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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8 民家에 있어서의 쉴훼홉훌空間의 配置方式*

1. 績 言

2. 牛馬의 爾養意、義 및 館養施設

(1) 牛馬館養의 惠義

(2) 牛馬의 슐핵養施設과 그 配置

3. 內廳方式의 館畵空間配置

(1) 內魔方式의 意、義

1. 績 -=
F킥 

《차 

-般的오로 農家의 t용地內에 는 家A의 起居호 

間뿐만 아니 라， 經濟活動上의 홈求와 관련된 갖 

가지 機能초間도 拉置되 는 경 우가 많다. 그중 

전체적인 建物構成이나 建物자체의 形態·構造

에 크게 영 향을 미치는 要素로서는 農作物의 處

理 • 財藏호間， 養훌훌作業호間 등이 있으나， 그와 

함께 家좁館養을 위 한 졸間도 흔히 큰 比重을 

차지 해 왔다. 특히 牛馬를 중심 A로 한 大型投

畵은 規模에 있어서도 關連호間의 多樣性에 있 

어서도 그 碩向이 顯著하다. 

韓國이 나 日 本과 같이 藉種農業을 基幹으로 

한 農業文化블 발전시켜 온 지역에 있어서도 救

畵民의 경우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홈려훔의 意義

가 크다. 따라서 經營形態， 經濟水準， 自然環境

등 여 러 가지 條件에 맞추어 서 適切히 館좁초間 

을 마련하는 것은 農家의 重要課題중의 하나 

였다. 

이 글에서는 韓 • 日 農家建藥에 있어 實用的

要求와 관련된 호間構成의 諸相을 把握하는 一

環으로서 牛馬館養종間의 여 러 方式과 그 地域

t左*木史郞**

려1)) 

(2) 韓國民家의 內廳方式

(3) 日 本民家의 內 I廳方式

4. 外!廳方式의 館畵空間配置
(1) 韓國民家의 外魔方式

(2) 日 本民家의 外)展方式

5. 要約 및 結言

的인 特徵을 擺觀하고자 한다. 

2. 牛馬의 館養意義 및 節養拖設

(1) 牛馬節養의 훌훌훌 

韓 • 日 兩地域에 있어서의 牛馬國養의 起源을 

여기서 詳述할 여유는 없으나， 좁力利用整로 推

定되는 鐵製農具1)가 樂浪古境에서 발견되는 등 

그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된다. 

牛·馬의 館養目的은 多樣하지만， 農家에서는 

주로 觀鉉， 運搬， m~，料장만 등이 중요한 구실이 

었다. 좁力을 利用한 鏡鉉작업오로서는 농기구 

를 물게 하는 쟁이질이나 써레질， 농기구없이 

親地內를 걷게 하는 路親등이 있￡며 , 또한 땅 

속에 거름을 밟아 넣는데도 牛馬가 사용되었다. 

특히 쟁이질(짧親)은 乾짧化技術의 발전 및 田

作의 春千對策과 결부되 어 農業에 중요한 變華

을 招來하였다. 

農業에 있어서 牛馬가 맡는 또 하나의 큰 역 

할은 거 름(J廳~E:) 장만이 다. 灌離用水냐 겨 울철 

의 冠水로 어 느 정 도 安定的으로 服料分이 공급 

되는 무논의 경우와 달리， 田作地帶에서는 늘 

땅의 生塵力을 維持해 나가기 위 해 거 름을 많이 

* 本昭究는 1987年度 日本文部省 科學맑究補助費(雙斷陽究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日 本文部省 敎科書調훌官. 
1) 李春寧， 1964, 李朝農業技術史， 韓國짧究驚書 第21輯， 韓國돼究院，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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꿇下할 필요가 있￡며， 또한 乾짧化된 趙地에서 

도 收獲이 끝난 후에는 다음 作附에 앞서 충분 

한 施服로 地力을 회복시켜야만 하였다. 化學~~

料가 普及되기 이전에는 綠服(풋거름)， Å養，

재， 갯묵 등이 使用되었고， 秋收이후 親地에 放

救할 때의 좁義도 약간 도움이 되기도 했으나， 

좁舍(외 양간， 마굿간)에 깔아 놓은 짚 • 풀에 牛

馬의 쫓훌民를 섞은 }廳服(소두염， 말두엄)도 지극 

히 效果的이었다. 

東北日本의 高冷地에서 일찍부터 熟田經營01

可能했떤 하나의 理由는 그 地方이 古來 救馬地

帶이었기에 말두염이 풍부하였기 때문이라 한 
다 2) 

農親에 牛馬를 많이 사용했던 2次大戰이전의 

節養狀況을 보면， 韓國은 全國的으로 소가 卓越

하였고 3) 日本에서는 東部가 말地帶， 西部가소 

地帶， 西南部가 소 • 말混濟地帶로 뚜렷 한 分化
를 보이고 있었다 4) 

덧붙여서 소와 말의 長·短點을 검토해 브면， 

反짧動物인 소가 말보다는 더 館料效率이 높으 

며， 또한 步行特性上， 顯地에서의 쫓껄*lt에도 소 

가 더 적 합하다 5) 소는 耐寒性이 말보다 약간 

뒤떨어진다 하지만， 韓國이나 日本의 氣候下에 

서는 그 자체는 그리 弱點이 되지 않는다. 

한면， 말은 소보다 더 敏擺하다. 특히 봄늦게 

까지 눈이 남아 었으므로 親鉉適期가 짧은 東北

日本의 寒冷地에서는 速度가 빠른 말이 作業을 

더욱 능률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었으며， 말두염 

이 소두엄 에 比하여 醒醒에 따른 發熱量이 높아 

寒冷地土魔에 ~~料效果가 큰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6) 

東北日本의 말館養은 역사적으로 보아 中世의 

東國武士團의 需흉흉가 컸었고， 또 西南日本에 lt 

하여 핍뿜 • 內陸灌運의 발달이 微弱해 서 陸上輸

送을 말에 크게 依存했었다는 것도 있겠오나， 

말의 이러한 特性도 無視할 수 없오리라 思料

된다. 

위에서 略述하였듯이 農鏡經營上 不可缺한 地

位를 차지해온 牛馬이긴 하었으나， 現在 機械化

의 進展과 化學服料의 普及에 밀 려 사라져 가는 

과정에 있다. 日本에서는 農執에의 훔力利用은 

北海道나 빼觸등지 에 약간 남아 있을 뿐， 홉홉塵 

의 중심 은 肉用種과 좋L用種으로 옮겨 져 , f뚱흩흡 o 

로서의 구실은 거의 끝나고 말았다. 특히 말의 

경 우는 2차대 전중부터 農親馬의 軍用徵發과 肉

牛에의 轉換으로 인하여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戰後에는 더욱 激減되어 1970년대에는 戰前의 5 

分의 1 以下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7) 

韓國에서는 아칙 소를 주체로 한 投좁利用을 

볼 수 있으며， 堆服增塵도 營農上의 한 課題로 

되어 있기는 하나， 멀지 않아 日本과 비슷한 轉

換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現狀이긴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使投 • 服料 장만을 主된 目的으로 했던 時代의 

정취는 現存하는 傳統民家에 아직 짙게 남아 있 

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投畵全盛期의 상황을 

중심 으로 牛馬節養과 民家와의 관계 를 살펴 보기 

로한다. 

(2) 牛馬의 웹훌施設과 그 配置

動物을 家좁으로서 기른다는 것은 그 動物와 

居處를 파악·관리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야 

용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이다. 施設面에서 본 牛

馬의 節養形態에는 放救 • 緊救 • 舍內館養 등이 

었으며， 펼요에 따라 이들을 적당히 拉用하고 

있다. 

2) 市川健失 • 山本正三 • 驚顧功編， 1985, 日本η 7~ -r帶文化， 朝홈書店， p.216. 
3) ~田一二， 1934, “濟州島 fr..於 ft 경畵훌塵Q地理學的맑究" *據地理學會論文集， vol. 3. (fM田一二論文集，

1976, 弘詢社. 에 수록휩). 
4) 日 本에 있 어 서 의 牛馬爾養團의 東西分化는 1310年 「國牛全圖」에 서 도 지 적 되 고 있 다. (市川健夫， 1981, a 
本m馬 ε 牛， 東京書籍， p.17). 

5) 家永泰光， 1980, 휠 ε 農觀@文化， 古今書， p.84. 
6) 市川健夫， 1981, 前揚書， pp.19""20. 
7) 明治 • 大正時代(19世紀末""1920年代)를 통하여 日 本의 말爾養은 全觸養頭數의 4/5인 120萬마리 가 農觀馬
이었으나， 1970'건대말에는 鏡走用을 포함하여 約 2萬 5， 000마리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 市川健夫， 1981, 

前揚書，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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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救은 충분한 풀밭이 확보되 어 있는 곳에 

서 氣候條件이나 外敵에 대한 특별한 保護施設

(shelter) 없 이 組放的으로 館養하는 方式이 며 , 

構葉物은 家좁이 親地나 쩔地에 들어 가지 뭇하 

게 하는 木細 • 돌담 등이 있을 뿐이다. 家홉의 

管理密度가 낮고 半野生상태가 되기도 하지만， 

태어나서 얼마동안 集中的으로 管理·調敎해 놓 

으면 자라서도 비교적 다루기 쉽다 한다. f뚱좁 

으로 館養되어 온 在來種牛馬는 체격이 약간 작 

지 만 튼튼하고 耐寒性도 있기 때 문에 , 北海道나 

東北日本과 같은 상당한 寒冷地에서도 使投期間

만 舍內館養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山에 내보내 

는 일이 흔했었다. 단， 深雪지대에서는 풀이 눈 

에 덮여 찾아 먹기가 어려운데다가 臨部가 차가 

와져서 緊植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잠시 동안 훔舍에 收容하는 경 우가 많았다. 年中

放救이 많은 濟州島에서도 北쪽에서는 좁舍를 

짓는 例가 많다 8) 

그밖에 小規模한 季節放救의 例로 收獲후 鏡

地에 家좁을 내보내어 움돔이와 雜草를 먹케 하 

는 方式도 있다. 그때 家좁의 배설물이 地力回

復의 一助가 된다. 

以上과 같은 放救에 比하여 , 舍內館養은 시 설 

비가 들게 되며 바닥에 짚 ·풀 등을 깔아주거나 

여물을 장만해서 주어야 하고， 家좁의 폼을 닦 

아 주는 등 손이 많이 가는 반면， 家좁의 보호· 

관리가 잘 미치게 되고， 일을 시킬 때 펀리하 

다. 또한 廳堆服장만이 라는 중요한 機能도 된 

다. 그러 므로 放救이 可能한 條件下에서 도 便投

과 ~~料供給을 위하여 必要頭數를 흩홉舍內에 넣 

어두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自家用投좁을 중심으로 한 少數館養의 

경 우는 좁舍規模도 작고， 여 러 條件에 맞추어 서 

적당한 配置를 정하기 수월하다. 

家畵의 보호 • 관리 라는 면을 重視하면 사람의 

起居호間 가까이 에 配置할수록 注意가 더 잘 미 

치는 것이지만， 衛生的인 면에서 볼 때는 너무 

가까이에 두치 않는 펀이 낫다. 또한 使彼을 위 

한 出入 • 往來에 펀한 配置를 강구하여 야 할 경 

우도 있다. 즉 館좁호間의 位置는 效率性의 追

8) 뺨田一二論文集， 1976, 弘詢社， p.55. 

求와 거기에 따른 마이너스面의 輕減이라는 두 

가지 훨請을 잘 調整하여서 定할 일이며， 어디 

에 치 중하는가에 따라서 여 러 가지 方式이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家A이 起居하는 몸채의 一部에 

서 家좁을 기 르는 方式을 內廳式， 픔채 와는 別

陳으로 좁舍를 마련하는 方式을 外I廳式이 라 부 

르기로 하고， 以下에 구체적인 例를 紹介하면서 

그 特徵을 살펴 보기 로 한다. 그런데 韓國民家

에 있어서의 사랑채 • 행 랑채등， 온돌방을 포함 

한 바깥채 의 ~部를 슐리좁호間으로 하는 경 우도， 

家族生活上 基本的인 機能호間이 며 늘 家人이 

드나도는 부엌이냐 안방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 

로 便宜上 外廳式으로 分類하였다. 

단， 傳統家屋에 서 彼좁을 기 르는 施設은 牛馬

사이에 큰 形態的差異는 없다. 

3. 內 l활方式의 節좁空間配置 

(1) 內厭方式의 意義

家λ、이 起居하는 바로 가까이 에 홉리좁~間을 

마련하는 것은 惡흉냐 벌레의 體生， 펀水의 流

出 등， 衛生的으로 보면 問題가 많다. 그러 나 그 

러한 短點에도 불구하고 강한 內廳志向이 있어， 

많은 地域에 서 이 방식 을 받아들여 왔다. 一般

民家에 있어서 언제부터 內廳方式을 취하게 된 

것인가에 관한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日本의 

경 우， 現存하는 最古의 內}廳式民家(兵庫縣、神戶

市所在)는 15세기말의 建藥으로 推定되고 있다. 

이 집은 그 當時의 地方有力者의 집이기에 그것 

으로 바로 一般化시 킬 수는 없으나， 內廳方式자 

체의 成立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 하겠다. 

內I廳方式의 長點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 이 흔 

히 指網되고 있다. 

@ 봄채 內의 f吹事나 麗房으로 因한 餘熱이 좁 

舍內에 까지 미 치 무로 嚴寒季를 통하여 家좁保護 

에 적합하다. 

@ 좁舍가 부엌 가까이 에 있￡면 부뚜막에 서 

여 물을 끓여 서 주거 나 食事準備때 나요는 野菜

찌꺼기， 뜨물등을 구유에 넣어주는데 펀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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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돗한 물로 家좁의 몸을 닦아주기 에 도 좋다. 

@ 늘 사람의 눈에 닿는다. 

@ 積雪季 • 嚴寒季에 屋內에 있는 채 로 家좁 

을 돌브아 줄 수 있다. 

@ 따로 흙舍를 짓는 것보다 建葉費가 적게 

든다. 

@ 훔舍는 -種의 m~.料生塵施設로도 되 무로 

개수대 • 休쉽시설 • 剛間등이 가까이에 모여 있 

으면 거름장만이나 搬出에 펀리하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에 관해서는 日本의 內廳

式民家의 外部氣溫과 畵舍內氣溫과의 差異는 一

部의 固定式火l盧인 「이로리 J9)의 有無에 관계없 

이 2. Orv2. 40 C 밖에 되 지 않기 에 保溫效果는 그 

다지 크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며 10) (2)에 

關해 서 도 現在의 畵塵知識으로서 는 여 물을 반도 

시 끓여서 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貴重한 勞動力 및 ~~ 

料源인 牛馬를 한집안 식구처럼 후하게 취급해 

온 爾育主의 認識이 나 愛育心理와의 관련으로 

理解될 問題라 하겠다. 그런데 家屋의 容積이 

작은 위에 짧熱源인 부뚜막이 많고 거기에 늘 

불기가 있는 韓國民家에서는 日本民家보다 안팎 

의 氣溫差몇가 더 크게 나타날 可能性도 있다. 

(2) 韓國民家의 內廣方式

1) 韓國民家의 .zp:面構成과 內}醒方式

韓國 民家平面(房配置)의 地方類型에 관해 서 

는 從來 몇가지 區分案이 제기되어 왔다 11) 단， 

그들은 分布境界의 細部 등에 약간 差異가 있기 

는 하나， 關北地方을 중심 으로 한 韓半島 北東

部一帶에셔는 複列(겹집 • 兩通집)型平面이 卓越

O 300 km n 
그림 1. 韓國民훌의 쭈面類型 

複列型 H :單列型
1. 五室型， 2. 四室曲家型， 3. 測入型， 4. 四室直
家型， 5. 二字型， 6. 기 字型， 7. ‘字型， 8. 中央
부엌型， 9. 三室型
(出處 : 張保雄， 1980, “韓國의 民家型分布와 文化
地域區分 地理學， 第22號에 의 거 하여 編製함) 

하고， 濟州島를 제외한 其他地域에서는 單列(흘 

집) 型.zp:面을 기본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서는 대강 一致하고 있다. <그렴 1)에는 張保雄

의 原圖12)를 커초로 編觀한 權念圖를-제시하 

였다. 

이 그림중 “ 1 "로 표시한 複列型平面의 分布
地域에서는 폼채의 정지 한모퉁이에 節畵초間을 

마련한 內I醒式民家가 많이 存在한다는 사실은 

9) r圍盧훌」라 씀. 방바닥을 四角形으로 도려파고 불을 피우는 俠事暴麗房施設.

10) 驚顧塵忠， 1966, 中園地方η民家， 明玄書房， p.278. 
11) 主펀 區分案￡로서는 다음과 같은 핍究가 注目된다. 

岩觀善之， 1924, “朝蘇民家α〉家構 h:就ν 、'"t'，" 朝蘇&建藥， 3輯 2號， pp.2 ........ 11. 
野村孝文， 1938, “朝蘇住흰@一考察 朝蘇 ε 建葉， 17輯 5號， pp.12 ........ 39. 
李泳澤， 1965, “平面構造上으로 본 韓國의 家屋分布 地理， 1號， pp.1 ........ 6. 
鄭慶雲， 1972, “韓國民家에 對한 小考 (1), " 領南大學校論文集， 5號， pp.183 ........ 190. 
鄭慶雲， 1974, “韓園民家의 基鍵的몽규究 東洋文化， 16號， 題南大學校， pp.71 ........ 119. 
張保堆， 1974, “韓國의 民家型式分類에 關한 試論 師짧， 3.4號， 東國大學校， pp.45 ........ 51. 
張保雄， 1980, “韓園의 民家型分類와 文化地城區分 地理學， 22號， pp.41 ........ 58. 

12) 張保짧， 1980, 前獨論文， p.45. 또한 本鎬에서 使用펀 韓國民家의 類型名도 주로 張保雄의 論文에 의거 
하였음. 

때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13) 한펀 이와는 따로 

光州부근의 單列型民家와 全南 島1願地域의 中央

부역型民家중에 關北地方과 形式을 달리한 內I廳

式民家가 存在한다는 것을 現地調훌와 文敵寶

料14)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또한 魔俊島民家에 

관한 張保雄의 論文15) 에 도 다른 形式을 이 푼 독 

특한 內l廳式民家가 紹介되고 있다. 

2) 複列型民家의 內}廳方式

안길이를 2間이상으로 하여 온돌방이나 마루 

방을 대 들보方向과 .zp:行으로 두줄로 配置한 이 

른바 複列型民家(겹접)는 山地 • 高原地帶를 中

心으로 關北地方一帶에 서 慶北의 一部地方에 걸 

쳐서 널리 分布되고 있다. 이 民家型은 大型몸 

채에 여러 機能호間을집중적으로배치시키는점 

이 특징이며， 바깥채 • 附屬舍의 發達은 딴 地方

에 比하여 微弱한 경 향이 있다. 흙바닥으로 된 

정지(부엌)部分이 建物전체의 半정도나 되는 넓 

은 面積을 차지하는 例도 적지 않다. 이 部分에 

는 吹事施設뿐만 아니라 디딜방아를 두는 등 여 

러가지 屋內作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외에 

한모퉁이에 간막이를 하거나 정지에서 밖즈L로 

突出시 킨 상태 로 훔舍(외 양간 • 마구)삐를 마련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2-a)는 今和次郞(Kon W ajiro)가 1920 

년대에 威南 北좁몸에서 採錄한 內1廳式民家이 

다 17) 정지의 부뚜막 後方은 벽이 없이 直接 온 

돌(정주간)로 移行하고， 그 뒷쪽에 4개 방이 田

字型으로 配置되 어 있다. 

정지의 土皮(흙바닥) 部分이 앞쪽으로 突出되 

어 있기 때문에 .zp:面形은 L字形을 이루고 있다. 

좁舍는 그 突出된 끝에 位置하여 부뚜막으로부 

터는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하나， 구유를 정지쪽 

에 두고 屋內에서 直接 여물을 넣어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今和次郞의 原圖에서는 정지內에 베 

틀이 그려져 있어， 이 넓은 土皮印分이 屋內作

13) 岩懶善之， 1924, 前揚論文，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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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複列型內壓式民훌의 쭈面(韓國) 
a. 威鏡南道北좁물(五室曲家型) 
(出處 : 今和것郞， 1924, 朝解部落調훌特別報告， 

第‘冊)
1. 堆服舍， 2. 돼 지 막， 3. 堆服， 4. 觀物乾爆 • 打
作터， 5. 뽕나무， 6. 벗더미， 7. 포도나무 

b. 江原道三階郵遠德面橋木里(四室直家型)
c. 同上(測入型)
(出處 : b， c는 1981년에 筆者가 採錄함) 

業호間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畵舍앞에는 堆服를 널고 있으며 그 옆에 펀水 

가 괴어 있다. 날씨에 따라서는 소를 이 부근에 

서 쉬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畵舍옆 울타리밑 

에는 剛間(便所)이 있고 그 옆에 돼지우리가 拉

置되어 있다. 또한 폼체의 왼쪽 뒤에는 堆服舍

〔두염간)를 마련하고 있다. 즉 이 집에서는 뭘 

地에 들어 가서 왼쪽을 家좁節養과 거 름장만에 

관한 공간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이 집 

은 다음에 보는 江原道의 事例와 달리 훔舍와 

때間을 連結시키는 方式을 취하지 않았다. 

〈그림 2-brvc)는 筆者가 1981년에 江原道三陸

那遠德面相木里에 서 採錄한 內}廳式民家이 다. b 

는 정주간이 없이 방 4間이 直接 정지의 부뚜막 

14) 申東喆， 1979, 南西海 島願民家建藥에 關한 빠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建藥工學科 碩士論文.
15) 張保雄， 1977, “繼陸島 羅里洞의 투방칩 핍究 地理學， 16號， pp.25""34. 
16) 張保雄에 의하면 江原道山間地方의 內廳式民家에서는 소흘 치르는데도 그 축사를 “마구"(馬廳)라 부른다 

고한다. 

張保雄， 1975, “新里 • 東活里의 {則入型民家考 師행， 5號， pp.36""45. 
17) 今和次郞， 1924, 朝蘇部落調흉特別報告 第 1 冊， 朝蘇總督府， p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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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江原道의 四훌型內훌훌式民家 
(江原道三涉鄭遠德、面橋木里， 1981. 10. ) 
※ 화살표는 畵舍入口엄. 

으로 이어져 있으며， 아랫쪽의 2間에는 “코쿨”뻐 

이 만들어져 있다. 

전체 平面의 약 折半을 차지한 土皮부분은 들 

어가서 왼쪽에 좁舍가 있으며， 그 위는 간단한 

다락으로 되어 있어서 농기구， 멍석， 짚， 빨감 

등을 收納할 수 있다. 또한 좁舍옆에는 간막이 

를 해서 作業空間을 마련하고 있다. 剛間은 좁 

舍에 接하고 있으나 문이 밖에 있으묘로 집 안에 

서 직접 들어갈 수는 없다. 좁舍의 바닥은 剛間

쪽으로 약간 碩料지고 있어서 좁舍內의 펀水가 

剛間밑￡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방은 흙벽오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좁舍를 

포함한 土皮부분은 板慶이묘로 틈이 많은 너와 

(板][) 지 붕과 함께 어 느 정 도 通氣性을 確保해 

주고 있다(사진 1). 

〈그럼 2-c)는 張保雄이 이 橋木里와 가까운 

同觀遠德、面東活里 및 道漢물新里에서 報告한 測

入型民家19)와 類似한 平面을 이룬 內l廳式民家이 

다. 함석지붕오로 고치기전에는 〈그럼 2-b)와 

같은 너와지붕이었다(사진 2). 이 집은 헐地面 

외 績碩짧}를 利用하여 대 들보를 {煩합方向과 直

角으로 함으로써 아궁이 가 아랫쪽오로 굴뚝이 

사진 2. 江原道의 {則入型內展式民家
(江原道三階觀遠德、面橋木里， 1981. 10.-) 

아 1廳~~容量은 그다지 큰 것은 아니다. 좁舍앞 

의 마당에도 짚을 깔고 말뚝을 세워서 소를 매 

놓기도 한다. 

그런데 畵舍配置에 關해서 〈그림 2-c)가 b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좁舍가 폼채 

構造材의 테두리밖으로突出되어 있다는점이다. 

이 突出部分은 지붕이 폼체主홈部分의 지붕과 

딴 構造로 되어 있는데， 이 집뿐만 아니라 좁舍 

를 붐채에서 밀어낸 칩에서는 몸채에서 달개지 

붕을 내려 그 밑에 겉홉舍흘 만들거나 좁舍부분에 

만몸채와는 별도로 간단한 지붕을 덮어 놓은 例

가 많다. 따라서 建物의 底面은 기字形을 이루 

기는 하나 지붕 용마루자체가 굽은 것은 아니기 

에 中部地方에 많은 기 字집 에 比하여 소위 「曲

家型」平面으로서는 不完全한 形態로 보인다. 

이 型式은 곁에서 보기에는 본래 別陳이었던 

좁舍를 몸채에 접속시킨 꼴로도 보인다， 다만， 

測入型民家중에 는 lE方形의 테 두리 안에 결홉舍가 

완전히 包含된 型도 있으며， 張保雄은 그것이 

더 古型일 것으로 推測하고 있다 20) 여하간 內

}廳式~面으로서는 b와 같은 좁舍內包型01 <그렴 

2-a) 나 〈그렴 2-c)와 같은 畵舍突出型에 比하 

윗쪽오로 오도록 지어져 있으며， 좁舍의 바닥도 여 더 完結的언 形態로 보이긴 하나， 정지 內

그 碩짧를 따라서 펀水가 剛間쪽으로 내려가게 部를 보다 넓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後者가 

되어 있다. 좁舍의 바닥은 깊이가 얼마되지 않 더 편려하다. 즉 畵舍를 정치밖으로 밀어내는 

18) 방안의 慶 한모퉁이에 만들어진 圓雜狀의 構造物로 관솔등을 피우는 一種의 室內照明裝置염. 
19) 張保雄， 1975, 前揚論文.
20) 張保雄， 1975, 前獨論文，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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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單列型內厭式民家의 쭈面(韓國) 
a. 光群市忠孝洞(一字型)
b. 全南 珍島群烏島面육동(中央부엌型) 

(19801건 및 1986년 에 筆者가 採錄함) 

방식은 內廳方式의 利點을 어느 정도 維持하면 

서 공간적인 餘格를 확보하며， 아울러 좁舍를 

부뚜막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함으로써 吹事

호間의 衛生條件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3) 單列型民家와 內}廳方式

單列型民家(흩집)가 卓越한 地域에서는 대 

개 바깥채 (사랑채 • 행 랑채 등) • 附屬舍가 발달되 

어 좁舍도 몸채와는 따로 짓는 경우가 많으니， 

全南의 ~部地方에 서 는 單列型平面으로 된 몸채 

의 一部에 簡좁호間을 마련한 例를 몇채 確認하 
였다 21) 

〈그림 3-a)는 光州近했에서 採錄한 것으로 좁 

舍가 정지와 반대쪽 끝에 있다는 점이 그럼 2-a 

"'C의 事例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事例

에서는 훔舍가 마당쪽으로만 開口되어 있기 때 

문에 家A은 屋內의 生活혈間에서 직접 좁舍內 

部를 들여다 볼 수 없으며， 家홉管理上의 모든 

일은 일단 밖에 나가서 마당쪽에서 하여야 한 

다. 또한 吹事나 麗房의 餘熱이 좁舍內에까지 

이 르지 못하는데 다가 좁舍자체 가 通氣性있게 지 

어져 있￡묘로 保溫上의 利點은 거의 없는 것으 

로 보인다(사진 3). 좁舍가 폼채의 一部에 자리 

잠고 있다 하더 라도 단지 좁舍옆의 온돌방의 아 

궁이가 쇠죽 끓이기에 쓰일 뿐i 家좁의 保護 • 

管理라는 面에서 부면 外}醒方式과 별 차이가 없 

다. 이 러 한 型式의 利點은 주로 建物의 底面積

과 建葉費 • 寶料 -등을 節約하는데ι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는 정지와 반대쪽 끝에 벽 

으로 둘러싼 헛간과 비슷한 홍間을 만들고 그 

앞쪽에 구유를 두어 서 畵舍를 달아낸 例도 있 었 

다. 그 집은 건물전체가 기字形으로 되어 있었 

으나 정지와 좁舍가 몸채의 兩쪽 끝에 떨어져 있 

다는 점이 〈그림 3-a)와 共通하였다. 단， 좁舍 

에서 구유가 있는 쪽이 몸채 끝에 있는 헛간으 

사진 3. 光州近했으1-宇型內厭式民家 
(光州市忠孝洞)

사진 4. 줄南 鳥島의 中央부엌型內鷹式民家 
(全羅南道珍島觀鳥島육동; 1986.5.) 

21) 佑4木史郞， 1982, “韓國φ內廳式民家小考 福島工業高等專門學校紀훨， 第18卷 1號， pp.72rv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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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開口되어 있어， 그 헛간이 홉꾀좁作業에 관련 

된 補助호間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 약간 다른 

점이었다. 

이 에 대 하여 〈그림 3-b)는 全南 珍島觀鳥島에 

서 採錄한 事例이 다. 南西海뿔 島l興地方에 는 온 

돌의 아궁이를 정지內에 集中시켜 정지 兩쪽에 

방을 配置한 독특한 民家(中央부엌型民家)가 分

布되어 있￡며 22) 이 事例民家도 그러한 型式을 

따르고 있다. 

정지 왼쪽에는 “큰방”과 “마리"(마루)， 오른 

쪽에는 “모방”을 配置하여 모방 뒷쪽 土皮部分

과 밖의 돌담으로 둘러싼 部分을 홈려홉종호間오로 

하고 있다〔사진 4). 

좁舍는 정지內部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 

에서 끓인 여물을 직접 畵舍에 날라 먹일 수가 

있다. 다만 정지內 作業호間의 規模는 複列型民

家에 比하여 매 우 좁아서 -‘般的인 單列型民家

의 부엌과 거의 비슷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펀， 같은 單列型이긴 하나， 複列型民家에서 

처 럼 多季生活에 맞게 많은 機能호間을 몸채 에 

集中시킨 民家型이 훌흥陸島에서 報告되고 있다 23) 

이것은 單列式으로 配置된 정지 및 온돌방의 周

圍에 作業졸間， 財藏호間， 홈펴畵호間 등을 마련 

하고 그 全體를 새 (뽕) 둥으로 만든 被覆慶(“우 

데기")으로 둘러싼 型式인데， 積雪에 對備하여 

機能호間과 그 사이 를 往來하는 通路를 결부해 

서 慶內에 確保하였다는 점에서는， 形態가 전혀 

다르긴 하나， 日本의 “中門造”民家의 內l廳方式

과 비슷한 趣릅도 지니고 있다. 

(3) 日本民家의 內廣方式

1) 日 本民家의 平面構成과 內}廳方式

日 本의 民家平面은 地方的으로 매 우 多樣한 

類型을 보이고 있￡나 그것을 자세히 紹介하는 

것이 이 글의 目的은 아니묘로 여기서는 內廳方

式의 背景으로서의 바닥構造와 房配置의 系統을 

擺觀하는 것으로 그치고 2) 以下에서 特徵的안 

內l廳式民家의 型式을 중점적 으로 살펴 보기 로 

한다. 

日業民家의 바닥構造는 ~般的오로 ”土間’

(doma) 24) 라 불리우는 낮은 土皮(흙바닥) 부분 

과 약간 높은 高皮(板皮 • 다다미) 部分으로 나 

눌 수 있는데 , 現在 家人이 起居하는 호間은 모 

두 後者로 되어 있다. 그러나 過去에는 高皮部

分을 만들지 않고 흙바닥에 짚 • 왕겨 • 멍석등을 

깔아서 起居호間을 마련한 土座式住居가 널리 

分布되고 있었다. 中部·北關東地方以北에서는 

近世이 후까지 도 이 러 한 土座式住居가 殘存하여 , 

특히 長野縣이 나 山形縣 등지 에 서 도 2次大戰이 

후까지 실제로 쓰여져 있었으며， 中世까지 올라 

가면 近離 • 中國地方도 土座式住居의 分布範團

이었다. 

이 에 대 하여 南西諸島에 서 는 土皮式의 吹事陳

과 高'*式의 起居陳을 따로 짓는 二陳式民家가 

많으며， 그것이 太平洋뿜을 따라 關東地方 南 • 

東部까지 斷片的으로 分布되고 있다. 또한 四

國 • 九州의 一部地域에서는 몸채의 土間부분을 

아주 작게 만든 土間極小型의 民家도보인다. 

한펀 起居部分의 房配置方式을 大別해 보면 廣

間(hiroma)型과 四目 (yotsume)型의 두가지 系

統으로 區分된다. 

廣間型의 基本原理는 土間에 가까운 곳에 넓 

은 방(廣間)을 두어서 食事 • 團蠻 • 간단한 室內

作業등 日常生活의 中心的인 자리로 하고 25) 그 

주변에 寢室接客室등을 配置하는 것이다. 

四目型(田字型)은 起居部分에 田字모양오로 간 

막이를 해서 앞의 2間은 接客用， 뒤의 2間은 食

事와 就寢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基本오로 하며， 

간막이를 약간 엇갈리게 하거나 間數를 늘리는 

등 變型도 많다. 단， 이 四目型의 zp:面은 〈그렴 

2-b) 에 서 본 韓國의 四室型民家와 共通性이 느 

껴지는 型式이다. 

22) 張保雄， 1978, “責山島民家의 文化地理學的 맑究 地理學， 18號， pp.34"'45. 
23) 張保雄， 1977, 前揚論文， pp. 30"'31. 
24) 썼事 • 뺨藏 • 作業 등 機能的으로 韓國民家의 “청 지 ”에 該當되 는 공간언데 , 屋外에 서 屋內生活空間￡로 이 

르는 玄關과 비슷한 구질을 겸한 一種의 通過空間이기도 함. 
25) 이廣間部分은 韓國 關北地方의 五室型民家에 있어셔의 “정주간”과 比較된다 : 

喪保雄， 1985, “韓園民家와 日本民家의 比較맑究 竹城洪淳完敎授 華甲紀念論文集， 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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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固·四固地方
31. 烏取 (Tollor j) 
32. 흩칩根 (Shimane) 
33. 間버 (Okayama) 
34. 廣島 (H i rosh i ma) 
35. 山口 (Yamaguchi) 
16. 德島 (Tokushima) 
37. 香)1 1 (Kagawa) 
38. 쫓짧 ( Ehime) 
39. ;r:;~ (Koch i) 

近짧地方 
2~ . 프월 (Mie) 
25. 滋웹 (ShiRa) 
26. 京웹 (Kyoto) 
27. 大없 (Osaka) 
28. ~!í향 (HYORO) 
29. 奈良 ( Nara) 
30. 재歌LLl (iakayama) 

140 ’ E 

:~i 9 39O km 

北海道·東北地方
1. 北海道 (Hokkaido) 
2. 責森 (Aomor i). " 
3. 뭘手 (Iwate) . ‘ 
4. 宮城 (Miyagi) 
5. 秋田 (Akita) 
6. 山形 (Yamagata) 
7. 홉島 (Fukushima) 

뿔훌밸호 
8. 찾城 ( Ibarak í) 
9. 振木 (Tochig í) 

10. g￥馬 (Gunma) 
11. 협玉 (Sai tama) 
12. 千葉 (Chiba) 
13. 東京 C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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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新펌 (Ni igata) 
16. 富山 (Toyama) 
17. 石川 (ishikawa) 
18. 챔井 (Fuku i) 
19. 山짧 (Y amanash ï) 
20. 長野 ( Nagano) 
21. 破뭘 (Gi fu) 
22. 靜附 (Shizuoka) 
23. 愛知 (Aic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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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日本의 行政區域各(上)과 民훌쭈面(下) 

(上) 東京都， 北海道， 京都府， *1波府이외의 43개는 모두 縣엄. 
(下) 核本尙次， 1977, 地城 & 民家， 明玄書房， p.73에 의 거 하여 編製함) 

1 : 廣間型 H : 四目型 1. 曲家型 2. 中門造型 3. 훌入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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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日本民家는 全般的으로 간막이에 마닫이 

문을 多用하여 호間을 뼈縮性있게 쓰는 경 향이 

있어서 塵으로 컬間分離를 明確히하는 韓國民家

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자세히 보면 廣

聞型이 어느 정도의 慶을 만들어서 집안 往來를 

부분적으로 週斷하고 있는데 대하여， 四目型은 

各房사이의 往來가 자유롭고 미닫이를 떼면 하 

나의 큰 컬間으로 만들 수 있으며 보다 間放的

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 

이 두가지 型式의 分布는 대 강 〈그렴 4)와 같 

다. 단， 四目型으로 되어있는 것 중에서도 본래 

廣間型이었던 것을 廣間부분을 앞뒤로 나누어서 

四目型처럼 변형시킨 것도 많다. 따라서 과거에 

는 廣間型이 더 많은 範圍에 分布되어 있었던 

것이 점차 四目型에 의하여 醫食된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런데 이 廣間型의 分布는 近世이후에 있어 

서의 士座式住居의 殘存地域과 잘 대 응하는 碩

向이 있으며 , 더 우기 內廳式民家의 分布와도 重

複되 는 部分이 많다. <그림 5)는 石原憲治(Ishi

hara Kenji)가 2次大戰前에 日本各地에서 採錄

한 平面圖26)와 기 타 資料를 利用해 서 「直家型內

그림 5. 日本 內廳式民家의 分布

(資料 : 石原憲治， 1972"'73, 日 本農民建藥， 復刻
版， 第1"'8輯， 南洋堂書店〉

사진 5. 日本 富山縣의 直家型內展式民家

〔富山縣下新川鄭八善田J， 1978.8.) 

사진 6. 日本 岩手縣의 曲家型內廣式民家(“南部曲家")
(岩手縣、遠野市土淵， 1982.12.) 

I廳式民家j ， r曲線型內}廳式民家j ， r中門造型內廳

式民家j ， r非內廳式民家」의 4개 類型別로 그 分

布를 표시해븐 것이다. 資料數가 충분치 못하며 

年代的으로 練一되 어 있지 않은 不滿은 있으나， 

좁力依存이 盛하였던 時代의 대 략적 인 碩向을 

엿블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브면 日本의 內廳

方式은 士座式住居라는 文化層위 에 말달한 廣間

型民家와 결부되면서 19세기 후반"-'20세기 初의 

H本農家建葉의 基調를 이루어 왔다는 것을 짐 

작할 수 있을 것이다. 

日 本의 內廳式民家는 . 韓國의 複列型式民家와 

마찬가지 로 폼채의 士間 한모퉁이 에 좁舍를 마 

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土間은 정지에 該

當되는 部分인데， 打作·매갈이등 農作物의 處

理·調整作業과 결부되는 관계로 브다 넓은 호 

間을 필요로 한다. 日本은 秋收이후의 降水日數

26) 石原憲治(1972"'1973) ， 日本農民建葉(復刻版)， 1"'8輯， 南洋堂書店， (初版은 1934'" 1943, 全16輯， 聚落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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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오묘로27) 作物處理를 위하여 얼마간의 方

法으로 家屋內에 收獲物의 收納 • 作業호間을 確 a 
保할 필요가 있었오며， 士間을 넓게 만드는 것 

이 그 主된 解決法이었다. 특히 中部~東北地方

의 多雪地帶28)에서는 그 碩向이 뚜렷하며， 內廳

方式의 말달도 이 러 한 士間의 말달과 密接한 대 

응을 브이고 있다. 

좁舍위에는 다락을 만들어서 빨감 • 여물거리· 

小型農具 등을 收納하거나 일꾼들이 기거하는 

방으로 使用하였다. 또한 日本에서는 外廳도 포 

함하여 좁舍바닥을 깊게 파서 ~種의 뿔7차式으 

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29) 堅렀式이라고 해서 

保溫效果블 노린 것으로 推測하는 見解도 있으 

나， 실제로는 이 부분은 廳뾰로 메워진다는 점 

에서 부아 廳服容量을 늘이기 위한 方式이라고 

부는 것이 타당하겠다. 堆服舍를 따로 마련하여 

수시로 廳眼를 옮기는 경우도 많긴 하나， 附屬

建物의 말달이 微弱한 곳에 서 는 좁舍가 바로 堆

~~舍이기도 하였다. 堆~~生塵에 힘쓰는 地方에 

서는 휩舍바닥의 깊이를 1m 이상으로 하여 여름 

에는 아침마다 풀을 베어와서 좁舍에 깔아주고， 

가을부터는 벗짚 • 브리짚 등을 넓는다. )廳~~搬

出은 1년에 두세 번밖에 하지 않으묘로 家좁이 

잘 밟는다 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層狀을 이룬 

1廳뾰의 두께가 2m를 넘어 家雷이 土間바닥브다 

1m나 높은 데에 있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 

다. 다만 이 方式은 기둥의 基魔부분이 썩기 쉬 

워서 建物의 耐用年限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좁舍의 기둥을 建物의 構造材와 약간 떨어진 位

置에 따로 세우기도 하였다. 韓國에서는 이러한 

堆맨舍를 籍한 堅컨式좁舍의 有無에 관해 서 는 

筆者는 아직까지 確認치 못하였다. 

2) 中門造民家와 南部曲家

東北地方은 日本에 서 도 특히 內I廳方式이 발달 

된 地方중의 하나인데 , 그중 秋田 • 山形縣을 중 

심으로 한 日本海(韓國東海)뿔과 岩手縣地方에 

서 는 平멤構成을 달리 한 두가지 의 기 字型內1醒式

b 

뼈
〕
 

g 

멜
 醫뚫훌총 

·•• 4 

5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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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中間造民家(左)와 南部曲家(右)으l 쭈面(日 本)
a. 秋田縣河邊那下北手村(中門造)

(出處 : 石原憲治， 1973, 日 本農民建集 〈復刻
版)， 第 8 輯， 南洋堂書店， p.234) 

b. 岩手縣上閒伊都土淵村
(出處 : 小옵彈 1972， 東北φ民家 〈增補版)，

相模書房， p. 113.) 
1. “이 로리 ", 2. 收納空間， 3. “가마도"(부뚜막)， 
4. 미 닫이문， 5. 디 릴방아 

民家가 分布하는 것이 잘 알려지고 있다. 

前者는 ‘中門造(Chumonzukuri) ’ 라 불리 우는 

型式으로 秋田 • 山型에서 福島縣西部 및 新웹縣 

에 걸쳐서 分布되고 있다. 이 名稱은 기字形ZF 

面의 突出부분을 ‘中門’ 이 라고 부르는 데 에 由

來하는 것이다. 

中 • 門造民家의 分布地域은 日 本에 서 도 有數

한 豪雪地로서 山間部에 서 는 積雪量이 5m를 넘 

는 일도 드물지 않다. 보통 直家型으로서는 접 

周圍의 積雪과 지붕에서의 落雪때문에 土間의 

出入口가 막혀지무로 多季用出入口와 土間에 이 

르는 通路로서 이 中門을 만드는데 , 이 通路옆 

에 좁舍를 마련하는 例를 자주 볼 수 있다. 다 

만 훔舍는 뒷쪽 土間에 만드는 경우도 있어， 반 

드시 中門과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6-a)는 秋田縣의 中門造民家로 打作 • 

매 갈이 作業에 앞서 觀物을 一時收納하는 觀間

과 디딜방아를 設置한 넓은 土間앞에 中門을 달 

아내어 그 通路 양쪽에 좁舍 2 間과 광 및 剛間

27) 日本의 代表的인 水휩生옳地인 秋田縣秋田市의 경우， 9""12月의 日降水量 1mm 以上의 日數와 降水量은 
다음과 같음. ※數字는 1951""19801건의 平均f直엄 • 9月 [1313 • 180mm] , 10月 [13 日 .161mm] , 11月 [17 日 • 

176mm] , 12月 (22 日 • 171mm] (資料 : 東京天文臺編， 理科年表 1987). 
28) 積雪量뿐만 아니 라 눈보라의 持續時間이 오래 가는 것도 屋外活動을 크게 制約함. 
29) 大河直射， 1979. 日本η民家， 山 ε 漢各社，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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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便所)을 配置하고 있다. 좁舍옆에 부뚜막과 

설젖이대가 있는 것은 衛生的으로는 문제가 되 

겠으냐 먹이를 주기에는 펀리하다. 또한 款事의 

餘熱이 약간이라도 畵舍의 保溫에 도움이 될지 

도 모른다. 

한펀 岩手縣에 많이 分布되는 기字型民家는 

‘南部曲家(Nambu-magariya)’ 라는 이 름으로 알 

려지고 있다. 여기서 ‘南部’라 함은 近世封建時

代에 이 地方을 領地로 한 ‘南部購’ 30)에 由來한 

것으로， ‘南쪽地方’이라는 돗은 아니다. 

南部購에서는 領內 農家에 말훌리養을 勳雙하였 

고 그 말은 ‘南部關(Nambu-koma) ’ 란 이 름으로 

有名하여 비 싼 價格으로 去來되 었기 때 문에 各

農家에서는 말館養에 힘을 썼었다. 豪農들은 自

家館養만으로는 不足하여 小農에 게 맡겨 館養셔 

키는 ‘馬小作’까지 하였다 31) 

이 地方은 쟁기를 使用하는 本格的인 짧親의 

導入이 늦어 겨 우 1920년대 에 야 普及된 곳도 적 

지 않았으며， 農輪用으로서는 體輪 • 거름밟아넣 

기 ·써례질， 그리고 거름·풀·收獲物 등의 運

搬정 도가 고작인 地域도 많았다. 그러 나 北上

(Kitakami) 山地를 비 롯하여 高冷地 田作地帶가 

큰 比重을 차지하는 이 地方에서는 爾馬農家에 

서 生塵되 는 大量의 }廳ij~가 중요한 意周를 가지 

고 있었던 것이다. 

이 南部曲家는 古民家의 建葉年代調훌에 依하 

여 直家型의 몸채에다 나중에 馬廳를 접속시킨 

것임이 밝혀지고 있어， 이 曲家型式의 普及은 

빨라도 18世紀後半 이후의 일로 推測되고 있다. 

즉 말館養이 本格化되 면서 從前의 直家型i로는 

土家內部에 館畵호間을 據大시 키 기 가 어 려 웠기 

때문에 大型馬廳舍를 別陳으로 짓게 되었으나， 

그 馬廳에 內廳方式의 利點을 確保하기 위 하여 

몸채와 馬}廳를 連結해서 曲家型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32) 나중에 이 曲家는 家門의 格式을 諾

示하는 手段도 되고 分家된 家系에서는 r由家型

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例도 있다. 

中門造民家와 比較한 南部曲家이 特徵은 突出

部分전체를 畵舍로 하고 出入口와 通路를 거기 

에 拉置하지 않는 데에 있으며， 또한 一般的으 

로 좁舍規模가 크다. 

‘이로리’ 옆에 앉는 家A은 직접 畵舍와 對面

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늘 家좁에 신경을 써 

서 따돗한 물로 몸을 닦아주거 나， 家좁用￡로 

따로 만들어 놓은 메주로 된장국을 끓여주는 등 

淳待를 하였다. 홉舍위의 지붕에는 韓國民家의 

‘까치궁이 (까치구멍)’ 33)에 흡사한 換氣孔01 있 

어 부뚜막이 나 ‘이 로려 ’ 의 題氣가 좁舍쪽오로 

흘러 이 구멍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 나가면서 

家좁의 등을 덮혀주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었다. 

이 地方에서 ‘馬娘婚뼈讀’ 34)說話가 즐겨 傳하여 

c 

b 

짧聽훌會 

헬〕 
0 •-------1 m 

그립 7. 直훌型內훌式民家의 平面(日 本)
a. 群馬縣홈奏郵長野原田J(廣間型) 

(出處 : 石原憲治， 1973, 日 本農民建第， 第 7 輯，
p.153). 

b. 京都府何塵觀東八田村(四目型)
(出處 : 石原憲治， 1972, 日 本農民建菜， 第 3 輯，

p.139). 
C. 山形縣最上觀最上田J(救馬農家)
(出處 : 小野芳次郞， 1968, 東北地方φ民家， 明玄

書房， p.35). 

30) r覆」은 日本近世의 武士政權時代에 封建諸候가 支配한 領地를 말함. 
31) 小林昌Å.， 1985, 民家 ε 園土， 岩觸美術社， pp.76"'77. 
32) 古家에서는 폼채主要部보다 突出된 馬!廳部分의 建葉年代가 더 새로운 것이 많다고 한다. 

小林昌 Å., 1985, 前揚書， pp. 77"'78. 
33) 張保雄， 1975, 前揚論文， p.39. 
34) 養寶起源傳說과 관련된 民間說話의 한 모티프로 豪家의 딸이 집에서 기르던 말과 서로 사랑하게 되자 그 

에 縣한 父親이 말을 죽였더니 그 말가죽이 딸을 싼 채 昇天하고 말았고， 뒤에 말 머리를 닮은 조그마한 

별레가 생겨 고치를 만들었다. 등의 內容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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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옹 背景에는 이렇게 사람과 말이 한집안에서 

한식구처럼 사는 生活風土가 있었던 것이다. 

3) 直家型內}廳式民家

〈그림 7-arvc)는 平入型의 直家(sugoya)型內

廳式民家平面이 다. ‘平入(hirairi) ’ 이 라 함은 집 

에 進入하는 方向이 용마루와 直角을 이 루는 方

式을 말하며 , 용마루와 平行으로 進入하는 ‘奏
入(tsumairi) ’ 과 對比되 는 말이 다 35) 日 本民家

도 韓國과 마찬가지 로 平入型이 i般的인 型式

이다. 

〈그림 7-a)와 〈그럼 7-b)는 土間의 出入口옆 

a 

에 대들부와 함으로 좁舍를 配置한 것으로， 뚫짧짧홉총 o 5 m 

〈그림 2-b)에 서 본 韓國의 事例와 共通되 는 直

家型의 典型的인 內}廳配置를 보이고 있다. 단， 

家좁이 밖에서 직접 畵舍로 出入하는 문이 없는 

점이 다르다. 이는 曲家型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지만 日本의 內廳는 대개 일단 土間을 거쳐서 

出入하게 되어 있으며 좁舍에서 직접 外部로 통 

하는 문은 전혀없거나 있어도 주로 1醒~~꺼내기 

에만 使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7-a)는 廣間型， b는 四덤型의 房配置를 

취하고 있오나 土間의 位置가 左右反對로 되어 

있을 뿐 內廳配置方式에는 벌 차이가 없다. 

a는 土間에 吹事用 부뚜막 以外에 여 물을 끓 

이기 위한 큰 부뚜막이 따로 만들어지고 있으나 

그 位置는 좁舍에서 떨어져 있다. 土間위에는 

다락이 있어 土間문 오른쪽 階段으로 올라 가게 

되어 있다. 

b는 좁舍옆에 목욕실과 小便所를 두고 펀水가 

이 부근에 도이게 하고 있는데， 自給的性格이 

짙던 時代에는 이들은 모두 거름을 장만하는 機

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C는 收馬地帶로 有名한 山形縣最上(Mogami)

地方의 民家로 지 은지 300年이 넘 는 古家라 記

錄되고 있다. 起居部分이 ~部 改造되었으나 전 

체적인 호間配置는 거의 원형 그대로라 한다. 

土間에 들어 가서 오른쪽 塵쪽을 全面 馬1醒로 

하여 3개 區劃으로 나누고 있으며 , 그밖에 土間

前面에 새 끼 말을 위 한 專用畵舍도 마련하고 있 

어 말館養에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훌A型內厭式民훌의 쭈面(日本) 
a. 大吸府豊能鄭能勢田J ( 日 本民家集落博物館에 移
第·復元됨) 

b. 滋質縣高島뿜三各村 
(出處 : 石原憲治， 1972, 日 本農民建葉， 第 3 輯，

p.138). 

폼채안에다 새끼用좁舍를 따로 만드는 것은 救

馬地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方式이다. 

土間은 ~部에 널B반지를 깔았으나 원래는 상 

당히 넓은 土皮공간이었다. 直家型民家에서는 

土間에 充分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이 事例民家

처럼 內}廳호間을 크게 만들려면 봄채의 내림이 

안길이에 比하여 상당히 걸어지게 마련이며， 뭘 

地에 制約을 받게 될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 〈그림 8-arvb)는 棄入型內廳式民家이 다. 

a는 앞에서부터 接客室 • 廣間 • 寢室이 單列로 

연결된 起居部分과 畵舍를 포함한 긴 土間部分

이 進入方向(대들보方向)과 平行으로 拉置되어 

있어 앞에서 본 廣間型이나 四目型과는 전혀 다 

른 zp:面을 이루고 있다. 出入口와 土間 및 좁舍 

와 起居部分과의 位置關係는 오히 려 韓國의 測

入型民家와의 共通性을 짐 작케 하고 있다. 

b는 土間이 앞에 붙어 있는 점 이 a와 다르다. 

起居部分은 四目型을 이루고 있으나 앞쪽의 큰 

방(廣間)을 냐중에 두 칸으로 나눈 可能性도 있 

다. 採錄된 당시 의 곁홉舍는 오른쪽￡로 멀 어 낸 

位置에 있었오며， 屋內와 좁舍사이를 벽으로 週

斷하고 있으나 원래 畵舍는 長方形의 테두리內 

35) ‘平入’ ‘奏A’은 張保雄이 設定한 ‘前入’ ‘測入’에 該當되는 用語엄. 
張保雄， 1975, 前獨論文，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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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었었다 한다. 

a.b는 모두 土間 한모퉁이에 좁舍를 마련한 

內}廳式이 며 , b는 土間에 다 딜 방아가 設置되 어 

있는 것으로 부아 土間의 性格은 그림 6"'7에 

準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土間의 規模

및 面積比率은 상당히 작다. 

4. 外I廳方式의 館畵空間配置

家/、이 起居하는 몸채 로부터 홈힘흩흡호間을 分離

시키면 人·좁의 密著度가 줄어들게 되고 家좁 

의 保護 • 管理面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後退를 

免치 뭇하는 반면， 內}廳方式에 따른 몇 가지 短

點이 解決 또는 輕減될 수도 있다. 뭘地의 規

模 • 形狀에 의한 制約이나 外敵의 齊威， 屋外往

來上의 支障 등에 크게 神經을 쓸펄요가 없다면 

衛生條件이나 建物形態의 自由度등의 면에서 外

1廳方式이 더 有利한 점도 적지 않다. 

(1) 韓國民家의 外I顧方式

韓國에 서 는 一部地域을 제 외 하고서 는 單列型

民家의 卓越地域은 外廳方式이 一般的이 다. 또 

한 單列型卓越地域은 아니 지 만 濟1'1、I島에 서 도 좁 

舍를 만들 때 는 外}廳式으로 한다. 外1廳에 는 單

獨建物로 지 은 것과 바깥채 • 附屬舍의 ~部에 

館좁호間을 마련한 것이 있다. 

1) 單獨陳오로 된 外I廳

一般的으로 보아 本格的인 좁舍農家가 아닌 

사진 7. 單獨棒으로 된 홉舍 
(忠淸北道鎭川都萬升面憶岩里， 1976.3.) 

집에서는 自家用投좁을 위한 專用좁舍를 單獨陳

오로 짓는 例는 많지 않으며 짓게 될 경우도 매 

우 簡易的인 構造로 하는 것이 보통이 다. 

〈사진 7)은 忠北 鎭川那萬升面에 서 採錄한 事

例이다. 다만 調훌時에는 소가 없어서 헛간으로 

使用하고 있었다. 몸채앞에 마당을 향하여 지어 

진 이 좁舍는 材料나 構法이 매우 허술하여 걱 

울에 찬 바깥 호氣를 選斷하는 機能은 거의 期

待할 수 없으나 여름에는 聽莫나 熱氣가 자욱하 

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2) 바깥채의 ~部에 마련된 外}廳

複列型平面과 單列型平面의 差異를 호間的인 

機能分化라는 面에서 보면， 前者는 建物의 테두 

리 內部를 점 차 작은 區劃으로 나누어 서 各구획 

마다 다른 機能을 顧與해 가는 「內部分害U方式」을 

또한 後者는 각기 다른 機能을 가진 單位區劃을 

連結해 가면서 점 차 家構를 外延的으로 據大시키 

는 「連結方式」을 基調로 하는 것처 럼 보인다. 

前者가 建物全體로서 有機的인 統一感을 느끼 게 

한는데 대하여， 後者는 하나의 연속적인 지붕아 

래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各구획들은 서로 독립 

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建物內의 딴 구획으로 

移動할 때 前者는 屋內를 통해서 往來할 수 있 

으나， 後者의 경우는 일단 밖으로 나가서 外部

홍間을 거쳐 目的區劃으로 移動하는 것이 基本

이다 36) 횟마루나 대청을 거쳐서 간다 하더라도 

일단 바깥 室氣를 씌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單列型民家는 몇 가지 機能초間을 別陳으로 分

離시키는 경향이 있는 위에 그 別陳建物도 連結

方式으로 되어있는 것이 브통이며， 各구획이 서 

로 벽으로 차단되어 개별적오로 마당쪽에 문을 

내 고 있기 때 문에 , 그러 한 바깥채 에 자리 잡은 좁 

舍는 內部의 管理도 屋內에서가 아니라 항상 마 

당쪽에서만 하게 된다. <그렴 9-a"'c)는 모두 

그러한 方式을 따른 外廳로 좁舍는 옆의 구획과 

벽으로 接할 뿐 서로의 有機的인 交流는 마당을 

경유해서 이루어진다. 

a는 曲家型建物 2채 를 짜맞추어 서 마당을 圍

曉시 킨 典型的인 閒鎭型家構를 이 루고 있다. 또 

한 b는 直家型의 폼채 와 헛 간 • 외 양간 • 대 문간 

36) 單列型에 있어서도 직접 憐接區劃으로 移動할 수 있도록 간막이에 통로를 낸 例가 있으나 그는 2次적인 

것으로 본다. 

- 220-



a """, 

~~:삿~i-~ 
치센석:~ 좁총 
、‘」“’--
~".::.ï~.~.).; 

그림 9. 單列型民家의 外훌훌配置 
a. 京鍵道江華鄭松海面上道里

(出處 : 張保雄， 1680, 韓國의 民家型分布와 文
化地域區分， 地理學， 第22號， p.54). 

b. 京廳道安城觀全光面三興里
c. 忠、北 鎭川짧萬升面憶岩里 

(b.c는 1976년에 筆者가 採錄함) 

사진 8. 大門채메 마련된 홉舍 
(京體道安城觀金光面三興里， 1976.3.) 

을 포함한 대 문채 를 마주 配置한 二字型家構， c 

는 直家型의 봄채와 曲家型의 사랑채를 짜맞춘 

家構로서 a처럼 폼채 뒷면으로， t한地 外邊을 짓 

는 形式은 아니다， 마당을 가운데에 둔 圍曉式

家構라는 점에서는 共通이다. 이들 家構에서는 

혈地밖과 建物안을 잇는 一種의 通過호間언 同

時에 2개 의 建物사이 및 建物의 各구획 사이 를 

往來할 째의 通過컬間이기도 하다. 

a와 C는 좁舍를 포함한 바깥채 에 온돌방이 있 

으나 그 방안에서 직접 좁舍內部블 把握하거나 

管理作業을 할 수는 없으며， 온돌에 불을 지펴 

도 그 熱은 좁舍의 保溫에 頁顧하지 않는다. 다 

만 몸채의 부엌과 떨어져 좁舍가까이에서 여물 

을 끓여줄 수가 있어 부엌의 衛生과 여물장만의 

便宜라는 兩面에 서 有利하다. b의 경 우는 부엌 

왼쪽에 있는 방의 아궁이가 그 구실을 한다. 

이 에 대 하여 濟{、I、I島民家의 外}廳는 약간 상황 

이 다르다. 

濟州島民家의 特徵으로서 從來 기) 지붕·外 

塵등의 防風構造， L) 구들 발달의 微弱함과 板

皮房中心의 生活r.) 起居화 껏事陳의 分離，

t.) 剛間과 直結된 돼지막 등이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r.), t.) 등은 日本 南西諸島의 民家와 

共通하고 있으며， 南方的인 性格을 연상케 하고 

있다. 

다만 建物안팎의 關係나 建物內 各 구획 間의 

關係는 오히 려 韓國의 複列型民家나 日本民家의 

-‘般碩向과 흡사한 점 이 눈에 띄 기 도 한다. 즉， 

? ?m 
그림 10. 濟州島民家의 外훌훌配置 

濟州道濟’+1鄭表善面城몹里 
(出處 : 濟州道， 1978, 民洛村指定保存對象地域調

훌報告書， p.46). 
1 : 아끄리， H' 밖끄리， m 附屬舍(쇠막을 包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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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各區劃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 

별적으로 마당과 통하는 單列型民家의 連結方式

과 달리 일단 집안의 한 區劃으로 들어가서 그 

곳을 거쳐 다른 구획으로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그 碩向은 「안끄리 J(안채 ) 뿐만 아니 라 「바끄리 」

(바깥채)나 其他 附屬建物에서도 엿볼 수 있다. 

濟州島民家의 外}廳에는 單獨陳으로 된 것도 

많고 또한 다른 單位구획과 연결됨으로써 單列

型附屬陳을 형성하는 것도 있으나， <그렴 10)의 

事例처 럼 바깥채 內에 포함된 畵舍가 다른 몇 개 

구획 과 함께 共通의 通過호間을 屋內에 確保하 

여 그곳을 媒介로 外部호間과 往來하게 되 어 있 

는 것도 자주 볼 수 있다. 이 事例의 홉舍는 직 

접 바깥으로 통하는 문도 있으나 建物 한가운데 

의 土皮부분을 거 쳐 出入할 수도 있다. 이 土皮

부분은 吹事호間을 포함하지 않으나 左右에 配

置된 좁舍나 구들방 • 광으로의 通過호間이 되 는 

同時에 節좁에 관한 作業호間도 된다는 점에서 

韓國複列型內1廳式民家의 「정지」냐 日本 內廳式

民家의 「土間」과 性格이 비 슷하다. 또한 畵舍와 

그 關連作業호間을 함께 屋內에 포함시 키 는 方

式은 日本의 外廳建物 및 韓國 關北地方의 外}醒

建物37)의 內部호間構成과 共通性을 보이 고 있다. 

(2) 日 本民家의 外鷹方式

東北地方을 비 롯한 日本의 內}醒分布地域에 서 

는 韓國의 關北地方과 마찬가지 로 大型몸채 에 

여 러 機能캘間을 集中配置하는 單陳集中式家構

를 基本으로 하는데 대하여， 四國 • 九州南部 등 

西南 B本一帶에서는 몸채의 機能을 오로지 家人

起居用으로 單純化하고 其他 諸機能호間은 專門

化펀 各種附屬建物로 分散시 키 는 多陳分散式家

構졸 취 하여 外!廳方式을 말달시 켜 왔다. 

또한 과거에 內}廳方式이 卓越하였던 地域에서 

도 몸채 內部의 土間機能의 變質38) 이나 附屬舍

增設의 움직임이 나오는 過程에 있어서 일찍부 

~ 

3 

鐵훌會 ? Fm 

그림 11. 閒題훨훌樣의 外훌配置(日本) 
奈良縣南훌훌城휠ß!!f:田鄭村 
(出處 : 石原憲治， 1972, 日 本農民建藥， 第 4 輯，

p.83). 
1. 作業舍 2. 堆眼舍 3. 觀間 4. 닭장 

터 外}廳로 轉換한 例도 적지 않았다. 

日 本의 外廳도 獨立된 畵舍專用揮으로 만드는 

例가 있긴 하나， 주로 몇가지 機能호間을 갖춘 

附屬建物의 ~部로 畵舍를 마련하는 경 우가 많 

다. 다만 日本에서는 韓國의 舍願에 該當하는 

接客호間을 훔舍와 同~建勳內에 拉置하는 일은 

거의 없다. 또한 드물게 老A房(隱居房) • 下人

房 등 起居호間이 畵舍와 同~建物에 마련되 는 

경우가 있으나， 日本에는 온돌이 없기 때문에 

아궁이 를 갖추지 못한 그러 한 房은 여 물調理나 

좁舍保溫에 는 전혀 頁敵하지 않는다. 

37) 1920'건대에 記錄된 蓋馬高原 定훌火田民의 外I廳建物은 前面을 開放하지 않고 구유앞에 補助的언 作業空間
을 마련하여 그 전체를 慶으로 둘러싸고 있다. 

小田內通敏， 1924, 朝蘇部落調훌報告， 朝蘇總督府.
38) 봄채의 土間은 과거에는 그네 ·매통， 다릴방아와 같은 單純한 道具로 脫뤘·매갈이 등의 作業을 하는 空

間이었으나， 路式脫數機를 거쳐 石油發動機등 動力農機具가 導入되어 作業혜 먼지가 심해지자 作業空間을 

別陳作業舍로 옮기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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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部에 좁舍를 포함한 附屬建物의 zp:面型은， 

<D 個別的으로 마당을 向하여 開口된 몇개 區劃
을 한줄로 연결시켜 單列型zp:面(2) 單列式 구 

획配置를 취하면서 그 사이를 벽오로 완전히 차 

단하지 않고 屋內通行의 여 지 와 內部초間의 連

續性을 남긴 zp:面，@ 大型作業舍나 堆~~舍의 

內部초間을 一部 칸막아서 흩려홉홉호間을 確保한 

平面등이 있는데， 그중 @과 @은 한 建物로서 

의 一體感과 內部호間의 連續性이 있어， CD 만 
큼은 초間의 分離가 분명 치 않다. 

〈그림 11>은 閒錯型家構가 발달된 奈良(Nara)

益地의 한 農家로， 性格을 달리 한 2개 의 圍曉構

造를 부이고 있다. 즉 그 하나는 北쪽 안마당 

(處園)을 둘러 싼 부분으로 起居 • 接客 • 趣味生

活 등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南쪽 

마당과 農用付屬建物을 중심 으로 한 部分으로 

生塵活動과 결부된 機能을 가지고 있다. 봄채는 

그 中間에 자리 잡고 있으나 生塵活動과의 關連

은 희박해진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좁舍는 附屬建物內에 포함되 고 있으냐， 몸채 

의 土間안에 內廳의 浪助처 렴 보이 는 간막이 가 

석센냐;i얀 -:n-.L:>. Q / 5 m 
?핑넘쉰 숨]디 • 

그 림 12. 附톨좀內 에 포함된 훌솜( 日 本)
大分縣北海部鄭上北律留村
〈出處 : 石原憲治， 1972, 日 本農民建藥， 第 1 輯，

p.201). 
1 : 용채 n : 土藏(홈庫) 
m: 附屬舍(作業舍 • 빼間 • 畵舍·堆HE舍를 包含함) 

있고， 아울러 土間의 規模， 목욕실이나 剛間의 

配置등으로 보아， 이 土間부분이 본래 作物處

理 • 館畵 • ~~料장만등 生塵活動과 관련된 공간 

이었던 可能뾰이 크다. 그것이 나중에 마당과 

附屬建物의 중심 으로 그들 機能호間이 再編成됨 

에 따라 그 性格이 약간 달라져 몸채 전체의 居

住性이 向上된 것으로 推定된다. 마당을 사이에 

두고 이 봄체와 마주 대하는 附屬建物에는 作業

舍 • 좁舍 • 堆B~舍 • 收納庫등이 마당을 媒介로하 

면서 機能的으로 配置되 고 있다. 

그런데 같은 閒鎭型내지 圍續型家構라 하더라 

도 이 事例와 〈그림 9-a"-'c)에서 본 韓國의 事

例와는 建物과 마당과의 關係에 있어서 약간 차 

이가 난다. 

즉 〈그림 9-a ，，-，c)는 마당을 둘러 싸는 建物이 

모두 單列型平面￡로 建物內 各區劃사이 의 移動

과 機能的유대 는 대 부분 마당을 媒介로 이 루어 

지는데 대하여， 이 事例에서는 附屬建物만이 單

列型일 뿐， 몸채 는 屋內通行을 基本 o 로 한 內

部完結的인 複列型zp:面으로 되어 있어， 전체의 

家構는 折表的인 印象을 주기 도 한다. 

한편 오래전부터 外!廳方式이 一般的이었던 南

九州地方을 中心으로 하여 畵舍 • 作業舍 • 堆B~

舍 등을 합천 大型付屬舍가 짧達되었A며， 그것 

을 2충으로 해서 위에 벗짚 • 救草 등을 收納하 

커도 하였다. 이는 東北地方 民家에서 폼채의 

土間이 겸하고 있었던 이들 機能호間의 複合體

를 別練으로 독립시킨 팔이라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럼 12>에 는 九州 大分縣北海部觀의 한 農

家로 몸체의 內部構成은 省略하였다. 이 附屬建

物은 훔舍외에 헛간 • 剛間 • 堆BE舍를 포함한 農
用施設로 전체 가 單列型zp:面을 이 루고 있으나， 

前面에 긴 차양이 있어 그 아랫호間이 各區劃共

通의 通過호間이 되는 同時에 그 덤體가 作業이 

나 收納을 위한 하나의 有用한 區劃이 되어 있 

기 도 하다. 日本農家의 農用附屬舍중에 는 이 러 

한 식으로 차양을 킬계 만든 例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는 햇빛을 가렬 뿐만 아니라 前面에 

屋內에 準한 호間을 마련하는 구실도 겸 함으로 

써 단순한 單列型平面을 약간 변형시키고 있오 

며， 畵舍에 관해서 보면 館料의 財藏이나 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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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좁舍 9 Fm 
그림 13. 多連前훌構에 있어서의 훌좀配置(日本) 
塵兒島縣鐘摩都宮之城메 
(出處 : 설本尙次， 1977, 九州地方@民家， 明玄書

房， p.199). 
起居陳(옴채) H: 俠事陳 m: 畵舍

N: 堆ßE舍 V: 隱居陳(老A房)

을 위한 補助的인 호間을 附加하기도 한다. 

또한 南九州 題兒島縣에 서 는 좁舍專用陳이 起

居陳 • :吹事陳 • 堆~~舍 • 隱居;陳등， 機能을 달리 

한 몇개 建物과 함께 한줄로 연결된 多連式民家

가 報告되 고 있다(그림 13). 본래 各建物은 별 

도로 草家지붕을 얹어 그 처마끝을 접착시키고 

있었으나， 기와 등으로 改造되면서 몇채씩 지붕 

을 統合시킨 形態도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多連式民家가 機能別로 分立되었던 이 

들 建物이 한채로 統合되어 가는 過程에 있어서 

하나의 過援的인 形態라고 생각된다. 단， 이 型

式에 있어 畵舍는 吹事陳과는 合練되어도 起居

練과 合陳되는 例는 없으며， 또한 吹事陳과 合

陳되는 경우도 그쪽 內部에 吸收되거나 양쪽 內

部호間이 하나로 연속됨 으로써 機能的유대 가 彈

化되는 것도 아니으로 이 型式이 內廳方式의 前

段階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외 에 畵舍를 포함한 附屬建物의 몇 가지 例

를 〈그림 14>에 提示하였다. 하나하나에 대한 

說明은 省略하기 로 하지 만， a나 d는 內部分劃式

의 平面構成을 나타낸 것으로 濟州島의 事例에 

서 본 方式과 共通性이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使用되어 온 特珠한 外

I廳方式의 例로 故牛地帶인 中國地方 山間農村에 

서 마련하는 「野廳J39)를 들어놓기로 한다. 이것 

39) 麗購麗忠、， 1966, 前握書， pp.275 r-.J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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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홉좀톨 포함한 附흩줌의 쭈面(日本) 
a. 島根縣遇摩那揚里村
b. 山口縣河武鄭條生村
C. 德島縣海市鄭悔東村

d. 宮|倚縣兒傷郵홉鎬田I 

e. 塵兒島縣R千屬觀西申良村
f. 福間縣짧緊都席田村 

(出處 : 石原憲治， 1972, 前獨， 第 1 輯， p.90, 
119, 181 ; 第 2 輯， p.75, 97, 172). 

은 집과 親地가 떨어져 있는 農家에서 거름運搬 

의 便宜를 위하여 親地옆에 아주 허술하게 지어 

놓는 쇠 막이 다. 使用期間은 주로 한여 름으로， 

봄(5月初'"'-'7月中句)과 가을(9月初'"'-'10月中句)의 

放救期間사이에 해당되는 약 40 日間이다. 周圍

의 풍성 한 풀로 소를 節養하여 廳~~를 장만하는 

데， 體力을 消鏡시키는 使投期도 아니고 寒冷

또는 積雪이 심한 계철도 아니기에 특별한 保

護 • 管理提置는 취 하지 않는다. 

5. 훌約 및 結言

이 小論에서는 韓· 日 農家에 있어서 動力化



된 農業機械나 化學~B料가 普及되 기 以前의 貴

重한 農業裝備이 었던 牛馬의 節養호間 配置를 

주로 家屋의 平面構成과의 관계를 擺觀하였다. 

그 주된 內容은 다음과 같이 整理된다. 

(1) 大型몸채 에 여 러 機能호間을 疑集시 키 는 

單陳集中式家構가 발달된 地方에서는 몸채內部 

에 館좁호間을 마련한 內1廳方式이 널리 分布되 

고 있다. 家畵은 吹事 및 作業호間인 정지 한모 

퉁이에 收容되며 그 주변에는 여물이나 }廳~B의 

장만 • 財藏 등의 관련공간도 함께 마련되는 경 

우가 많다. 이 러 한 內廳方式은 缺點도 많은 반 

면， 寒冷·多雪地方의 生活에의 適合， 俠小한 

헐地의 有效利用， 建葉費用 • 資材의 節約 등 利

點도 많이 指觸되고 있￡며， 또한 勞苦를 함께 

하여 주는 家훔에 대 한 愛育心理에 도 맞는 方式

이라 하겠다. 

(2) 韓國에 서 는 關北地方을 위 주로 分布되 는 

複列型民家에 內!廳가 많고， 日本에서는 옛적 土

座式住居의 系統을 이 은 廣間型民家를 중심 으로 

하여 西南日本을 제외한 대부분 地域에 內1廳가 

分布된다. 이 兩地域의 內}廳式民家는 畵舍의 出

入方式에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平面構

成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共通된 면이 많아， 文

化的인 同質性을 짐작케 하고 있다. 

단， 民家와 같은 文化몇素의 傳播는 주로 그 

것을 지난 集團의 移住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아울러 이 러 한 平面型式의 成立年代를 韓半島

住民의 日本流入이 성하었던 古代로까지 추측하 

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면， 직접 內1廳式平面

이 傳播되 었다기 보다는 後世에 비 슷한 型式을 

現出케 하는 共通의 變化系列을 [fH쉽한 초間構 

成原理가 傳播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3) 韓國民家의 單列型民家에 서 는 館좁호間을 

몸채 에 서 分離시 키 는 外}廳方式이 一般的이 다. 外

1廳는 다른 機能호間과 함께 바깥채 에 푼함되 어 

있더 라도 독립 적 인 性格이 있어 外部호間을 媒

介로 하여 야만 家屋內外의 關連機能호間과 有機

的인 유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4) 單列型民家에 있어서도 바깥채의 발달이 

微弱할 때 는 몸채 에 館좁호間을 마련하는 경 우 

가 있으며 , 그중에 는 複列型과 마찬가지 로 좁舍 

를 정지에다 연결시키는 方式과 정지와는 완전 

히 分離시 키 는 方式이 있는데 , 後者는 좁舍와 

폼채內部 사이가 차단되어 있어 오히려 外}廳的

인 性格도 지니고 있다. 

(5) 濟州島民家에 서 는 여 러 機能초間을 複數

建物로 分散配置하는 多陳分散式家構가 말달되 

어 있어 좁舍도 바깥채에 마련하는 반면， 그 外

廳建物의 平面構成， 建物의 內部초間과 外部空

間과의 관계 및 屋內 各區劃間의 關係에 있어서 

는 오히 려 關北地方이 나 日本의 一般碩向과 共

通性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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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w Remarks on the Arranging Patterns of Livestock
keeping Spaces in Korean and Japanese Farm Houses 

Summary; 

Before the diffus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and chemical manure, livestock like horses and 

cattle have been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as a kind of agricultural equipment, so that it 

has been a great concern for each farmer to 

make an efficient arrangement of the keeping

space for such livestock in his farmstead, and 

then some patterns have been developped in 

those spatial arrangement correlating to the 

house type there. 

In this paper, the author tried to outline 

some features of those patterns through the 

observation of typical examples in Korean and 

Japanese farmhouses. The main poin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We can see the indoor-stabled house type 

prominent in the regions where each farmstead 

has a common tendency to develop a large-sized 

main house to agglomerate al1 kinds of functions 

in it, while hardly any outbuilding has been 

developped there. In such a house, livestock 

are usually kept in a corner of an unfloored 

part combining a kitchen and a working space, 
and around it, arranged preparing or storing 

spaces of barnyard manure, fodder, and so 
forth. 

Such an indoor-stabled house is often pointed 

out many advantages such as suitableness for 

cold and snowy conditions under which outdoor 

activities are restrained very hard, efficient land 

use in its narrow site, and economy of the 

building materials and costs, and further it can 

Shiro Sasaki* 

suit to the keeper’ s protective spirit for precious 

and familiar livestock, while it has several 

faults in sanitary conditions and durability of 

the buildings. 

(2) In Korea, indoor-stabled style has been 

accepted mainly into the houses of a double

row-rooms plan floor plan arranging rooms in 

a double row parallel to the girder ---, which 

is a dominant type in the northeastern provinces, 
while in Japan, it has been a common style 

extensively over the large part where spread 

the houses of large-room-contered plan descended 

from the ancient unfloored dwellings, except 
southwestern provinces. 

Indoor-stabled houses in Korea and in Japan 

are very simi1ar in the spatial arrangement 

and in many other aspects, except for a few 

differences in the access into stables for example, 
so that it may be possible to infer some cultural 

homogeneity between them. 1t would, however, 
be reasonable to suppose that there have been 

a diffusion of the principle of spatial arrang

ement which originated a common series of 

evolution leading to the similar plan, rather 

than a diffusion of the indoor-stabled plan itself. 

(3) 1n most houses of a single-row-rooms 

plan in Korea, keeping spaces of livestock are 

taken up in the outbuildings separated from 

the main dwe1ling houses, and even if combined 

with other compartments in the same building, 
it stands individua1ized in general to have 

little interconnection with them and with other 

Journal of Geography, Vol. 14, 1987.12, pp.2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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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without passing through the outdoor 

space. 

(4) Among the houses of a single-row-rooms 

plan also, we can see stables combined with a 

main house ￦hen outbui1ding has hardly 

developped in their farmstead. There is a type 

which has a stable in the another end of the 

house separated from the inside space of kitchen 

or other rooms, as well as a type with a 

stable jointed to the kitchen like a indoor-stabled 

house in the northeastern provinces in Korea, 
while the former looks like rather an outdoor

stable. 

(5) In Cheju Island, each farmstead has a 

common style basically to distribute all kinds 

of functions into various buildings and facilities, 
as in the southwestern provinces in Japan, so 

that livestock are kept in the stable set up in 

the outbui1ding. But houses there have some 

common tendency, concerning the spatial arra

ngement of the floor plan and the access into 

the inside sections of the building, with thoæ 

in the northeastern part of Korea, or in Japan 

as general, rather than those of a single-row

rooms plan in the other pa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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