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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into a way that the traditional Hanok can achieve a continuity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by researching on the architect Choi Wook's Hanok renovation projects: Samchungdong Hanok (2000), Dugaheon

(2004) and Hakgoje (2007). Choi is well known for his liberal change of the Hanok by inserting modern architectural vocabularies

into its traditional timber framework. This research analyzed the projects focusing on the themes, such as, 'the change of the

ground/ platform', 'the deconstruction of the traditional room concept' and 'the plain wall and horizontally-long window of

modernism', and as a result it argues that his design illustrates a creative inheritance of the traditional with a certain degree of

continuity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For that reason, it could be said that Choi's Hanok renovation suggested us for one

possibility of Hanok's new way to evolv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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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동안 꾸준했던 한옥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초, 서

울시의 북촌지역 한옥보존을 위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특

히 고조됐다.1) 하지만 한옥을 향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

원은 대체로 전통적인 원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전제

로 하고 있으며, 오히려 건축주나 실사용자의 현재적 요

구를 충분히 수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옥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독창적인 해석을 담아 전통의 변화를 시도하는

건축가와 건축물이 존재한다. 즉, 한옥의 원형을 고수하

는 입장뿐만 아니라 한옥에 부분적으로 현대적 건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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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4년도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지속가능한 커

뮤니티를 위한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

에 의한 결과의 일부이며, 2014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

회에서 발표한 「최욱의 한옥에 나타난 전통의 진화 가능성」을

발전시킨 논고임.

1) 김근영, 현대 도시에서 한옥의 의미: 서울 북촌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을 도입하는 태도가 있고, 최근에는 전통적 한옥의 틀을

깨고 파격을 시도하는 건축가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이런 한옥에 관한 건축의 양상 가운데는 주택으

로서 한옥을 신축한 건물이 있는가 하면, 낙후된 가옥을

리노베이션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주거로서의 한옥뿐 아

니라 레스토랑, 갤러리, 호텔 등 다양한 용도를 가진 한옥

도 생겨났다. 또한 한옥의 부흥과 더불어 한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일어났으며,2)

2008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는 미국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한옥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고,3) 한옥의 현대성

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신한옥’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4)

뿐만 아니라 개별 주거로서의 한옥이 아닌 마을로서 주

2) 새로운 한옥을 위한 건축인 모임(편), 한옥에 살어리랏다, 돌

베개, 2007.

3)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한옥전시회와 관련한 글로는 다음을

보시오. 윤상구,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해외한옥전을 마치며,

내셔널트러스트, 10호, p.p.10-13, 2009.1/2.

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제2조(정의)에

서 제시된 한옥과 신한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옥’이란 기

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

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신한옥’이란 한옥의 형태

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

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권영상, 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국토교통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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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공동체를 만드는 계획도 존재한다.5) 한옥을 향한 건축

인들의 관심과 표현은 위와 같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한옥과 관련한 작업들이 한국 현대건축가들의

작업의 주류는 아니었지만 그 시도가 끊이지 않고 존재

했기에 현재의 상황이 생겨나게 됐다. 그리고 이제 한옥

은 단기간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현대를 살아

갈 수 있는 주택으로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축가로 최

욱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2000년대 초부터 진행한

한옥 리노베이션 작업은 그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한옥

의 전통적 구축방식과 형태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현대

의 건축가가 급진적인 방식으로 한옥을 다뤘다는 측면에

서 황두진은 그를 ‘한옥 작업의 선구자’라 칭한 바 있는

데,6) 최욱은 한옥이 더 이상 옛 시대의 한 형태에 머물러

서는 안 되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한옥 작업을 통해 단순히 우리의 옛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한옥이 현

대 사회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한

옥에 대한 그의 창조적 접근은 현대 한옥의 새로운 가능

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욱의 한옥 디자인에

대한 연구문헌은 아직 드문 실정이다.7) 따라서 본고는 최

욱의 한옥 리노베이션 작업을 의미 있게 고찰한 초기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이 연구는 최욱의 한옥 리노

베이션 작업을 분석함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접점을 찾아

간 그의 건축방법론을 고찰하고, 한옥이 어떠한 방법으로

현대건축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최욱은 지금까지 다수의 한옥 리노베이션 작업을 진행

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한옥 해석을 보여줬

다.8) 이 연구는 그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히는 삼청동한옥

5) 충청남도의 공주한옥마을(2008-2010), 전라남도의 행복마을

(2008-현재), 서울시 은평뉴타운 지구의 은평한옥마을(2012-현

재) 등이 이미 완성됐거나 추진 중에 있다.

6) 황두진, 한옥이 돌아왔다, 공간사, p.227, 2006.

7) 최욱을 비롯해 황두진, 조정구 등 현대건축가들의 한옥 작업

에 대해서는 건축가 스스로의 언설이 단행본과 잡지에 다양하게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현대건축의 관

점에서 평가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준공

연도
작품명 위치 용도 주요특징

2000
삼청동

스튜디오

서울시

삼청동
사무

마당과 접한 면에 누마루를

설치해 마당에서도 각 방으로의

출입이 가능

2000
삼청동

한옥

서울시

삼청동
주거

마당의 높이 조절을 통한

마당의 내부화

8) 지금까지 최욱이 선보인 한옥 리노베이션 작업을 간단히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존 출판물, 원오원 웹사이트 참조 및 원

오원 최진석 소장과의 이메일 교환, 2014.9.20-22)

(2000), 두가헌(2004), 학고재(2007)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

다. 그 까닭은 세 작품이 상대적으로 더 잘 알려졌을 뿐

만 아니라 그의 건축관과 한옥에 대한 자세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한옥이라는

전통의 틀 속에서도 그가 현대건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본고는 우선 2장에서 건축가 최욱 및 한옥을 향한 그

의 입장을 살펴보고, 전술한 삼청동한옥, 두가헌, 학고재

에 대해 각각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가 한

옥 리노베이션을 위해 공통적으로 차용한 건축어휘를 세

가지 관점(바닥의 변화, 내부 방 개념의 해체, 모더니즘

벽면과 가로로 긴 창)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어 4장에서

는 ‘전통’의 의미를 파악하고, 최욱의 한옥과 그의 표현방

법이 과거와 현재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논할 터인데,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 그의 한옥이 내포한

현대건축과의 연속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에는 문헌고찰 및 건축물 답사가 기본적

방법으로 채택됐고, 최욱과의 대담 역시 수반됐음을9) 밝

힌다.

2. 건축가 최욱과 그의 한옥 리노베이션

2.1 건축가 최욱

건축가 최욱(1963년생)은 1985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베니스의 IUAV(Università Iuav

di Venezia)에서 유학했다(1985-1989). 그리고 귀국 후에

는 장건축연구소를 설립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에서 설계스튜디오를 담당하기도 했다. 현재는

2000년 설립한 원오원 건축사사무소(ONE O ONE

2002
삼청동

스튜디오2

서울시

삼청동
사무

레벨차이가 있는 정면 파사드에

가로로 긴 창호의 삽입을 통한

현대적 변화

2002
삼청동

한옥2

서울시

삼청동
사무

기둥 사이의 벽을 없애 구조를

드러냄

2004 두가헌
서울시

사간동

레스

토랑

나무데크를 통한 공간의 기억

보존과 벽면의 현대적 변화

2006 가회정
서울시

가회동
주거

창호의 가변성을 통한 외부

픙경의 적극적 도입과 다양한

시점의 제공

2007 학고재
서울시

소격동
갤러리

현대적 내부 마감 및

프로그램에 변화에 따른 내부

공간의 일체화

삼청동스튜디오는 마당을 현대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삼청

동한옥과, 삼청동스튜디오2는 가로로 긴 창을 삽입했다는 점에서

두가헌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며, 삼청동한옥2는 내부의 벽면을

없애 목구조를 드러냈고, 가회정은 창호를 변화시켜 다양한 시점

의 외부 풍경을 도입했다. 삼청동스튜디오와 삼청동스튜디오2,

삼청동한옥2, 그리고 가회정 역시 현대적인 변화를 꾀했다는 점

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세 작품과 공통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정도가 선정한 연구 대상에 비해 소극적

이었다고 판단해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9) 필자와 최욱의 대담, 2014.2.18 &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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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당의 나무데크

architects)의 대표로 있다.10)

그는 2000년 삼청동의 한 한옥을 자신의 건축사무소로

리노베이션하면서 본격적인 건축 작업을 시작했으며, 갤

러리와 레스토랑, 와인바 등으로 디자인 영역을 넓히면서

조금씩 자신만의 색깔을 형성해 나갔다. 그리고 2006년의

베니스 비엔날레와 2007년의 선전-홍콩 비엔날레에 참가

하면서 국내외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한동안 작품

발표가 뜸했던 그는, 최근 건축비평지 『와이드 AR』

(2014, 3/4)에 현대카드 영등포사옥(2010-12)과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2012), 청담동 근생(2010-11)을 동시에

출판하며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드러냈다.

최욱의 작품을 조망컨대, 그는 건축 보편의 기반에 자

신의 뿌리를 두고자 할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의 유전자

역시 탐색코자 한다.11) 그가 리노베이션한 한옥 작품들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한옥

리노베이션은 전통의 체계 속에서도 그 형식 논리를 과

감하고 파격적으로 침범한다. 이는 그가 베니스에서 받은

교육 배경과12) 귀국 후 자신의 사무실을 시작한 2000년

대 북촌의 현실적 조건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최욱은 자신이 ‘한옥건축가’로 규정

되는 것을 거부하며, 흥미롭게도 신축 프로젝트라면 한옥

에 관여하지 않겠노라고 말한다.13)

2.2 한옥에 대한 최욱의 입장

최욱의 한옥 작업은 그의 원오원 건축사사무소와 시작

을 함께했다고 볼 수 있다. 전술했듯 원오원 건축은 2000

년도 초두에 직접 리노베이션한 한옥에서 출발했기 때문

이다. 그는 같은 해 또 다른 삼청동의 한옥을 리노베이션

하고, 2004년에는 두가헌을 리노베이션함으로써 한옥을

다루는 건축가로 명성을 얻게 됐다. 이에 더해 2007년의

학고재 작업은 그의 한옥 프로젝트를 대중과 건축계에

확실히 각인시켰다고 하겠다.

“한옥을 개조할 때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은 별로 안하는 편이에요. […]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

고 또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없애거나 새로 만

들기도 했어요. 다만 한옥이라는 공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미학적인 요소들은 오히려 두드러지도록 강조했습

니다.”14) 최욱은 위와 같은 말로 그의 한옥 리노베이션에

대한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한옥의 정형 속에 아메바 같

은 건축을 상상한다”는 말로써15) 한옥에 대한 자신의 입

장을 피력한 바 있다. 황두진의 견해를 따른다면,16) 최욱

10) 최욱, ONE O ONE architects, 서강총업출판사, p.14, 2008.

11) 와이드 AR, No.38, 2014.3/4.

12) 그가 수강했던 마우로 레나(Mauro Lena)의 스튜디오는 콜

린 로우의 형식주의적 전통 하에 있었다. 그의 IAUV 교육배경

과 작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배형민 외 4

명, 1990년대 이후 건축역사와 건축설계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

구: 김승회와 최욱의 교육배경과 작업을 사례로, 건축역사연구,

Vol.20 No.3, p.43, 2011.

13) 필자와 최욱의 대담, 2014.5.27.

14) 최욱, ONE O ONE architects, 서강총업출판사, p.607, 2008.

15) 최욱, 앞의 책, p.613.

의 아메바와 같은 건축은 한옥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

많은 ‘종’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그의 한옥 리노베이션 작품 중 첫 번째로 다룰 삼청동

한옥은 ‘1. 기본 골격의 보존’, ‘2. 서양인 거주자에 적합하

도록 마당의 높이 조절’, ‘3. 실용적 방식의 창호 배치’, ‘4.

편의성에 근간한 내부 기능 및 공간 배치’, ‘5. 현대적 형

태와 전통적 감각의 무게 조절’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17)

속에서 전통과 현대의 주거가 공존할 수 있는 변화를 시

도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전통적

구축술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형태의 한옥’이라 할 수 있

다. 이는 삼청동한옥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한옥 리노베이

션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안이라 하겠다.

2.3 최욱의 한옥 리노베이션

(1) 삼청동한옥 (20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이 주택은 한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2000년, 외국인

부부(영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주거를 위해 리노베

이션됐다. 건축가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원형 보존이 아닌

주변의 풍경과 장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 발견을 목표로

했으며, 그러면서도 원 건물의 미학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가운데 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적극 수용했다.18)

이 건물은 30평 남짓한

공간에 부부와 아이의 생활

공간 그리고 서재가 딸린

게스트룸을 담아야 했는데,

특히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해 마당이라는 분리된 외

부공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건축가는 집

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마당에 나무데크

를 설치해 거실과의 단차를 줄였고, 거실과 같은 재료(홍

송)를 사용해 거실과 마당을 하나의 공간처럼 만들었다

(원칙 2). 변경 전후의 평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그림 2

& 3), 리노베이션 후 마당은 나무데크로 채워진다. 또한

이 데크는 양방향으로 확장됨으로써 거실과 마당의 관계

를 밀착시켰다.

16) 황두진은 ‘생물다양성’에 빗대어 한옥의 진화에 관해 이야기

하는데, 한옥 역시 생태계를 수성하는 하나의 종이라 할 수 있으

며, 때문에 한옥 또한 수많은 종이 존재함을 설명한다. 황두진,

한옥이 돌아왔다, p.225.

17) “원칙 1. 한옥을 이루는 기본 골격은 보존한다. 원칙 2. 마당

은 거실의 연장으로 서양인의 생활이 보다 용이하도록 마당의

높이를 조절한다. 원칙 3. 80여 년이 지난 한옥이라 기둥이 기울

어 창호를 달기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기둥에서 한 뼘 벗어난 위

치에 새로운 창호를 달아 방풍, 단열 효과를 높인다. 원칙 4. 내

부 기능 및 배치는 한옥의 유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생활의

편리에 우선한다. […] 원칙 5. 형태는 현대적이지만 감각은 살려

서 무거울 곳은 무겁고, 가벼울 곳은 가볍게.” 최욱, 앞의 책,

p.p.319-321.

18) 최욱, 북촌근작, 건축역사연구, Vol.11 No.1, p.p.109-1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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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외부의

각재나무

그림 6. 나무데크와

접이식 유리창

그림 7. 정면의 벽면

그림 5. 철제대문의 복원

그림 2. 변경 전 평면 그림 3. 변경 후 평면

마당과 대청을 지나 내부로 들어가면, 기존의 한옥 자

체가 많이 기울어 있어 원형을 유지하면서 고치기는 힘

든 상태였다고 한다. 건축가는 건물 목구조의 뼈대는 유

지하되(원칙 1), 마당을 향한 문과 창틀을 기둥 바깥으로

옮겨 기울어진 집의 균형을 잡았다(원칙 3). 그리고 문이

나 프레임의 스케일은 기존 한옥의 모듈을 기본으로 했

다. 또한 프로그램을 담는 과정에서 내부의 배치도 새롭

게 했는데, 부엌의 위치변화가 대

표적이다. 전형적인 한옥의 유형

에 근거해 거실과 분리된 위치에

배치됐던 부엌을 현대인의 생활

편리에 입각해 거실 옆으로 자리

를 옮긴 것이다(원칙 4). 당초 집

의 외관은 기와지붕과 벽돌타일이

어색하게 만나던 상황이었는데,

건축가는 타일 벽면 위를 각재 나

무로 감싸는 방식을 택해 주변 풍

경과의 조화를 시도했다(원칙 5).

최욱에 따르면, 리노베이션 된 이 소규모 한옥은 형태

의 디자인이 아니라 장소 자체가 가지는 힘을 빌려 감각

과 생활을 디자인한 집이며, 감각적인 품격이 있으면서도

기교적으로는 소박함을 중시한 집이었다.19)

(2) 두가헌 (사간동, 2004): 조선 후기의 왕실 가옥으로

추정되는20) 종로구 사간동의 두가헌은 한옥과 양옥 두

동으로 구성됐는데, 2004년 가을, 상업시설인 와인 레스

토랑으로 변신했다. 최욱은 한옥을 리노베이션함에 있어

현대적 디자인 가운데 장소의 역사성을 간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계획한다. 그 작업의 출발은 우선적으로 마

당의 돌바닥을 정비하고, 마당과 건물의 관계를 재정립

하는 것이었다.

그는 마당의 나무가 성장하면서 울퉁불퉁해진 바닥을

정리하고, 한옥 건물과 서양식 건물 사이를 연결하던 돌

다리를 과감히 없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이전의 돌

바닥이 가지던 복잡한 패턴은 그대로 살렸다. 적어도 네

개 이상으로 나뉘어 있던 필지 경계의 흔적이 돌바닥 패

19) 최욱, 앞의 글, p.110.

20) 여기에는 마지막 황손인 영친왕의 생모가 기거했다고 전해

지는데, 한옥의 지붕에 잡상이 놓인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반증이다. 마주하는 2층의 양옥은 러시아 양식으로 볼 수 있다.

조정구, 예스러운 장소에 펼쳐진 투명한 한옥의 공간, 한옥에 살

어리랏다, 새로운 한옥을 위한 건축인 모임(편), p.140.

턴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

것은 변경 전후의 평면을

비교하면 명확히 드러나는

데(그림 8 & 9), 한옥 별채

주변에 나무데크가 설치된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나무데크는 리노베이션 과

정에서 사라진 안채와 별채

의 구분된 영역을 상기시키

는 매개체다. 이러한 과거

의 기억은 낡은 철제대문의

복원에서도 읽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별채와 나무데크

가 만나는 부분의 벽이 현

대적 접이식 유리창으로 대

체됐는데, 이러한 세련된

만남의 디테일은 내부와 외

부를 스스럼없이 이어준다.21)

내부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ㄱ’자 형의 안채와

그 옆의 별채를 하나로 합친 부분에 있다. 이 과정에서

기둥 사이의 벽들을 허물어 전통적인 한옥이 가지는 방

의 구분을 없애고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그러면서도 기

둥에서부터 보, 도리, 서까래, 지붕으로 이어지는 한옥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남겨뒀다. 최욱은 실내의 용도를 위

해 내부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한옥의 기본적인

목구조는 남겨놓음으로써 한옥 특유의 재료와 공간감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 이 역시 변화된 평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다. 한편 최욱은 이렇게

노출된 천장에는 직접조명을 설

치하지 않았다. 내부의 간접조명

과 맞은편 양식 건물의 창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만으로도 실내의

밝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다.22) 또한 그는 정면의 담을

일부 허물어 새로 세운 벽으로

대체했는데, 여기에 현대적인 창

호와 인공조명을 배치해 기존과

완전히 다른 파사드를 만들었다.23)

벽을 허물어 한옥의 재료와 구조미를 더욱 순수하게

드러낸 점과, 매우 이질적인 재료의 벽과 창을 정면에 배

치함으로써 한옥의 파사드에 현대적 감각을 덧입힌 점이

두가헌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다.

21) 건축가 민현식은 이것을 두고 “마당과 내부공간을 물 흐르

듯 전이 시킨다”, “벽을 열어 마당을 본다”라고 표현했다. 민현

식, 건축에게 시대를 묻다, 돌베개, p.336, 2006.

22) “오히려 안이 어둡고 밖이 밝은 것이 사람들에게 편안하다”

고 최욱은 말한다. 조정구, 앞의 글, p.141.

23) “만약 여기에(전통문양의 창살로 된) 교창을 달았다면 […]

여기는 한옥이야 하는 무게감이 이 공간을 누르고 있었을 것이

라고 최욱은 언급한다. 조정구, 앞의 글, p.141.



최욱의 한옥 리노베이션에 나타난 전통과 현대 사이의 연속성 논의

大韓建築學會論文集 計劃系 제30권 제10호(통권312호) 2014년 10월 137

그림 10. 지붕 평면

그림 12. 창과 풍경

그림 11. 천장의 자연광

그림 8. 변경 전 평면 그림 9. 변경 후 평면

(3) 학고재 (소격동, 2007): 경복궁 동쪽의 북촌 한옥마

을 줄기와 삼청동의 갤러리들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학

고재는 기존의 한옥을 2007년 갤러리로 리노베이션한 본

관과 새롭게 지어진 신관, 이렇게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

다. 1980년대 신축 당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했던 학고

재는 본관에서 두 채의 한옥이 병렬로 연접하여 비교적

큰 내부공간을 만드는 형식이 독특하다. 그러나 목구조의

과도한 노출은 전시 작품

에 부담이 될 정도의 중압

감을 줬고, 낮은 천장고는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저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다. 최욱의 리노베

이션은 이 같은 문제를 적

극적으로 해결한 결과다.

리노베이션된 전시관 내

부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중앙으로 길게 뻗은 천장

의 자연광이 시선을 잡는

다. 이 자연광은 전체 공

간을 자연스럽게 분할하며

벽면의 작품들을 부각시켜

준다. 최욱은 천장의 높이

를 변화시킬 수는 없었지만 ‘ㄷ’자로 만나는 두 채의 한옥

사이에 낮은 벽을 두고 그 사이로 빛이 유입되도록 했으

며, 이 벽은 전술했듯 과도한 목구조의 노출을 자연스럽

게 막아주는 역할까지 한다. 그리고 천장 면에 반사되는

빛은 갤러리의 전시 프로그램에 맞는 간접조명이 된다.

한편, 증축된 건물의 연결 통로에

위치한 창(그림 12)은 직접광을 유

입하는 유일한 곳으로서, 경복궁 담

장의 수평선도 차경한다. 그리고 학

고재의 외관에서 우리는 최욱이 건

축물의 개별적 조형성을 앞세우기

보다는 경복궁 담장을 비롯한 주변

환경과의 어우러짐에 더 초점을 맞

췄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최욱은 학고재가 가지는

장소적 특성과 기존의 한옥 갤러리

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역으로

이용함으로써 한옥의 형식 내에 담을 수 있는 현대적 전

시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하겠다.

3. 최욱의 한옥 작품에 나타난 공통된 건축어휘

지금까지 살펴본 최욱의 한옥 리노베이션에는 공통된

건축어휘가 여럿 담겨 있다. 이 연구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바닥의 변화’, ‘방 개념의 해체’, ‘모더니즘

의 벽면과 가로로 긴 창’이라는 세 가지로 항목으로 나누

어 고찰하고자 한다.

3.1 바닥의 변화

그림 13. 삼청동한옥, 두가헌, 학고재의 바닥

삼청동한옥, 두가헌, 학고재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라

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삼청동한옥은 주거의 기능을 유지

하면서 내부 프로그램의 변화를, 두가헌과 학고재는 상업

시설과 갤러리로의 변화를 시도했다. 최욱은 프로그램 변

화와 그에 따른 요구를 바닥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투

영한다. 즉, 주어진 프로그램과 목적에 근거해 한옥의 변

화를 꾀하는 가운데 바닥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변화의

매개체로 사용한 것이다.

삼청동한옥은 나무데크를 통해 마당과 거실을 연결시

켰는데, 비록 단차는 남아있지만 거실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두 공간을 일체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당은 여전히 하늘이 올려다 보이는 외부인 것이다. 건

축사적으로 볼 때 내외부 공간의 자연스런 전이는 결코

새로운 테마가 아니지만, 최욱의 방식은 기존의 한옥이

가진 전통건축의 모티브를 현대건축에 직접 결합시켰다

는 점이 두드러진다. 두가헌의 경우 기존 별채의 마당 주

변에 나무데크를 깔았음은 이미 살펴본 바다. 최욱은 두

건물이 병합되며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흔적을

간직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학고재에서는 삼청동한

옥 및 두가헌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바닥 변화를 볼

수 있다. 학고재는 내외부 공간의 전이나 장소성과는 무

관하게 갤러리의 용도에 따라 내부 바닥을 현대적으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기존 바닥의 흔

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갤러리라는 기능만이 변화의

준거로 확인된다.

이처럼 최욱은 한옥의 마당을 거주자의 생활편의에 입

각해 나무데크로써 내부와 직접적으로 결합시키거나, 바

닥의 흔적을 통해 장소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용도에 맞춰 바닥을 현대화하기도 했다. 그는 단순

한 물리적 대상에 머무를 수 있는 바닥 요소를 통해 실

용성을 향상시키면서도, 현대적 공간 이면의 기억을 반추

할 여지마저도 남긴 것이다.

3.2 내부 방 개념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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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삼청동한옥, 두가헌, 학고재 내부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목구조 체계에서는 보통 기둥과

기둥 사이의 벽이나 창호에 의해 방이 나누어진다. 특히

주택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최욱의 한옥 리

노베이션 가운데서는 기둥 사이의 벽을 허물어 전통적인

방의 개념을 해체시킨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또한

각각의 용도에 적합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가운데 한

옥의 재료와 구축방법이 가지는 아름다움은 극대화했다.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삼청동한옥, 두가헌, 학고재 세 건

물에는 공히 내부 기둥 사이에 있던 기존의 벽을 없애

실내를 통합한 부분이 존재한다. 나아가 두가헌에서는 내

부 기둥 사이의 벽뿐만 아니라 마당과 접한 외부 기둥

사이의 벽면과 창호를 허물고 넓고 투명한 유리면으로

대체했다. 또한 기존의 별채 부분에서는 접이식 유리창이

외벽을 대신하는데, 그 투명성은 바닥과 나무데크를 통한

내외부 공간의 전이를 향상시킨다. 학고재는 전술했듯 기

존 ‘ㄷ’자 지붕 아래의 외부 기둥 사이 벽을 허물고 내부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했다. 외벽의 흔적은 기존

지붕의 사이에 설치한 낮은 천장과 자연광을 통해 추론

될 수 있다. 벽을 허무는 일종의 ‘반구축법’으로 전시공간

에 알맞은 넓은 공간을 확보했으며,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목구조의 과도한 노출은 막았다.

기둥 사이의 벽을 제거한 최욱의 시도는 전통의 소멸

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의 생성을 위함이다.

즉, 내벽을 허물어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외벽을 허

물되 이를 현대적 재료로 대체해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

이다. 이러한 시도는 주거의 기능에 있어서는 한계점을

내포할 수 있다. 하지만 최욱은 이를 통해 용도에 맞는

공간의 확보라는 실용적 측면과 한옥의 구조미를 극대화

시키려는 미학적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려 한다. 특히 전

자의 이점은 내부 공간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현대건축의

상황 속에서 한옥이 더 적극적으로 직면하게 될 공간의

융통성 문제를 드러낸 바라 하겠다.

3.3 모더니즘 벽면과 가로로 긴 창

그림 15. 삼청동한옥, 두가헌, 학고재 내외부 벽면과 가로 창

최욱은 모더니즘의 이미지를 물씬 풍기는 밝고 평활한

벽면과 가로로 긴 창을 사용해 기존의 한옥에 없던 새로

운 질감과 형식을 부여했다. 이 같은 모더니스트적인 건

축어휘는 한옥이라는 전통건축 속에서는 다소 생경하지

만 극히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로써 최욱이 한

옥이라는 형식으로부터의 부분적인 해방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동시에 병치된 모더니즘의 어휘를 통

해 현대건축과의 연속을 노출한 셈이다.

삼청동한옥 내부 거실의 흰 벽면과 수평선의 고측창은

목재 구조와 어우러져 현대적인 감각을 드러낸다. 두가헌

의 평활한 벽면과 가로로 긴 창은 건물 외부에서부터 확

연히 눈에 띈다. 그 파사드는 일반적인 한옥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주지하듯 한옥의 전형적 입면에서는

기둥이 서고 그 사이로 벽면이나 창호가 구성되는데, 기

와지붕 아래 모더니즘적인 벽면과 창호가 병치된 두가헌

은 분명 이색적이라 하겠다. 이 같은 요소는 학고재의 내

부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최욱은 학고재 내부의 모든

벽과 기둥뿐만 아니라 일부 천장에까지 흰색의 평활한

면을 사용했다. ‘명쾌하고도 절도 있게 꺾이는’24) 벽의 모

서리는 백색을 더욱 부각시키며 이 건물 내외부의 분위

기와 성격을 상반되게 만든다. 한옥의 고즈넉함과 처마

곡선의 경쾌함을 그대로 간직한 외부와 달리 학고재의

내부는 방문자로 하여금 탁 트인 공간과 매끄러운 벽면

의 현대적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특히 여기서는 가

로로 긴 창이 위치를 바꿔 기다란 천창으로 나타났다. 전

술했듯 긴 천창으로 유입된 자연광은 백색의 벽면을 통

해 반사되고 이는 전시작품을 위한 간접조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최욱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더니스트적인 사고에 근거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밝고 평활한 벽면과 가로로 긴 창이라는 모

더니즘의 어휘를 한옥의 전통적 요소와 공존시킨 점은

현대 한옥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라고 하겠다.

4. 전통과 현대 사이의 연속성 문제

전통(傳統)이란, 일정한 공동체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문화적 유산 가운데 ‘현재의 생활’에 효용이 있는 습관을

일컫는다.25) 즉,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이 관건인 것이다.

영어 ‘Tradition’의 어원인 라틴어 ‘Tradere’ 역시 연속성

(Continuity)의 의미를 내포한다.26) 건축에서의 전통 또한

24) 김현섭, 앞의 글, p.78.

25) “①계통을 받아 전함. 또는 이어 받은 계통. ②[tradition] 관

습 가운데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특히 높은 규범적 의의를 지

닌 것. 넓은 뜻으로는 일정한 집단 공동체인 가족·국가·민족 및

지역 사회의 단위로서 전해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기술 등의

양식(樣式)인데 때로는 그 문화적 유산(遺産)속에서 현재의 생활

에 의미·효용이 있는 인습이나 습관을 일컬음. 좁은 뜻으로는 그

양식이나 인습·관습의 핵심이 되는 정신만을 지칭함.”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2511, 2001(밑줄 필자 강조).

26) ‘계속되다’, ‘양도하다(Handing over)’를 뜻하는 ‘Tradere’는

결국 ‘연속성’과 ‘영구성(Permanence)’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Andreas C. Papadakis & Lucien Steil, Tra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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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연속성이 핵심적 개념인데, 주남철에 따르면

과거의 요소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더해가며 “시대를

막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는 것만이 전통이

라 할 수 있다.27) 다시 말해 전통이란 과거의 것이 그 시

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적인 특성을 반영

할 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통건축의 현대화’라는 말은 다소간 모순을 내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통의 뜻 가운데 이미 현대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

는 과거에 무게중심을 두는 전통의 관습적 의미를 따르

고자 하는데, 결국 중요한 점은 전통(과거)과 현대 사이

에 있는 변화와 발전의 과정이며, 그 과정이 지금의 우리

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욱은 분명 전통의 변화 과정을 적

극적으로 시도한 건축가로서 의미가 있다. 앞서 살펴봤듯

최욱이 사용한 일련의 건축어휘는 한옥이라는 전통건축

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줬다. 이러한 현대적 변화의 시

도를 전통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의 한옥 리노베이션 가운데 발현된 여러 건축어휘가 현

대건축의 측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겠다. 최욱이 시도한 변화는 매우 다양한 층

위를 갖는데, 그의 리노베이션 과정에는 과거의 전통에

기초해 원형의 모습을 가급적 유지하려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 무척 새로우면서도

무리없이 성립하는 부분도 있고, 전통과의 단절로 해석될

만큼의 급진적 변화도 있다. 각각에 대해 고찰한다면, 첫

째, 최욱은 한옥의 변형을 자유로이 시도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전통을 유지한다. 이것이 그의

작업을 계속해서 ‘한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다. 최욱

이 유지하고자 했던 전통 가운데서는 한옥의 목구조 체

계와 기와지붕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는 리노베이션 과정

에서 일부 부식된 목재를 보수하거나 교체했지만, 기둥,

보, 서까래 등의 기본 구조는 변형하지 않았다. 또한 바

닥, 벽, 천장까지 많은 부분에 다양한 변형을 시도했지만

지붕만큼은 가능한 한 손대지 않았다. 그는 지붕에 한식

기와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지붕의 모양과 처마곡선 역시

유지했다. 한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목구조와 기와지

붕을 포기하지 않은 부분은 일각에서 제기한 바 있는 한

옥의 정의와도 정확히 부합한다.28) 그리고 이는 2장에서

언급한 “한옥을 이루는 기본 골격은 보존한다”는 그의 리

노베이션 원칙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 최욱의 한옥에는 전통과 현대가 매우 새로우면서

도 적절한 조화 속에 공존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는 한

옥 작업에 있어서 바닥을 핵심 요소로 활용했는데, 두가

헌의 경우 과거의 기억을 현재까지 지속시키겠다는 의도

Architecture, MIT Press, p.p.32-40, 1987, 이광배, 조종수,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전통건축언어의 재해석, 대한건축학회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Vol.23 No.2, p.352, 2003에서 재인용.

27) 주남철, 건축에 있어서 전통성 계승과 표현방법론, 空間, 공

간사, p.9, 1975.5.

28) 주 4를 보시오.

로 나무데크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데크는 단순히 과거

흔적의 연속성만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벽면의 자유로

운 개폐와 연계돼 현대주택의 테라스와 같은 역할을 한

다. 이것은 전통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전이공간을 현대적

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두가헌에서는 또한

통합된 실내 공간을 위해 내부의 벽을 없앴는데, 이는 내

부기능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한 시도라 볼 수 있다. 이것

은 전통건축의 공간적 융통성을 재인식케 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전통과 현대의 연속을 암시하게 됐다. 한편 삼청

동한옥의 바닥에서도 전통건축과 현대건축 사이의 적절

한 공존을 논할 수 있다. 전술했듯 최욱은 한옥의 바닥인

마당에 주목했는데, 마당 전체에 나무데크를 깔아 거실과

의 단차를 줄여 ‘내부화된 외부’로 만들었다. 이렇게 내부

화된 마당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의 거실과 대응된다. 최

욱은 전통건축의 핵심 공간인 마당을 내부와 연계하여

한옥과 현대건축 사이의 연속을 추구했다고 하겠다. 그리

고 전술한 두가헌과 삼청동한옥의 바닥에 대한 생각은

최욱이 자신의 건축이론으로 내세우는 ‘그라운드스케이프

(groundscape)’ 개념과도 궤를 같이 한다.29)

셋째, 전통과 현대가 균형을 이뤄 공존하는 것과는 달

리, 전통과 현대 사이의 연속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정

도로 급진적인 시도도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이 한옥의 체계에 삽입된 모더니스트의 벽면이다. 두가헌

의 파사드는 전통건축의 재료와 질감을 소거하고 평활한

벽면과 가로로 긴 창으로 대체했다. 이 같은 모더니즘의

어휘가 기와지붕과 만나 매우 생경한 분위기를 만들어냄

으로써 과거의 전통적 한옥의 모습과는 거의 단절된 듯

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한편 학고재의 내부는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현대적으로

변신했는데, 천장으로 노출된 일부 목구조를 제외하면 벽

과 천장이 모두 매끄러운 면으로 마감됐다. 한옥의 처마

곡선이 아름다움을 뽐내는 외부와는 달리, 내부의 미끈한

백색 벽면은 물성이 완전히 제거된 백지상태, 즉 ‘타불라

라사(tabula rasa)’가 된다. 두가헌의 파사드와 학고재의

내부는 병치된 한옥의 요소와는 매우 이질적인 느낌이

들며, 이점을 전통과의 단절을 내포하는 요소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한옥의 틀을 깬 급진적

인 변화의 시도가 때때로 전통의 현대화를 위한 돌파구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전통과 현대 사이의 연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

국 ‘과거와 현재의 관계 맺기’라 할 수 있다.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적 유산을 현재와의 관계를 통해 발

29) 최욱에 따르면 그라운드스케이프란, 지표면의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개념으로 자신의 건축관을 함축한다. 그에게

서양의 건축은 ‘파사드’ 건축인 반면, 동양의 건축은 바닥과 기단

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이다. 따라서 최욱은 바닥으로 자신의 이론

을 정립하는데, 여기서 기단은 다양한 변용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요소이다. 결국 그라운드스케이프는 그가 바닥 혹은 기단을 통해

내외부의 관계 맺기를 시도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론인 셈이다.

최욱의 그라운드스케이프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보시오. 김현

섭, 감각의 형식, 와이드 AR, No.38, p.p.76-78, 2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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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연속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통의 계승인

것이다. 최욱이 한옥을 다룸에 있어 끊임없이 현재를 반

영하고 새로운 요소의 적용을 시도한 바는, 여전히 논란

의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있어서의 전통 계승

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할 만하다. 그리고

그러한 한옥과 현대건축 사이의 연속의 가능성은 한옥이

진화할 새로운 방향 가운데 하나를 제시한 바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는 한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 가운

데 독창적인 해석을 담아 한옥의 변화를 시도하는 현대

건축가 가운데 최욱에 주목했다. 전통건축의 목구조 체계

안에 현대적인 건축어휘를 과감하게 접목시킨 최욱은 그

러한 현대건축가들 중 선구자라 말할 수 있다. 본고의 목

적은 그의 표현방법이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어떤 연속

성을 내포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그의

건축관이 투영된 삼청동한옥, 두가헌, 학고재를 ‘바닥의

변화’, ‘내부 방 개념의 해체’, ‘모더니즘의 벽면과 가로로

긴 창’이라는 건축어휘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당이나 기단 등의 바닥은 최욱의 건축에 있어

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그의 한옥 리노베이션 작업

의 출발점이었다. 그는 마당에 나무데크를 깔고 거실과의

단차를 줄여 내부화된 외부를 만들거나(삼청동한옥) 테라

스를 매개로 과거 흔적을 기억하기도 했으며(두가헌), 건

물 용도에 맞게 실내 바닥을 완전히 현대화하기도 했다

(학고재). 둘째, 최욱은 내부 방 개념의 해체를 통해 기둥

사이의 벽을 없애 용도에 적합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면

서 한옥의 순수한 구조미를 극대화했다. 내부 기둥 사이

의 벽을 제거해 실내를 통합하거나(삼청동한옥), 일부 외

부 기둥 사이의 벽을 유리창으로 대체해 내외부 경계를

흐리기도 했고(두가헌), 지붕 아래 외부 기둥 사이의 벽

을 허물고 내부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기도 했다

(학고재). 셋째, 최욱은 전통적인 형태와는 매우 이질적인

모더니즘의 평활한 벽면과 가로로 긴 창을 삽입해 한옥

을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형시켰다. 그는 내부에서 목재

구조 사이로 흰 벽면과 고측창을 설치해 현대적 감각을

드러냈으며(삼청동한옥), 기와지붕 아래 모더니즘적인 벽

면과 창호를 병치했고(두가헌), 내부 전체에 매끄러운 백

색의 벽면을 드러내고 가로로 긴 창 개념을 기다란 천창

으로 바꿔 나타내기도 했다(학고재).

비록 최욱의 이 같은 시도가 보수적 관점에서 볼 때는

건축가 개인의 지나친 일탈로도, 혹은 오히려 전통과의

단절로도 취급될 수 있다는 한계가 없지 않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옥에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구축

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를 추구했

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전통과 현대 사이의 관계 맺기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으로부터 현

재를 반영한 파격적인 변화에 이르기까지, 그가 보여준

과거와 현재의 접점은 다층적이다. 그가 한옥이라는 틀

안에서 현대적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양

한 변화를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그의 건축은 한옥의 생

태계 안에서 진화 중인 하나의 종이라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옥이 단순히 옛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대건축으로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최욱

의 시도와 같은 자유로운 전통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본고는 그러한 해석의 출발점으로도 의미를 갖는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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