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1 ���( !4' 0:/+ 7	 05�()
��(� 1�7#*�.	*$9 ,�7#��8
7� �*) ��&� "�� 05 �() �%
�
- �26� ,�.	�3:�.�
02 	� �)� ���" ���,	&!���� �$�
�" 
� *��# '!( �� ��%�.	

10•10•

����
����	�

rsO/^h0VU\LE)Q7Y��mb1,	��J=H%e=��/

-�bm�9(U2bG�.	O/�I`8g�9�pX�R	U�mn]YCB

 p1Ve=+<�m�[�.	O/W;XS�]Y\LqV$�c!Y�q

J6tJ#&<����X/&.jsZ_o��T+�'s>Fki�bJ=

:4=X*��X�Hd
	�.	

X�J=l\�o�^h0VWF.�PAJDH[����aW�/-?5m

�\o�.	K�=���a'0V��VX,�N@"9XW��,	�/���N@

M0V��^fW��-3o�.

��
�����	�

�������"
�����	�,	�!��� ����������

����
�����

��

������	

01

● EI <2���K
N.#�/�B32*H/&
+@�:D?/��9>
@�.	���,	�A=%4>
���,	/��8B3M);
7�=5)���73K
���/��1FK��=
'">�.	B3-� <
�
�KC(J!�02,;
	�=G*6���$�L
+@�.	

� � �� ���
� ���	 �·�� | ��� ATA대표,한남대학교건축학부교수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제공

�5R�.	A �5/A EP$?A

��U
KT/I2��/@'(

M? A"�.	%D,	$?@ OIA;

>L	G�I9�
I�#�G*

C8:1!���.	A�? F�0

,S+&G�I��I9�,	�#

��I<6�A�GN��4.

! �/��. �
I� � )=!,

G*C8:1�-RJ=!��

3B�.	
7���:1�HQV,	$?@�/



2010 February•11

01

02��1	

uc6}_=p�e� %~z"��E}qo{=�� *#|E}~�	��m_H

w�u¡o¢}¡-.	wCE}~��m_tV�	|�=#�-.	�*_j~���

����m_tV�	��=s��{=�@k��*��Y�4-.	

E}m_#~§bmq¦}Q�*w`��u�|‘�2N��~y�’�0,	��'V

m_�2~N��{=*���~��BY?¤��,	[.7�2eaP}6d�-.	E

}#|5��~"+}�,*0,	  %*��~���%�2ea=�2 *‘�=’o

¢�J9 %*)�P~��,	G&,	kD�~(�s�|‘¥y~�c’o¢�-.	�,	#|

�=���2^©~�c���-.								

E}'V~#|‘h#’�‘]#’=�W4-.	h#|E}�	}�@*�u¡uc6}p�

 *1==,E}��m_e� nE}ªK~��$��k�-.	h#|���§b3

K_��I�^�%*E}~�1=�-.	 �|�u¡uc6}p� *,	��~b��


¡1==_E}�	}���{=�� *�¬~o¢}¡-.	h#~§�*���f

 �i|�`§�%E}m8:_*L�~�`§��£4§�=§b3"1¡-.	

]#|h#m_Zk%s��~/�m�! ��� *0�v4-.	�;�]#|��

1=:"U-��{=�! *�!=�-.	]#|�R�{=¡�~/�m_��3*

F-A�N�%�CMj~�z=x§�B�¡-.	]#|&V�Sm_�\,	��1m

_*r<:�1XD-.	]#}OlU-1E}�	}T¨Og �«Q>�G6k�*

uc�-.	



12•

>52&e)L��M�7G8�KPWe�(A��	g�@)L��LN%�.

bm<Y)LA5��!e)L���XM�(�-$d�Qn�.	<YK�7�1
oqopL�]3��M^�L*d+,	d���:�M<Y^�N\CL/`J#

PW\BA�Zf�N'<Y)LN�e�.	X6;�AE5<Y)LK)L�7M

\0UOj4J#�_�e3l���k'\id,5<YM	gN?k��N

V�\\9UJ#I\�@F�.	�!.#<Y)LKeVa)LM�T[Ge

�,N�
f:R�.

cS�D ���=Mj\3"X3'ahWH7tsrq���q���q'���

���/5�����+��(�"2�)+	��1���4!-*)#�

�$�.	�)+.3	�
	�& �+���0'�
%��+��(�,		�&

 ��,+������
'��+��(����!-�.	

0'�nml-G`��*.;	��*�

6j��A97f[9+Y=f�g�Rc6jLd;I,JL���W

A�a�#EiJ1^H-�
�Rc,JI�NfZ?IP<L]���@�.

UG;I,J��A9��F<LG`��"Z.���F<Ld;A�\M�8

�����M�.	B�A�X2!L6j�VQ\M�eDQH(��7L\M+_

$hJ�M"4��SM�&O�.	�%0(UG;I�KA:/��G�;L

���3Tk�' �.	

f�L,J>A9��Ng5)L��F<!M7MSJ���4�UG;IX

bJZCQq���q#R@&$�%��,@,�:%4PF�.	B6)0�� ,

N�:0(�'�@6I0��EK<�!3�-9$�7Q���G+?�.		

B6)<
�8��:<��C�L/O���:AT-SU�<H=0��

�5*<H=0E"OM5�?�.	5J�,	AQ@>.D�:<�:�96I

0���;�	=(���21):���.		

▶�
:�����,����,	��;�	������

▶��:�����,	�����,	�;�
�	q��q
	����������

����q0�!�"��#'��"�+,�.	���"��(0!���$�

'��*.!�� 
�$+,�.	,	*."�&��)�',	�/'���

��-�%�.

?�7Sequence	-�E&'A8%GG=LF2J�/E��G$�

��A8%DI�I+��-S7P�"PM0,	 �;�5�I*FA

8%GP�F6KH��-G,=/E��E�7Q�.	?�7D��A8%F?9

KH?���-F2Q�.��D4(FG#>FQ��A8F:�K3@ERN

P�J���C+,	/E��F�GES7P�B.G�.	�)!��A8-?�

P��D�G1+?�7D��F��>5O<$�.	/E>5P�F��A8�

� � �� ���
� ���	

04

05

03����������!,
�	� �� ��� ��� ��

����� �����.
04 �� ��� 	��
� �
��
05 ������,	������
������
.

	�2	

	�3	

03



2010 February•13

하는 것은 길이므로 연계성은 길과의 관계에서 파악된다. 마을에서 하나의 공간요소가

갖는특성은그것자체의논리에한정되지않고그것에이르는경로와관련된다.마을공

간전체에존재하는기본적인연계성은다음과같다.

개별 주택으로부터 마을입구, 공동시설 또는 농경지로 이어지는 연계적 과정은 길의 체

계와밀접한관련이있다.그러한연결과정은일반적으로‘주택입구▶샛길▶안길▶공동

시설(특히정자亭子)▶마을입구’의순서로구성된다.주택에서마을입구에이르는과정에

는마을의중심적사회시설인정자가배치되어있으므로거주자들은마을안팎을이동하

면서자연스럽게서로접촉한다.그림2에서보듯이,경북김천시구성면원터마을에서는

아름다운정자인방초정芳草亭이마을의중심적사회시설인데마을의길이방초정에모여

지도록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자연스

레정자를거치게되고그러한일상적인움직임속에서사회적관계를다진다.

상관성-요소들은서로영향을미친다

공간요소가 결합하여 마을공간을 이루는 과정에서, 앞서 형성된 요소는 후에

형성되는 요소에 일정한 영향을 가한다. 또한 어떤 한 요소의 변화는 다른 요소들에 영

향을 미친다. 마을공간에서 요소들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대요소를 고려하고 배

려하여 형성·변화되므로 일방적이기보다는 서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한다. 상관성이란

이러한공간요소들사이의상호관련성,곧공간요소들이결합하는원칙을말한다.상관

성은마을공간을모두가평화롭게공존하는공동성의삶터로만들어주는개념이다.

상관성의 기초적인 원리는 서로 근접성을 가지려는‘통합’과 격리되어 독립성을 가지려

하는‘분리’이다.이통합과분리는물리적인연결과단절로나타나기도하며더욱복잡

한건축적처리로표명되기도한다.

일반적으로 동등한 두 영역 사이는 기본적으로 분리의 관계를 이룬다. 서로 다른 영역

의요소들은통합과분리의두측면을동시에갖는데,그요소들이갖는성격의차이가

클수록분리의관계에가까워진다.이를테면공적인길과사적인주거공간의관계는공

간이갖는성격의차이로인해통합보다는분리의관계이다.이렇게볼때,마을을이루

는개별주택들사이는분리의관계일것같지만,꼭그렇지는않다.전통마을에서는거

주자들 사이에 일상적인 왕래가 잦다. 따라서 주택 사이가 서로 통합될 필요성도 존재

한다.서로모순되는요구가있는것이다.이에대응하여마을의개별주택들은독립적

인 주생활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통합과 분리의 변증법적인 균

형을이루게된다.그림3은과거전남나주시다도면의도래마을에서관찰한이런이중

적관계를보여준다.곧,여섯집은각각대문과담장으로독립된주거영역을형성하면

서 동시에 인접한 주거로 왕래할 수 있는

샛문을두어서로연결되어있었다.이집

들의거주자들은서로형제관계혹은그에

버금가는 친밀한 혈연관계를 이루고 있었

다. 여기서 샛문은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긴밀한관계를유지하기위한하나의물리

적장치라고할수있다.

위계성 - 크기와 모양이 다른

요소들이유기적인마을공간을

만든다

위계란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크기·형상·위치의 차이를 말한다. 예외

적인크기,독특한형상,중요한위치를통

해위계를높일수있다.위계가높은것은

형태나 공간이 시각적으로 독특하게 보이

고하나의공간조직에서중요한것으로인

식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를

구비해격식을갖춘공간이나건축물은그

렇지 못한 것보다 위계가 높다고 간주된

다. 이러한 차이는 요소가 전체 마을공간

조직에서 갖는 상대적 중요성과 기능적·

형태적·상징적역할을보여준다.

씨족마을은 성리학적 유교문화의 자연·

공간관을반영하고있다.성리학에서는위

계적 질서의 표현,곧 예禮가 강조되며 이

는 주거공간에서 위계성이나 차별성이라

는개념으로자리잡는다.따라서씨족마을

에서는 상징적인 의례儀禮와 관련되는 요

소가중시된다.

씨족마을의 위계성을 공간요소 별로 요약

하면, 길은‘안길>샛길’, 주택은‘종가>일

반주택’,그리고‘공동시설>주택’의위계

관계가 성립된다. 각 공간요소 별로 위계

가 높은 요소들은 마을 공간구조의 기본

틀을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