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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온돌 원리가 최초로 적용된 
유소니아 주택: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이콥스 주택

작년 7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제이콥스 주택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 주택은 1930년대 후반부터 

라이트가 미국의 중산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계한 다수의 ‘유소니아 주택’ 중 첫 번째 사례이다. 이번 리포트의 필자인 김현섭은 

제이콥스 주택에 적용된 바닥난방에 주목한다. 그는 ‘서양 현대 세계에 표상된 한국의 건축’이라는 주제하에 라이트의 바닥난방이 

전후 미국의 대량생산 주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중이다.

Last July, Jacobs House I by Frank Lloyd Wright was lis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This house is the first 

example of the ‘Usonian houses’ that Wright designed for ordinary families in America from the late 1930s onwards. 

The writer of this report, Hyon-Sob Kim, explores the introduction of floor heating in the Jacobs House. He is now 

researching how Wright’s floor heating method influenced post-war mass-produced housing projects in America, as 

part of a wider research work on ‘Korean Architecture Represented in the Modern West’.

THE FIRST ADOPTION OF THE KOREAN 
ONDOL PRINCIPLE IN USONIAN HOUSES: 
JACOBS HOUSE I, DESIGNED 
BY FRANK LLOYD W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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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20세기 건축’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꼭 일 

년 전인 2019년 7월의 일이다. 2016년 

르 코르뷔지에(1887~1965)의 여러 

건축물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화제였던 

게 아직 생생한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1867~1959)의 영예로 인해 건축계는 

더욱 고무될 만하다. 개별 건축가의 창작물이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음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20세기 건축’에는 오우크 파크 시절의 

초기작인 유니티 템플(1906~09)과 로비 

하우스(1908~10)로부터 대중에 가장 잘 알려진 

낙수장(1936~39)과 말년작인 뉴욕의 구겐하임 

박물관(1956~59) 등 모두 여덟 작품이 올랐다. 

미국 여섯 개 주에 위치한 이 건물들은 제각각 

서로 다른 기능과 규모와 맥락 속에서 20세기 

건축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1

그런데 이러한 쟁쟁한 건물들 가운데 필자의 

관심은 작은 집 하나에 쏠린다. 위스콘신 주 

메디슨에 건축된 제이콥스 주택(Jacobs House 

I, 1936~37)이 바로 그것이다. 폭포 위에 

위풍당당히 세워진 낙수장이나 중상류층을 

위한 프레리 주택의 절정인 로비 하우스와 

비교할 수 없게 소박하고 단출한 집, 이 역설적 

조건이 필자의 관심을 사로잡은 이유이다. 

이는 물론 이 집이 이번 세계유산 목록에 오른 

제이콥스 주택의 최근 모습: 정원 쪽에서 본 전경

Jacobs House I: a recent view from the garden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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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이기도 하다. 경제 대공황을 벗어나던 

1930년대 후반, 라이트는 이제 예전과 달리 

미국의 보통 가정이 누릴 만한 경제적인 집을 

짓는 데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를 ‘유소니아 

주택’이라 명명했고 1959년 세상을 뜨기까지 

상당수를 완성했는데(혹자는 그 수가 140채에 

이른다고까지 주장한다),▼2 이후의 미국 

주택 건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제이콥스 

주택이 유소니아 주택의 첫 번째 사례이니, 

중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헌데 여기에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서 한국의 온돌을 

경험했던 라이트가 미국에서 그 난방 원리를 

처음 실현하게 된 건물도 제이콥스 주택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그간 논의가 없지 

않았지만▼3 여전히 신화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그 경위와 의미를 재조명해보면 어떨까?

첫 번째 유소니아 주택

라이트의 온돌 경험과 바닥난방 수용을 살피기에 

앞서, ‘유소니아 주택 제1호’라는 제이콥스 주택의 

역사적 배경과 건축적 특성을 간략히 떠올리자. 

무엇보다 우리는 ‘유소니아(Usonia)’가 뜻하는 

바를 알아야겠다. 이 말은 ‘아메리카(America)’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만을 

지칭하게 되면서 오는 모호함과 배타성을 

극복하고자 라이트가 차용한 대체어이다.▼4 

여기에는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사회, 다시 말해 민주적으로 개혁된 사회에 

대한 그의 열망이 묻어난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의 주택은 새 시대의 삶에 맞는 품격이 

있으면서도 모두가 꿈꿀 수 있을 만큼의 

경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유소니아 

주택이다. 또한 유소니아 주택은 지난 30년간 

그가 추구해온 ‘유기적 건축’, 즉 ‘건물이 자연과 

하나로 통합되어 생명력을 발산하는 건축’이 

궁극적으로 도달한 지점이라 하겠다.▼5

경제적 주택에 대한 라이트의 관심은 

이전부터도 꾸준했지만 대공황을 겪으며 

강화되었다. 그리고 제이콥스 주택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다. 젊은 

건축주인 허버트 제이콥스는 처음부터 

예산의 최대치를 분명히 하며 가족(자신과 

아내와 딸)을 위한 합리적 주택을 의뢰했고, 

라이트는 이를 충분히 존중하며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 해결책은 집이 완공된 

직후 출판된 「아키텍처럴 포럼」(1938. 1)에 

명쾌히 서술되었다. 우선 관례적 지붕과 차고와 

지하실을 과감히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급적 미리 재단된 자재로 현장 인건비를 

줄이고, 난방·위생·조명의 설비를 통합해 

단순화하는 등의 실용적 방안이 뒤따랐다. 

이로써 도출된 결과가 124.5m2(37.7평) 

면적의 단층집이었다. 평면은 L자형으로 

한쪽 날개에 벽난로가 있는 넓은 거실을, 다른 

한쪽에는 두 개의 침실과 하나의 서재를 두었다. 

그리고 두 날개 교차부에 현관과 욕실과 부엌을 

배치했다. 이전의 프레리 주택과 비교컨대, 

훨씬 콤팩트한 공간구성이다. 라이트는 이 

같은 평면을 2×4피트 모듈의 그리드 속에서 

체계화했다. 그러한 시스템이 수직적으로 

나타난 것이 ‘보드 앤 바텐(board-and-

batten)’이라는 목재 샌드위치 판자벽이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나무 널의 수평선은 벽면의 

그리드이자 건물 각 부분의 높이 척도로 

작동한다. ‘보드 앤 바텐’은 벽돌벽과 달리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공기를 단축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는데, 내력벽과 유리창 및 문 이외의 

수직면은 모두 이 판자벽으로 시공되었다.

이러한 제이콥스 주택의 특성은 이후의 유소니아 

주택으로 이어지며 더욱 발전한다. 하지만 

앞선 서술보다 훨씬 획기적이면서도 유소니아 

주택의 핵심 요소로 확립된 것이 있으니, 바로 

한국의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바닥난방이다. 

“한국 난방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소? 

주택에 이런 난방법을 시도한 최초의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소?” 제이콥스를 설득하기 위해 

라이트가 한 말이다.▼6 그리고 결국 난방용 

철제 파이프를 집의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 

설치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한국의 난방법을 알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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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돌의 경험과 그 원리의 실현

라이트가 한국의 난방법을 알게 된 것은 도쿄 

제국호텔 프로젝트(1913~23)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온돌방을 직접 경험하면서였다. 그의 

『자서전』(1943)과 『내추럴 하우스』(1954)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해주는 기사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때는 1914년 겨울이었다. 프로젝트 

관계자인 오쿠라 남작의 도쿄 저택에 초대된 

라이트는 저녁식사 후 티타임에 ‘한국 방(Korean 

room)’이라는 곳으로 안내되었다. 그는 추위로 

인해 식사 시간이 몹시 불편했었는데, 그제야 

온기 속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거추장스런 난방장치 없이 바닥으로부터 

더워지는 이 방식에 그는 크게 감명을 받았고, 

이것을 단지 설비의 문제가 아닌 실내 공간에 

‘기후를 창조하는 일’로 여기게 된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한국 방’의 난방 원리, 즉 한쪽에서 불을 

때면 열기가 방바닥 밑의 통로를 이리저리 지나며 

방을 데우고 반대쪽의 굴뚝으로 빠져나간다는 

온돌방의 원리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발견’을 즉각 제국호텔의 욕실 바닥에 

적용한다. 전열장치를 통해서였다. 미국에 

돌아와서도 바닥난방을 시도했는데, 1923년 

설계한 나코마 컨트리클럽은 지어지지 않았고, 

존슨 왁스 빌딩(1936~39)은 제이콥스 주택보다 

먼저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완공된다. 결국 

제이콥스 주택이 한국 온돌에 영향을 받은 

라이트가 미국에서 최초로 바닥난방을 실현한 

건물이 된 것이다. 특히 거주의 터전인 ‘집’에 

바닥난방을 도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라이트가 경험한 ‘한국 

방’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 

이는 오쿠라가 일본식 자택의 방 하나를 온돌로 

개조한 것일 수도 있고, 자택 경내에 별도로 

세워진 한옥의 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정황을 고려컨대 후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먼저, 라이트를 초대한 오쿠라가 재벌 기업가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郞, 1837~1928)임은 

분명하다.▼7 그는 당시 일본의 조선 식민지 

경영에 적극 가담한 인물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일본이 1915년 경복궁에서 

시정 5주년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하며 여러 

전각을 철거했는데 오쿠라가 자선당(資善堂) 

부재를 인수해 1916년 도쿄의 자택으로 

이축했다는 점이다.▼8 그렇다면 라이트의 ‘한국 

방’은 일본이 경복궁에서 훼철해간 자선당의 

온돌방이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때 라이트가 ‘한국 방’을 경험한 시점을 

1914년 겨울로 적은 것은 오류인 듯하다. 몇몇 

연구가 말하듯 그가 1914년 일본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낮기도 하려니와,▼9 자선당 이축 

시점과 함께 따져보면 그가 온돌을 경험한 때는 

빨라야 1917년 초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의 

일본 체류 시기와 제국호텔 별관 욕실에 전열 

난방이 설치된 시점을 고려하면 라이트의 온돌 

경험은 1920년 초일 개연성이 크다.) 일본의 

문화말살 정책이 한국의 온돌 문화를 세계에 

알리게 된 현상은 아이러니이다. 늘 그렇듯 

역사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펼쳐진다.

다시 제이콥스 주택으로 돌아오자. 라이트가 

이 집에 바닥난방을 적용한 것은 새로운 

실험이었다. 서양에서는 고대 로마시대에 

하이포코스트라는 바닥난방법이 있었지만 주로 

공중목욕탕에 쓰였고 중세를 지나며 자취를 

감춘다. 18세기 말부터는 유럽에서 바닥이나 

천장, 벽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열기, 증기, 

온수를 사용한 난방법이 간헐적으로 시도되었고, 

이후 미국으로도 전파된다.▼10 이러한 방식은 

20세기 들어 ‘복사난방(radiant heating)’이라 

불렸다. 허나 서양 난방법의 큰 그림에서 

볼 때 국지적 에피소드에 불과했다. 더욱이 

한국에서처럼 바닥 전면을 데우는 방식은 서양의 

전통적 벽난로뿐만 아니라 근대적 라디에이터와 

비교할 때도 참신한 도전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제이콥스 주택에서 도전적이었음은 

뉴욕의 대형 설비회사가 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11 결국 

라이트는 지역의 작은 업체와의 실험적 노력을 

거쳐 바닥난방을 실현하게 된다. 남겨진 사진 한 

장이 그 광경을 보여준다. 지하 보일러실에서 

올라온 파이프가 우측(거실 쪽)으로 네 가닥, 

좌측(침실 쪽)으로 세 가닥 뻗어나가는데, 우측의 

파이프 틈새와 보일러에서 증기가 번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라이트와 인부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에서는 불명확하지만 파이프는 직경 

2인치의 연철(wrought iron)로 된 것이며, 그 

위에 콘크리트 바닥을 타설했다. 1980년대 이 

집의 복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콘크리트 

바닥 아래, 즉 땅 위에 파이프가 놓인 층은 모래로 

채워졌다. 자갈이 깔렸을 거라는 일반적 예상이나 

나머지 유소니아 주택의 상례와는 다른 점이다. 

지면과 파이프 사이에 단열층을 두지 않은 것은 이 

공법이 초기 사례여서이기도 할 테지만, 땅으로의 

열손실보다 난방 파이프를 통해 겨울철 땅의 

동결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훨씬 중요했다. 동결선 

아래로 기초를 내려야 하는 값비싼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벽난로의 굴뚝 부분만 

제외하면 제이콥스 주택의 기초는 10인치 두께의 

콘크리트 바닥판 자체이다. 이 점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지하실을 없앤다는 원칙과 연계되는데, 좀 더 

분명히 하자면 부엌과 욕실 아래 공간에 한해 작은 

지하실을 두었다. 사진의 보일러실이 그것이다.

이미 자명해졌지만, 우리는 라이트가 한국의 

전통 온돌 구조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근대적 방식으로 적용했음을 인지해야 

한다. 라디에이터에 사용하던 보일러와 증기 

파이프를 통해서 말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바닥으로부터의 열을 서양에서 인식하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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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스 주택의 바닥난방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장면: 좌측 두 번째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Testing of the floor heating system in Jacobs House I: The second from the left is Frank Lloyd W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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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쪽에서 본 제이콥스 주택

Street view of Jacobs House I 
제이콥스 주택의 거실

Living room of Jacobs House I

‘복사열(radiant heat)’과 차별화하기 위해 

‘중력열(gravity heat)’이라 고집해 불렀다. ‘한국 

방’에서 발견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중력에 의해 

더운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아래로 흐른다는 

이유에서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바닥에서 열이 

전해지는 정도는 대류(즉 라이트의 중력)에 의한 

것과 복사에 의한 것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12

건축주의 회고와 제이콥스 주택의 현재

바닥난방이 제이콥스 주택에서 핵심 

사안이었음은 건축주로부터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이들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함께 한 

건축』(1978)이라는 회고록에서 바닥난방의 

실현 과정과 이후 상황을 여러 지면으로 무척 

생생하고 중요하게 다루었던 까닭이다. 허버트는 

자신들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험적인 집에 

살고 있다”고 인식했음을 밝혔는데, 근거는 물론 

난방법의 독창성이었다. 또한 아내 캐서린은 이 

‘급진적 난방’으로부터의 온기를 자기가 경험한 

‘가장 쾌적한 열’이라 말하기도 했다. 거실의 

벽난로가 여전히 중요했지만 바닥난방은 훨씬 

위생적이었고 새 시대의 민주적 공간에도 잘 

부합했다. 그렇다고 당초 시도했던 증기 파이프 

방식이 완벽하게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증기 

압력을 대폭 높이지 않는 한 열기가 파이프를 

지남에 따라 쉽게 식어버린다는 사실을 두어 

차례 겨울을 보내며 깨달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라이트는 증기가 아닌 온수 순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입주한 지 2년여가 

지난 1940년 2월, 제이콥스는 라이트의 

제안에 따라 증기 시스템을 온수 시스템으로 

교체했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근대화 

이후 우리가 보편적으로 채택해온 방식이다. 

(이와 함께 그간 아무 난방장치가 없던 욕실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했고, 경제적인 이유로 

보일러의 연료를 기름에서 석탄으로 바꾼다.) 

제이콥스 부부가 바닥난방에 만족했다는 

사실은 라이트에게 의뢰한 두 번째 집(Jacobs 

House II, 1948~49)에서도 알게 된다. ‘솔라 

헤미사이클(Solar Hemicycle)’이라 불린 이 

집은 둥근 평면에 돌로 벽을 쌓은 점이 특징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바닥난방을 설치했다.

둘째의 출생과 아이들의 성장 등으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진 제이콥스 가족은 첫 번째 

집에서 5년을 살고 1942년 말 이사 나왔다. 그 

후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집은 자연히 낙후된다. 현재의 소유자는 

1982년 집을 매입한 제임스 데니스라는 

인물이다. 위스콘신대학교 예술사학과에서 

교수로 있던 그는 이듬해부터 여러 해 동안 복원 

및 개선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때 난방설비 또한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 바닥판도 

완전히 새로 했고, 지면과 그 사이에 방습 및 단열 

처리도 했다. 하지만 역시 온수 파이프를 교체한 

일이 제일 주목할 만하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 

원래의 철제 파이프는 심하게 부식되었는데, 

이를 당시 각광받던 플라스틱 계열의 폴리부틸렌 

파이프로 바꾼 것이다.▼13 지난해 가을 이 

집을 방문한 필자는 데니스의 안내로 집의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었다. 거장이 창작한 

구축물과 공간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게다가 집에 보관 중인 옛 철제 

파이프 실물과 도면을 보고, 지하 보일러실에서 

온수관이 어떻게 교체되었는지 확인한 일도 큰 

수확이었다. 이 집에 대한 현 소유자의 애정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애정은 복원공사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집의 관리가 잘 

된 요인인데, 유지 관리에 대한 전망은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한 평가 항목에 

속한다. 한편, 필자는 복원공사에 참여했던 

건축가인 브래들리 린치를 만나서도 당시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도 자기 디자인에 

일종의 바닥난방 유형을 도입할 때가 있는데, 

물론 이는 미국의 주택에 보편적이지 않은, 

그래서 아직은 고급 이미지와 더 많이 결부되는 

방식이다. 라이트의 경제적 의도와 달리 말이다.

한국의 온돌과 아메리칸 드림

글머리에 언급했지만 제이콥스 주택의 중요성은 

단지 집 한 채에 국한된 게 아니다. 이 집은 

라이트가 계속해서 발전시킨 유소니아 주택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며, 그의 영향하에 

전개될 이후의 건축 양상으로 인해 의미가 

배가된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의 온돌에서 착안한 

바닥난방이 주요 특성으로 자리했던 것이다. 

라이트의 유소니아 주택에 고무되어 등장한 

건축 사례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아이클러 

주택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조셉 아이클러가 라이트의 유소니아 주택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량생산한 주택으로서 

1949년부터 1974년까지 1만 1,000호 이상이 

건설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바닥난방이 핵심 

특성으로 있다. 아이클러 주택보다 먼저 개발된 

뉴욕의 레빗타운(1947~51) 역시도 바닥난방을 

특성으로 하는데, 포드 시스템을 도입해 

단기간에 더 많은 주택을 생산했다. 여기에도 

라이트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닥난방이 비록 미국 주택의 보편적 

방식으로 자리 잡지 못했지만 전후의 대표적 

대량생산 주택에 도입되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보통 사람들이 꿈꾸었던 

아메리칸 드림의 재건에 라이트의 유소니아 

주택이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첫 

사례인 제이콥스 주택이 한국으로부터의 

열기로 데워졌기 때문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20세기 건축’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돌아보며 우리가 제이콥스 주택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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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uly 2019, exactly one year ago, ‘The 

20th-Century Architecture of Frank Lloyd 

Wright’ was inscribed onto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We still have vivid 

memories of when the work of Le Corbusier 

(1887 – 1959) was added to the list in 

2016. This time, the architectural world 

will be inspired by the honour conferred 

upon Frank Lloyd Wright (1867 – 1959). 

It no longer seems unfamiliar to witness 

the ways in which an individual architect’s 

creative design is celebrated as part of 

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The 

20th-Century Architecture of Frank Lloyd 

Wright’ includes eight of his most significant 

buildings; the Unity Temple (1906 – 09) and 

Robie House (1908 – 10) are representative 

early works from his Oak Park period, while 

Fallingwater (1936 – 39) is perhaps his 

best-known project by the wider public. The 

Guggenheim Museum in New York (1956 

– 59), completed several months after 

Wright’s death, was also recorded on the 

list. These buildings have different functions, 

sizes, and contexts, located in six different 

stat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all share widespread acclaim for opening 

up new horizons to twentieth-century 

architecture.▼1 

Of these prominent buildings, the author’s 

interest focuses on one small house—

Jacobs House I (1936 – 37), built in 

Madison, Wisconsin. It is a very modest and 

simple house that cannot be compared 

with the Robie House, which is the climax 

of his Prairie house designs for the upper-

middle classes, nor with the luxurious 

Fallingwater. However, this paradoxical 

condition of modesty and simplicity is the 

reason why the author has been attracted 

to this particular house. It is also the reason 

why the house was listed as a World 

Heritage site last year. In the late 1930s, 

when the US began to recover from the 

Great Depression, Wright concentrated on 

designing economical houses that would be 

affordable for ordinary families in America. 

He called them ‘Usonian houses’ and 

completed many before his death in 1959 

(one argues that they number up to 140),▼2 

and these houses have influenced domestic 

architecture in the country ever since. As 

THE FIRST ADOPTION OF THE KOREAN ONDOL PRINCIPLE IN USONIAN HOUSES: 
JACOBS HOUSE I, DESIGNED BY FRANK LLOYD WRIGHT

Jacobs House I was the first example of this 

Usonian house, its importance is without 

question. More interestingly, it is also 

the first American house in which Wright 

incorporated a floor heating system inspired 

by a Korean system known as the ondol – 

meaning ‘warm stone’ – after encountering 

it in Japan. This connection between the 

Korean ondol and Wright’s floor heating 

design has been discussed before,▼3 but 

continues to exist in the field as a myth.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reilluminate 

this connection and to trace its historical 

significance, following the occasion of the 

UNESCO inscription.

The First Usonian House

Let us be reminded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Jacobs House I as ‘Usonia 

no. 1’. In order to do this, we first need to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Usonia’. 

Wright used it to directly refer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by overcoming the 

ambiguity and exclusiveness of the word 

‘America’.▼4 In its usage, we can read his 

desire for a society for ordinary people, 

for, so to speak, a democratically reformed 

American society. For him, the house for 

the society, which is the Usonian house, has 

to be economically feasible for everybody, 

while maintaining a certain dignity to 

modern life in the new era. We may say 

that the Usonian house was, in retrospect, 

the ultimate destination for what Wright 

pursued in the three preceding decades, or 

what he called ‘organic architecture’—‘an 

architecture that integrates a building with 

nature, and grows with life force’.▼5 

Wright’s interest in a modest-cost house 

was nothing new. However, his interest 

increased markedly in the years following 

the Great Depression, and he started to 

realise it in earnest from Jacobs House I 

onwards. The house was commissioned by 

Herbert Jacobs, a young journalist. From 

the start, he clarified the limit of his budget 

and asked Wright to design a reasonable 

house for his family (his wife, little daughter, 

and himself), and the architect suggested a 

solution that would fully respect the client’s 

conditions. The solution was described 

한국 전통 온돌의 구조

The structure of the traditional Korean on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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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에서 훼철되어 오쿠라의 도쿄 자택으로 이축된 자선당: 라이트가 경험한 ‘한국 방’은 이 건물의 온돌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Jaseondang removed from the Gyeongbokgung Palace in Seoul to Okura’s residence in Tokyo in 1910s: 
The ‘Korean room’ that Wright experienced in Japan seemed to be an ondol room of this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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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lear terms in The Architectural Forum 

(January 1938), published immediately 

after the house was completed. First, it was 

important to eliminate the conventional 

roof, garage, and basement. Then, the 

expensive cost of field labour had to be 

reduced by using as many pre-cut building 

materials as possible. It was also necessary 

to consolidate and simplify the heating, 

lighting, and sanitation systems. All of these 

were practical matters. The result of these 

stipulations was a one-story house with an 

area of 124.5m2. The plan is L-shaped. There 

is a spacious living room with a fireplace 

in one wing, and there are two bedrooms 

and one study in another. The entrance, 

bathroom, and kitchen are arranged at the 

corners, where the two wings intersect. We 

can confirm that the composition of the 

space is remarkably compact, compared 

with that of the Prairie house. Wright 

systemised this plan within the grid of a 2×4 

feet module. This system was verticalised 

with a wooden sandwich-wall called ‘board-

and-batten’, in which repetitive horizontal 

lines work as vertical measures on the wall. 

The board-and-batten, used in all vertical 

planes in the house, except for the load-

bearing brick wall and the windows/doors, 

was effective in amplifying the overall spatial 

efficiency and reducing the construction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Jacobs House I 

continued to be features of later Usonian 

houses and evolved continually over 

time. However, there was another more 

noteworthy feature in this house than those 

described above, which was to become one 

of the most distinctive Usonian elements. 

This was the floor heating system, for which 

Wright had been inspired by the traditional 

Korean ondol. ‘Have you ever heard of the 

Korean way of heating houses? […] Would 

you like to be the first people in America 

to try this kind of heating in a home?’ 

This is what Wright asked the Jacobs 

couple in order to persuade them.▼6 In the 

end, Wright was able to realise this new 

approach to heating by installing metal 

pipes under the concrete floor of the house. 

So, how did the American architect come 

across this Korean approach to heating?

Wright’s Experience of the Korean Ondol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inciple

For a decade, beginning in 1913, Wright 

frequently visited Japan to carry out the 

new Imperial Hotel project (1913 – 23). 

During this period, he experienced the 

Korean ondol in person in Tokyo and was 

fascinated by this new heating method. 

His Autobiography (1943) and The Natural 

House (1954) include an account that 

describes the situations around the 

encounter. According to this account, it was 

the winter of 1914. Wright was invited to 

dine with Baron Okura, an important patron 

of the hotel project, in his Tokyo residence, 

and was led to the so-called ‘Korean room’ 

for coffee after dinner. He was, in fact, very 

uncomfortable during dinner owing to the 

cold weather but started to feel at home in 

the warmth of the ‘Korean room’. The room 

was heated by the floor but there was no 

visible heating device. Deeply impressed 

by this heating method, Wright regarded 

it as ‘a matter not of heating at all but an 

affair of climate’. He learnt there the heating 

principle of the ‘Korean room’ or ondol: 

‘The heat of a fire outside at one corner of 

the floor drawn back and forth underneath 

the floor in and between tile ducts […] 

the smoke and heat going up and out of 

a tall chimney at the corner opposite the 

corner where the fire was burning.’ This 

‘discovery’ was immediately applied to 

bathrooms in the Imperial Hotel, albeit using 

electric heating. Returning to America, 

he attempted to realise this floor heating 

method anew: first in the Nakoma Country 

Club (1923), but it was not executed; and 

then, in the Johnson Administration Building 

(1936 – 39). However, this building was 

completed later than Jacobs House I. After 

all, it was in Jacobs House I that Wright 

realised the Korean-inspired floor heating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America. What 

was more significant is that the floor heating 

was introduced to a ‘house’—the place in 

which we dwell.

Here, we need to briefly explore the nature 

of the ‘Korean room’ experienced by Wright. 

It might have been one Korean-style room 

in Okura’s Japanese house, or a room in 

an independent Korean building with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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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레빗타운에 바닥난방을 시공하는 장면, 1947년: 전후 미국의 대표적 대량생산 주택에서 라이트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Installation of the floor heating system in the Levittown, New York, in 1947: This representative mass-produced 
housing project in the post-war America hints at Wright’s influence on its hea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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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이콥스 주택에 보관 중인 ‘보드 앤 바텐’ 목재 판자벽 샘플

Sample of the ‘board-and-batten’ sandwich-wall, kept in 
Jacobs House I 

현재 제이콥스 주택에 보관 중인 원래의 난방용 철제 파이프 

샘플

Sample of the heating pipe, kept in Jacobs Hou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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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nct of Okura’s residence. Considering 

various contexts, the latter seems more 

plausible. First of all, it is certain that 

Baron Okura in the story was Kihachiro 

Okura (1837 – 1928),▼7 the successful 

entrepreneur who was actively involved in 

the Japanese colonisation of Korea at that 

time.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Okura 

rebuilt one building from Korea called 

‘Jaseondang’ within his Tokyo residence in 

1916. This building originally belonged to 

Gyeongbokgung, the major royal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1392 – 1897), but 

it was demolished when Japan prepared 

for an exposition in the palace in 1915 

to celebrate its fifth year of colonial rule 

in Korea.▼8 Therefore, Wright’s ‘Korean 

room’ was probably the ondol room of 

the Jaseondang that the Japanese had 

removed from the Gyeongbokgung Palace. 

If so, Wright’s account that he encountered 

the ‘Korean room’ in the winter of 1914 

would be incorrect. Several studies 

demonstrate that it is unlikely that Wright 

visited Japan in 1914.▼9 Consideration of 

his travel itinerary to Japan, along with the 

timing of Jaseondang’s removal, would 

suggest th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of his 

ondol encounter is January 1917. (We might 

also consider when electric heating was 

installed in the bathrooms of the Imperial 

Hotel annex, meaning his experience 

could have been in early 1920.) At any 

rate, it is ironic that one of Japan’s cultural 

despoliation actions in colonial Korea 

resulted in the transfer of the Korean floor 

heating system to the world. History flowed 

in an unexpected direction, as is often the 

case.

Let us return to Jacobs House I. Wright’s 

application of floor heating to the house 

was a new experiment. There was a floor 

heating method known as ‘hypocaust’ 

in the ancient Roman period, but it was 

mainly used in public baths and largely 

disappeared during medieval times. From 

the late eighteenth century, various heating 

methods using hot air, hot water, and steam 

were developed and applied to floors, 

ceilings, and walls of buildings in Europe, 

an approach that was later transferred to 

America.▼10 These methods were generally 

referred to as ‘radiant heating’ what seems 

to be from the early twentieth century 

onwards, placing greater emphasis on 

heat transfer by radiation than convection. 

However, radiant heating was only a 

peripheral means of heating buildings in 

the West. In particular, to heat the entire 

floor of a room, as had been achieved in 

Korea, was a new challenge, if compared 

with not only the traditional fireplace but 

also with the modern radiator developed in 

the nineteenth century. It was undoubtedly 

a real challenge for Jacobs House I, which 

can be confirmed by the fact that a big 

plumbing company from New York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heating work.▼11 In the 

end, Wright managed to achieve this floor 

heating system through experimentation 

in collaboration with local plumbers. One 

photograph, taken by Katherine, Mrs. 

Jacobs, reveals the situation at the time: 

four pipes from the basement cellar (the 

boiler room) branch out to the right (the 

living room wing) and three pipes to the 

left (the bedroom wing), while steam 

diffuses from the boiler and some joints of 

the pipes. This was the view observed by 

Wright and his workers. Though not clear 

in the photograph, the pipes were made of 

wrought iron of a two-inch diameter, and 

concrete was poured over them. However, 

during the restoration of the house in the 

1980s, it was revealed that the level where 

the pipes had been placed, between 

the ground and the concrete floor, had 

been filled with sand. This differs from 

the general assumption that gravel was 

used as infill and that the floor rests on 

gravel—which is typical of the other Usonian 

houses. There was no layer for insulation 

between the pipes and the ground. This is 

understandable because it was an early 

attempt to install this type of floor heating. 

However, one of the main concerns 

with this system was that it focused on 

preventing the freezing of the ground 

under the concrete floor slab, rather than 

reducing heat loss to the ground. By doing 

this, Wright could escape the expensive 

convention of setting the foundation below 

the frost line. The foundation of Jacobs 

House I was the ten-inch concrete floor slab 

itself, except for the footing of the fireplace. 

This structure i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removing a conventional basement to drop 

the construction costs. Strictly speaking, 

there was a basement beneath the kitchen 

and bathroom—which is the boiler room 

depicted in the photograph.

Though already self-evident, we have to 

recognise the fact that Wright applied the 

‘principle’ of the Korea ondol to this house 

in a modern way, rather than conforming 

with the traditional structure. His method 

was based on the boiler and steam piping 

used in modern radiators. Nevertheless, he 

insisted on calling the heat from the floor 

‘gravity heat’ rather than ‘radiant heat’, so 

it c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heat transfer in the West. 

This was because warm air rises, but cold 

air descends due to gravity, as he realised 

in the ‘Korean room’. In fact, according to 

research, heat transfer from the floor by 

convection (that is, Wright’s gravity) is as 

high as transfer by radiation.▼12 

The Client’s Recollections and the Present 

Jacobs House

We can also clearly see in the client’s 

recollections that the floor heating was an 

essential feature for Jacobs House I. Across 

many pages in their memoir Building with 

Frank Lloyd Wright (1978), Herbert and 

Katherine Jacobs record very vividly how 

their floor heating was realised and what 

life was like in the floor-heated house. 

Herbert notes that they ‘were living in an 

experimental as well as beautiful house’. 

Of course, the new heating system was the 

basis for this recognition. Also, Katherine 

boasted that the warmth from the floor 

was ‘the most pleasant heat’ she had ever 

experienced. The fireplace in the living room 

was still important, but the floor heating was 

more hygienic and suitable for a democratic 

space in the new era. Nevertheles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team heating method 

installed at the beginning was perfectly 

successful. After experiencing a couple of 

winters in the new house, they became aware 

that the heat cooled too quickly after passing 

through the pipe if the steam pressure was 

not greatly heightened. Wright’s suggestion 

for combatting this problem was to replace 

the steam system with a hot water system. 

They performed the replacement following 

his suggestion in February 1940, two year 

and a few months after moving into the 

house, and this work improved the heating 

effect substantially. This hot water system is 

the typical method that modernised Korea 

has adopted up to the present. (Along with 

these adjustments, a radiator was installed 

in the bathroom, which had no means of 

heating when first completed, and the fuel 

of the boiler was changed from oil to coal in 

order to be more economical.) The client’s 

satisfaction with the floor heating system was 

confirmed in Jacobs House II (1948 – 49), 

again designed by Wright. This second house, 

which was nicknamed ‘Solar Hemicycle’ and 

characterised by the circular plan and walls 

of stone masonry, also has a floor heating 

system.

The Jacobs family moved out of the first 

house at the end of 1942, living there for five 

years, as a larger house was required owing 

to the birth of their second child and the 

growth of their first. Since then, the ownership 

of the house has changed several times, and 

the house deteriorated in condition over time. 

The present owner is James Dennis, who 

purchased the house in 1982. Dennis, who 

was a Professor of art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at that time,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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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oration and preservation work of the 

house over several years from 1983, and 

the heating system was renewed as part of 

this project. For this, the concrete floor slab 

was completely redone, and a layer serving 

as a moisture barrier and insulation was 

added between the ground and the slab. 

However, arguably the most remarkable was 

the replacement of the heating pipes. As 

expected, the original iron pipes had rusted 

severely, and they were substituted with 

polybutylene pipes, as plastic products had 

already been popularised.▼13 Last autumn, 

the author visited this house and took a 

tour of its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led 

by Dennis. It is always a thrilling experience 

to visit the structures and spaces created 

by master architects in person—this was 

most certainly the case for this house. It 

was also a useful experience to observe a 

sample of the original iron pipes and the 

house’s blueprint, kept in the house, as well 

as to see how the heating pipes had been 

replaced in the boiler room. During the 

visit to the house, the author could sense 

the present owner’s respect for the house. 

This respect must be the reason why the 

house has been so well maintained over 

the three decades since that restoration 

work. The prospect of maintenance is one 

of the criteria for UNESCO World Heritage 

inscription. In addition, the author also heard 

of the restoration work from Bradley Lynch, 

the project architect of the restoration 

work in the 1980s. Lynch, now a successful 

architect in Chicago, has at times adopted 

a type of floor heating or radiant heating in 

his designs. As we know, however, this is not 

a universal method in the present domestic 

architecture in America and is often related 

to luxurious buildings, far from Wright’s 

original intentions.

The Korean Ondol and the American Dream

As emphasised in the introduction, the 

importance of Jacobs House I is not limited 

to this building. This house is meaningful 

as a prototype for the Usonian house 

that Wright continued to develop, and the 

importance of this house is doubled owing 

to the architectural situation that unfolded 

under the influence of Wright. It was in 

this important house that Wright saw the 

realisation of the floor heating principle, 

inspired by Korea, for the first time in his 

work in America. Of all the architectural 

examples influenced by Wright’s Usonian 

houses,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Eichler homes in California, where more 

than 11,000 units were built between 1949 

and 1974. These were mass-produced on 

the basis of the developer Joseph Eichler’s 

experience of living in one of Wright’s 

Usonian houses.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e Eichler homes was the floor 

heating system. The Levittown in New York 

(1947 – 51), developed earlier than the 

Californian housing, was also characterised 

by floor heating. The influence of Wright 

is tangible there, too. Levitt & Sons could 

produce many more houses in a shorter 

time by learning from the Ford system.

Although the floor heating system was 

not established as a universal method 

in American domestic architecture, its 

application to certain representative 

post-war housing projects is extremely 

significant. It means, we can say that 

Wright’s Usonian houses were the 

architectural models for rebuilding the 

American dream for ordinary people 

and that they were warmed by the heat 

of Korean design from the first example 

onwards. It is for this reason that we must 

once again pay attention to Jacobs House 

I, looking back to last year’s UNESCO World 

Heritage honour bestowed upon ‘The 

20th-Century Architecture of Frank Lloyd 

Wr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