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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한국 현대건축의 흐름 가운데 2000년대 초반은 한옥

이 건축계 전면에 재등장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재래의

목수나 한옥 전문가의 작업이 이전부터 지속된 한편으

로, 이때는 도심의 낡은 한옥 다수가 건축가들의 리노베

이션을 통해 새로 태어났고, 신축 한옥도 속속 들어섰

다. 이러한 한옥은 주택의 범주를 넘어서 갤러리, 게스

트하우스, 동사무소, 레스토랑 등 다양한 용도를 목적으

로 했다. 2006년 한옥이 돌아왔다를 출판한 황두진은

한옥의 보편화를 위해 한옥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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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내놓기도 했고,1)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이 다각도에서 한옥 활성화를 위해 바

삐 움직이고 있다. 또한 각종의 한옥 전시회가 개최되기

도 하고, 한옥학교도 생겨났다.2) 이에 발맞춰 한옥에 대

한 관심은 건축계를 넘어 대중적으로도 확산됐는데, 근

래 불어온 한류의 바람과 함께 효과가 증폭돼 ‘한옥 붐’

을 이루기까지 했다.

한옥 붐의 배경에는 2002년 서울 북촌, 2004년 전주 교

1) 황두진, 한옥이 돌아왔다, 공간사, 2006, 271〜284쪽
2) 예컨대 2008년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해외한옥전 은 미국을
순회하며 가회정, 무무헌, 윤보선가, 하비브 하우스 등 총 14개 한옥을
전시했다. 한편, 2000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대통령령에 의해 개교하
여 이듬해 전통건축학과를 개설했다. 그리고 신영훈의 지용한옥학교와
김경수의 다물장원을 비롯해 경주전통한옥학교, 청도한옥학교, 단양한
옥학교 등 다수의 한옥 관련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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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recent Hanok boom in Korea, Contemporary Hanok has been evolving in terms of structure, space,

form, etc. To ge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diversified Contemporary Hanok, this paper aims at its
type classification by analyzing architects’ designs since 2000.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are two: (1)
renovation [Re] or new construction [New]; and (2) degree of Contemporary Hanok’s deviation from the
traditional Hanok’s standard ― maintaining the traditional form [Main]; changing space within the traditional
form [Space]; changing the traditional frame [Frame]; and juxtaposing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Combi].
From the two criteria, this paper deduced eight types of Contemporary Hanok, named respectively: Re-Main,
New-Main, Re-Space, New-Space, Re-Frame, New-Frame, Re-Combi, and New-Combi, and studied their cases.
It can be argued that various aspects of Contemporary Hanok and their critical meanings were well-investigated
through this type classification and case-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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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같은 원도심 한옥마을의 한옥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이 있었다.3) 이 같은 지원과 더불어 한옥 붐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고, 건축가들은 이를 활용해 한옥 보전을 위

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는 틀 안에서 여러 가지 형식

변화를 실험할 수 있었다. 윤재신은 한옥의 진화(2012)
에서 한옥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가지고 더 다양한 ‘한옥

종(韓屋種)’의 공생을 장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4)

그러나 한옥의 급격한 진화는 한옥의 정통성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가 수용 가능한 한옥의 범

주고, 어디까지가 현대 건축가 개인 취향의 산물일 뿐인

가? 또한, ‘현대한옥’이라 불리는 건물의 복잡다단한 층위

를 한눈에 이해하는 것도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런 까닭

에 본고는 한옥의 복합적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현대한옥

의 다면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출발점으로 우선 전봉희와 권용찬

(2012)의 한옥에 관한 개념 모식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

다.5) 본고가 주시하는 현대한옥의 개략적 범위를 설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전봉희와 권용찬(2012)이 제안한 한옥의 다층위적 존
재 양상에 관한 개념 모식도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2012]

그들은 한옥을 ‘전통적 형태에의 충실도’와 ‘현대적 편

의성’에 따라 ‘문화재 한옥’, ‘정통 한옥’, ‘현대 한옥’, ‘한

옥풍 건축’, ‘한류 한옥’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현대 한

3) 서울 북촌의 경우, 2001년 ‘북촌가꾸기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02
년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가 제정됐다. 이에 따르면 북촌 지역에서
한옥을 개·보수 할 때, 최대 3,000만 원의 보조금과 2,000만 원의 융자
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2009년과 2016년 개정되면서 한옥
의 신축 및 부분 수선 시에도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외관은 공사비
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내부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가 지원 범위다.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 2002. 5. 20.;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2016. 7. 14.

4) 윤재신, 한옥의 진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8〜9쪽
5) 전봉희·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녘, 2012, 34쪽

옥’은 ‘문화재 한옥’ 및 ‘정통 한옥’과 함께 좁은 범위의

한옥에 속하는 한편, ‘정통 한옥’ 및 ‘한옥풍 건축’과 각

각 일부분 겹쳐 있다. 이 모식도는 한옥의 ‘다층위적 존

재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러나 층위 간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본고

가 대상으로 하는 현대한옥 내의 세부 유형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한편, 활발히 한옥을 지어온 건축가 조정구(2006)는

자신이 작업한 30여 채의 한옥에서 ‘공간의 입체적 사용,

다락과 지하공간’, ‘다른 건축구법/유형과의 공존’, ‘좌식

에서 입식으로의 전환’, ‘마당의 실내화’, ‘전통건축 요소

의 다양한 결합’ 등과 같은 유효한 주제를 뽑아낸 바 있

다. 하지만 이 경우는 건축가 1인의 작업에 국한됐기 때

문에, 주제별 유형이 현대한옥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범

위가 제한적이고 각 주제를 뽑아낸 목적이 현대한옥의

유형 분류에 있지 않다.

이처럼 제각각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선행 문헌은 현

대한옥 내의 여러 유형을 제시하는 데 충분치 않다. 따

라서 본고는 현대한옥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 존재하

는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실제 사례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로써 다방향으로 진화해가는 현대한옥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리라 기대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대한옥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한옥에 대한 정

의가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2장에서 기존에 정립

된 한옥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대 건축가들

의 실험적 한옥까지 포괄할 수 있는 현대한옥을 새롭게

규정할 것이다. 3장에서는 현대한옥의 유형을 분류할 것

인데, ‘건축 대상의 기존(旣存) 여부’와 ‘전통 형식의 변화

정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이어 4장에서는 각 유형별

사례를 선정해 분석하고, 결론에서는 현대한옥의 유형 분

류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현대한옥은 ‘건축가’가 작업

한 2000년 이후의 것만으로 한정하되, 출판물이나 인터넷

등 건축 매체에 노출된 것을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했다.6)

6) 본고는 2000년 이후 ‘건축가’가 설계한 66개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
대한옥을 유형화했다. 하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그리고 논점의 명
료성을 위해 각 유형에 가장 부합하는 14개의 사례만을 제한적으로 보
일 것이다. 그런데 현대한옥의 지역적 범위를 처음부터 수도권으로 한
정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당초 수집했던 사례 중 다수가 서울과 경기
에 속한 것이었다(66개 중 54개, 그리고 영남 7개, 호남 3개, 충청 1개,
강원 1개).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고에서 분석할 14개의 사례 중에서도
11개가 서울에, 2개가 경기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까닭을 유추
컨대,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건축가들이 수도권에 많고 그들의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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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의 관습적 방식과 형식에 주로 천착한 작업은 연구

의 초점과 거리가 있다. 이런 범위설정은 건축가의 창조

적 디자인과 실험을 중시하는 본고의 입장을 반영한다.

근래에는 건축가 개별의 작업보다 익명의 대중성을 중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커다란 건축적 흐름을 추동하는 것

은 결국 창조적 개개인의 누적된 실험일 수밖에 없다.

2. 현대한옥의 정의

‘한옥(韓屋)’은 개항 이후 등장한 외래의 근대건축물,

즉 양옥에 반하는 용어로 생겨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

다.7) 그러나 이 말이 공식적으로 정의된 것은 비교적 근

래의 일이다. 서울과 전주가 2002년과 2004년 지자체 조

례에서 ‘한옥’과 ‘전통도시한옥’에 대해 각각 정의했고,8)

2010년 건축법 시행령 에 아래와 같이 더욱 보완된 ‘한

옥’의 정의가 삽입되어 현재에 이른다.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
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
물을 말한다.9)

이 정의는 건물의 구조와 재료 및 마감에서 전통 형

식을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는 면에서 보편성을 갖는다.

하지만 근래에 새롭게 지어진 한옥, 특히 건축가들의 실

험적 한옥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이에 비해 최근

시도된 ‘신한옥’이나 ‘현대한옥’에 대한 정의는 현대화된

한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

다. 예컨대 송인호 등은 2008년 국토해양부의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연구에서 ‘신한옥’을 “주요
구조부가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목구조방식’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대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근본적으로는 현대한옥을 향유할 수 있는 건축주나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부득이 지역적 편중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7) ‘한옥’이라는 단어는 1908년의 家舍에 관한 照覆文書 에서 사용된
것이 가장 이른 사례로 추정되어 왔으나, 전봉희는 1885년과 1897년의
문서에서도 이 말이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전봉희, 신한옥의 보급 활
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 건축역사연구, 18권, 5호, 2009, 151쪽.

8)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
시한옥지원조례 , 2002. 5. 20.; “‘전통도시한옥’이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
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
문·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 2004.
3. 30.

9)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 2010. 2. 18.

기술과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및 부속시설”이라 정의했

고,10) 전봉희와 권용찬(2012)은 ‘현대한옥’에 대해 “기둥

과 보, 지붕틀 등의 주요 구조부를 목조로 하였고, 외관

의 가장 주요한 요소인 지붕과 기단, 벽체 등에서 전통

적인 형식을 따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11)

이 같은 신한옥과 현대한옥의 정의는 본고의 입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럼에도 다소간의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2008년의 신한옥 정의는 건축의 성능향상과 같은

표현에서 공학기술의 뉘앙스가 강하며, 2012년의 현대한

옥 정의는 문장의 주술구조(‘현대한옥은 … 이다’)가 명

확지 않고 전통의 부분에 비해 현대의 부분이 부수적이

라는 느낌이 크다. 본고에서는 증 개축 혹은 신축된 건

물이 전통한옥의 형식을 부분적으로 보유한다면, 현대건

축의 구법 및 마감 비중이 때로 전통의 부분을 초과하

더라도 잠정적으로 현대한옥의 범주에 넣고자 한다. 한

옥의 진화를 위한 건축가의 창작과 실험을 존중하는 까

닭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대한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좀 더 융통성 있게 정의한다.

현대한옥이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전통의 목구조와 한
식지붕틀 및 외형을 취하는 가운데, 현대적 구축술과 마
감법을 수용한 건물이다.

만약 이 정의를 전봉희와 권용찬(2012)의 모식도와 관

계시킨다면, 이는 <그림 1>에서 ‘현대한옥’에 ‘한옥풍 건

축’이나 ‘한류 한옥’의 일부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현대한옥의 유형 분류체계

현대한옥이 정의됐으니 이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

겠다. 분류의 기준은 전술했듯, 대상 한옥의 ‘기존 여부’

와 ‘전통 형식의 변화 정도’다.

3-1. 건축 대상의 기존(旣存) 여부에 따른 분류

현대한옥은 그 한옥이 이전부터 존재했었는가에 따라,

즉 건축 대상의 기존(旣存) 여부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

류될 수 있다. 기존했다면 리노베이션 유형, 그렇지 않

았다면 신축 유형이다.

(1) 리노베이션 한옥

기존의 한옥이 증 개축이나 대수선을 통해 일신된 것

10)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연
구, 국토해양부, 2008, 17쪽
11) 전봉희·권용찬, 앞의 책, 2012,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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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건축법상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면적, 층수 혹은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같

은 규모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

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이다.12)

건축가는 이 같은 증축, 개축, 대수선의 범위 내에서 다

양한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으며, 기존 건물을 완전히 새

로운 형식의 한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2) 신축 한옥

말 그대로 기존에 없던 한옥이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것을 뜻한다.13) 건축가는 한옥을 신축하는 가운데 건축

주의 요구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이를 얼마든지 현대화

할 수 있다.

3-2. 전통 형식의 변화 정도에 따른 분류

리노베이션이든 신축이든 건축가는 한옥의 전통 형식

을 현대적 삶에 맞게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그 형식의 변화 정도에 따라 현대한옥의 유형이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전통의 ‘형식’이라 함은 한옥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구조, 공간, 형태 등의 범주를 통칭

한다. 전통 형식의 변화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혹은

현대적 구법의 개입이 적은 것부터 많은 것까지 네 단

계로 유형을 나누자.

(1) 전통 형식의 유지

전체적으로 전통의 형식을(특히 형태의 형식을) 최대

한 유지하는 가운데, 외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구조

와 실내 공간, 마감, 재료 설비 등을 현대화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겉으로 볼 때 전통한옥과 크게 구별되지 않

으며, 건축가가 한옥의 변화를 위해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다고 말하기 어렵기에 본고의 주 관심 대상은 아니다.

(2)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

기본적으로 목구조와 기와지붕 등의 전통 형식을

중시하지만, 앞 유형의 변화에 더해 내적 공간의 변

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유형이다. 벽체를 제거

하고 실내 공간을 하나의 오픈 스페이스로 바꾸거나,

지하실을 만들어 공간에 수직적 분화를 도모하는 것

이 대표적 방식이다.

1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2·3호 및 제3조의2, 2016. 9. 23.

1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
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
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호, 2016. 9. 23.

(3) 전통적 형식 틀의 변화

전통한옥이 일반적으로 갖추었던 형식 자체의 변화를

시도한 유형이다. 예를 들면 전통 목구조의 일부 부재를

아예 제거하거나, 현대식 구조 부재로 교체하는 등 구조

형식에 변화를 주는 경우, 혹은 실내 마감을 완전히 현

대식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다. 또는 일반적인 단층 한옥

형식을 탈피해 2층 한옥의 형식을 만든 경우도 있다. 전

술한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 유형에도 지하실을 둔

중층 한옥이 있지만, 이 경우는 외형적으로도 한옥 형식

을 적층한 모습이 뚜렷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앞의 유형

은 단층 한옥의 외관을 유지한 채 내적으로 지하실이나

다락으로의 확장을 추구한다.

(4) 전통과 현대의 병치

한옥과 현대건축이 결합해 병치된 건물의 한옥 부분

을 지칭하는 유형이다. 여기서 한옥의 부분은 온전한 개

체이거나 개체의 일부일 수 있으며, 앞의 세 유형 중 하

나를 취하게 된다. 전통과 현대의 병치는 수평과 수직

양방향으로 가능하며, 내부 공간적으로는 둘 사이의 경

계가 모호한 경우가 흔하다. 이 유형의 한옥은 연접한

현대건축의 부분에 독립적일 수 있고, 전술했듯 자체로

서 앞의 세 유형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

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

다. 하지만 전통과 현대의 이질적 병치가 하나로 결합한

몸체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본고는 이 유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현대적 조건 속에서 한옥의 진로를 개

척하기 위한 적극적 실험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3. 현대한옥의 여덟 가지 유형

이제까지 서술했던, ‘건축 대상의 기존 여부’에 따른

두 유형과 ‘전통 형식의 변화 정도’에 따른 네 유형을 각

각 짝지으면 모두 여덟 가지의 현대한옥 유형이 도출된

다. 효율적 조어(造語)를 위해 리노베이션 유형은 영문

Renovation의 앞글자를 따 ‘Re’로, 신축 유형은 ‘New’로

표기하자. 둘째 기준에 따른 네 유형도 비슷한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전통 형식의 유지는 Maintain의 ‘Main’

으로,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는 ‘Space’로, 전통 형식

틀의 변화는 ‘Frame’으로, 전통과 현대의 병치는 결합을

뜻하는 Combination의 앞글자를 따 ‘Combi’로 표기해보

자. 그러면 현대한옥의 여덟 가지 유형은 각각 <표 1>

과 같이 간략한 조합어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여덟 유형은 서로 간의 범위가 모호할 때도 없

지 않지만, 현대한옥 전체를 체계적으로 포괄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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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건축 대상의 기존 여부 전통 형식의 변화 정도

Re-Main 리노베이션 전통 형식의 유지

New-Main 신 축 전통 형식의 유지

Re-Space 리노베이션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

New-Space 신 축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

Re-Frame 리노베이션 전통적 형식 틀의 변화

New-Frame 신 축 전통적 형식 틀의 변화

Re-Combi 리노베이션 전통과 현대의 병치

New-Combi 신 축 전통과 현대의 병치

표 1. 현대한옥의 여덟 가지 유형

4. 현대한옥의 유형별 사례 고찰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분류한 현대한옥의 여덟 유형

의 사례를 각각 고찰해보자. 전통의 형식이 대체로 유지

된 Re-Main과 New-Main 유형에 대해서는 한 개의 사

례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두 개씩의 사례를 택했다.

4-1. Re-Main 유형

전통 형식을 유지하며 리노베이션된 한옥에는 가회동

에 위치한 황두진의 무무헌(2004)이 있다. 이 집은 황두

진의 첫 한옥 작업이기도 한데, 그는 기능적 차원에서 부

엌 등 일부 공간에 현대적 설비와 마감을 적용한 것을 제

외하고는 집의 원형을 최대한 지키려 애썼다. 세월이 흐

유형 리노베이션 - 전통 형식의 유지 (Re-Main)

이름 무무헌 용도 단독주택

설계 황 두 진 구조 한식 목구조

연도 2004 규모 지상 1층

위치 서울 종로구 가회동 마감 사괴석, 전돌, 회벽, 한식기와

표 2. 무무헌 건축개요

그림 2. 무무헌 전경, 다락, 주마창, 단면도, 평면도
[사진(Ⓒ박영채): 황두진건축사사무소 웹사이트(http://www.djharch.com)
/ 도면: 황두진 제공]

르며 사라졌던 다락을 되살린 점이 대표적이다. 한편, 가

로면의 담장에 전통의 주마창을 새로 낸 것도 이 집의

작은 특징이다. 건축가는 완성된 집에서 개축된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자평하는데, 한옥에 대한 보편적 이해에

근거한 원형의 충실한 구현을 이유로 꼽는다.14)

4-2. New-Main 유형

신축 한옥 중 전통의 기본 형식을 유지한 사례로 김

석순의 자선당(2009)을 보자.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자선

당은 교외의 여유로운 한옥 주택으로, 앞 사례처럼 지금

의 삶에 필수적인 공간과 설비를 현대화한 것을 제외하

면 전통 형식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 전체 배치는 안

채와 사랑채가 분리된 튼 ㅁ자형인데, 특히 이 집이 광

주안씨 광양군파 종택인 까닭에, 후면의 묘역 및 좌측의

사당과의 연계가 중요했다.15)

유형 신축 - 전통 형식의 유지 (New-Main)

이름 자선당 용도 단독주택

설계 김 석 순 구조 한식 목구조

연도 2009 규모 지상 1층

위치 경기 광주시 중대동 마감 회벽, 한식기와

표 3. 자선당 건축개요

그림 3. 자선당 전경, 내부, 단면도, 튼 ㅁ자 평면도
[누구나 누리는 한옥: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품집, 2014]

4-3. Re-Space 유형

기존 한옥의 외적 형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적 공간

의 변화를 보여주는 리노베이션 사례로 최우성의 혜화

동사무소(2006)와 황두진의 동인재(2006)가 있다. 혜화동

사무소는 공공청사가 기존의 한옥을 리노베이션해 사용

한 초기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래의 한옥은

14) 황두진, 앞의 책, 2006, 24쪽

1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누구나 누리는 한옥: 2014 대
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품집, 국토교통부, 2014, 1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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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에 지어진 것이라 하는데,16) 건축가는 기존 벽체

의 대부분을 철거해 통유리로 교체했으며, 바닥은 온돌과

마루의 구분 없이 현대식 타일로 덮었다. 이로써 실내 전

체는 투명하고 개방된 현대적 사무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공간의 변화와 일부 부속공간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전통의 형식 틀이 대체로 유지됐다.17)

유형 리노베이션 -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 (Re-Space)

이름 혜화동사무소 용도 동사무소

설계 최 우 성 구조 한식 목구조, 벽돌조적조

연도 2006 규모 지상 1층

위치 서울 종로구 혜화동 마감 벽돌치장쌓기, 전면유리, 한식기와

표 4. 혜화동사무소 건축개요

그림 4. 혜화동사무소 외관, 내부, 단면도, 배치도
[사진 및 도면: 한옥에 살어리랏다, 2007]

한편, 가회동에 위치한 동인재의 가장 큰 특징은 리노베

이션 과정에서 지하실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전통한옥에는

지하실이 없지만, 황두진은 한옥을 어떤 양식의 주거보다

도 “수직적으로 분화된 공간들의 집합체”로 여긴다.18) 그

는 전통한옥의 수직적 공간 변위들을 조금만 확장하면 어

렵지 않게 중층 한옥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지하실을

만들었으며, 다락도 추가해 수직적 확장을 더했다.19) 동인

16) 황두진, 혜화동사무소 (새로운 한옥을 위한 건축인 모임, 한옥에
살어리랏다), 돌베개, 2007, 365쪽
17) 그러나 혜화동사무소는 현대적 마감과 시설물이 한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았다. 따라서 2012년 다시 한 번 더 대대적으로 보
수하며 여러 현대적 요소를 전통의 어휘로 되돌렸다. 이 점은 현대한
옥에 대한 실험이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18) “대문의 문턱에서부터 대청에 오르기 위한 기단과 댓돌이 있으며,
실내 공간에서도 부엌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하고 부엌 위에는
다락, 안방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이 계단 아래에는 아
궁이가 위치하는 등, 한옥은 일반적으로 단층집의 형식을 취하지만 매
우 다양한 수직적 공간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황두진, 앞의 책, 2006,
260쪽.

19) 그는 이 집에 대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압축된 3층 건물인
동시에 다층 한옥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 강조한다. 황두진건축사무소
웹사이트, 2016. 8. 접속.

재의 지하실과 다락은 현대의 기능적 요구가 한옥의 특성

과 만나 만들어낸 공간적 변화다. 이처럼 현대의 건축가들

은 기존 한옥을 리노베이션할 때, 외적인 전통 형식은 대

체로 유지한 채 현대적 삶에 맞춰 내적 공간을 수평적 혹

은 수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 리노베이션 -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 (Re-Space)

이름 동인재 용도 단독주택

설계 황 두 진 구조 한식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연도 2006 규모 지상 1층, 지하 1층

위치 서울 종로구 가회동 마감 사괴석, 전돌, 회벽, 한식기와

표 5. 동인재 건축개요

그림 5. 동인재 외관, 지하실, 단면도, 1층 평면도
[사진(Ⓒ박영채): 황두진건축사사무소 웹사이트 / 도면: 황두진, 현대
주택으로서의 한옥: 가회동 동인재(同人齋) , 건축, 51권, 1호, 2007]

4-4. New-Space 유형

기존 한옥의 외적 형식을 유지한 채 내적 공간을 변

화시킨 신축 한옥으로 황두진의 엘 주택(2009)과 조정구

의 소안재(2010)를 보자. 가회동에 자리한 엘 주택은 황

두진 한옥의 꾸준한 테마인 공간의 수직적 확장을 신축

건물에 처음 적용한 집이다. 이 집에는 전통 목구조를

충실히 구현한 지상부 외에도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현대

식 마감을 한 지하부가 있다. 주차장, 서재, 창고로 구성

된 지하부에서 특히 서재는 현대적 인테리어로 세련미를

더한 까닭에 한옥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다. 게다가

한단 더 들린 천장 중앙의 고측창은 현대 디자인의 감성

을 심화시키고 있다.

같은 가회동의 소안재도 엘 주택처럼 지상층의 전통적

한옥 아래 현대적 지하 공간을 마련한 사례다. 이를 위해

대청 뒤로 계단실을 둬 처마 아래 공간을 활용했고, 겨울

철 난방 효율을 높였다. 이 집의 지하는 게스트 영역으로

서 자체의 침실과 거실이 있고, 작은 선큰가든과 천창도

두고 있다. 흰 벽체에 납작한 볼트(vault) 천장이 현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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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감을 높이지만 한지의 사용 및 침실과 거실 사이의 전

통 접이식 문이 이 집의 정체성을 시사해 준다.

유형 신축 -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 (New-Space)

이름 엘 주택 용도 단독주택

설계 황 두 진 구조 한식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연도 2009 규모 지상 1층, 지하 1층

위치 서울 종로구 가회동 마감 회벽, 한식기와

표 6. 엘 주택 건축개요

그림 6. 엘 주택 지붕 전경, 지하실, 단면도, 1층 평면도
[사진(Ⓒ박영채): 황두진건축사사무소 웹사이트 / 도면: 황두진, 가회동
엘(L) 주택: 한옥의 비판적 진화 , 建築, 56권, 1호, 2012]

유형 신축 -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 (New-Space)

이름 소안재 용도 단독주택

설계 조 정 구 구조 한식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연도 2010 규모 지상 1층, 지하 1층

위치 서울 종로구 가회동 마감 사괴석, 전돌, 회벽, 한식기와

표 7. 소안재 건축개요

그림 7. 소안재 전경, 지하로 가는 계단실, 지하실, 단면
[사진: 구가도시건축 웹사이트(http://www.guga.co.kr)]

4-5. Re-Frame 유형

한옥의 전통적 형식 틀 자체를 변화시킨 리노베이션 사

례로 서승모의 아틀리에 R(2004)과 최욱의 학고재(2007)를

들 수 있다. 아틀리에 R은 창성동의 기존 한옥을 건축가

자신의 사무소로 리노베이션한 건물이다. 그는 황두진처

럼 한옥 공간의 수직적 특성에 주목했지만, 수직 변위를

확장한 황두진과 반대로 내·외부를 막론하고 한옥의 높

낮이 차 대부분을 제거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 현대건

축인 아파트에서 착안해 내부 공간 대부분의 바닥 높이

를 마당과 동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로써 마당은 ‘내

부화된 외부’로서 아파트의 거실 기능을 하게 됐다. 이

집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내벽을 허물어 실내를 완전

히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고,20) 그곳을 현대화한 점이다.

그는 벽면에 백색의 모더니즘 어휘를 대폭 도입하는 등,

실내의 목조 골격을 제외한 모든 요소를 현대적으로 탈

바꿈시켰다.21)

유형 리노베이션 - 전통적 형식 틀의 변화 (Re-Frame)

이름 아틀리에 R 용도 사무소

설계 서 승 모 구조 한식 목구조

연도 2004 규모 지상 1층

위치 서울 종로구 창성동 마감 회벽, 한식기와

표 8. 아틀리에 R 건축개요

그림 8. 아틀리에 R 대문 밖 외관, 거실, 단면도(부분), 평면도
[사진: (좌) 한옥에 살어리랏다, 2007, (우) 사무소효자동 웹사이트
(http://samusohyojadong.com) / 도면: 서승모 제공]

20) 서승모는 화장실과 샤워실마저 커튼으로 처리해 다른 공간과의 물
리적 분절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다. 황두진, 앞의 책, 2006, 235쪽.

21) 서승모는 자신의 사무소였던 아틀리에 R을 2010년 자택(SJ 한옥)
으로 다시 한 번 리노베이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와를 금속지붕
으로 대체하는 등 추가적으로 현대적인 요소를 도입했다.



58  논문

건축역사연구 제25권 5호 통권108호 2016년 10월

한편, 삼청동의 갤러리 학고재는 1980년대 신축 당시

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했지만, 기존 한옥 목구조의 노출

이 작품 전시에 부담이었다. 따라서 최욱은 모더니즘의

전시실 백색 벽면에 발맞춰 천장에도 백색 판을 덧대 목

구조를 상당 부분 가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 천장

면 사이에 높이 변화를 줬을 뿐만 아니라, 지붕면이 ㄷ

자로 만나는 틈을 천창으로 활용하여 전시실의 간접조명

이 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실내는 매우 현대적인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서승모와 최욱의

한옥 리노베이션 작업은 전통 형식의 틀에 굳이 얽매이

지 않고, 기존 한옥을 현대적 목적과 미감에 맞게 과감

히 변형시킨 결과라 하겠다.

유형 리노베이션 - 전통적 형식 틀의 변화 (Re-Frame)

이름 학고재 용도 갤러리

설계 최 욱 구조 한식 목구조, 철골조

연도 2007 규모 지상 1층, 옥탑

위치 서울 종로구 소격동 마감 적벽돌, 한식기와

표 9. 학고재 건축개요

그림 9. 학고재 전경, 실내 전시실, 단면도, 지붕 평면도
[사진: 원오원아키텍스 웹사이트(http://101architects.com) / 도면: 최욱
제공]

4-6. New-Frame 유형

신축 한옥에서도 전통적 형식의 틀을 적극적으로 변

화시킨 사례가 있는데, 토미이 마사노리의 경주 남산동

한옥(2014)과 황두진의 목경헌(2015)이 대표적이다. 남산

동 한옥은 일본인 건축가가 설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

길을 끈다.22) 하지만, 이 못지않게 전통의 지붕틀 자체를

과감히 깨트렸다는 사실이 독특하다. 이 실험의 핵심은

지붕틀을 전체적으로 현대화하는 가운데 전통의 대들보

22) 토미이 마사노리[井正憲] 前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2013년
퇴임 후 남산동 한옥을 포함한 다양한 설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한양대로 오기 전 일본 가나가와대 교수 겸 건축가로 있었으며 100여
채의 목조주택을 지은 바 있다.

를 없애는 것이었다. 대신 (보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는)

서까래를 연상시키는 부재를 八자 모양으로 연속 설치해

전통의 분위기가 감돌게 했다. 그러나 이 양방향의 ‘의사

(擬似)-서까래’가 상단에서 만나지 않고 떠 있기 때문에,

전통 지붕틀의 대들보와 함께 종도리도 제거됐다. 이 같

은 전통 목구조의 실험과 더불어 중2층의 내부 공간을

하나의 오픈스페이스로 만든 점도 새로운 시도다. 하지

만, 외부에서는 (‘의사-서까래’가 합각부에 노출되는 등

의 낯선 디테일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전통한옥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통 목구조의 핵심을 깨트린 이

건물을 한옥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

될 만하다(전봉희와 권용찬의 모식도에서라면 ‘한옥풍

건축’에 해당할지 모른다). 더 나아가 이를 전통의 ‘훼손’

으로 여기며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고는 이 건물

을 현대한옥의 범주에 놓고자 하며, 토미이의 시도를 현

대한옥의 진로 탐색 중 하나로 간주한다.23)

유형 신축 - 전통적 형식 틀의 변화 (New-Frame)

이름 남산동 한옥 본채 용도 주택, 식당

설계 토미이 마사노리 구조 한식 목구조

연도 2014 규모 지상 1층(중2층)

위치 경북 경주시 남산동 마감 회벽, 한식기와

표 10. 남산동 한옥 건축개요

그림 10. 남산동 한옥 전경, 보가 제거된 지붕 구조, 노출된

의사-서까래, 단면 [사진 및 도면: 토미이 마사노리 제공]

한편, 목경헌은 황두진의 수직적 확장 개념이 적용된

다층 한옥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인 이 집은 중층

부의 1층에도 처마를 달아 한옥의 두 개 층이 적층돼 있

음을 외적으로 천명했다. 이 경우는 한옥의 단일한 매스

를 내적으로 수직 분화시킨 경우나 저층부를 현대식으로

하고 상층만 기와집을 만든 경우와 차이가 있다. 그럼에

도 이 집에서 더 중요한 점은 내부 공간에 있다. 거실을

23) 남산동 한옥은 <그림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본채와 별채 두 동
으로 이뤄져 있는데, 본고의 서술 대상은 본채다. 재래의 방식으로 지어
진 별채와 달리 지붕틀에서 대들보를 없애는 변화를 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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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뚫어 중층의 공간감을 갖게 하고, 거기에 ‘구름다

리’를 놓아 거실 좌우의 2층 방을 연결했기 때문이다. 거

실에는 구름다리 및 지하로 오르내리는 계단도 있다. 따

라서 목경헌의 거실은 다양한 수평 동선과 수직 동선이

교차하는 현대건축의 코어임과 동시에 전통의 목구조를

다층위적으로 느끼게 하는 핵심 공간이다. 지하의 다목

적실은 엘 주택에서처럼 완전한 현대식 공간인데, 천장

중앙을 가로지르는 천창이 거실 앞의 유리 쪽마루와 겹

쳐진 점이 독특하다. 이로써 다목적실에서는 천창과 쪽

마루를 투과해 들어오는 전통 처마의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다. 토미이의 남산동 한옥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황두진의 목경헌 역시 전통한옥의 형식에 과감한 변형을

시도한 실험으로서 의미가 크다.

유형 신축 - 전통적 형식 틀의 변화 (New-Frame)

이름 목경헌 용도 단독주택

설계 황 두 진 구조 한식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연도 2015 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

위치 서울 은평구 진관동 마감 회벽, 목재노출, 한식기와

표 11. 목경헌 건축개요

그림 11. 목경헌 외관, 거실, 단면도, 1층 평면도

[사진(Ⓒ박영채): 황두진건축사사무소 웹사이트 / 도면: 황두진 제공]

4-7. Re-Combi 유형

현대건축의 형식과 결합·병치된 리노베이션 한옥의

사례로 조정구의 궁중음식연구원 별관(2003)과 삼청동k

(2008)를 보자. 창덕궁과 담장을 공유하고 있는 궁중음

식연구원은 이웃의 한옥과 개량기와집을 사들여 별관으

로 리노베이션했다. 도로에 면한 한옥은 전통 형식에 충

실하게 보수하여 숙소와 사무공간으로 만들었고, 안쪽의

개량기와집은 내벽을 허물어 단일한 강의실을 만들고

서양식 경량목구조 지붕을 덮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은 전통 형식의 한옥과 서양식 건물이 서로 연접해 결합

하며 하나의 몸체를 이뤘다는 사실이다. 한옥 부분만을

보면 Re-Main 유형이지만, 현대건축 부분과 병치된 까닭

에, 본고가 규정한 Re-Combi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 리노베이션 - 전통과 현대의 병치 (Re-Combi)

이름 궁중음식연구원 별관 용도 연구소

설계 조 정 구 구조 한식 목구조, 미국식 목구조

연도 2003 규모 지상 1층

위치 서울 종로구 원서동 마감 회벽, 모노쿠쉬, 한식기와, 금속지붕

표 12. 궁중음식연구원 별관 건축개요

그림 12. 궁중음식연구원 별관 전경, 서양식 부분의 내부
[사진: 구가도시건축 웹사이트 / 도면: 한옥에 살어리랏다, 2007]

한편, 삼청동k는 이웃한 여러 도시형 한옥들이 함께

리노베이션되며 집합성을 띠게 됐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의 다른 사례들과 다르다. 그런데 본고가 여기서 주목하

는 바는 가로에 면한 2층 높이의 벽면 판이다. 벽돌로

쌓은 이 벽면은 경사지의 축대이기도 하고, 건물 지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벽체이기도 한데, 여러 한옥의 박

공면이 여기에 삽입되며 매우 독특한 가로 입면을 창출

했기 때문이다. 한옥의 각 채들은 마치 이 벽면에 크고

작은 몸을 담그고 둥둥 부유하는 듯하다. 그리고 출입문

과 아치형 창 등도 벽면 전체 화폭의 구성을 돕는다. 출

입문을 통해 계단을 오르면 대지 경계선 안쪽의 윗채들

에 이를 수 있다. 이 사례는 현대건축의 한 단면과 전통

의 형식이 독특하게 조합된 경우라 하겠다.

유형 리노베이션 - 전통과 현대의 병치 (Re-Combi)

이름 삼청동k 용도 주택, 사무소, 갤러리

설계 조 정 구 구조 한식목구조, 벽돌조적조

연도 2008 규모 지상 1층, 지하 1층

위치 서울 종로구 창성동 마감 치장벽돌쌓기, 회벽, 한식기와

표 13. 삼청동k 건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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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삼청동k 외관, 입면도, 내부, 단면도
[사진 및 도면: 구가도시건축 웹사이트]

4-8. New-Combi 유형

현대건축물에 결합 병치된 신축 한옥 유형에는 김석

철의 DBEW디자인센터(2003)와 조정구의 함양재(2012)

등이 있다. 창덕궁 옆에 위치한 DBEW는 현대식 토탈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기업 이념과 지역 콘텍스트를 모두

만족해야 했다. 따라서 건축가는 디자인 스튜디오 등 주

요 공간을 담는 매스는 유리 상자로 계획하고, 창덕궁 후

원 담장에 면해 놓인 계단실과 부속 정자는 전통한옥의

형식으로 디자인했다. 이 경우 전통과 현대가 결합해 있

지만 서로의 영역 간에 특별한 교섭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는데, 오히려 경사지를 따라 전통 지붕과 유리 매스 모

두가 제각각 분절돼 계단 형태를 이루는 점이 독특하다.

유형 신축 - 전통과 현대의 병치 (New-Combi)

이름 DBEW디자인센터 용도 연구소, 전시장

설계 김 석 철 구조 한식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연도 2003 규모 지상 2층, 지하 3층

위치 서울 종로구 원서동 마감 화강석, 기와누워쌓기, 회벽, 알루미늄커튼월

표 14. DBEW디자인센터 건축개요

그림 14. DBEW디자인센터 외관, 내부, 입면도, 2층 평면도
[사진 및 도면: 김석철, DBEW디자인센터 , 建築士, 441호, 2006.1.]

판교에 신축된 함양재는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2층의

양옥집에 3칸짜리 한옥이 삽입된 유형이다. 한옥과 양옥은

물리적 접합으로 인해 실내 공간이 자연스레 통할 뿐만

아니라 마당을 공유함으로써 개념적 차원에서도 둘 사이

의 이질감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한옥 채 자체는 전통 형

식을 대체로 잘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 대지 경계면 쪽의

벽을 양옥과 동일한 벽돌로 처리해 변화를 주고 있다.

유형 신축 - 전통과 현대의 병치 (New-Combi)

이름 함양재 용도 단독주택

설계 조 정 구 구조 한식목구조, 벽돌조적조

연도 2012 규모 지상 2층

위치 경기 성남시 판교동 마감 치장벽돌쌓기, 회벽, 한식기와

표 15. 함양재 건축개요

그림 15. 함양재 외관, 내부, 입면, 1층 평면도
[사진(상): 구가도시건축 웹사이트 / 사진(하) 및 도면: 한옥기술개발
웹사이트(http://hanokkorea.auric.kr:8080/main/rnd/main/main.do)]

5. 결 론

지금까지 분석한 여덟 가지 현대한옥 유형의 사례를

종합하면 여러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리노베이션과 신축 한옥에 대해 ‘전통 형식의 변화 정

도’를 두고 비교할 때, 아주 괄목할 차이는 아니지만, 리

노베이션의 유형들이 전통과 현대의 대비 측면에서 조

금 더 음미할 점이 있다. 이 경우 기존 한옥을 변화시키

는 까닭에 디자인의 자유가 제약된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 틀만 유지하면 오히려 여타의 급진적 변형도 가능

하기 때문이다. Re-Frame 유형에 속하는 아틀리에 R과

학고재가 그렇다. 둘째, ‘전통 형식의 변화 정도’에 따른

유형들(특히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 유형)을 보면,

지하실을 활용한 내부 공간의 수직적 확장이 하나의 큰

경향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한옥 형식의

제약 속에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

이기 때문인데, 황두진의 실험이 대표적이다. 그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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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작업인 무무헌(Re-Main)에서 기존 한옥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했지만, 목경헌(New-Frame)에서처럼 신축

한옥에 다층적 공간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셋째, 본고가

현대한옥으로 분류한 몇몇 사례는 여전히 현대한옥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지 논박의 여지가 있다. 전통의 목

구조의 일반적 문법을 과감히 변화시킨 토미이의 남산

동 한옥(New-Frame)이 대표적이며, ‘전통과 현대의 병

치’ 유형의 경우 하나로 결합한 한옥과 현대건축의 몸체

에서 한옥만을 따로 떼어 현대한옥으로 보는 것이 어색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듯, 이러한 논쟁적 사

례로 인해 현대한옥의 진로가 탐색되기 때문에, 본고는

이들을 현대한옥의 범주에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넷

리 노 베 이 션 신 축

전통 형식의
유지

무무헌 (황두진, 서울 가회동, 주거, 2004) 자선당 (김석순, 경기 광주, 주거, 2009)

· 집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
· 기존 건축 요소의 복원 및 전통
어휘의 새로운 도입(다락, 주
마창)

· 전통 형식을 최대한 유지
· 조상 묘역 및 사당과의 연계성
확보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

혜화동사무소 (최우성, 서울 혜화동, 동사무소, 2006) 엘 주택 (황두진, 서울 가회동, 주거, 2009)

· 내부 공간의 일체화(벽체 없애
고 통유리로 투명성 확보)
· 온돌과 마루 구분 없이 현대적
타일로 마감

· 수직적 확장(지하실)
· 지하 공간의 현대적 마감과 기
능적 활용
· 지하실 천장에 고측창 설치

동인재 (황두진, 서울 가회동, 주거, 2006) 소안재 (조정구, 서울 가회동, 주거, 2010)

· 수직적 확장(지하실, 다락)
· 지하 공간의 현대적 마감과 기
능적 활용

· 수직적 확장(지하실)
· 처마 아래 공간 활용(지하실
계단)
· 지하 공간의 현대적 마감과 기
능적 활용(볼트 천장)

전통적 형식
틀의 변화

아틀리에 R (서승모, 서울 창성동, 사무소, 2004) 남산동 한옥 (토미이 마사노리, 경북 경주, 주거 식당, 2014)

· 바닥 높이의 내·외부 동일화
(마당과 내부)
· 내부 공간의 일체화
· 모더니즘 어휘 사용을 통한 내
부 공간의 현대화

· 지붕 구조의 대들보 제거
· ‘의사-서까래’ 설치 및 종도리
제거
· 중2층 내부 공간의 일체화

학고재 (최욱, 서울 소격동, 갤러리, 2007) 목경헌 (황두진, 서울 진관동, 주거, 2015)

· 모더니즘 어휘 사용을 통한 내
부 공간의 현대화
· ㄷ자 지붕면을 천창으로 활용
(자연광이 간접 조명 역할)

· 수직적 확장(지하실, 2층)
· 거실 위를 뚫어 실내의 다층위
적 공간감 확보
· 지하 다목적실 천장이 거실 앞
유리 쪽마루와 겹쳐짐

전통과 현대의
병치

궁중음식연구원 별관 (조정구, 서울 원서동, 연구소, 2003) DBEW디자인센터 (김석철, 서울 원서동, 연구소 전시장, 2003)

· 한옥과 서양식 건물을 연접해
결합
· 한옥 자체는 전통 형식을 최대
한 유지

· 목구조의 전통건축과 유리 매
스의 현대건축이 병치
· 대지 경사를 따르는 계단식 배
치

삼청동k (조정구, 서울 삼청동, 주거 사무소 갤러리, 2008) 함양재 (조정구, 경기 성남, 주거, 2012)

· 한옥의 박공면을 가로에 면한
벽면 판에 삽입해 독특한 입면
창출
· 도시형 한옥들의 집합적 리노
베이션

· 2층 양옥에 3칸 한옥 삽입
· 한옥의 대지 경계면 벽은 벽돌
마감
· 양옥과 한옥 사이 실내의 자연
스러운 연계

표 16. 현대한옥의 유형별 사례종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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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현대한옥의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해 한옥 작업을 한

대표적 개별 건축가들의 특성을 (본고가 다룬 일부 인

물들 속에서이지만) 개괄할 수 있다. 한옥 작업을 주로

하는 조정구는 상대적으로 전통 형식에 충실한 건축가

로 볼 수 있으며, 황두진은 전통 형식에 충실했던 초기

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옥의 수직 확장을 위한 실험을

독특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서승모와 최

욱을 한옥 전문가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들은 기존

한옥을 리노베이션했을 뿐이지 (최소한 본고의 사례에

서는) 그것이 한옥이어야 한다는 정체성을 갖지는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최욱은 한옥 신축에 굳이 참여할 의

향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24)

이처럼 본고의 현대한옥 유형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한옥 작업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펼쳐 보여준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이 연구가 상당 부분 긍정한,

전통건축의 형식에 대한 현대 건축가들의 실험은 무엇

을 근거로 유효하다 할 수 있을까? 그 유효성은 아마도

수많은 관례의 제약과 현실의 보수성에 균열을 내며 새

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모더니티(modernity)의 측면에

있을 것이다. 건축사가 앤서니 비들러(Anthony Vidler,

b.1941)가 모더니티, 즉 현대성을 (하버마스의 연장선상

에서) “실험과 내적 탐문에 바탕을 둔 계속적 재평가와

혁신”에서 찾은 바 있음을 기억하자.25) 건축이 백지 위

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기존의 것 위에 새로운 것을 덧입히는 작업이라면, 우리

의 상황에서 전래의 한옥에 대한 “재평가와 혁신”은 필

수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건축가들의 현대성이 반영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대한옥에 관해 여전히 남는 근본적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왜 지금 꼭 한옥이어야 하는가?’

이다. 이 질문은 신축 한옥에 대해 특히 더 부합할 듯하

다.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야 이론의 여지없이 환영해야

하지만, 혹시나 때때로 한옥의 붐 이면에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 노스탤직한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비

현실적 욕망이나 국가 이데올로기, 아니면 자본주의의

상품논리가 더 지배적이라면 어찌할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번의 논고를 통해 고찰토록 하겠다.

참고문헌

1.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

24) 최욱과 김현섭의 대화, 부암동 최욱 자택, 2014. 5. 24.

25) Anthony Vidler, Histories of the Immediate Present: Inventing
Architectural Modernism, MIT Press, Cambridge MA, 2008, p.198

기반 구축 연구, 국토해양부, 2008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누구나 누리는 한옥: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품집, 국토교통부, 2014
3. 김석철, DBEW디자인센터 , 建築士, 441호, 2006.1., 38〜

45쪽

4. 김현섭, 한국 현대건축의 진화, 그 보편성과 특수성 下 ,

건축문화, 364호, 2011, 158〜161쪽

5. 김현섭, 감각의 형식 , 와이드 AR, 38호, 2014.3/4., 76〜

78쪽

6. 민현식, 건축에게 시대를 묻다, 돌베개, 2006
7. 새로운 한옥을 위한 건축인 모임, 한옥에 살어리랏다,
돌베개, 2007

8. 송인호, 신한옥의 범주와 한옥건축 기술기준 ,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2009

9. 윤재신, 한옥의 진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10. 이용희·김현섭, 최욱의 한옥 리노베이션에 나타난 전

통과 현대 사이의 연속성 논의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

획계), 30권, 10호, 2014, 133〜140쪽

11. 전봉희, 신한옥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

건축역사연구, 18권, 5호, 2009, 151〜159쪽

12. 전봉희·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녘, 2012
13. 조정구, 한옥 작업에 대한 소고 - 2001년에서 2006년

까지 , 住居, 1권, 2호, 2006.12., 10〜17쪽

14. 천국천, 한옥의 진화, 그 다양성에 대하여 ①〜⑩ , 건

축문화신문, 2015.11.〜2016.9.

15. 최욱, ONE O ONE architects, 서강총업출판사, 2008
16.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우리집은 한옥이다, 한국내셔널
트러스트, 2007

17. 황두진, 한옥이 돌아왔다, 공간사, 2006
18. 황두진, 현대 주택으로서의 한옥: 가회동 동인재(同人

齋) , 建築, 51권, 1호, 2007, 83〜85쪽

19. 황두진, 가회동 엘(L) 주택: 한옥의 비판적 진화 , 建築,

56권, 1호, 2012, 78〜80쪽

20. Anthony Vidler, Histories of the Immediate Present:
Inventing Architectural Modernism, MIT Press, Cambridge
MA, 2008

접수(2016. 8. 13)

수정(1차: 2016. 10. 1, 2차: 2016. 10. 11)

게재확정(2016. 1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