
택이 개조되는 현상은 상류층의 부유한 수준으로 건축된
한옥이 아닌 중산층 한옥까지도 증축이 일반화 되었으며,
이러한 한옥의 규모 확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속도에 비례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10)

Figure 5. Renovation of Hanok and New Plan

또한 도시주택과 아파트 주거유형에서의 생활을 경험하
였던 현대인들이 한옥을 요구하는 기준이 전통한옥을 요
구하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한옥을 원하면서도 그 안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편리하고
건축비가 저렴한 한옥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현대인들
이 요구하는 한옥은 현대적 기능과 기술을 활용하여 전
통적인 이미지와 공간을 구축하는 한옥으로 전통한옥과는
다른 한옥으로 나타난다.
1) 평면구성과 구조수법
전통한옥의 평면은 도리가 처마도리 중도리 종도리 등
으로 3, 5, 혹은 7개가 설치되는데, 2칸 겹집 목구조는 보
통 5량 구조가 일반적이다. 경제와 생활규모의 확장으로
개조되는 확장은 이러한 목조구조이외에 확장되는 부분은
별도의 구조로 확장부분을 만드는데, 건축수법은 원래의
한옥구조와는 다른 약식 구조를 채택하여 비용을 절감하
는 경우가 많다. 건물주변의 앞, 옆 뒤편으로 증축이거나
디귿자 혹은 미음자 배치한옥의 안쪽에 부가함으로서 결
과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가로-세로비가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평면형으로 이루어진다<Figure 4>.11)
개조된 한옥의 공간은 전통한옥의 거주후 사용자에 의
10) Shon, S. (2013.3). Pilot Survey and Database for National
Hanok Survey (in Naju Old City Areas). Anyang: AURI, pp 16-54.
참조. 나주읍성지역에 건축된 한옥은 280여동이 되는데, 상류주택은
원형을 지키는 타입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주택은 주택환경
과 규모의 요구조건에 부응하지 못하여 거주자들의 포기, 중산층의
한옥은 주택규모 확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11) 주택개조는 소득수준의 상승이 두드러진 시기 그 이후에 주로
발생하며, 1970년대에는 내부공간의 개조, 1980년대에는 각 실의 확
장과 외부공간으로의 확장, 2000년대에는 한혹의 특징을 살리면서
모든 부분의 개조가 가능한 타입으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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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활에 맞도록 재조정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신축되
는 한옥에 평면구성으로 반영된다.
한옥구조는 5량구조를 채택하면서도 기둥간격(柱間)을
확대하여 주택평면의 깊이가 깊어지는 타입이다. 혹은 주
택과 아파트 평면형과 유사한 가로-세로비를 가지면서도
전통한옥의 목조가구조 수법을 대부분 따른다.12)
생활공간이 확대된 한옥의 평면구성이 5량구조의 구조
방법을 따르는 경우, 내부공간이 협소해지는 우려가 있다.
내부공간이 보다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량구조를 고
수하는 경우가 많다.13) 결과적으로 많은 현대한옥들이 기
둥간격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근접거리에서 한옥의
비례감, 목조구조재로 이루어지는 면분할의 비례감의 변
화를 수반하게 된다.
2) 현대한옥의 외피와 지붕구조
한옥의 평면구성의 가로-세로비가 주택과 아파트에 가
까운 형으로 변하고, 각 실의 크기가 커지면서 벽면구성
과 지붕의 비례가 달라진다. 전통적인 목조가구조를 고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둥간격이 커지고 기둥 높이도
높아진다. 평면의 앞뒤 깊이가 커지지면서 지붕 높이도
높아진다.
지붕의 볼륨이 커지면 목구조가 차지하는 지붕 볼륨도
커지는데, 문제는 지붕안의 큰 공간은 창호 개설이 어려
워서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크다.14) 그럼에도
무거운 한옥지붕을 지탱하기 위하여 복잡한 목조구조를
고가로 조성하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다층구조로 한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층부의 하중을 줄여주어야 하는 구
조적인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므로 한옥의 평면구성의 변
화로 인한 지붕구조의 공간과 외관의 비례변화도 고려하
여야 한다.

III. 현대한옥으로서 집합구조체 모델
1. 단위한옥의 집합

1) 한옥의 평면적인 조합형
전통한옥, 혹은 현대한옥의 집합구성은 주택과 주택을
연접함으로서 택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통적인 특성을
얻는다. 집합의 최소단위는 2호1주택, 3-4호 연립주택, 68호 연립배치 등을 최소모델로 설정할 수 있다.
① 이웃 한옥과의 인접 부위는 공동벽을 설치한다.
② 외부공간은 이웃하는 주택들이 공동으로 외부공간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배치를 한다.
12) Kim, M., & Shon, S. (2012). A study on modernization ans
sustainability of traditional hanok in 20th century modernization
period. Proceeding of Spring Annual Conference of KHA, 2012,
24(1), pp. 177-182 참조
13) 전라남도에 건축된 1,000여 호의 한옥에 채택된 목조가구조의
구조수법 참조
14) 지붕안의 공간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락방을 설치하는
경우인데, 채광 통풍을 하기 어려워서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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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옥의 단위주택은 일자, 기역자형이 기본형이 될 수
있다. 단위주택의 조합은 一 + 一, ㄱ + ㄱ, ㄱ + 一 + ㄱ,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요소를 활용하여 중정형
집합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옥에서는 프라이버시가 강한 생활공간을 위하여는 중
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중정을 형성하기 위하여 한옥이
선형으로 배치되는 홑집 구조방식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여러 세대간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한옥집합은 보다 넓
은 공동마당 혹은 중정이 있는 배치가 필요하다.
고밀 도시주택으로서 한옥은 최소한 2호 이상의 주택이
외벽을 맞대고, 집합구조체로서 한옥의 규모가 수평적으
로 수직방향으로 커지는 변화는 불가피하며, 한옥이 집합
구성으로 배치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한옥은 각 실로 출입과 통풍을 위하여 모든 방향
으로 개구부를 설치하여 있다. 외부로 개방적인 한옥을
집합주택 유형으로 건축하려면 적어도 외벽 1면 이상을
이웃하는 주택과 맞대어야 한다.
둘째, 한옥의 1.2내지 1.5미터로 깊은 처마는 맞댄 벽
체로 구성함으로서 외벽사이의 공간을 배제하여야 한다.
셋째, 한옥은 주택들이 팔작지붕에 익숙한 한옥의 지붕
의 조형특성상 집합한옥으로 구성하기 위한 한옥지붕의
조형적 구성이 있다.
넷째, 공동공간으로 사용하는 외부공간에서 각 주택으
로의 진입동선, 그리고 조형적인 디자인 변화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2) 주택의 수직구성
주택의 규모는 필지규모, 가족이 필요로 하는 주택유형
과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주택지에서 한옥의 집합구성은
대지규모, 건축하는 사람의 가족구성과 경제력에 따라 정
해지지만, 집합주택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면 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옥이 목조건축으로 위층과 아래층이 구조적으로 아니
면 유지 관리측면에서 독립적인 관계가 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에서 상하층은 전통적인 마루바닥의
층간 간섭을 일으키는 구조수법에서 층간 바닥이 분명하
게 구획이 이루어지는 구조수법이 필요하다.
2층 혹은 3층 목조주택을 하나의 세대가 사용하는 경
우는 세대간 문제는 미약하다. 1층에 상업기능이나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서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15) 3층 이상이
되면, 1층 부분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2층 이상
이 주거용도로 사용되면,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층에 바닥
을 프라이버시가 강화되는 층간구조를 채택할 수 있다.
각각 필지에서 한옥의 건축은 건축주의 사용목적과 경
제력에 따른 용도와 스타일이 다양해지고 건축시기가 달
15) 도시상가주택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우로서 한옥이더라도 프라
이버시문제는 마찬가지 조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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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ouble Story of Hanok (house, left. comercial, right)

라지므로서 다양한 스타일의 집합으로 구성되어진다.
한옥이 집합구조체로서 모델 탐색은 수직동선이 이루어
지는 계단의 유무, 내부 혹은 외부계단으로의 설치방법에
다라 집합구조체가 달라지는 것은 일반 집합주택과 마찬
가지이다. 계단은 한옥구성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요소로
서 한옥이미지와 공간구성에 새로운 변화요소로 등장한다.

Figure 7. Vertical Access and Combination of Hanok

2. 다층 집합한옥의 외피구조

현대한옥 그리고 집합주택으로의 공간구성은 내부적인
공간구성은 현대사회의 생활상, 공간구성에 의하여 지속
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결과 집합한옥의 외형은 전통
한옥과 달리 인식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대한옥으로 집합주택의 구성은 한옥인가 아니
면 일반목조주택인가에 대한 인식은 한옥의 조형성을 획
득하는가 아니면 실패하는가 하는 외피구조의 이미지로부
터 강한 영향을 받는다.
한옥집합구성의 외피요소는 지붕의 조합, 벽체의 구성
으로서 벽체구성, 창문요소, 벽체에 나타난 각 요소들의
관계와 비례 등에 의하여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타날 수
있다.
기단, 벽체 그리고 지붕으로 대별되는 한옥은 다층구조
가 되면서 전통적인 이미지 요소와 달라진다.
현대한옥의 다층구조로서 집합주택은 한옥의 수평집합,
수직집합에 의하여 다양하게 조합될 수 있다. 전통한옥이
개별한옥이었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층구조의 집합한
옥은 새로운 조형의 출현으로 인식되어진다.
최상층의 지붕은 당연히 한옥지붕으로 집합체의 특성에
따라 맞배지붕, 팔작지붕, 모임지붕, 기타 새로운 조형이
조합되어질 수 있어서 장애요소가 없다. 그러나 벽체구성
에서는 한옥이 단층구조에 익숙해 왔던 조형이미지들이
다층으로 구축되면서 한옥에 대한 이미지측면에서 보면
한국주거학회논문집

벽체의 스케일, 구성비, 창문과 벽체에서의 비례에 대한
혼란을 경 경험하게 된다.
다층구조의 한옥은 벽체는 벽체의 중첩으로서 구성되는
블럭형<Figure 8a>, 층간에 지붕을 설치하는 층구분형
<Figure 8c> 층간에 지붕 혹은 난간동자를 둘리는 층구
분형<Figure 8b>이 가능하다. 다층으로 구축한 집합구조
체 중에서 지면층과 상층부의 벽면선의 변화를 통하여 상
부로 올라가면서 조형적인 체감특성을 활용하면 전통한옥
과 유사한 조형이 가능하겠다<Figure 8d, e>.

Figure 8. Exterior Wall in Multiple Hanok

1) 블록형 다층 한옥
한옥건축에서 집합방식은 새로이 시도해보는 주거형이
다. 전통적인 주거형을 집합 구성하면 한옥형이 되어야
하는데, 한옥을 다층구조로 생각하면 아파트에서의 생활
경험이 보다 강한 배경으로 작용하여 공동주택의 관념에
따라 건물의 몸채는 박스형으로 생각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은 집합방식보
다는 대형 건물을 단위세대로 분리하는 개념의 아파트에
익숙하여 있으며, 단위세대를 집합하는 방식의 집합주거
를 구성하는 데에는 설계자, 거주자 건설업계 모두가 아
직은 익숙하거나 선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 사진<Figure 9>은 아파트형 구조체를 활용한 한옥
공동주택을 구성한 사례이다. 3층으로 구성된 한옥집합주
택은 주요구조수법이 목조가구조이고, 외관이 한식지붕이
며 목조가구조로 이루어진 부재요소, 비례, 색상 등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다층으로 구성하여 벽체부분이 3층으
로 한옥이미지와는 많이 변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층한옥에서 최상층에만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Figure
8, 9>, 지붕에 비하여 벽면 높이가 차지하는 높이가 커져
서 건물의 비례가 달라진다. 벽체구조가 조적조인 경우에
가장 두드러지며, 벽체벽면에 목조가구조의 구조선의 요
소, 면분할의 비례 등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

Figure 9. Surface of Exterior Waal in Multiple Hanok

현대한옥의 집합구성 유형과 모델특성 연구

우에 한옥의 느낌보다도 일반건축물에 지붕만 한옥인 조
형으로 부조화를 느끼게 되는데, 이는 층별로 지붕이 형
성되는 다층구조의 벽체에 비하여 지붕이 차지하는 비중
이 작아지면서 한옥의 공간이나 조형감을 상실하기 때문
이다.
2) 층구분형 다층한옥
각 층마다 처마를 내미는 구조는 목조탑이나 다층 전
각에 사용된 전통적인 구조방법이다. 각 층간에 서까래가
돌출하여 형성하는 지붕은 각각의 층에서 벽체에 들이치
는 빗물을 막아주어 목조구조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적
역할이 있으며, 이러한 다층구조는 3층, 5층, 7층, 9층의
목조탑에서 보아왔던 익숙한 조형이기도 하다.
한옥의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층간에 형성된 지붕
은 전통적인 구조수법으로는 돌출된 처마의 하중을 지지
해 주기 위하여 돌출된 반대쪽(건물안쪽)에서 눌러주어야
만 균형을 이루게 된다. 조형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내부공간의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한옥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층마다 구축되는 처마의 길이는 벽체높이와 상호 관련되
는데 가능하면 짧아야 구조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3) 블록형+다층 한옥형의 복합
저렴하게 대량생산이 용이한 구조방식은 상하층의 구조
적 시스템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
자면 아파트구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기둥구조가 저층에서 상층부로 연속되는 구조특성이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블록형 외피구조 이미지는 각 층에서 지붕이 있
는 층구분형 한옥에 비하여 블록형 한옥은 한옥이 가지
는 편안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보여주기 어렵다. 그 이유
는 다층한옥에서 벽체 부분이 확대되고 높아지면서 그냥
블록형 목조주택으로 인식되어진다.
블록형의 구조방법은 저렴한 건축이 가능하지만 한옥이
미지를 추구하는 데에는 불리하고, 각 층별로 지붕이 설
치된 다층지붕형 한옥은 건물의 이미지는 한옥이지만 건
축 비용이 높아지는 부담이 있다. 두 가지 유형의 장·단
점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절충형 구조인 한옥이미지가
얻어진다.
3. 한옥집합유형의 모델

현대한옥으로의 집합주택의 구성은 배치, 평면, 구조, 외
벽, 층수 그리고 지붕디자인의 선택에 의하여 다양하게
디자인되어진다. 한옥의 집합구성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전
통한옥의 공간구성과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집
합구성에서 획득할 수 있는 합리성과 효율성, 편이성 등
은 한옥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건축의 경험에서
축적된 기술이므로 한옥의 공간특성과 이미지를 요소로
집합주택의 체계성으로서 배치, 평면구성타입, 구조, 층수
외벽체와 지붕요소의 조합으로 모델화가 가능하다<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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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esign Component of Modern Cluster Hanok

본 고에서 한옥집합의 요소별로 예시된 유형은 6가지에
각각 3개씩 선택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집합한옥의 디자인
이 가능해진다. 또한 각각의 요소별로 새로이 개발될 수
있는 전통적인 적용요소들도 개발 여지가 많아서 한옥집
합주택으로의 가능성은 보다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한옥의 집합모델은 전통적인 기법을 고수한다고 하더라
도 집합구조체를 지향하는 순간 현대적인 한옥으로의 변
형, 창조적인 작업이 되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집합한옥의 구조체가 완전히 현대시점에서 창조적인 것인
가 라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단독건축으로서 다층건
축구조는 사례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집합의 특성은 건축입지의
주변환경의 변화, 건축기술의 발전, 생활공간의 확대, 다
양한 건축을 경험하고 평가한 후의 거주자들의 요구조건
등집합주택의 형성요인이 전체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
다. 다양한 모델을 대별해 보면, 전통적인 한옥이미지를
고수하는 경우, 현대적인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한옥의 집합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타입으로 그 특성을
대별해 볼 수 있다.
1) 전통형
목조가구조로서 전통한옥 단위주택은 일자(I), 기역자(L),
디귿자(C)형 수평 2호, 3호, 4호 등으로 연립하고 층으로
는 2층, 3층 등으로 연립한다. 이러한 집합구조체를 기본
으로 가로입지(Street), 집합타입(Cluster), 혹은 두가지의
혼합타입으로 배치 될 수 있다.
벽체는 목조가구조의 기둥, 수장재, 창호인방 등의 부재
들이 분할하는 면구성, 분할된 면의 비례들로 벽면구성이
특징되어진다. 2층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 하부의 기둥
선위에 상부층의 기둥을 연장함으로서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효율은 좋아지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현대건축물들은 기둥과 기둥사이에 벽면적이 대
부분 커지는데, 반대로 벽면의 목재부재에 의한 면분할
선이 전통적인 비례나 스케일을 반영하는 데에 소홀하여
전통적인 특성을 잃어가는 사례들이 많다.
특히 다층으로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기단, 벽체, 지붕
이 가지는 전통한옥의 비례는 벽면적이 확장되어 이미지
변화가 발생한다.
다층구조에서 벽체면적의 비례가 높아지면서 변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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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ulti Family Hanok in Traditional Style

미지는 각 층에 지붕부분을 설치함으로서 보다 안정된 한
옥이미지를 연출하는 데에 유리하다. 게다가 상층부에서
하층에 비하여 외벽선이 안쪽으로 축소됨으로서 나타나는
볼륨의 체감은 안정된 한옥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
인이다.
지붕은 팔작지붕이 가장 전형적인 한옥이미지를 잘 보
여준다. 그러나 집합되는 접촉부분에서는 맞배지붕으로 각
각의 세대들이 맞댐으로서 집합한옥의 효율성을 가지기
때문에 양쪽 끝이거나 돌출된 부분이 아닌 부분은 맞배
지붕이 자주 사용되는 지붕구조가 된다. 그 중에서 변화
를 추구하는 부위는 맞배형 이더라도 지붕의 높이 조절
을 통하여 통일성과 다양성을 획득해야 한다.
2) 복합형
상부 층에는 전통한옥을 기본형으로 한다. 전통한옥이
아닌 부분은 1층 혹은 1-2층이 일반구조로 건축되는 방
식이 복합적으로 채택될 수 있다. 하부 층에는 목조구조
수법이 아니라 콘크리트구조가 상부에 축조되는 목조건축
의 기붕축선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게 건
축할 수있도록 한다.
1차적으로 일반건축부분과 한옥부분으로 대별되며, 건축
물의 규모에 따라 2호 3호 4호의 수평결합으로 하고, 한
옥부분도 2층 혹은 3층으로 조성될 수 있다. 일반건축부
분도 1층 2층 3층 등 비교적 자유스럽게 건축될 수 있으
며, 볼륨변화는 전통한옥만으로 구축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자유롭게 디자인 될 수 있다.
용도지역으로 보아 주거기능이외에 다양한 기능과 복합
되는 용도가 필요한 때에는 저층부의 안정된 구조, 도시
적 기능의 근린상업 공간에 적합한 일반건축이 축조되는
데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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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Multi Family Hanok in Composite Style

4. 한옥집합의 복합요소

1) 단위한옥과 공동한옥의 조합형
한옥의 집합유형은 필지별 한옥조합(단위주택)이나 집합
구조체를 구분하여 구성하는 방식(공동주택)두 가지의 유
형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각각의 유형에 한정할 필요는 없
다. 왜냐하면 부지형상이나 조건이 다양하며, 집합주택의
다양성을 추구하려면 특정유형에 제한적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는 두 가지 유형을 다양
하게 활용하는 것이 집합구성을 구성하는 <한옥의 조합+
분리형>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집합주거로서 다층형으로 구성된 사례는 없으나 주거기
능과 가장 유사한 한옥호텔로 건축된 <영산제>16)는 전면
에 2층 한옥으로, 그 뒤편에는 별동형의 한옥으로 배치되
어 있다. 한옥의 단위주택의 집합구성으로는 뒤편에 전면
에는 한옥공동주택이 각 기능의 실로 구성된 조합형으로
한옥주거단지를 구성하는 데에 구성요소와 조형의 다양성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옥의 집합은 단위주택의 조합, 공동
구조체의 분리라는 기본방식을 병용하는 다양한 유형이
혼재하면서 특징적인 집합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한옥 +비한옥의 집합
한옥은 전체 기능 중에 한옥이 부분적으로 채택될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한옥과 어울리는 다른 건축양식이 될
수도 있다. 한옥은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환경요소로서 요
구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한옥은 현대적인 대형공간
16) 금성건축이 설계하고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한 한옥호텔로 전남
영암에 건축되어 있다.

현대한옥의 집합구성 유형과 모델특성 연구

Figure 13. Cluster of Hanok Hotel (YeongsanJe), Designed by
Keumsung Architectural Co.

이나 특성이 요구되는 공간에는 한옥이 아닌 구조가 오
히려 적합할 수도 있어서 한옥과 비한옥의 조합으로서 구
성은 전통한옥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한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옥을 자발적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하지만 도시가로의 전통경관조성을 위하여는 부
분한옥도 필요하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입지에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혹
은 일반건축물위에 한옥을 건축하는 방법은 이미 조성된
혹은 부분적인 한옥건축을 통하여 전통적인 경관 혹은 이
미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복합구조로서 부
분한옥을 조성할 수 있다<Figure 14b>. 혹은 가로에 면
하여 전통경관조성이 필요한 입지에서 가로에 면하여 한
옥으로 조성되고, 그 이면에 조성되는 건축 혹은 주택에
대하여는 한옥이 아닌 경우로서<Figure 14a> 선택될 수
있다.

Figure 14. Composite Hanok with Modern Architecture

한옥이 문화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친근감과 장점을 가
지고 있으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꼭 그러한 것은 아니다.
건축주의 참여를 다양하게 보장하려면 일반건축의 장점과
한옥의 장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전체 집합구성 프로
젝트의 일부만에 한옥을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발
도 의미가 있겠다<Figure 14>.

V. 결 론
현대한옥 집합주거는 전통한옥의 공간특성과 이미지 요
소를 현대적인 생활욕구에 부응하여 건축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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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집합한옥이 전통한옥의 공간특성과 한옥의 내부공
간, 단위주택에서의 친환경성과 근대적인 생활을 담는 주
택으로서 목표를 가진다면, 다층한옥인 집합주택으로도 현
대적 생활주택과 전통적인 경관이미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이다. 현대한옥 집합주택의 가능성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성안
지역의 고밀도지역의 도시지역에서 발전하여왔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집합주택으로서 현대한옥은 배치, 평면, 구조, 외벽체,
층수, 그리고 지붕구성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첫째, 한옥집합주택은 부지와 입지특성에 따라 가로입
지, 주택지를 구성하는 군집형으로 집합이 가능하며, 집합
요소는 필지별 집합구조체, 공동주택형으로 배치가 가능
하다.
둘째, 한옥집합의 단위주택은 저층부와 상층부의 폭을
달리 선택함으로서 체감형 집합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
로서 한옥의 안정감을 추구하도록 한다. 셋째, 한옥의 집
합은 문화적 원형을 추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전통적인
주택유형에 현대적인 생활공간을 접목함으로서 한옥의 지
속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합구조체 전체가 한옥이 아니
여도 한옥의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집합구조체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저층부에는 목조이외의 구조와 복합구
조로서 내구성을 확보하고, 한옥부와 비-한옥부와의 변화
와 이질적인 요소의 조합을 통하여 현대기능과 전통문화
특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절충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연구성과는 한옥의 집합구성을 위한 시도로서 복층 혹
은 다층한옥은 벽체부분의 크기 증가로 비례감이 달라지
는 부분이 한옥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벽체부분에 층간 부분의 지붕, 상층부로 올라가는 층에
대한 기둥높이 변화와 벽선의 셋백을 통한 조형의 체감
이 필요한 기술이였다.
“단위 한옥의 현대화 자체만으로도 한옥의 공간구성과
조현특성이 달라진다. 더구나 단위한옥을 집합하는 모델
은 완성된 한옥집합 구조체의 볼륨, 비례감 등이 한옥이
라는 전통적인 공간과 이미지가 가지는 가치기준과 달라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집합주택이 한옥
의 범주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라는 정체성에 대한 논
란보다는 현대사회의 생활양식을 담는 생활공간으로서 지
속성을 가지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 연구의 가치가 있다
고 본다.”
현대한옥의 집합구성은 도시적인 맥락에서 전통적인 공
간, 이미지와 도시주택으로서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한옥집합주택은 두 가지의 각각 다른 이상을 조합함으로
서 새로운 주거형이 될 수 있다.
주택은 생활자의 생활상의 변화에 따라 끈임없이 변화
한다. 집합주거에 익숙한 현대사회에서 한옥 또한 거주자
의 현대적인 생활상을 담는 지속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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