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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주택의 구성 논리와 진화
한필원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주택이 갖는 보편적인 구성 논리와 미덕을 서로 관련지어
살펴보고 동아시아에서 주택이 진화해 온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그간 필자가 수행해 온
연구의 지역적 범위가 한국·중국·일본 등 세 나라에 국한되므로, 여기서는 이들 세 나
라의 주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중국만 해도 국토의 면적이 지구 육지 면
적의 15분의 1이나 되니, 단지 세 나라라 해도 산술적으로 볼 때 지구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결코 작지 않다.
흔히 동아시아라는 이름으로 묶어 말하지만 이 지역의 문화는 매우 다양하다. 56개 민
족으로 구성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과 일본에서도 하위문화(subculture)가 발
달했다. 따라서 문화의 산물인 주택을 대상으로 동아시아의 공통성, 곧‘동아시아성’
을
논하는 것은 어렵고 또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 논하는 구성 논리
는 동아시아에 존재해 온 모든 주택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기보다 다수의 동아시아 주택
유형에서 발견되는 특성이라고 그 한계를 분명히 해 둔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다른 건물유형에 비해 지속성이 크며 긴 시간에 걸쳐서만 변화하
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기에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난 동아시아에서는 일
부 전통주택유형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도시공간구조에 적합한 도시주택으로 변모했
다.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전통주택이 도시주택으로 변모해 정착하는 양상을 몇몇
주택유형을 사례로 다루고자 한다.

동아시아 주택의 구성 논리와 미덕
공간구성 논리: 마당이 있는 주택
마당, 특히 주거영역 구성의 중심이 되는 중정(中庭)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난다.
동아시아에서도 대부분의 주택유형은 중정 또는 전정(前庭)을 포함한다. 동아시아 주택
에서 마당의 중요성은 용어에서부터 나타난다. 집을 일컫는 말은 마당을 포함하는 가정

(家庭)이며, 중국어에서 마당을 지칭하는‘원(院)’
은 동시에 집을 의미한다.(도판 5, 6)
주택의 구성에 마당을 반드시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일찍이 당나라 때(618-907)부터
중국 남부에 지어진 토루(土樓)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의 아파트와 아주 유사한
다층집합주택인 토루는 가운데에 대천정(大天井)이라 부르는 공동마당을 두고, 단위주
거 안에는 소천정(小天井)이라 부르는 개별 가족의 마당을 둔다. 마당은 토루에서 공간
을 구성하는 중심요소다.(도판 2, 4, 7)
동아시아 주택에서 건물과 마당이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목가구조로
구축되어서 벽을 개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가구조의 건물이 마당과 대응
하여 구성되며 마당을 향해 개방성을 갖는다. 하늘이 뚫린 마당은 햇볕과 바람, 비를 맞
는 공간으로, 거주자가 자연과 접하는 곳이다. 마당을 통해 자연과 연결되는 동아시아
의 주택은 인간과 자연이 분리될 수 없다는 오래된 동아시아 철학의 산물이다.
마당은 그것에 면한 실내의 채광이나 통풍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택의 자연조건을
조절해 주는 환경요소다. 마당을 갖춤으로써 주택은 스스로 환경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
는다. 또한 도시주택에서는 인접건물이나 도로로부터 시각적·청각적 프라이버시를 확
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중정형 배치가 채용되어 왔다. 그런데 마당과 건물의 결
합이라는 공간구성의 논리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건물 구축의 논리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도판 1, 3)

건물 구축의 논리: 칸과 모듈
동아시아의 많은 주택유형에서 건물은 다양한 목재 부재들을 잇거나 맞추어 구조체를
이룬 목가구조이다. 목가구조 건물은 4개의 기둥으로 규정되는 공간, 곧 칸을 단위로 공
간을 구성하고 칸을 반복함으로써 규모를 확대한다.
이런 동아시아의 주택에서 건물은 수많은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해 구축하는 일종의
조립식이다. 조립식 건물을 구축할 때는 부재들을 서로 맞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 맞춤 부위의 디테일은 물론 맞춰지는 부재들의 수치관계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수치
관계를 설정하려면 기준이 되는 치수, 곧 모듈(module)이 필요하다. 모듈을 바탕으로
엄정한 수학적 논리로 부재들의 비례체계를 설정함으로써 수많은 부재로 이루어진 건물
이 전체적으로 조화미를 갖추게 된다. 개체가 살아 있으면서도 전체 건물이 조화를 이루
는 수준 높은 미학은 동아시아 주택의 큰 특징이자 미덕이다.(도판 9, 11)
모든 건물에 하나의 모듈이 일률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위계에 따라 달
리 설정된다. 기둥 사이의 칸도 대개 건물 중앙의 칸이 가장 넓다. 이렇게 논리적 과학성
과 위계성을 함께 갖춘 동아시아의 주택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와 문화를 표상하는 상
징체계이기도 하다.
모듈과 부재의 비례가 체계적으로 명료하게 제시되어 여전히 건축의 교본으로 쓰이는
책이 중국의『영조법식(營造法式)』
이다. 송(宋)나라 휘종(徽宗) 때인 1103년, 이계(李
誡)가 앞서 편찬된 같은 제목의 책을 개편하여 펴낸 이 책에는 각종 건축의 설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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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간구조를 지닌 향단(香壇)
1.‘ㅁ’
안채의 안마당 모습.(위)
,
신광철,『마음의 고향… 한옥마을』
한문화사, 2010, p.95.
〔土樓, 환극루(環極樓)〕
의
2. 토루
모습. 원형으로 중정이 형성되어
있다.(가운데)
,
손세관,『깊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 2001, p.213.
3. 운조루(雲鳥樓)의 평면도.
안채의 앞쪽으로 ㅁ자 형태의
안마당이 자리하는데, 이는 한국
전통주택의 특징 중 하나다.(왼쪽 아래)
, 대원사,
신영훈,『한옥의 향기』
2000, p.164.
4. 토루의 하나인 금강루(錦江樓)의 1층
평면도. 중앙에 뚜렷한 원형 중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오른쪽 아래)
茂木計一郞,『中國民居の空間を探る』
,
東京: 建築資料硏究社, 1991, p.199.

5. 축적·위계적 공간구성이 명확히
보이는 중국 사합원(四合院)의 모습.(위)
,
손세관,『깊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 2001, p.31.
6. 2진 규모의 북경 사합원
평면도.(아래)
손세관,『깊게 본 중국의 주택』
,
열화당, 2001,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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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동 군자마을의 종택 사랑채.
기둥과 기둥 사이의 칸을 기준으로
위치한 들어열개문을 걸어 놓으면
내부와 외부가 소통하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
신광철,『마음의 고향… 한옥마을』
한문화사, 2010, p.234.

재료 및 시공에 관한 규범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영조법식』
에 따르면 두공(斗拱)
이 있는 대식(大式) 건물에서 부재와 부위의 치수를 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은 첨차(檐
遮) 단면의 높이인‘재(材)’
이다. 재는 8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적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청대(淸代)에 와서는 두공 맨 아래 첨차를 받는 소로인 좌두(坐斗)의 십자형 홈, 곧 두구
(斗口)의 폭을 기준 치수로 삼았다.
일본 주택에서 칸의 개념은 중세 후반에 도입되었다. 본래 그것은 단지 두 기둥 사이
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았으나, 주거건축에 쓰이는 칸은 다
다미의 크기와 관련하여 표준화되었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이후 귀족 주택의 실내에
는 마루를 깔았고 앉는 자리에는 다다미를 깔았다. 다다미의 크기는 본래 두 사람이 앉
거나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크기로 정해졌는데, 점차 3×6자의 규격으로 표준화되었
7. 거대한 원형과 방형의 토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pp.124-125)
茂木計一郞,『中國民居の空間を探る』
,
東京: 建築資料硏究社, 1991,
pp.126-127.

다. 이는 1/2 ×1칸에 해당한다. 근대에 와서 자(尺)는 30.3센티미터로 통일되었으므로
다다미의 표준 규격은 90.9×181.8센티미터다. 표준적인 칸은 다다미의 길이로 181.8
센티미터가 된다. 그런데 칸은 기둥의 중심간 거리이므로 칸을 고정하고 다다미 크기를

조금씩 조정하거나, 다다미 크기를 고정하고 칸의 크기를 조금씩 조정하는 방법으로 기
둥을 모듈에 맞게 설치하여 주택의 공간을 구성한다.(도판 10) 서양의 고전건축에서 모
듈이 기둥의 지름을 근거로 함으로써 건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
칸은 절대적인 치수로 사용되었다. 도판 10은 일본 주택에서 1/2 칸 모듈에 기초하여 평
면이 구성되고, 이때 방의 크기는 다다미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원리를 보여준다. 한
편 상인방(上引枋)에서부터의 천장 높이는 다다미 개수에 0.3자를 곱한 치수로 정함으
로써 방의 크기에 따라 천장의 높이가 달라진다.1)
목가구조의 동아시아 주택에서 기둥 사이의 벽체는 하중을 받지 않아 모두 개방할 수
있는 칸막이벽이다. 한옥의 들어열개문, 중국 주택의 거샨(隔扇, 목재 칸막이), 일본 주
택의 쇼지(障子, 맹장지)가 그것이다.(도판 8) 이런 칸막이벽을 필요에 따라 해체함으로
써 건물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담아낼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는 모든 칸막이를 해체하여 건축공간을 자연공간에 통합시킬 수도 있다. 구축 방식에서
얻은 이러한 공간 이용의 융통성과 가변성은 동아시아 주택의 큰 미덕이다.
동아시아 주택의 건물은 구조재가 밖으로 드러나며 그것이 의장재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목재 표면에 채색을 하지 않으므로 나뭇결이 그대
로 드러나 아름다움을 더한다. 힘의 흐름이 드러나는 동아시아 주택에서는 장식으로 꾸
민 아름다움이 아니라 구조역학적 아름다움이 표현된다. 이같은 구조와 미학의 통합은
동아시아 주택이 갖는 또 하나의 미덕이다.

동아시아 주택의 진화
동아시아 도시의 이원적 공간구조와 도시주택
동아시아의 도시는 대개, 동질적인(homogeneous) 서유럽의 도시 모습과 달리 외견상
복잡해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러 시대의 다양한 건물유형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도시의 공간구조 또한 서유럽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전형적인 서유럽의 도
시공간은 공적 공간인 너른 중정과 그것을 둘러싸는 중고층의 집합주거 복합건물
(perimeter block housing)로 규정되는 일정한 블록으로 이루어진다. 대체로 서유럽
도시에서는 대로와 이면도로가 집합주거블록의 중정을 매개로 연결되며, 길과 건물의
스케일이나 공간이용패턴에서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동아시아의
도시에서는 블록의 외곽과 내부에서, 길과 건물의 스케일이나 공간이용패턴이 극적으
로 변화한다.
동아시아 도시에서 가로는 대로와 이면도로-한국의 골목길, 중국의 호동(胡同)·이
롱(里弄), 일본의 로지(路地)-로 구분된다. 전자는 도시의 주요한 선(線)이며, 후자는
도시의 면(面)을 조직한다. 이 선과 면은 인접하면서도 서로 일상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별도의 논리와 모습으로 존재한다.
현재 동아시아의 많은 도시에서 대로, 곧 가(街)는 고층의 업무 및 상업건물로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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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도시의 기본 틀인 가가 국제적인(cosmopolitan), 또는 무국적의 대형 구조물
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높은 밀도를 요하는 후기 자본주의 도시의 필연적 결과
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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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면도로, 곧 골목은 수많은 동아시아의 도시에서 아직 지역의 전통과 정체성
을 간직하고 있다. 한국의 서울, 일본의 도쿄(東京)·교토(京都), 중국의 베이징(北
京)·상하이(上海) 등 어느 도시에서도 대로의 안쪽으로 한 켜만 들어서면 여전히 지역
성이 강한 도시의 면이 펼쳐진다. 동아시아의 도시와 건축은 근대기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변형되었으나, 이렇게 현상을 넘어서 좀더 공간구조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역사적 맥락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도시의 독자적 가능성을 내포한
부분, 그리고 동아시아의 도시들 사이를 구별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곳, 도시의 면이다.
동아시아 도시의 면에서 그 도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심요소는 도시주택이다. 베
이징 사합원(四合院)의 예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도시주택의 유형은 도시구조의 특
성을 내포한다.(도판 12) 동아시아의 도시주택은 단위주거의 개별적이고 사적인 중정
-한국의 안마당, 중국의 위안즈(院子), 일본의 니와(庭)-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
적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각 도시의 특성을 내포하는 개별성을 지니고 있다. 도
시주택의 유형은 동아시아 도시·건축 전통의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전통적인 공간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도시의‘면’
에서는 인간적인 분
9. 연경당(演慶堂)의 사랑채.
우리나라 전통건축은 칸을 모듈로
공간을 구성한다.
최선호,『한국의 美산책』
,
해냄, 2007, p.167.

위기가 느껴진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도시공간이 작은 규모의 공동체 영역으로 적절
히 분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로를 인지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강
한 소속감을 느낀다.

10. 칸을 모듈로 하는
일본 주택의 구성.(왼쪽)
Ching, Francis D.K., Architecture:
Form, Space, and Order, New York:

여기서 작은 공동체 영역이란 하나의 이면도로, 곧 골목을 공유하는 대략 10호 이내의
집들이 이루는 영역을 말한다. 물론 골목의 길이에 따라 호수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VNR, 1996, p.308.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같은 골목을 사용하여 일상적으로 접촉함으로써

11. 향단의 평면도.

이웃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공동체의식이 싹트는 것이다.(도판 13)

칸을 모듈로 하여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오른쪽)
대한건축사협회,『한국전통건축 제4집
民家建築Ⅱ』
, 보성각, 2005, p.180.

동아시아의 도시주택 유형
① 한국의 도시주택
안성(安城)의 도시한옥: 안성에 지어진 도시한옥들은, 전통한옥이 좀더 높은 밀도와 상
업용도의 공간을 요하는 도시의 맥락에 적응하여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다. 도판 16은
대표적인 전통한옥인 논산(論山) 명재고택(明齋古宅)의 배치평면도이다. 이 한옥은 안
성이 상업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을 무렵인 18세기 초, 충남 논산시 노성면(魯城面) 교
촌리(校村里) 산자락 아래 넓은 터에 자리 잡았다. 명재고택은 안채·중문간채(안행랑
채)·사랑채·곳간채와, 사당에 본래 있던 대문간채까지를 포함한 6채, 그리고 그에 대
응하는 6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한옥이 안성 시가지에 와서는 문간채와 안채
만이 결합된 모습으로 압축되고 간략화되었다. 이런 도시주거의 모습은 도판 17‘두부
마을’
이라는 음식점 건물에서 잘 볼 수 있다. 이 한옥은 본래 문간채만 상업용도로 사용
되었으나, 안채까지도 점차 주거용도를 버리고 상업용도로 쓰이게 됐다.(도판 16, 17)
안성의 가로변 한옥들은 서로 다른 용도를 가진 채들이 모여 하나의 한옥을 이루는 논
리를 보여준다. 그 한옥들은 일자형의 문간채와 ㄱ자형 안채로 이루어지는데, 문간채는
주로 상업 또는 산업용도로 사용되고 안채는 주거용도로 쓰인다. 도시의 공적 공간과 주
거의 전면 사이는 문간채가 분절해 주며, 다른 세 면은 담으로 구획해서 사적 영역을 확
보한다. 안성 도심의 가로에 면한 문간채는 이층 한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
지고 있다. 목재의 골조로 중성적인 공간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한옥의 특성상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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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업이나 산업, 또는 문화공간을 담기에 적합하다.
강경(江景)의 장옥형(長屋形) 주택2): 필자가 충남 논산시 강경읍(江景邑) 홍교리(虹橋
里) 일대를 현지조사한 결과, 그곳에는 주로 1920-1930년대에 지어진‘장옥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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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경 도심의 장옥형 주택은 일본의 장옥(長屋)과 유사
한 주택유형인데, 다음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장옥형 주택은 주로 2-3호 연립형태이지만 단독주택으로 변형된 예도 발견된다. 장
옥형 주택의 대지 면적의 최빈값은 90.0제곱미터로, 같은 지역에 있는 양옥 등 다른 주
택유형에 비해 좁은 대지에 지어졌다. 대지의 세장비(細長比) 최빈(最頻)값은 0.5로, 같
은 지역의 다른 주택유형과 차이가 없다. 장옥형 주택은 건물의 향(向)에 관계없이 가로
에 면해 배치되며, 전면 가로(소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경 도심의 장옥형 주택은 전면의 내부마당 또는 상점을 중심으로 상업 기능을 배치
하고 후면의 뒷마당을 중심으로 주생활 기능을 배치하여 기능을 평면적으로 분리한 것
이 특징이다. 일제강점기에 상업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가로의 반대편에 뒷마당을 형
성해 주생활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했다. 이같이 사적인 마당이 발달한 것은 일본의 장옥
과 구분되는 강경 장옥형 주택의 큰 특징이다.
장옥형 주택을 실측조사한 결과 주생활공간과 달리 상업공간은 가로 쪽으로 개구부를
많이 설치해 개방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주생활 부분과
상업 부분의 개방 정도가 달라 가로 입면에 변화감이 생겼다. 주생활공간은 후면에 툇마

12. 사합원이 밀집해 있는
오늘날 베이징 주거지역의 모습.
馬炳堅,『北京四合院』
, 北京:
北京美術撮影出版社, 1995, p.2.

13. 골목을 같이 사용하는
집들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 한필원.

루를 설치하고 뒷마당 쪽을 개방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1932년에 지어진 정복순·이성호가옥은 강경 장옥형 주택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주
구조가 목구조인 이 주택은 2호의 주택이 구획 벽을 공유한 점포 병용 연립주택이다. 정
복순가옥은 과거 쌀가게 또는 베 공장을 겸했다고 한다. 이 주택에서는 공적인 성격의
가로와 사적인 성격의 주택이 직접 면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 내
부에 마당을 조성해 전이공간 역할을 하도록 했다. 동쪽에 위치한 이성호가옥은 내부마
당이 뒷마당과 연결되어 내부마당에서 주택의 모든 동선이 분배된다. 서쪽의 정복순가
옥에서는 좁고 길게 형성된 내부마당이 북쪽의 다른 주택과 연결되며 뒷마당은 생략되
었다.
정복순가옥은 가로 입면에서 상점(마루와 내부마당) 부분의 개구부를 주거용 실(室)
보다 큰 비중으로 설치했다. 이성호가옥에서는 내부마당 부분만 가로 입면을 개방적으
로 처리했으며, 실들은 뒤쪽의 뒷마당을 향해 개방적으로 구성되었다.(도판 14, 15)
② 중국의 이롱주택
이롱주택(里弄住宅)은 19세기 후반 상하이가 근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에 이르는 한 세기에 걸쳐 상하이시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도시집합주거유형이다. 1850-1860년대 상하이 조계(租界)의 인구가 증가하자
영국 상인 등 부동산업자들은 측벽을 맞댄 2층의 목판(木板) 목조가옥을 지었다. 그 뒤

1870년경 방화(防火)를 위해 목판을 벽돌벽으로 개량한 것이 이롱주택이라는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이롱주택은 상하이에서 처음 출현했고 상하이에 가장 많이 분포하나 톈진(天津) 등의
도시에도 존재한다. 1949년 상하이의 이롱주택 수는 약 20만 호로 도시주택 총수의

60-65퍼센트 정도를 차지했고, 1985년에는 상하이시 주택 연면적의 48.2퍼센트를 차
지했다. 그것은 상하이의 근대도시공간이 조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중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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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건축의 근대적 진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도판 18, 19)
이롱주택은 중국의 강남, 곧 장수(江蘇)와 저장(浙江) 지방의 전통민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롱주택이 활발히 지어지기 시작한 시기에, 태평천국운동(1862)을 계기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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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신(鄕紳)들이 상하이의 조계에 주택을 마련한다. 따라서 초기의 이롱주택은 그들
의 문화와 주택형식의 영향을 받았다. 이 지역의 전통민가는 천정을 중심으로 외적으로
폐쇄적인 삼합원(三合院) 구성을 하고 있어, 집합주거로 연립될 가능성이 컸다. 이롱주
택의 주거동은 그러한 전통민가를 주로 횡적으로 연립시켜 형성한 것이다. 또한 주거지
를 조직하는 이롱의 배열 방식이 강남지역 도시주거지의 피롱(避弄)과 유사한 점으로 미
루어 볼 때, 주거지구조도 전통주거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이롱주거지의 개발자는 영국 상인들이었으며, 이롱주택이 지어진 상하이의 조
계는 주로 영국과 미국의 통치를 받았다. 한편 미국에 유학한 중국의 건축가와 기술자들
은 1920년 이후 귀국하여 상하이를 시작으로 중국에 미국식의 건축·토목 기술을 도입
했다. 이에 따라 이롱주택도 서양식 주택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롱주거지는 19세기 말
영국 노동자 집합주택지의 블록평면과 유사하며, 특히 르네상스 양식의 입면 디자인은
서구의 영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이롱주택은 전통주거에 근거하는 한편, 당시
의 정치·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서양 주택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독특한 도시주택이
다.
주로 부동산업자나 은행 등의 기업이 여러 동의 이롱주택으로 구성된 단지를 계획적
으로 건설했다. 입지 조건에 따라서 구체적인 배치 방식은 다양하나, 여기서는 전형적
14. 정복순·이성호가옥
남서쪽 입면도.(왼쪽)
한필원·정지우,「강경 도심
장옥형(長屋形) 주택의 유형적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제9권 2호, 2007.
15. 정복순·이성호가옥
배치평면도.(오른쪽)
한필원·정지우,「강경 도심
장옥형(長屋形) 주택의 유형적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제9권 2호, 2007.

인 이롱주거지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의 다른 도시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이롱주거지는 가(街)에 의해 가방(街坊, 블록)
이 구획된다. 그리고 가방의 내부는 장방형 격자 패턴의 골목, 곧 이롱들로 조직된다.
이롱주거지가 가와 만나는 부분은 필지가 주거지 내부에서보다 세분되는 경향이 있으
며,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주상복합건물이 자리 잡는다. 이 건물들은 천정의 위치
에 점포를 설치함으로써 천정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공적 용도의 건물로 가
와 분절된 주거지의 내부는 도시의 소음이 차단된 안정된 거주환경을 갖는다. 가와 이롱
이 만나는 주거지 입구는 상층의 과가루(過街樓)로 명확히 규정되며 철책문이 설치된

16, 17. 전통한옥인
(위)과
‘명재고택(明齋古宅)’
(아래)의
안성의 도시한옥인‘두부마을’
평면도. 비교하기 쉽도록 두 도면의
척도와 방위를 일치시켰다.
① 안마당 ② 안채 ③ 문간채
④ 사랑채 ⑤ 곳간채 ⑥ 행랑마당
⑦ 사랑마당 ⑧ 사당
⑨ 도시가로(동서로)
ⓒ 한필원.

다. 공공공간의 성격을 갖는 이 입구를 통과할 때, 영역의 성격이 전환되는 느낌을 강하
게 받게 된다.
이롱주택의 구조방식은 입첩식(立帖式)이라고 불리는 전목구조(磚木構造)다. 이는
외벽은 벽돌조이고, 내부는 대개 보 방향으로 5개의 목제 기둥이 배열되는 오주락지(五
柱落地) 방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하중은 목가구조가 부담한다. 벽체는 외피를 형성
하면서 내부의 목구조를 연결하고 공간을 분절하며 수평 추력에 대응하는 구조적 역할
도 한다. 이같이 하중 지지와 외피가 구별되는 구조방식은 중국 전통건축에서 흔히 발견
되는 특성으로, 소주(蘇州) 등 강남지역의 전통주택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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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의 정가(町家)와 장옥
일본의 전통 도시주택은 정가(町家, 마치야)로 대변된다. 정가는 공공의 도로에 면하여
미세(店), 곧 상점 기능과 주거 기능을 가진 도시주택을 말한다. 정가는 헤이안시대에
성립되고 중세 및 근세에 발달한 일본 도시주택의 유형이다. 정인(町人)이라는 상인들
과 직공들이 도시 안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궁실(宮室)이 있는 도성이 도시로
자리 잡은 헤이안쿄(平安京, 현재의 교토)부터다. 정인의 주거가 정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점차 지방의 도시로 확산되었다. 근세에 주거지의 밀도가 점차 높아
짐에 따라, 정가는 좁고 긴 대지에 의해 규정된 2층의 도시주거유형으로 발전했다.(도
판 21)
정가는 인접 주택과 벽을 공유하지 않으며, 2층 난간 높이까지 담을 두르고 그 내부에
최대한 건물을 세워 거기에 적당한 니와(庭), 곧 마당을 도려낸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정가는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다. 도로에 면해서는 격자창(格子窓)을 설치하는데, 완전
히 개방된 창이지만 격자 창살에 의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2층의 전면은 다양한 디
자인의 창으로 구성한다. 1층을 중심으로 정가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세(店): 흙바닥인 도마(土間), 이타노마(板の間, 마루방) 또는 다다미방으로, 상점으
로 사용된다. 메이지시대(明治時代)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정가는 상점공간이 없어지
고 주거 기능 중심의 주택으로 변화했다. 이때 미세 대신 부지 앞쪽의 반을 거실로 구
성하고 외부와는 격자창으로 구분했다.
나카노마(中の間): 4조(疊, 다다미) 반 또는 6조의 이마(居間), 오시이레(押入, 벽장),
계단으로 구성된다.
다이도코로(台所) 또는 서비스공간: 부엌 용도이다.
자시키(座敷): 도코노마(床の間)가 설치되며, 엔(緣, 쪽마루)으로 니와와 연결된다.
도오리도마(通り土間)·도오리니와 : 앞쪽 출입구에서 안쪽의 니와로 연결되는 통로
로, 이 요소는 헤이안시대에 성립되었다.
니와(庭): 중정.
시고토바(仕事場) 또는 창고나 별채: 부지의 안쪽에 위치한 작업공간.
현재 도쿄와 교토 등 일본의 역사도시에서 정가로 이루어진 주거지를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일본의 역사도시에서 볼 수 있는 주거 겸용의 소규모 상점은 대개 이 정가의 계보
에 속한다. 정가는 도시에 따라 평면구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서는 도쿄의 정
가를 중심으로 그 공간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형적인 정가의 평면은 앞길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도오리니와를 한쪽에 두고, 실을

1열이나 2열로 나열한 형식이다. 도오리도마 형식이라고 부르는 이런 정가는 일본 전역
에서 발견된다. 단, 도쿄의 정가는 미세의 정면이 도로에 면해 완전히 개방되고, 교토나
오사카 등지에서 보이는 격자창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도쿄의 정가는 주택의 앞면이 좁고, 앞면 전체가 미세, 곧 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의 주택에서 많이 보이는 이 형식을 젠도마(前土間) 형식이라고 한다. 이 형식은

18. 상하이(上海) 젠예리(建業里)의
전형적인 이롱주거지의
평면도.(위)
『住宅建築』290호, 建築資料硏究社,
1999. 5, p.151.
19. 상하이 젠예리의 전형적인
이롱주거지.(아래)
『住宅建築』290호, 建築資料硏究社,
1999. 5, p.149.

안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 자시키·시고토바 등을 두지 못한다. 따
라서 미세·나카노마·다이도코로만으로 간단히 구성된다. 젠도마 형식은 2차 대전 전
까지 도쿄 서민주택의 기본적인 구성이었다.
젠도마 형식의 정가를 연결해서 장옥식(長屋式)으로 구성한 정가도 있다. 이 장옥식
정가는 인동간격이 절약되어 고밀의 주거지에 적합하다. 이 유형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증가한다.
장옥은 정가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도시주택이다. 장옥은 전면이 좁고 깊이가
깊은 부지에 들어선 몇 개의 소규모 단위주택이 횡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주택형식으
로, 후면에는 우라니와(裏庭), 곧 뒤뜰을 두어 거주자들이 공유한다. 장옥은 근세 에도
시대에 성립되어 2차 대전 전까지 도쿄 등에서 도시 서민의 일반적인 주거로 자리 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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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나자와(金澤) 지역의

장옥(長屋)의 모습.(위)
ⓒ 한필원.

일본 전통 정가(町家)의
모습.(아래)
ⓒ 이강민.

다. 에도시대에 정인(町人)이라 불리는 상인·직공들의 70-80퍼센트가 이 장옥에서 살
았다고 한다.3) 장옥은 단층건물이었으나 다이쇼시대(大正時代, 1912-1926)에 와서 2
층으로 발전했다.(도판 20)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지역 특유의 도시주택유형들이 국가, 지역 또는 도시별로
발전해 온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도시주택들은 그 지역의 전통주택유형이 도시구
조에 적응해 변형·진화한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밀도가 높은 도시공간으로 들어오
면서도 마당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동아시아 주택에서 마당의 지속
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경의 장옥형 주택이나 상하이 등지의 이롱주택에서 보듯이
그 과정에서 다른 문화의 영향을 수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역성이 뚜렷한 도시주택유형이 오늘날까지 유지됨으로써 동아시아의 역사
도시들은 도시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름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동
아시아의 도시주택들은 도시를 작은 공동체로 구성하고 인간적 척도의 공간으로 유지하

는 데 기여해 왔다. 동아시아의 도시에서 여전히 인간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힘겹게나마 본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 도시주택 덕분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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