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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대학원 시절인 1980년대 후반부터 전통마을
을 지속적으로 현지답사하고 연구하면서 마을과 그것
을 이루는 한옥을 하나의 구조적 체계로 파악하게 되

에서도 한옥을 건물 단위로 보는 인식을 발견할 수 있
다. 안길에 면했음에도 담을 갖추지 않은 도래마을의
새 한옥은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준다(그림1).

었다. 이에 따라 한옥을 건물 단위가 아니라 좀 더
광역적이고 확장적인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되
었다. 그간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한옥은

이 글에서 필자는, 한옥의 개념을 건물 단위에서 여
러 쌍의 채와 마당 그리고 담으로 구성되는 유기적인
복합체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한옥의 건물은 외관

매우 유기적이고 확장적인 건축유형이며, 따라서 그
것의 본질적 특성은 개별적인 대지 안에서만이 아니라
마을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상 일자ㆍㄱ자ㆍㄷ자ㆍㅁ자 등 몇 가지의 형태로 분류
되지만, 유기적 복합체로 규정되는 한옥의 전체적인
구성은 강한 개별성을 보임으로써 형태적으로 유형화

고 본다.
그러나, 현재 활발히 일고 있는 한옥에 관한 논의나
실천은 대체로 한옥을 ‘건물 단위’로 인식하고 그것의

하기 어렵다. 이런 한옥의 개별성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 글에서 필자는, 그것이 거주자의 개별적인
취향을 따른 결과라기보다 마을공간에서 대지가 갖는

공간구성, 구법과 재료, 생산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그것이 한옥의 신축을 위
한 것이든 문화재의 복원을 위한 것이든, 한옥의 도면

위상을 반영하고 한옥과 마을공간을 연결하는 일정한
원칙을 엄격히 따른 결과임을 논하고자 한다.

에서 마을의 지형이나 공간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로 지어지는 한옥들

1. 한옥-마을 체계

마을의 어원은 집회의 뜻인 ‘모을’, ‘모들’이라고 한
다. 곧, 마을은 상부상조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사람
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으로(이종필 외,
1983, 111쪽), 일상적인 생활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
를 형성하는 거주자들의 공동사회이다. 마을에는 그
역사적 형성배경이나 지리적 특성 등을 나타내는 고유
한 이름이 있으며 따라서 마을은 사람들에게 가장 분
명하게 인식되고 전달되는 정주(定住) 단위이기도 하

그림 1. 안길에 직접 면해서 지어지는 도래마을의 한옥(2008. 8 촬영)

다. 한국 사회에서 마을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번역어
로 전달되기 힘들다고 보아 최근 필자는 마을을 영어
로 표현할 때 village나 settlement로 번역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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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ul이라고 우리말로 표기하기로 했다.
마을공간은 집과 길 등을 공간요소로 하는 하나의
체계(system)이다. 마을을 체계의 전체라고 하면 집,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것에는 행위자,
공간에서 활동과 상호작용의 특수한 패턴, 사용된 물
건, 시간 등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그것은 ‘공간이용

곧 한옥은 그것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부분과 전
체가 이루는 관계를 구조라고 할 때 한옥과 마을은 공
간구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식’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사회적 실
천(social practice), 지적 실천(intellectual practice)
등의 용어와 나란히 쓰일 때가 많으므로 필자는 ‘공간

마을의 패턴은 주택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
적으로 마을의 형태는 주택들이 밀집 배치되는 집촌
(集村)과 분산ㆍ배치되는 산촌(散村)으로 나뉘는데 이

적 실천’이라고 옮긴다.
라포포트가 주장하듯이, 마을공간의 이용방식, 곧
공간적 실천은 주택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 마을에서

러한 차이는 주택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아
가 집촌에서도 마을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
게 이용되는가 하는 점은 주택에 영향을 준다. 또한

사회적 접촉이 일어나는 장소가 가로와 광장 등 마을
공간인가 아니면 단위주택의 내부인가에 따라서 단위
주택을 구성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영향을 받는다. 마

마을의 형태는 생활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택과 주거방식은 독립적으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마을과 하나의 체계로서

을공간에서 사회적 접촉이 활발히 일어난다면 모든 집
들에 손님을 접대하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마을공간에서 사회적 접촉이 원

파악되어야 한다. 라포포트는 이것을 ‘주택-정주지
체계(house-settlement)’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Rapoport, 1969, 69~73쪽; 1977, 305~315쪽).

활히 일어나지 못할 경우, 단위주택에 응접실과 같이
그같은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필자는 지난 8월 9~12일에 ‘한옥을 보는 서구의

이런 라포포트의 개념은 한옥과 마을의 구조적 관계
를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한옥과
마을의 구조적 관계를 라포포트의 용어를 빌어 ‘한옥-

시각’이라는 국제 학술행사를 진행하면서 쉬니클로스
(Lynda Schneekloth), 쉬블리(Robert Shibley)
등 미국의 교수들과 한국의 전통마을에 대해 토론할

마을 체계’라고 할 때 그것은 공간구조적 체계이기도
하고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의 체계이기도
하다.

기회가 있었다. 그때 미국 교수들은 서구의 정주지에
비해 한국의 마을에는 사회적 공간이 양적으로 적은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필자는 명재고택의 너른 사

한옥-마을의 공간구조적 체계란 한옥과 마을공간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결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러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볼 때 그런 원칙은 매

랑마당을 예로 들며, 한옥에 마을의 공동공간이 결합
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한필원 등 엮음,
2009).

우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은 마을
공간에서 한옥이 지어진 대지가 갖는 위상에 대한 해
석을 바탕으로 하므로, 원칙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얻

“한옥의 사랑채 영역은 한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아
니라 공동체의 활동을 담는 공간이다. 따라서, 명재고
택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채 영역은 폐쇄적이고 내향

어지는 것은 획일적인 한옥의 구성이 아니라 반대로
개별적인, 따라서 매우 다양한 한옥의 구성이다. 곧,
한옥-마을 체계에 의해 한옥은 더욱 더 강한 개별성을
갖게 된다.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이란 공간이나 장
소와 관련된 활동, 또는 공간이나 장소를 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쉬니클로스와 프랭크(Schneekloth,
Franck, 1994; 필자의 번역으로 출간 예정)는 그것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작물을 재배하고, 산책하
고, 신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추구하는 것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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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명재고택의 사랑마당

적인 안채와 대조적으로 개방적이다. 명재고택의 사랑
채의 누마루는 사회적 접촉의 장소로, 공동체의 공간
인 마을로 시선이 열리고 사랑마당은 넓고 개방적으로

간을 절대적 위치에 고정할 수는 없다. 어떤 공간의
위치는 그 공간의 성격 그리고 집이 놓이는 구조적 맥
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한개마을

조성되었다. 도시적 맥락에 지어진 누각에서도 이런
누마루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누각은 도시의
공동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표상하고 있다.”

집들에서 사당이 놓인 위치는 이런 상대적 원칙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7세기 중반에 들면서 주자가례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고

2. 마을마다 다른 한옥-마을 체계의 원칙

그에 따라 우리의 전통 주거문화는 그로부터 적지 않
은 영향을 받았다(김동욱, 1997, 235~236쪽). 주자
가례에는 가묘를 정침(正寢)의 동쪽에 두어야 한다고

마을 속에서 한옥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만, 한옥-마을 체계의 원칙은 그 모든 한옥들에서 거
의 예외없이 지켜지고 있다. 마을 속에서 한옥을 구성
하는 동일한 원칙을 공유함으로써 마을공간이 강한 논
리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런 원칙의 공유는 마을사
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데 기여하였다.
경북 성주군의 한개마을에서 한옥-마을 체계의 원칙
이 얼마나 엄격히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꼬장꼬
장한 선비의 마을인 한개에서는 ‘여성공간의 은닉’이
마을공간을 조성한 하나의 원칙이었다(한필원, 2004).
한개마을에서 여성공간은 마을공간에서 가장 멀리,
깊숙이 숨겨진다. 한개의 집들은 지형이 낮아져 앞이
열리는 남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집안에서 보아 왼쪽
혹은 오른쪽의 측면으로 진입한다. 어느 경우든 안길,
샛길, 사랑채, 안채의 배열순서는 틀림없이 지켜지고
있다. 다만, 주거지의 끝에 있는 한주종택과 월곡댁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중인 이상
계급의 주택에서는 사당을 안채의 동쪽에 둔 것으로
보인다.(김동욱, 1999, 219쪽)
그러나, 놀랍게도, 다른 곳도 아니고 주자의 학문을
잇는 학자들의 마을인 한개마을에서 사당의 위치에 대
한 주자가례의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다. 집의 동쪽에
있는 진입로로 들어가는 한주종택에서는 사당이 정침,
곧 안채의 동쪽에 배치되었지만, 서쪽의 진입로로 들
어가는 교리댁, 북비고택, 그리고 월곡댁에서는 사당
영역이 사랑채의 후면에 조성되거나 안채와 사랑채 사
이의 후면에 놓임으로써 사당이 안채의 서쪽에 오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남녀공간의 분리라
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당시 남자 주인은 사당
에 모셔진 조상의 신주에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당을 남성의 영역인 사랑채와 근접시킨 것

서는 샛길이 생략되었다. 이러한 공간의 연계과정에서
가장 안쪽에 놓이는 것은 안채이다. 그리고 안채 중에
서도 가장 깊숙이 있는 공간은 여성의 활동공간인 부
엌이다. 따라서 부엌의 위치는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
면 서쪽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진입하는
샛길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변함없는
원칙은 부엌을 마을공간(진입로)에서 가장 먼 곳에 둔
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진입로인 샛길이 서쪽에 있는 교
리댁ㆍ북비고택ㆍ월곡댁에서는 안채의 부엌이 모두 동
쪽 끝부분에 있고, 동쪽에 진입로(안길)가 있는 하회
댁과 한주종택에서는 부엌이 진입로에서 가장 먼 서쪽
에 위치한다. 하회댁의 경우 진입로에서 가장 먼 지점
은 ㄷ자형의 안채에서 서쪽의 꺾임 부분이다.
이같이 철저히 공간구성의 원칙을 따르려면 어떤 공

그림 3. 도래마을 배치도(일부) (자료;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제2차 농촌주
거환경 조사연구보고서, 한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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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남성이 여성의 영역인
안채를 거쳐 사당으로 가야 하는 모순이 생겼을 것이
다. 한개의 선비들은 교과서의 원칙이 실제의 지형조
건이나 길 체계와 괴리가 있음을 고민하였을 것이나,
결국은 교과서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한옥-마을 체계
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사당의 위치에 관한
주자가례의 지침을 어긴 집이 여럿 나오게 되었다.
다른 예로, 전남 나주시 도래마을에서 각각의 주택
은 지방도에서 안길(마을 주도로), 다시 안길에서 샛
길(주거 접근로)을 거쳐 진입된다. 이들 각각의 길들
은 직각으로 연결되므로 지방도에서 오자면 동선을 적
어도 두 번 직각으로 꺾어야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마을공간의 안길에 직접 면
할 수밖에 없는 집은 일부러 자신의 대지 안에 샛길을
조성함으로써 한옥과 마을공간의 연결 원칙을 고수하
기도 한다(그림3에서 원으로 표시된 한옥).
3. 한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

한옥의 큰 특징은 유기적 공간구성과 개념적 확장성
에 있다. 한옥을 목구조로 이루어진 건물 단위로만 보
아서는 이런 한옥의 본질적 특성과 보편적 가치를 읽
어내기 어렵다. 한옥의 공간구성은 마을공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 논한 한옥-마을 체계를 이루는 원칙은 마
을마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는 공간적 독자성
이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간과하고 마치 현대의
독립적인 건물을 다루듯이 한옥을 지으면 한옥이 갖는
가치를 상실하고 마을의 독자성도 해치게 된다. 따라
서, 앞으로 한옥 건축의 실천은 한옥-마을 체계에 대
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생각이, 한개마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지난 시
대의 공간구성 원칙을 고수하자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
다. 마을마다 그것이 놓인 시대적ㆍ공간적 조건에 따
라 그 원칙이 달랐음을 생각할 때, 과거의 선례란 참
조의 대상일 뿐 모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생활방식에 맞는 한옥-마을 체계의 원
칙을 창안해내고 그것으로 개성있는 마을을 만들어내
는 것, 이것이 현 시대의 건축가들이 당면한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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