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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 주택의 내·외부 경계공간인 엔·엔가와와 툇마

루의 공간적 특성을, 이야기 매체에서 발췌한 ‘상황’의 구조를 중심으로

비교한 것이다. 엔·엔가와와 툇마루는 고상마루를 실내 바닥으로 하는

주택에서, 마루로 인해 어긋난 실내와 실외 사이의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양국 주택의 특징적인 공간 요소로서 주목받아왔다.

마루를 가진 주택의 내·외부 경계공간이자 매개공간으로서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양국 주택을 비교하기 위한 주요 항목 중 하나로서 이들 두

공간 요소의 비교가 이루어져 있으나, 그 공간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두 공간 요소의

공간적 특성을 공간의 구조를 통해 고찰하고, 이야기 속에서 두 공간 요

소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상황들을 통해 그 공간적 특성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실외공간과 실내공간의 구분 방법, 실외공간의 성격 등 공간의 구조

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 엔·엔가와의 경우 내외부 공간의 연속적

인 흐름을 구축하는 사잇공간으로서, 정원을 내실로 끌어들이는 공간 요

소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툇마루의 경우 외벽으로 단절된 내부가 외부

와 직접적으로 면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불편을 방지

하는 사잇공간으로서, 대문에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출입동선을 보좌하고

내실을 보호하는 공간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야기 매체에서 이들 두 공간 요소가 다루어지는 방식에 주

목해보면, 이렇듯 공간의 구조를 통해 단편적으로 이해된 공간적 특성

너머에서, 인간에 의해 어떤 상황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외공간과 실내공간의 구분 방식 및 정원과 마당 등 실외공간의 성격이

어떤 양상으로 그 상황의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는지가 확인되며, 이에

따라 두 공간 요소가 갖는 공간적 특성이 문화적 차이 속에서 보다 선명

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소설, 연극,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 등 다양

한 이야기 매체를 연구의 자료로 도입, 두 공간 요소와 관련하여 건축적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재구성된 상황이 아닌, 사용자가 구축하고 있는 보

다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두 공간 요소를 배

경으로 하는 다양한 이야기 속 상황들 가운데서도, 가능한 한 그 구조의

일관성을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의 결

과가 단지 하나의 이야기에 특수한 것이 아닌,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이야기들이 내세우는 ‘상황’의 차이에서 출발하는 본 연구의

분석은, 1) 상황이 어떤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2) 그것이 어떤 공간

들 위에 얹혀 있는지를 통해 3) 공간의 구조에 대한 분석에서 밝혀진 공

간적 특성의 내용을 보다 심화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다양

한 이야기들 속에서 엔·엔가와에는 ‘연대’라고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

툇마루에는 ‘대면’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

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이질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건들의 계

열을 분석했을 때, 엔·엔가와의 경우 시간, 계절, 날씨와 관련된 감정과

행위의 공유를 통한 자아의 융합이, 툇마루의 경우 영역의 분리에 기반

한 자아의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외벽의 존재 유무, 정원과 마당이라는 상이한 실외공간의

성격을 통해 규명되었던 공간적 특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엔·엔가와는 첫째, ‘풍토’의 존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감정과 행위의 공

유를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심리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공간이며, 둘

째, 주택의 바깥에 존재하는 외적인 자연 환경 전체가 압축되어 주택 안

으로 끌려 들어오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이 때 외적인 자연 환경의 범위

는 정원뿐만 아니라, 날씨, 계절, 시간의 주재자인 하늘로까지 확장된다.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한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에 있어 공간의 전

체적인 무게중심은 외적인 자연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그 방향성은 밖에

서 안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툇마루의 경우, 풍토성보다는 영역성, 즉 마당이라는 공적 영역과 내



실이라는 사적 영역 간의 관계의 문제가 강조된다. 툇마루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마당은 외적인 자연 환경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간이기보다

는, 방문자가 들어오고 싸움이 벌어지며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적 공간으

로 성립하며, 내실은 두꺼운 외벽을 통해 마당으로부터 차단된 사적인

공간으로 성립한다. 이를 통해 툇마루는 첫째, 영역의 구분 아래에서 타

자와 타자 간의 충돌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둘째, 사적 영역을 마당으

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마당으로 확장하는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툇마루를 중심으로 한 공간 요소들 간 관

계의 구조에 있어 공간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내실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방향성은 안에서 밖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벽의 존재유무, 주변 공간 요소의 성격 등 공간의

구조가 갖는 차이를 토대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공간인가’에 주

목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는 두 공간 요소의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재하는 ‘상황’의 차이에서 출발하는 귀

납적 연구 방식은, 상황이 어떤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이 공간

의 구조 위에 어떤 방식으로 얹혀 있는지를 통해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보다 인간적이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밝혀지게 한다. 엔·엔가와와 툇마루

의 공간적 특성의 차이는, 단지 공간의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간의 사용자가 속해 있는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지 이들 두 공간 요소가 갖는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야기 매체

를 통한 초(超)건축적 분석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의 관점에서 공간에 접

근하는 길을 제시하고, 문화의 존재 아래에서 공간의 특성을 포착하는

방법을 실천했다는 데서도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엔, 엔가와, 툇마루, 이야기, 상황

학 번 : 2015-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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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본 전통주택의 엔(えん : 縁)·엔가와(えんがわ : 縁側)와 한국 전통

주택의 툇마루는, 마루로 인해 어긋난 주택의 실내와 실외 사이의 관계

를 재조정하는 내·외부 경계공간이자 매개공간으로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툇마루’가 사전적으로 일본어 ‘엔’ 혹은 ‘엔가와’에 상응한

다는 사실 역시, 툇마루와 엔·엔가와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전통주택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간 요소들 가운데서도, 내·외부 경계공간이자 매개공

간으로서 직관적으로 그 동질성을 포착할 수 있는 공간 요소임을 시사한

다.

이렇듯 마루를 가진 주택에 특수한 내·외부 경계공간으로서 공통점을

갖는 엔·엔가와와 툇마루는, 양국 주택을 특징짓는 공간 요소 중 하나로

서 양국에서도 오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본민속건축학회(日本民

俗建築學會)에서 발행한『民俗建築大事典(민속건축대사전)』과 한국건축

개념사전 기획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건축개념사전』에서는 각각

「엔·엔가와」와 「퇴와 툇마루」라는 항목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엔(엔가와)은 거실에 따라서 외부와의 문에 설치되는 완충•조정 공간으로,

그 역할은, 접객에 수반하는 실의 격식의 확보, 출입, 실내 환경의 조정, 또 간

단한 응접의 장소, 수확물의 건조장이나 일시 수납 등 다방면에 걸친다.”1)

“퇴와 툇마루는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반외부 공간이고, 안과 밖을 연결하

는 위계적 공간의 겹이며, 각 공간을 연결하는 전이 공간인 데다 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유보 공간이며, 내부와 외부의 활동을 보좌하는 부속 공간 구실도

한다.”2)

1) 일본민속건축학회(日本民俗建築學會), 『민속건축대사전(民俗建築大事典)』,
p.114, 2001

2)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한국건축개념사전』, p.8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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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엔가와, 그리고 툇마루에 대한 양국의 규정은, 두 공간 요소를 실

내와 실외의 경계에 놓여 있는 일종의 버퍼 존(buffer zone)으로 정의하

고, 두 공간 요소가 버퍼 존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능에 주목하

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주택의

내·외부 경계 공간으로서 직관적인 유사성을 갖는 엔·엔가와와 툇마루는,

2008년 한·일 주거사 심포지엄에서 경기대 김동욱 교수의 발제로 1) 상

류주택과 서민주택의 구분, 2) 중정의 유무에 따른 실내공간의 확장방식

등 두 가지 항목과 함께, 한국·일본 주택을 비교하기 위한 주요 항목 중

하나로 다루어진 바 있다. 심포지엄의 초록을 확인하면 툇마루는 “온돌

방이나 마룻방 바깥쪽에 이루어진 좁은 공간”으로, 엔·엔가와는 “건물 바

깥에 면해서 설치하는 마루 깔린 부분”으로 정의되고 있고, 툇마루의 종

류와 엔·엔가와의 종류가 상세히 나열된다.3)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본 연구의 관심사와 같은 맥락에서 엔·엔가와와

툇마루의 비교에 관한 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며, 이는 두 공

간 요소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뜻한

다. 초록의 내용으로 추측컨대, 발제자는 주택의 내·외부 경계공간으로서

엔·엔가와와 툇마루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두 공간 요소의 형태적·의장적

특성을 건축적 관점에서 세밀하게 조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 두 공간 요소가 이야기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수

집해보면, 내·외부 경계공간이자 매개공간으로서 직관적으로 포착되는

공통점 너머에서, 이들 두 공간 요소를 중심으로 상황이 묘사되는 양상

에 있어 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마루가 있는 주택의 내·외부

경계공간이라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엔

가와에는 ‘연대’라고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 한국의 툇마루에는 ‘대면’이

라고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3) 김동욱, 「한국에서 본 한국·일본 주택의 비교」, 『건축사연구 제 17권 2호
통권 57호』, p.2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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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이야기들이 증언하는 상황의 이질성은, 이들 두 공간 요소에

건축적 관점에 치중한 기존의 연구 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공간적

특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며,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공간의 구

조에 치중해왔던 지금까지의 건축 공간에 대한 연구 방식을 보다 심화하

여, 주어진 상황의 구조로부터 공간의 구조를 귀납적으로 재발견함으로

써 일본의 엔·엔가와와 한국의 툇마루가 갖는 공간적 특성을 보다 실제

적으로 확인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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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마루를 가진 주택에 특수한 내·외

부 경계공간으로서 공통점을 갖는 ‘툇마루’와 ‘엔·엔가와’를 연구의 대상

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야기 매체에서 제시되는 상황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두 공간 요소가 갖는 공간적 의미의 차이를 보다 실제

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기

울이고 있는 ‘상황’이란, 주어진 공간에 대한 모든 건축적 규정(형태·기능

등)에 선행하여, ‘연대’, ‘대면’과 같이 단일한 의미로 규정될 수 있는 하

나의 장면 혹은 순간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이론

[그림 2] 일본 전통주택의 엔가와

(출처 : Edward S. Morse,『Japanese

Homes and Their Surroundings』에서

발췌 및 재편집)

[그림 1] 한국 전통주택의 툇마루

(출처 :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한국건축개념사전』의「퇴와 툇마루」에서

발췌 및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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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이를 사건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분석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어진 상황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건들의 체

계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공간들의 체계를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대상 공간의 공간적 특성을 보다 사용 양상에 밀착한 관점에서 규

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 구축하였다.

상황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들로는, 소설, 연극, 드라

마, 영화, 만화 등 서사 구조를 갖춘 이야기 매체를 활용하였다. 이야기

속에서 발췌된 상황의 구조는 사건과 공간의 이원적 체계를 따라 분석되

는데, 대상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이야기 속 상황들 가운데서도,

가능한 한 그 구조의 일관성을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단지 하나의 이야기에 특수한 것이 아닌, 보다 일반적

인 것으로서 엔·엔가와와 툇마루의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일본 엔·엔가와의 경우 고대 소설과 에마키(繪券)에서부터 현대 드라

마, 영화, 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적 스펙트럼에 걸쳐 상황의 발

췌가 가능했으며, 한국 툇마루의 경우 근대 문학과 현대 영화 및 연극을

통해 상황의 발췌가 가능했다. 양국 간 자료의 층위가 동등할 수 없는

것은, 양국에서 고문헌의 보존 정도나, 서사를 근간으로 하는 이야기 매

체의 본격적인 발전에 있어 시기상의 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는 본 연구가 취하고 있는 방법론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론을 취한 선행연구의 경우 강영환(2008)의 「한국건

축 처마공간의 인식과 성격에 관한 문헌고찰」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서류, 기행문류, 문집류 등을 활용

하여 당대 사람들의 인식하고 있었던 처마공간의 성격을 가능한 한 객관

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과거 사람들의 인식 양상을 밝히는 데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근거 자료가 서사 구조를 갖춘 이

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방향을 달리 하나, 건축공간이 사

용자들에게 어떤 양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고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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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 다시 말해 건축공간의 성격을 건축 외적 방향에서 규명하려

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그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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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의 장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대상

과 방법 및 연구의 흐름을 밝히는 1장과, 분석의 틀을 수립하고 분석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2장,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3장과 4장,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는 5장, 그리고 연구의 결론과 의의 및

한계를 밝히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의 1절에서는 침전조, 서원조, 민가라는 일본의 세 가지 주택 형식

과, 한옥과 도시한옥이라는 한국의 두 가지 주택 형식을 통해 양국의 다

양한 주택 형식 속에서 엔·엔가와와 툇마루의 존재 양상을 확인한다. 그

리고 2절에서는 이들 두 공간 요소 각각에 대하여, 다양한 주택 형식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건축적 관점으로 확인하고, 비

교한다. 3절에서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상황 이론을 빌려, 엔·엔가와

와 툇마루의 공간적 특성을 상황적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수립한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침전

조와 서원조의 엔, 민가의 엔가와, 그리고 한옥의 툇마루와 도시한옥의

툇마루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들을 발췌한다. 그리고 상황을 이

루고 있는 사건의 체계와 공간의 체계를 분석 및 종합하여, 다양한 주택

형식에 걸쳐 엔·엔가와와 툇마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고찰한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는 5장의 1절에서는 엔·엔가와와 툇마루를 상황,

사건, 공간의 관점에서 나란히 비교하면서, 이들 두 공간 요소가 갖고 있

는 성격의 차이를 보다 선명하게 확인해내고자 했던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2절에서는 이야기 매체를 활용하여 상황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공간의 성격을 확인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이 공간의 초(超)건

축적 특성을 이해하는 길이 될 수 있음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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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론연구의 대상 및 방법

연구의 흐름

▼

2장

다양한 주택 형식 속의 엔·엔가와와 툇마루

이론적

고찰

일본 엔·엔가와 한국 툇마루
침전조 서원조 민가 한옥 도시한옥

공간의 구조를 통해 본 공간적 특성

외부와 내부의 구분 방식 : 외벽의 존재 유무
실외공간의 성격 : 정원과 마당

상황의 구조를 통해 본 공간적 특성

이야기가 제시하는 ‘상황’
상황의 구조 : 사건 + 공간

엔·엔가와와 툇마루의 상황의 구조

▼

3장
분석 1 : 일본 엔·엔가와

분석
침전조 서원조 민가

4장
분석 2 : 한국 툇마루

한옥 도시한옥

▼

5장

상황의 구조로부터 재발견한 공간적 특성

종합

상황의 의미
사건의
전개 양상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

상황의 구조를 통한 공간 분석의 의의

공간 일원적 분석의 한계

사건의 발견과 공간의 재발견

▼

6장
연구의 결론

결론
연구의 의의와 한계

[표 1] 연구의 흐름도



2. 이론적 고찰

2.1. 다양한 주택 형식 속의 엔·엔가와와 툇마루

2.2. 공간의 구조를 통해 본 공간적 특성

2.3. 상황의 구조를 통해 본 공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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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양한 주택 형식 속의 엔·엔가와와 툇마루

일본 주택의 엔·엔가와와 한국의 주택의 툇마루는 주택 형식의 다양

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시대와 사용자가 상이한 각 주택

유형을 관통하여 일관적으로 채택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본의 고대·중

세·근세를 대표하는 세 가지 주택 형식인 귀족주택 침전조·무사주택 서

원조·민가에서 엔·엔가와를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의 중세·근대를 대표

하는 두 가지 주택 형식인 한옥과 도시한옥에서도 툇마루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다양한 주택 형식 속 엔·엔가와와 툇마루의 존재 양

상을 통사적 관점을 통해 개괄하고자 한다.

2.1.1. 일본 주택의 엔·엔가와

1) 일본 주택사와 엔·엔가와

일본의 전통주택은 크게 농가·어가·상가 등을 포괄하여 ‘민가(民家)’라

는 이름으로 총칭하는 서민의 주택과, 침전조(寢殿造)와 서원조(書院造)

로 대변되는 귀족주택 및 무사주택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민가는, 거주의

장이 될 건물이 생산 활동의 장(생업 공간)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4) 귀

족주택 및 무사주택과는 구분되며, 민가가 수혈식 주거로부터 이어져 온

흙바닥의 전통을 토칸(土間)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귀족주택

및 무가주택은 고상식 주거로부터 이어져 온 마룻바닥의 전통을 고수하

고 있다.5)

4) 일본민속건축학회(日本民俗建築學會), 『민속건축대사전(民俗建築大事典)』,
p.12, 2001

5) 이와 관련하여 오오타 히로타로오(太田傳太郞)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일
본에서 원시적인 주거는 흙바닥과 마루바닥의 두 가지 계통이 있었다. …중
략… 이와 같은 일본 주택에서 두 가지 계통은 근세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며,
서민 주택에는 흙바닥 그대로 남고, 귀족 주택은 교토고쇼(京都御所)에서 보
이듯이 고상계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오타 히로타로오, 『일본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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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적으로 살펴보면 귀족주택·무사주택·민가는 각각 고대·중세·근세

를 대표하는 주택 형식으로서, 엔·엔가와는 새로운 주택 유형의 대두와

함께 변형을 겪는 가운데서도, 시대와 사용자가 상이한 각 주택 유형을

관통하여 일관적으로 채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사 연구에 있어

서는 각 형식 간 관계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지만, 여기에서

는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각 시대별 주택 형식을 살펴보면서, 주택 내

내·외부 경계공간으로서의 엔가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2) 침전조의 엔

일본사에서 고대로 구분하는 헤이안 시대에 건설된 도성들 중 하나인

헤이안쿄(平安京)에서는, 9×8의 격자형 대로를 통해 구획된 도시에서 왕

실 일가와 관료들을 포함한 귀족들과 함께 백성들까지, 약 10만에서 20

만 가량의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 생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전조는 이러한 도시 생활의 발전과 함께 농촌 주택과는 독립적으로 성

립한 고대 귀족의 전형적인 주택 형식6)으로서, 한 채의 침전을 한 단위

로 하여[그림 3], 여러 채의 침전들을 복도를 통해 연결하는 방식으로[그

림 4] 주택의 전체적인 평면 구성이 이루어진다. 오오타 히로타로오는

침전의 기본적인 형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침전은 본채가 3∼5칸, 4면에 차양을 붙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회피지붕

의 마루바닥으로서 차양 밖에는 산자 툇마루를 두르고 난간을 설치하며 남면에

는 계단을 둔다. 동서에 측창을 두는 것 외에는 격자 살창을 달고, 안에 발을

내려 장막을 세운다. 침전 내부는 수납으로 사용되는 벽장의 작은 방 외에 고정

칸막이는 적고 문, 병풍, 발을 이용한 다다미나 자리를 깔고 앉는다.”7)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침전의 평면은 중심의 본채 - 본채를

두르는 차양 - 차양을 두르는 엔으로 이어지는 위요적 구성을 취하고

pp.108-109, 1994

6) 오오타 히로타로오, 『일본주택사연구(日本住宅史硏究)』, p.20, 1984

7) 오오타 히로타로오, 『일본건축사』, p.11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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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가장 외곽에 둘러진 엔은 외기에 노출된 공간으로 침전과 양 옆

의 대옥을 잇는 복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평면도와 배

치도로 추측한다면, 각 침전에 있어 본채와 차양이 생활 공간으로서 주

요한 기능을 담당했다면, 엔은 동선 공간 등으로서 보다 부수적인 기능

을 담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그림 4]의 평면도를 보면, 침전과

함께 서대옥, 동대옥의 남뜰(南庭)면 엔에도 진입계단이 붙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엔이 주택 전체에 있어 실내에서의 이동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실내로의 이동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전실 공간으로도 기능했음

을 시사한다.

[그림 3] 침전조 주택의

침전 평면도

(출처 : 윤장섭, 『일본의

건축』에서 발췌 및 재편집)

[그림 4] 침전조 주택의 전체 평면도

(출처 : 앞의 책에서 발췌 및 재편집)

[그림 5] 침전조의 엔

(출처 : 일본건축학회(日本建築學會), 『일본건축사도집(日本建築史圖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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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원조의 엔가와

일본사에서 중세 및 근세로 구분하는 막부(幕府)의 시대에는, 석가(釋

家)주택의 영향을 받아 후에 서원조로 성숙하는 무가(武家)주택이 발전

하게 된다. 무가조와 서원조에서는 미서기문을 갖춘 칸막이와 천장을 가

지고 필요에 따라 실을 구획하는 평면 구성 방식이 적용되면서8), 본채와

차양의 구분이 사라지고 구조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평면 구성이 이

루어지게 된다.9) 여기서 엔은 오치엔(落緣)과 히로엔(廣緣)의 형태로 등

장하는데, 이들은 다다미바닥보다 약간 낮게 자리 잡는 마룻바닥으로서,

다다미방을 보호하는 덧문 밖에 설치되어 외기에 노출된다.

[그림 6]의 평면에서 나타나듯이 건물 한 채 내에서 실들이 복잡하게

구획되기 시작하면, 동선 공간이자 전실 공간으로서 실들을 둘러싸는 오

치엔10)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다. 예컨대, 오치엔이 각 실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 실 사이뿐만 아니라 실외 사방에서 각 실로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평면 구획 방식에 있어 오치엔은 침

전조에서와 마찬가지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복도로부터 건물 내 각

실로 이어지는 동선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향에서 각 실로의

출입구를 확보하면서 각 실의 실내와 실외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공간 요

소로 기능했을 것이다.

8) 앞의 책, pp.161-162 참조

9) 구조가 평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지배를 받으면서도 필요에 따
라 평면 구성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
로 보인다. 오오타 히로타로오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현
재 여러분이 주택을 세우려고 할 때, 팔조, 육조, 사조 반 같은 방의 크기를
그 목적에 따라서 생각하고 이를 잇대어 배치를 만들 것이다. …중략… 구조
를 생각하고 배치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고대 주택에서는 전체가
있어서 작게 나누고 있는 식이지만, 현재 것은 부분을 조합하고 전체가 완성
되는 방법이다. 서원조는 어느 쪽인가 하면 오늘날의 방법에 가깝다. 침전조
와 서원조는 이 평면 계획의 생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오오타 히로타
로오, 『일본주택사연구』, p.151, 1984

10) 오치엔(落緣) : 덧문(雨戸) 밖에 있고, 다다미방(座敷)과 엔(縁)보다 한 단
낮게 만든 엔가와(縁側). 일본어 사전 「Weblio」, http://www.weblio.jp/



- 15 -

한편 [그림 6], [그림 7]의 평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독립적

인 실의 개념으로 넓게 구획된 히로엔의 경우, 접객 공간으로서의 내실

과 정원 사이에서 규정되는 보다 명확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쓰라궁(桂離宮)에서는 히로엔 전면의 뜰이 아름답게 꾸

[그림 6] 『쇼메이(匠明)』에서 제시하는 서원조의 표준 평면도(왼)와

원성사 광정원 객전(園城寺 光淨院 客殿)의 히로엔·오치엔의 사진(오른)

(출처 : 오오타 히로타로오, 『일본주택사연구(日本住宅史硏究)에서 발췌 및 재편집 /

일본건축학회, 『일본건축사도집(日本建築史圖集)』)

[그림 7] 가쓰라궁(桂離宮) 히로엔·쓰키미다이(月見台)의 평면(왼)과 사진(오른)

(출처 : 일본건축학회, 『일본건축사도집(日本建築史圖集)』에서 발췌 및 재편집 /

나카가와 타케시(中川 武), 『The Japanese House, In Space, Memory, and Lanugage

(日本の家, 空間・記憶・言葉)』, Geraldine Harcourt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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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진 정원으로 존재하고 있어, 히로엔이 자연을 가까이서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정서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요컨대 폭

이 넓은 히로엔이 다른 실과 동등한 위계를 갖는 독립 공간의 개념으로

성립한다면, 폭이 좁은 오치엔은 실들의 관계, 그리고 실내와 실외의 관

계를 조정하는 부속 공간의 개념으로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시의 주택이 엔을 단순한 부속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택 내에서 다른 실과 동등한 위계를 갖는, 독립적인 공간 요소

로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4) 민가의 엔

근세에 들어 발전한 민가의 평면에서도, 주택 내 독립적인 공간 요소

로서 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민가 중에서도 특히 농가

의 평면을 중심으로 엔의 존재를 확인해보기로 한다. 발전 단계에 있는

농가 주택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德 :

1787, 에도 시대의 농정가)의 주택 평면도[그림 8]에서는, 바닥의 재료를

기준으로 크게 흙방(土間), 마루방(板敷), 다다미방(座敷)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초기 농가 주택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니노미야 손토쿠가(二宮尊德家)의

다다미방 앞에 붙은 엔가와

(출처 : 일본민속건축학회,

『민속건축대사전』)

[그림 8] 니노미야 손토쿠가

(二宮尊德家)의 평면도

(출처 : 오오타 히로타로오,

『일본주택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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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은 다다미를 깐 방 앞에, 실내 바닥보다 한 단 낮은 마루를

붙이고 있으며, 이 마루 역시 ‘엔’ 혹은 ‘엔가와’라는 이름으로 규정된다

는 점이다. 근세에 이르러 서민의 신분이 점차 해방되는 과정에서 흙바

닥이었던 주택에 마룻바닥을 도입하고 이어 다다미방을 도입하게 되는

데, 엔은 이 다다미방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여겨지며, 그 도입 과정에

대해 『민속건축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검지(検地)에 의해서 신분이 해방된 부유 농민(本百姓)은, 넓은 지역에서 광

간형(히로마형)으로 불리는 방 배치를 생산하지만, 이것은 극히 폐쇄적인 건물

이었다. 따라서, 다다미방(座敷)가 설치될 때까지 엔은 없었다. 그 후, 상층의

모델에 다다미방에 엔을 붙여 여기를 정식의 입구로 했다. …중략… 자시키에

붙일 수 있었던 엔은, 일상의 손님맞이에는 불편하다. 출입구로서의 엔은, 혼례

나 장례식, 제사 등 특별한 날에 사람들을 맞이하는 출입구를 의도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승려나 에도시대 마을의 공무를 맡아보던 사람 등은 직접 자시키의

엔으로부터, 친척이나 일가는 곁방(次の間 : 큰방 옆에 붙어 있는 작은방)으로

부터 출입한다는 사용 구분이 이루어진 지역도 있다.”11)

민가에 도입될 당시, 엔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위한 출입구이자, 더

나아가 혼례, 장례, 제사 등 성스러운 의식을 뒷받침하는 공간 요소로 이

해되었다는 사실은, 무가조 및 서원조에서의 히로엔과 마찬가지로 민가

에서도 엔이 하나의 독립적인 공간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시사

한다. 이후 민가의 발전과 함께 엔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데,

우리는 [그림 10]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 민가의 변화 과정 속에서 엔의

형태 분화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 [그림 9]와

같이 다다미방 측면에 외기에 노출된 소토엔(外緣) 혹은 누레엔(濡緣)의

형태로 설치되었던 엔은 [그림 10]의 1-(b), 1-(c), 1-(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5년에 이르는 이축 및 개편 과정에서 다른 방으로도 점점 확

대되어 갔고, 외측에 창호(ガラス戸:유리문)를 붙여 소토엔을 실내화한

우치엔(內緣)이 등장하게 된다.12)

11) 일본민속건축학회(日本民俗建築學會), 『민속건축대사전(民俗建築大事典)』,
p.115, 2001

12) 앞의 책, p.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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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에서 나타나는 엔의 종류를 종합하면, 엔은 건물 구조체의 일부로

서 건물 변두리에 서는 기둥인 가와바시라(側柱)를 기준으로 1) 소토엔

(外緣)·우치엔(內緣)과 2) 이리가와엔(入側緣)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소토엔과 우치엔은 가와바시라의 바깥에, 그리고

이리가와엔은 가와바시라의 안쪽에 구축되며, 이리가와엔과 소토엔·우치

엔의 구체적인 구조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해명된다.

“아마도(雨戸 : 풍우를 막기 위한 덧문)가 엔의 안쪽에 만들어진 것을 소토

엔 또는 누레엔이라 말한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도를 외측에 세워 엔을 실내화

한 것이 우치엔이다.”13)

“가와바시라에서 한 칸만큼 안쪽으로 들어간 기둥을 넣고 이리가와바시라(入

側柱)라 부르고, 이 가와바시라와 이리가와바시라 사이를 개방하고 판자로 한

것을 ‘이리가와엔’이라고 부른다.”14)

13) 앞의 책, p.115

[그림 10] 민가의 변화와 엔가와

(출처 : 일본민속건축학회, 『민속건축대사전』에서 발췌 및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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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카가와 타케시(中川 武), 『The Japanese House, In Space, Memory, and
Lanugage(日本の家, 空間・記憶・言葉)』, Geraldine Harcourt 역, p.35, 2006

[그림 11] 엔가와의 종류

(출처 : 나카가와 타케시(中川 武),

『The Japanese House, In Space, Memory, and Lanugage

(日本の家, 空間・記憶・言葉)』, Geraldine Harcourt 역)

[그림 12] 우치엔과 이리가와엔

(출처 : http://wikipeadia.com, http://engawanav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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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의 단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토엔은 외기에 완전히 노출

되어 온전히 실외공간에 속하게 되지만, 우치엔은 아마도를 여느냐 닫느

냐에 따라 실외공간과 실내공간의 성격을 어느 정도 오가게 된다. 우치

엔의 경우 실외와의 경계에는 아마도가, 주 실과의 경계에는 쇼오지(障

子 : 미닫이문)가 함께 설치되어, 같은 단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내

복도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다.

2.1.2. 한국 주택의 툇마루

1) 한국 주택사와 툇마루

한국 주택사의 시대는 대개 개항 및 대한제국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근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데, 통상적으로는 근대 이전에는 한옥이, 근

대 이후에는 아파트와 양옥이 각 시기를 대표하는 주택 형식으로 지목되

어 연구되었다.15) 주택 일반의 시대적 변천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

리는 크게 근대 이전(조선시대)까지 그 형식이 완성된 전통한옥과, 근대

이후 본격화된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성립한 도시형 주택을 중심으로 툇

마루의 변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옥의 툇마루

장기인(1993)은 툇마루를 ‘건물의 툇간에 놓은 마루’, 또는 ‘변두리기둥

바깥에 꾸며놓은 마루’로 정의하며, 전자는 ‘툇간마루’, 후자는 ‘바깥툇마

루’라는 이름으로 규정한다.16) 그러나 김왕직(2007)은 툇마루의 정의를

‘고주와 평주 사이 툇간에 놓인 마루’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

곽 기둥의 바깥쪽에 만들어지는 마루(장기인의 분류에 따르자면 바깥툇

마루)는 ‘쪽마루’로서, 툇마루와는 다른 종류의 것으로 이해된다.17)

15) 전봉희, 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p.132 참조, 2012

16)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V권 목조』, p.334, 1998

17)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pp.252-25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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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툇간에 깔리는 마루와 변두리기둥의 바깥에 덧붙여지는 마루

는, 전자의 경우 [그림 13], [그림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둥이 구성

하는 격자 구조 내에서 성립하며 구조체에 종속적인 툇기둥에 의해 지지

되는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 [그림 15], [그림 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격자 구조 바깥에서 성립하며 구조체로부터 독립적인 동바리기둥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툇마루의 개념적 외연을 단순히 ‘툇간마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희봉 : 2003, 2011)이 있어 왔는

[그림 15] 바깥툇마루/쪽마루

(출처 : 앞의 책)

[그림 14] 툇간마루/툇마루

(출처 : 김왕직,

『한국건축용어사전』)

[그림 13] 툇간마루 평면

(출처 :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V권 목조』)

[그림 16] 쪽마루 평면

(출처 :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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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실제로 북부 지방에서는 툇간이 없는 2척(약 60cm) 폭의 쪽마루도

툇마루라고 부르지만, 여름이 길고 무더운 남부 지방에서는 툇간에 설치

되고 폭이 최소한 4척(약 120cm)은 되어야 툇마루라고 부른다고 하므

로18), 이러한 학적 논쟁은 지역적 측면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툇마루의 기능적 측면으로 초점을 전환하면, 우리는 툇간에 놓

인 마루이든, 외곽 기둥 바깥에 놓인 마루이든, 이들이 1) 일종의 전실

혹은 현관으로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잠시 걸터앉아 옷도 털고 신

발도 정리할 수 있는 생활의 완충공간19)인 동시에, 2) 일종의 복도로서

주 실들 간 동선 체계를 구축하는 주택 내부 이동공간이라는 기능적 공

통점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만일 ‘툇마루’라는 용어가 일상적

혹은 직관적으로 툇간에 놓인 마루뿐만 아니라 기둥 바깥에 붙여진 마루

를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이러한 기능적 공통점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구조적 차이보다는

기능적 공통점에 주목하고, 용어의 일상적·직관적 사용 양태를 최대한

포용할 수 있도록, ‘툇마루’를 툇간에 놓인 툇간마루와 함께, 외곽 기둥

바깥쪽에 덧붙여지는 쪽마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20)

잘 알려져 있듯이, 일정 이상의 규모의 한옥은 여러 채의 독립된 건물

들의 군집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출입을 위한 문간채, 하인들이 사용하

는 행랑채, 집주인이 사용하는 사랑채, 안주인이 사용하는 안채 등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갖는다. 그러나 한 채 내에서 각 실들이 가구조의 기둥

이 만드는 축열에 따라 칸의 개념을 기반으로 구성된다는 점, 그리고 각

18)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한국건축개념사전』, p.816, 2013

19)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p.252, 2007

20) 특정한 공간 형식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
서의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툇마루에 대한 장기인의 정의는, 정의라기보
다는 종류의 구분이었으며, 김왕직의 정의는 구조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측면 역시 공간 형식을 정의하는 한 가지 관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기능상의 공통점을 통해 접근하는 것으로 툇마루의 용어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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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성격에 따라 온돌바닥과 마룻바닥이 구분되어 채택된다는 점에서는

모든 건물들이 동일한 평면 구성 방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온돌바닥은 사적 공간으로 구획된 칸에 깔리지만 마룻바닥은 공적 공

간으로 구획된 칸에 깔려, 전자는 ‘방’으로, 후자는 ‘대청’으로 각각 개인

실과 거실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소규모의 주택에서 대규모의

주택에 이르기까지 한옥의 각 채가 갖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이러한 평

면 구성에서 툇마루는 대청마루로부터 연장되는 선적인 공간 조직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격식 상 출입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을 뿐, 동선 자체가 자유롭게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이다. 따라서 툇마루와 외벽의 문 및 창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17]의 평면21)에 대해서, 우리는 부엌과 안방, 대청, 건넌방을 잇는 건물

21) 툇간마루이든, 쪽마루이든, 이들 마루에 마주한 개구부는 규모가 크고 격식
이 있는 고급 주택일수록 문보다는 창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6-1번지 가옥 안채 평면도 일부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민가건축 I』에서 발췌 및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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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의 쪽마루와 관련하여 이것이 각 실들을 잇는 실외 복도와 같은 공

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건물 전면의 툇간마루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보다 규모가 작고 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집의 경우, 툇마루는 각 실로의 출입구들을 통합하는 일종의 복도형 전

실공간으로도 확인된다.

3) 도시한옥의 툇마루

근대 이후 나타난 도시형 주택을 시기별로 유형화하면, 대한제국 시기

의 도시한옥, 해방 및 한국전쟁 이후의 공공주택 및 연립주택, 양옥 등으

로 나누어질 수 있다. 특히 도시한옥은 인구밀집으로 인한 토지의 압박

속에서도 생활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도시형 한

옥22)으로서 목구조에 기와를 얹은 형태로 전통한옥의 외양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주택 유형은 조적조 혹은 콘크리트조에 슬

레이트 지붕을 얹은 형태로 전통한옥의 외양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평면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도시형 주택의 발달 초기 단계에 등장한

도시한옥은 중정형 마당을 동선의 중심으로 하여 온돌방, 마루방, 부엌

등의 실들을 재편하는 등 전통한옥의 공간 구성을 압축한 양상으로 전개

되지만, 그 이후의 주택에서는 중정형 마당 대신 마루방이 동선의 중심

이 되는 평면 구성이 채택된다.

이 때 툇마루는 특히 그것이 실외와 실내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공간

요소로 존재했던 한에서, 한옥에서 도시형 주택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나

타난 주택 자체의 규모와 격식의 축소, 그리고 주택 내 외부공간의 축소

혹은 소멸과 함께 상당히 많은 공간적 성격이 탈락되거나, 최종적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주택에서 툇마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중정형 마당을 갖는 도시한옥까지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논의에

서는 도시한옥에서의 툇마루의 도입 양상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후의 도시형 주택들의 등장과 함께 툇마루가 사라지는 과정을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22) 앞의 책, p.1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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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근대 이후 철물·벽돌·유리 등 새로운 재료

의 도입 및 도시화와 더불어 전통한옥은 형식 및 공간구성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며, 그 결과물로 등장한 도시한옥에서 평면은 중정을 중

심으로 ㄷ자형, ㄱ자형, ㅁ자형 등으로 재편되었다. 우선 ㅁ자형 도시한

옥의 한 사례인 보문동 6가 62번지 양세균씨댁의 평면[그림 20]을 살펴

보면, 문간방과 변소 사이에 문간채가 있고, 문간채를 들어서면 주택 내

실외공간인 중정형 마당이 나타난다. 마당을 중심으로 방 4칸과 마루가

편성되어 있는데, 실내 바닥이 지면에서 일정 높이 이상 들어올려져 있

다는 점, 기둥열을 중심으로 한 칸의 개념으로 실을 구획하고 있다는 점,

온돌방과 마루방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는 전통한옥의 공간 구축

방식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툇간은 만들어지지 않았

다. 무애연구소·OB Seminar의 실측조사보고서인 『서울 옛 도시형 주

택』을 참고한 결과 이 사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도시한옥에서 툇

간은 구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토지의 압박으로 인해 툇간

을 주택 내에 구성할 여유는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도시한

옥에서는 툇간마루가 사라지고, 대신 쪽마루가 살아남아 툇마루의 공간

적 기능을 보존하게 된다. [그림 18]의 평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통

한옥에서와 마찬가지로 쪽마루는 처마 아래에서 눈이나 비를 피해 출입

을 준비하고, 한 실에서 다른 실로의 이동의 편의를 도모하는 전실공간

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도시한옥에서 툇마루는 출입 동선의 중심 공간인 마당에 대한 각 실

의 현관과 같은 공간으로서, 때로는 독립형 현관(같은 평면의 왼쪽 하단

방의 출입구 참고)으로, 때로는 각 실들의 출입구를 통합하는 복도형 현

관(같은 평면의 건넌방과 문간방의 출입구 참고)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중정형 마당을 중심으로 한 공간 구성과, 이러한 구성 속에서 쪽마

루의 존재 양상은 이후의 시기에 보다 저렴하고 쉽게 시공할 수 있는 재

료로 지어진23) 도시형 한옥인 간이 한옥[그림 19]의 평면에서도 동일하

게 관찰된다.

23) 앞의 책,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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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195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왼),

서울 동작구 흑석동(오른)의 간이 한옥

(출처 : 전봉희, 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그림 18] 보문동 6가 62번지 양세균씨댁 : 1941년 건축된 ㄷ자 한옥의 예

(출처 : 이광노, 『서울 옛 도시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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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한옥 이후의 도시형 주택과 툇마루

해방 및 한국전쟁 이후 등장한 공공주택 및 연립주택, 양옥, 아파트

등의 새로운 주택 양식에서는, 조적조와 콘크리트조, 슬레이트 지붕 등

새로운 재료가 목조와 기와를 대치하는 동시에, [그림 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정형 마당을 버리고 마루를 중심으로 방들을 연결하는 온전한

실내 위주의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툇간마루에 이어 쪽마루도

주택 평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아파트의 평면 역시 나무로 된 마루를 쓰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

가 있을 뿐, 거실을 중심으로 한 실내 위주의 공간 편성이라는 동일한

공간 구성 방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한국의 가장 지배적인 주

거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툇마루는 새로운 재료의 도입과 사회적 변

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주택 양식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전통한옥의

부수적인 여러 공간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주거 공간에서 사라지

게 되었지만, 도시한옥의 건축 시기까지는 그 명맥을 확실히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까지 툇마루가 한국 주택의 특징적인 공

간 요소로서 존재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0]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공영 단독주택 평면 사례

(출처 :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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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간의 구조를 통해 본 공간적 특성

앞서의 고찰을 통해 엔·엔가와와 툇마루가 일본과 한국 주택의 특징

적인 공간 요소로서, 시대와 사용자의 결이 상이한 다양한 주택 형식에

걸쳐 일관적으로 채택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두 공간 요소

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주택 속에서 마루로 인해 어긋난 실내와 실외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내·외부 경계공간으로서 성립하지만, 그 관계의 체계

를 구축하는 공간의 구조를 보다 밀착적으로 살펴보면, 엔·엔가와와 툇

마루가 내·외부 경계공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성격의 차이가 보

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실내와 실외의 관계의 체제

를 구축하는 공간의 구조를 1) 실외공간과 실내공간의 구분 양상과 2)

실외공간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상이한 공간의 구조 속

에서 엔·엔가와와 툇마루가 실외공간과 실내공간의 사잇공간으로서 갖는

공간적 특성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2.1. 실외공간과 실내공간의 구분 양상

1) 기둥·미닫이문과 엔·엔가와

한국의 전통주택에서는 외부와 내부의 구분이 기본적으로 ‘벽’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일본의 전통주택에서는 ‘벽’이 아닌 ‘문’이 외부와 내부를

구분한다. 내·외부의 공간 구획 요소가 벽인지, 문인지에 따라 실외공간

과 실내공간 간의 관계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구축되며, 그에 따라

내·외부 경계공간인 엔·엔가와와 툇마루의 공간적 특성 또한 상당히 다

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는 교토여대 교수 카와모토 시게오

(川本重雄)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단초로, 일본 주택의 내·외부 구획 방

식을 침전조·서원조·민가의 주택 형식을 통해 살펴보면서, 엔·엔가와의

공간적 특성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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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통적인 주거는, 벽이나 창이 거의 없으며, 간단하게 떼어낼 수 있

는 미닫이창을 두름으로써 방이 만들어진다. 일본 주거의 이러한 미닫이문 혹은

창을 열면 아주 개방적인 공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무더운 풍토로

인하여 이런 주거가 발생되었다고 여겨져 왔다.”24)

우리는 앞서 살펴본 고대 침전조와 중세 및 근세 서원조를 통해 위

언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침전조

에서는 발과 병풍을 통해 공간을 구획했으며, 발을 들어 올리고 병풍을

걷으면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대공간이 나

타나게 된다. [그림 22]는 후에 서원조로 성숙하는 무가조의 활용 양상을

묘사한 것으로, 여기에서도 실외공간과 실내공간 사이를 벽이 없이 기둥

으로만 구획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4) 카와모토 시게오(川本重雄), 「한·일 주거를 비교하는 시점」, 『건축사연구
제 17권 2호 통권 57호』, p.209, 2008

[그림 21] 『넨주교지에마키(年中行事繪卷)』에 묘사된 히가시산조덴(東三条殿)

다이진다이쿄(大臣大饗)의 한 장면 : 헤이안 시대의 명망 있는 가문인 후지와라(藤原)

가문이 1043년경부터 120년간 소유했던 대저택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출처 : 윤장섭, 『일본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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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내·외부의 경계에 외벽을 세우

지 않는 이러한 공간의 구조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것으로 여겨진다. 비바람과 추위 등으로 공간을 닫을 필요가 있

을 때는 [그림 23]에서 나타나듯이 외벽 대신 창호지를 바른 탈착식 미

닫이문이 활용되었고, 외벽을 세우지 않고 미닫이문으로 실외공간과 실

내공간을 구분하는 방식은 이후 민가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22] 중세의 화첩에 묘사된 무가조의 주택

(출처 : 일본건축학회, 『일본건축사도집』)

[그림 23] 서원조 주택에서 탈착식 미닫이문의 적용

(출처 : http://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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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의 평면과 [그림 11]의 개념도에서도 나타나듯이, 민가에서도

실외공간과 실내공간의 구분은 외벽이 아닌 미닫이문으로 이루어진다.

근대에 들어 유리가 건축 재료로 도입되면서 종이 창호와 함께 유리 창

호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수하지만, 외벽을 세우지 않고 벽의 역할

을 미닫이문이 대신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침전조 및 서원조와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미닫이문이 침전조 및 서

원조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가에서도 완전한 개방감을 추구하는 탈착식으

로 활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미닫이문을 활짝 열면 외부와 내부

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개방적인 공간감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아래 [그림

2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이렇듯 외벽을 세우지 않고 미닫이문이 외벽의 역할을 대

신하게 함으로써 실외공간과 실내공간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공간의 구조

에서 엔·엔가와는, 내부와 외부의 공간적 연속성을 강화하는 사잇공간으

로서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 주택의 실외공간과 실

내공간은 기본적으로 개구부를 가진 외벽을 통해 단절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한국 주택의 툇마루는 엔·엔가와와는 상당히 다른 공간적 특성

을 갖게 되는데,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4] 미닫이문으로 둘러싸인 민가의 우치엔

(출처 : http://google.com)



- 32 -

2) 외벽·여닫이문과 툇마루

툇마루는 엔·엔가와와 마찬가지로, 마루로 인해 어긋난 실내와 실외

간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성립하지만, 내부와 외부의

공간적 연속성을 강화하는 사잇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갖지는 않는다. 이

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 주택에서 실외공간과 실내공간의 구분이 외벽

을 통해 상당히 단절적인 양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러한 공간의

구조 속에서 툇마루의 구체적인 특성은 툇마루에 마주한 외벽의 개구부

가 창이냐, 문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외벽의 개구부에서 문과 창의 구분은 가장 단순하게는 머름의 존재

유무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머름은 창 아래 설치된 높은 문지방으로

[그림 25] 출입을 위한 문에는 설치하지 않는다.25) 따라서 머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모두 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머름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창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툇마루는 출입문 앞에

설치될 뿐만 아니라, 머름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출입문이 아닌 창의 역

할만을 하는 개구부 앞에도 설치된다. 우리는 이를 앞서 평면으로 제시

한 [그림 17]의 주택 뒤뜰을 촬영한 사진인 [그림 26]과 [그림 27]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 머름

(출처 :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에서

발췌 및 재편집)

[그림 26] 한옥의 창과 문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민가

건축 I』에서 발췌 및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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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림 26]과 [그림 27]의 사진을 보면, 안방 두 칸의 외벽에는 출

입문으로 여겨지는 두 개의 문이(작은 문을 마주한 쪽마루 앞에는 디딤

돌이 놓여 있다), 대청 두 칸의 외벽에는 머름을 가지고 있는 여닫이 창

이 개구부로 만들어져 있고, 쪽마루는 이들을 연속적으로 가로지르고 있

다. 이 쪽마루는 부엌의 외벽에서 출발하여 안방을 지나, 대청의 귀퉁이

를 돌아 건넌방의 외벽까지 이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머름을 가진 창

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앞뜰의 사진을 보면, 왼편으

로 아랫방 두 칸과 정면으로 안방 두 칸의 외벽에 머름을 가진 창이 설

치되어 있는 모습을, 안방 두 칸의 오른편으로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대청 한 칸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도 마찬가지로, 쪽마루와 툇간마루가 각각 아랫방의 창에, 그리고 안방의

창과 대청의 출입문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툇간마루이든 쪽마루이든, 두 마루 모두 외벽과의 관계

에 있어 문뿐 아니라 창과도 대응하는 공간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렇

다면 창과의 관계의 체제에 있어 툇마루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라

는 질문이 제기되는데,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다소 모호하지

만, 약 30-45cm정도의 높이를 가진 머름이 신체적 편안함과 심리적 안

25)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p.231, 2007

[그림 27] 머름과 툇마루

(출처 :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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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을 확보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26)는 사실에 주목해보

면, 머름 앞의 툇마루 역시 집주인과 하인 혹은 방문객 간의 관계를 조

율하고, 집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완충공간

으로서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머름이 방 내부를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머름 앞의 툇마루는 창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머름 앞에 만들어지는 툇마루는 실의 격식을 높이는 역할

을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구부가 출입문일 경우, 툇마루는 ‘실내 출입을 위해 마련된, 외

기에 노출된 전실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된다.27) [그림 28]의 양동

호씨 가옥 안채의 경우, 평면상 전퇴와 후퇴를 갖는 전후퇴집 형식으로,

전면 툇간에 깔린 마루가 대청과 대청 양 옆의 방, 그리고 오른쪽 하단

의 방의 출입문을 연결하는 통합 출입공간으로 기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면의 사진에서, 대청 양 옆 방의 외벽의 개구부는 앞서 살펴본

고급주택과 달리 창이 아니라 출입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만일 이 개

구부가 창이었다면, 각 방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청을 거쳐야 하는, 보다

격식적인 동선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오른쪽 하단의 두 방

은 평면상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었기 때문에, 하단의 방으로 진

입하기 위해서는 툇간마루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다.

또 [그림 29]의 김동수씨 가옥의 경우, 평면상 전퇴는 없고 후퇴만을

갖는 후퇴집으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면의 외벽 앞에 덧붙여진 쪽마루

가 안채의 대청 출입문과 안방의 출입문을 연결하는 통합 전실공간으로

기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보

건대, 규모가 보다 작고 격식을 유연하게 적용한 한옥에서는 실리적으로

26) 앞의 책, p.231

27) 한옥의 실내바닥은 좌식 공간이기 때문에 방 앞에서 신을 신고 벗어야 하
기 때문에, 지면과 바닥에 고저차가 생기면 눈이나 비를 피하면서 출입을 준
비할 수 있는, 실외와 실내의 완충지대가 필요해진다. 이것이 전실공간으로서
의 툇마루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한국건
축개념사전』, p.815 참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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툇마루에 대하여 창보다는 문을 채택하고, 각 실들의 출입구를 통합하는

전실공간으로서 툇마루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주로 선

적인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툇마루의 기능을

‘실들의 출입구를 통합하는 복도형 전실 공간’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이다.

종합해보면, 툇마루는 여닫이의 문 혹은 창을 갖는 외벽에 대해서, 출

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실공간 또는 실외에 대해 실내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심리적 완충공간으로서의 공간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정리되

며, 이는 툇간마루와 쪽마루 모두에 대해서 동일하다. 앞서 논의한 바 있

듯이 토지의 압박으로 인해 툇간을 주택 내에 구성할 여유가 없었던 도

시한옥에서는 툇간마루가 사라지고, 대신 쪽마루가 살아남아 툇마루의

공간적 기능을 보존하게 되는데, 도시한옥에서 쪽마루는 전통한옥에서와

[그림 29] 전북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814 김동수씨 가옥 안채 평면 및 사진

(출처 : 앞의 책에서 발췌 및 재편집)

[그림 28]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569 화순 양동호씨 가옥 안채 평면 및 사진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민가건축 II』에서 발췌 및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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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처마 아래에서 눈이나 비를 피해 출입을 준비하고, 한 실에

서 다른 실로의 이동의 편의를 도모하는 전실공간으로서 존재했다.

출입을 용이하게 하는 전실공간이든, 사생활을 보호하는 심리적 완충

공간이든 간에, 여닫이의 문 혹은 창을 개구부로 갖는 외벽에 대응하는

툇마루는 엔·엔가와와 달리 내·외부 공간의 연속적인 흐름을 구축하는

사잇공간으로서 성립하지는 않는다. 출입을 보좌하거나 내부를 보호하는

공간적 특성을 갖는 툇마루는, 오히려 외벽으로 단절된 내부가 외부와

직접적으로 면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물리적·심리적 불편을 방지하는

사잇공간으로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툇마루와 엔·엔가와의 이러한 성격적 차이의 근거를 실외공간

과 실내공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외공간의 성

격의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엔·엔가와와 툇마루가 관계 맺고

있는 실외공간은 각각 ‘정원’과 ‘마당’으로 구분되며, 실외공간의 성격에

대한 규명을 통해 엔·엔가와와 툇마루의 공간적 특성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이들이 대응하고 있는 실외공간의

성격적 차이를 근거로 엔·엔가와와 툇마루의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기로 한다.

2.2.2. 실외공간의 성격

1) 정원과 엔·엔가와

서론에서 제시한 대로, 일차적으로 엔·엔가와와 툇마루는 주택의 내·

외부 경계공간으로서 직관적인 유사성을 갖는다. 그러나 공간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외부’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졌던 공간 요

소가 실제로는 정원과 마당으로,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갖는 요소임이 확

인된다. 한국과 달리 주택 내에 정원을 가꾸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

에서, 엔·엔가와가 추구하는 ‘내·외부 공간의 연속성’이란, 사실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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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자연관을 나타내는 좋은 예는 정원이다. 일본 정원은 유럽에서와

같이 인공적인 기하학적 배치를 전혀 갖지 않으며, 자연 풍경의 재현으로 자연

경관을 빌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

가는 흙바닥식 주택은 정원과의 관련을 갖기 쉬울 것이며, 신발을 벗고 올라가

는 마루바닥의 일본 주택은 그것만으로 집의 안팎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

나 일본 주택에는 집주위와 집과 정원 사이에 툇마루(엔·엔가와)를 둔다. 툇마

루는 방 안에서 보면 실외이고 정원에서 보면 건축물의 일부가 되어 정원과 실

내를 잇는 역할을 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는 바닥 모두를 개방함으로써 창이라

는 한정된 틀이 없기 때문에 액자의 그림과 같은 정원 경치를 볼 수 없다. 내부

의 바닥은 툇마루를 매개로 하여 문 밖의 지면과 이어진다.”28)

위의 언급을 통해 우리는 정원의 존재가 자연과의 긴밀한 관계 맺기

를 추구하는 일본인 특유의 자연관을 드러내고 있으며, 엔·엔가와가 마

룻바닥으로 인해 단절될 수 있는 자연과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공간 요소

로서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침전조와 서원조의

배치도 역시 일본 주택이 가지고 있는 정원에 대한 욕구를 여실히 드러

내고 있다.

28) 오오타 히로타로오, 『일본건축사』, pp.24-25, 1993

[그림 31] 니노마루 어전 배치평면도

(출처 : 앞의 책)
[그림 30] 헤이안 시대

소설『겐지이야기』로부터 추정한

침전조 주택의 배치도

(출처 : 윤장섭, 『일본의 건축』에서

발췌 및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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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당과 툇마루

그런데 엔·엔가와와 달리 툇마루는, 아름다운 정원이 아닌 중정형 마

당이라는 실외공간에 대응한다. 한옥이든 도시한옥이든 한국의 주택에는

건물로 둘러싸인 중정형 마당이 있으며, 마당은 대문을 지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마당은 ‘아름다

운 자연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으로서 이

해되고 있으며, 마당에 대응하는 툇마루는 대문에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출입동선을 보좌함과 동시에 마당으로부터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실

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아래의 두 그림은 한옥의 마당과 도시한옥의 마당을 포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토지의 압박으로 평면의 형태가 압축되는 가운데서도

중정형 마당이 버려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인들의 정원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한국인들의 마당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추측

되는데, 두 상이한 주택 형식에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으로서의 마

당의 성격은 동일하고, 툇마루 역시 규모가 축소되었을 뿐 그 공간적 특

성은 일관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 괴산 김기응 가옥의 안채 평면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민가건축 I』에서 발췌 및 재편집)

[그림 32] 보문동 6가 62번지 양세균씨댁 :

1941년 건축된 ㄷ자 한옥의 예

(출처 : 이광노, 『서울 옛 도시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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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간의 구조에 대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주택

에서 내·외부 공간의 구획이 각각 기둥과 미닫이문, 외벽과 여닫이문으

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엔·엔가와가 내·외부 공간의 연속적

인 흐름을 구축하는 사잇공간으로서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툇마루는 외

벽으로 단절된 내부가 외부와 직접적으로 면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물리적·심리적 불편을 방지하는 사잇공간으로서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엔·엔가와와 툇마루가 정원과 마당이라는 상이한 성격의 실외공간

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정원을 내실로 끌어들이는 공간 요소

로서, 출입동선을 보좌하고 내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공간 요소로서

각각의 공간적 특성을 보다 명료하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엔·엔가와와 툇마루를 둘러싼 공간의 구조 위에

서 인간에 의해 어떤 의미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

의 체계 속에서 정원, 마당, 내실과 같은 공간 요소들이 실제로 어떤 역

할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어떤 성격이 부여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

인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공간적 특성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상황의 구조로부터 출발하여 재발견된 공

간의 구조는, 공간의 구조에 기초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간적

특성들을 포괄하는 한편, 그 내용을 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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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황의 구조를 통해 본 공간적 특성

엔·엔가와와 툇마루가 갖는 공간적 특성을 상황의 구조 속에서 귀납

적으로 재발견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야기 매체를

분석의 자료로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이야기와 같은 건축 외적 매체는

건축에 의해 자의적으로 설정되고 해석된 상황이 아닌 보다 실제적인 상

황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상공간의 공간적 특

성을 보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재발견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공간 이해

의 길이 된다. 이 절에서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상황 이론이 상황, 사

건, 공간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성질과 맞

닿아 있다는 사실에 주목, 그의 이론을 빌려 이야기가 제시하는 상황으

로부터 공간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수립한다.

2.3.1. 이야기가 제시하는 ‘상황’

1) 이야기가 제시하는 상황의 개연성

인간은 태곳적부터 이야기를 만들어왔고, 이야기가 전달되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소설, 연극, 드라마, 영화, 만화 등 다양한 이야기 장르

가 발전해왔다. 이야기는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상황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이야기 자체가 ‘개연성 있는 허구’

인 한에서 이야기가 제시하는 상황들 역시 개연성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상황의 주요 성분으로서의 사건과 공간

이야기는 하나의 의미를 갖는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사건들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무대’, 즉 ‘사건들이 펼쳐지는 공간’을 도입한다. 인

간이 신체를 통해 물리적 환경에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한29), 어떠한 이

야기 장르에서도 사건들이 펼쳐지는 물리적 공간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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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상황을 사건과 공간이라는 이원적 체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에서 공간은 일차적으로는 사건의 배경 혹은 무대로 도입되지

만, 그 도입 자체는 사건과 관련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우리

의 관심사는 이야기 그 자체보다도,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건들

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고 있는지에 있다. 인간의 삶이 공간을 무대로 펼쳐진다는 점, 그

리고 이야기가 인간의 삶에 관한 개연성 있는 허구라는 점을 고려해보

면, 우리는 이야기에서 공간이 도입되고 해석되는 방식 역시 나름대로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짐작해볼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의 증언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상황 이론을 빌려, 이야기

가 제시하는 상황으로부터 공간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수

립하고자 한다.

2.3.2. 상황 : 사건 + 공간

1) 상황의 개념 및 속성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영원과 건축』에서, ‘상황’을 ‘순간’ 혹은 ‘장

면’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알렉산더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단초

로, 그가 제시하는 ‘상황’의 구체적인 개념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순간을 가장 선명하게 기억할까?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깜박거리는 양초, 작은 종이 울리는 소리, 문틈으로 엿보며 몇 시간이고 기다리

다가 짤랑짤랑 울리는 작은 종소리를 듣고 몰려들어와서는 트리 아래 쉰 개의

희고 붉은 촛불을 바라보는 아이들, 촛불을 켜다가 실수로 불이 붙었던 작은 솔

가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그슬린 냄새…….”30)

29) 메를로 퐁티, 『지각의 현상학』 참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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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기차역에서 작별하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기차 안에서 유리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손을 흔들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 기차가 천천히 미끄러져 갈 때

플랫폼을 따라 달리는 모습…….”31)

위의 두 언급은 각각 ‘크리스마스의 기념’과 ‘기차역에서의 작별’이라

고 규정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두 상황은 ‘순간’과 ‘장면’의 맥락에서 하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일한 이미지와 같이 그려지고 있으며, 이는 제시된 여러 사건들

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속성을 갖는다.

예컨대 첫 번째 상황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깜박거리는 양초’,

‘작은 종이 울리는 소리’, ‘종소리를 듣고 몰려들어오는 아이들’, ‘솔가지

에 붙은 촛불’, ‘그을린 냄새’ 등이 ‘기념’이라는 하나의 상황을 구성하는

사건들의 계열로,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손

을 흔들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 ‘천천히 미끄러져 가는 기차’, ‘플랫폼을

따라 달리는 모습’ 등이 ‘작별’이라는 하나의 상황을 구성하는 사건들의

계열로 제시된다. 하나의 상황을 구성하는 사건들의 계열에는 인간에 의

한 행위적 사건과 함께 소리, 냄새 등 인간이 포착할 수 있는 행위 외적

사건들까지 포함되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한 순간, 혹은 한 장면에 대한

이미지로서 성립하는 ‘상황’이 인간에 의한, 혹은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미소(微小) 사건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사건의 개념 및 속성

‘사건’의 원어로 사용되고 있는 ‘event’의 개념을 사전적으로 확인해

보면, ‘event’란 “Anything that happens, especially something important

or unusual”32)로, 번역하면 ‘일어나는(혹은 발생하는) 어떤 것으로서, 특

히 중요하거나 드문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알

30)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영원의 건축』, p.84, 2013

31) 앞의 책, p.84

32) 「캠브리지 사전(Cambridge Dictionaries)」, http://dictionary.cambrid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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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산더는 사건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일어나는(혹은 발생하는)

일’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한편, ‘중요하거나 드물게 일어나는 일’로

서의 사건의 개념보다는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사소하고 반복적

이지만 중요한 일’로서의 사건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알렉산더가 ‘사건’이라고 이름붙이는 일들은 우선 “잠자기, 샤

워하기, 식당에서 아침 먹기, 서재에서 글쓰기, 정원 거닐기,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매일 점심 만들어 먹기, 영화 보기, 가족들과 외식하러 가기,

친구 집에서 술 한 잔 하기,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 달리기, 다시 잠자

리에 들기”33) 등과 같이 반복성이 쉽게 관찰되는 일상적인 행위들이다.

이러한 일들은 확실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알렉산더는 이

러한 일들의 존재를 화제의 대상으로 포착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

해서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알렉산더가 제시

하는 사건의 개념은 단순히 행위·기능·용도·프로그램의 맥락에서 받아들

여지기에는 보다 많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창턱에 비치는 햇살, 풀밭에 부는 바람도 사건이다. 그것도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들이 섞이든 그것

들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물리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집 밖의 개울 바닥이 바위로 되어 있고, 그곳은 비가 올 때만 물이 찬다고 하

자. 그곳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상황은 환경의 성격을 만

드는 데 강력한 영향을 준다.”34)

위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알렉산더가 제시하는 ‘사건’은 인

간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물리적인 영향

을 미치는 모든 인간 외적 사건들까지 포함한다. 해가 뜨고 지고,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며, 귀뚜라미가 울고 반딧불이

가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모든 환경적 요소들까지 적극적으로 사건의 범

33) 앞의 책, p.87

34) 앞의 책,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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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사건의 개념은 행위적 사건뿐만 아

니라 인간에 의해 재해석되는 행위 외적 사건으로까지 확대되는데, 위의

언급은 그 중에서도 특히 행위들 근처에서 분위기(atmosphere)를 조성하

는 환경적 사건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건

은 보다 밀착적인 관점에서 특정한 상황의 행위 및 분위기 양상을 동시

에 관찰한다는 점에서, 행위·기능·용도·프로그램의 영역으로 단순 환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공간의 개념 및 속성

알렉산더는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질적·사물적 차원

에서 고전적으로 합의된 정의35)를 따르고 있으나,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는 ‘사건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요소’로 이해된다. 이 때 공간과 사건은

하나의 상황을 구성하는 동전의 양면으로, 상황을 비물리적 관점에서 고

찰한 것이 사건이라면, 상황을 물리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서 알렉산더가 ‘사건’이라고 이름붙이는 일들

에 대해서, 이러한 각각의 행위 항목에 침대, 샤워실, 책상이 있는 서재,

좁은 길이 있는 정원, 공용 식당, 극장, 레스토랑 등의 공간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주목할 것은, 알렉산더가 기본적인 건축구조 및 재료 뿐 아니

라, 선반, 조리대, 식탁, 좌석과 같은 가구와 물건들에서 문이나 창턱과

같은 세부 요소들, 그리고 햇살, 과일나무, 넝쿨식물, 텃밭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요소들을 하나의 상

황을 구축하는 공간적 입자들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상황을

구성하는 사건의 구조를 미분적으로 절속하고, 사건의 범위를 행위의 영

역으로부터 행위 외적 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물

리적 대응항으로서 주어지는 공간의 구조 또한 미소 공간 입자들의 체제

35) 이는 “시각, 촉각, 청각, 운동감각, 평형감각 등에 의해 평행으로 체험되어지
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며, 현실적인 것”으로서의 공간의 정의를 의미한
다. 아게마츠 유우지, 『건축공간의 미학』, p.17, p.13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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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되는 동시에, 그 범위 역시 가구, 물건들에서 건축, 환경에 이르

기까지 하나의 상황을 구성하는 모든 공간 요소들로 확장되는 것이다.

알렉산더는 사건을 떠받치고 있는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가 공

간적 특성을 구축한다는 사실에 주목, 공간의 속성을 논의함에 있어 관

계의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도입한다. 공간적 특성을 구축하는 구성요소

들 간 관계의 범위는, 크게는 환경 혹은 대지와 건축물 간의 관계에서부

터 작게는 건축물 내부 프로그램들 혹은 구조체와 가구를 비롯한 내부

사물들 간의 관계 등, 하나의 공간적 특성을 형성하는 모든 관계들을 포

괄한다. 그는 구성요소 간 관계를 통해 구축되는 공간적 특성이 바로 우

리가 ‘측랑’, ‘현관’, ‘테라스’,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공간적 의미임

에 주목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당의 측랑을 생각해보자. 그것은 본당과 나란히 뻗어 있고, 그 옆에 서 있

는 기둥을 본당과 공유하고 있으며, 동서로 뻗어 있다. 교회 건물과 마찬가지로,

안쪽 벽에는 기둥이 있고, 바깥쪽 벽에는 창문이 있다. 언뜻 보면 이런 관계들

은 ‘부수적’인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측랑이라는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관계들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에 필수

적이며 사실상 구성요소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중략… 그러므로 측랑

을 측랑으로 만드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본당이나 주변의 다른 구

성요소들과 맺는 관계의 패턴인 것이다. …중략… 우리가 ‘부분part’이라고 부르

는 이런 것들도 사실 그것 자체로 패턴이며, 각 패턴은 그것을 규정하는 관계의

본질적 영역을 전혀 잃지 않으면서 형태, 색깔, 정확한 크기를 거의 무한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중략… 결국 구성 요소처럼 보였던 것들은 관계의 체제

fabric를 남긴 채 사라진다. 그 체제란 사실 반복되는 것의 실체이며, 건물이나

마을에 구조를 부여한다.”36)

구성요소 각각이 아닌, 요소들 간 관계로부터 의미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와 같은 논의는, 알렉산더가 이 문제를 구조주의적 관점37)에서 접근하

36) 앞의 책, pp.111-112

37) “주어진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요소의 성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중요
성도 가지지 않으며, 실제로는 그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그것이 지니는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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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공간적 의미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축적으로 관계의 체제를 탐색할 수 있는데, 앞서 인

용한 설명에서 ‘측랑’이라는 공간적 의미의 경우 첫째로는 본당이라는 다

른 프로그램을 갖는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둘째로는 기둥, 벽, 창문 등

의 세부적 구성요소들이 이루는 관계 속에서 그 의미의 성립 양상이 탐

색되었다. [그림 34], [그림 35]

또 ‘현관’이라는 공간적 의미의 경우, 현관 주변의 창문, 현관문 밖의

쉼터(전이공간), 현관 주위의 선반, 코트와 신발을 벗고 자전거를 보관하

기 위한 수납장 등 세부적 요소들이 이루는 관계 속에서38), 또 내부와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현관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림 36], [그림 37] ‘테라스’와 ‘정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물 외부에 그

늘을 만드는 차양, 텃밭, 벤치 등이 이루는 관계 속에서, 또 건축물과 대

지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테라스와 정원으로 성립할 것이다.

렌스·호옥스,『구조주의와 기호학』, p.20, 1998

38) 이는 공간+사건 패턴들의 253가지 예시를 모아 정리한 『패턴 랭귀지』에
서 130번째 패턴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관실’을 구성하는 관계의 체제이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패턴 랭귀지』, pp.585-587, 2013

[그림 34] 노르웨이 루체른 교회의

측랑

(Holden Lutheran Church, Norway)

(출처 : https://mnprairieroots.com)

[그림 35] 서양 교회의 일반적 평면 패턴 :

칠해진 부분이 측랑이며, 그 사이 공간이

본당이다.

(출처 : http://stuybl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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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의 틀의 수립

우리는 알렉산더를 따라 사건과 공간을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지

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둘을 구분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으며, 보

다 중요한 것은 사건과 공간이 서로 불가분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이다. 실제로 우리가 앞서 개념적으로 고찰한 바를 비교해보면, 사건의

개념은 일상적으로 이어지는 행위적 사건과 함께, 행위들 근처에서 분위

기(atmosphere)를 조성하는 환경적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간의 개념은 기본적인 건축구조 및 재료, 가구와 물건, 문이나 창턱과

같은 세부적 요소들, 햇살, 과일나무, 넝쿨식물, 텃밭과 같은 환경적 요소

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공간과 사건

은 하나의 의미를 갖는 상황에 대한 물질적 차원과 비물질적 차원에서의

양면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사건은 더 이상 행위·기능·용도·프로그램에 포섭되지 않으며, 공

간은 더 이상 하나의 조형 언어로서 사건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이해되

지 않는다. 대신, 사건은 행위뿐만 아니라 감정과 분위기를 포괄하는 것

으로, 그리고 공간은 사건과 함께 형성되고 사건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 둘은 평행적 결합 관계 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 ‘상황’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36] 현관실

(출처 :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패턴랭귀지』)

[그림 37] 현관실의 평면 : 현관실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간 요소들의 관계의 구조에 주목한다.

(출처:크리스토퍼 알렉산더, 『패턴랭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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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구조로부터 상황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이를

떠받치고 있는 공간의 구조로 이어지는 알렉산더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는 공간이 하나의 의미를 갖는 상황을 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즉 ‘기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법 한’ 공간의 설계를 위한 새로운 건축설계 방법

론의 제시를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논의가 본 연구

에 강력하게 시사하는 바는, 상황의 구조에서 출발한 공간 구조의 분석

방식이 건축적 관점이 간과할 수 있는 공간의 특성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상황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간의

특성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주어진 상황을 이루고 있는 사건

의 계열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은, 공간 그 자체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확인되지 못하는 공간의 의미

와 특성을 드러내줄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 따라 상황, 사건, 공

간으로 이루어진 분석의 틀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구체적인 분석의 사례

그렇다면 이렇듯 상황에서 사건으로, 사건에서 공간으로 이어지는 분

석의 틀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기로 한다. 아래의 언급

을 통해 주어지는 상황은 이발소에서의 한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를 상황을 구성하는 사건들의 계열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간 사건들의 계열에 대응하는 공간 요소들의 관계의 구조

▲

사건 상황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미분 요소로서의 사건들

▲

상황 하나의 단일한 의미를 갖는 순간 혹은 장면

[표 2]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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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에는 이발사가 있고, 한쪽에 나란히 앉아 기

다리는 손님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이발용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거울 앞에

놓여 있다. 이발사는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동안 이런저런 한담을 한다. 근

처에는 포마드 병이 놓여 있고, 탁자 위에는 드라이어가 놓여 있고, 머리를 헹

구기 위한 대야가 앞에 있고, 벽에는 칼을 가는 가죽이 걸려 있다.”39)

우리는 위와 같은 묘사에서, 어떤 부분이 공간 혹은 공간 내 물리적

구성요소들이고, 어떤 부분이 사건 혹은 행위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알

렉산더 역시 이와 관련하여 “행동과 물리적 공간은 하나다. 그것들을 분

리하는 건 불가능하다”40)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위의 예시가 이발소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정한 상황에 관한 묘사라

면, 우리는 이러한 장면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발용 의자가 놓

여 있고’, ‘이발사와 손님 간 한담이 이루어지며’, ‘포마드 병, 드라이어,

대야, 칼을 가는 가죽 등이 놓여 있는’ 사건들의 계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대기 공간과 이발 공간, 탁자, 포마드 병과 드라이어, 대야 등

건축 구조체와 가구, 물건 일체를 포함한 물리적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구조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존재 양상이 드러나게 되며, 우리는 이것이

곧 ‘이발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공간의 공간적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

는 것이다.

2.3.3. 엔·엔가와와 툇마루의 상황의 구조

1) 엔·엔가와의 상황의 구조

우리는 앞서 침전조, 서원조, 민가 등 시대와 사용자의 결이 상이한

여러 주택 형식에 걸쳐, 엔·엔가와라는 공간 형식이 주택의 내·외부 경계

공간으로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하

는 이야기들 속에서는 ‘인물들 간 연대’라고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반복

39) 앞의 책, p.90

40) 앞의 책,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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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설정되는데, 침전조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 『겐지이야기』와

만화 『음양사』에서는 연인과 친구 간의 연대가, 서원조를 배경으로 하

는 게임인 『사나다 마루』와 민가를 배경으로 하는 『호타루의 빛』,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는 가족 간의 연대가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순수하게 공간적인 관점에서 엔·엔가와의 공간적 특성

은 단지 내·외부의 공간적 연속성을 강화하고 정원을 내실로 끌어들이는

공간 요소로 규정되지만, 상황적인 관점에서 이 공간은 심리적 간격의

축소를 통해 보다 친밀한 인간관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새

롭게 이해된다.

앞서 수립한 분석의 틀에 따라 ‘인물들 간 연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사건과 공간의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사건들의 존재 양상으

로부터 날씨, 계절, 시간과 같은 환경적 존재에 대한 감각이 행위와 긴밀

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유의미한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대’라는

상황의 구조에 있어 환경적 사건들의 강조는, 단지 정원과 하늘이 심미

적으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이를 통해

계절, 날씨, 시간의 존재를 포착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감

정과 행위의 공유가 서로 다른 자아 간의 심정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근

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담지자로서 엔·엔가와는 단지 ‘내부와 외부의

공간적 연속성을 강화’하고 ‘정원을 내실로 끌어들이는’ 공간일 뿐만 아

니라, ‘자연의 존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감정과 행위의 공유를 통해 인

간과 인간 사이의 심리적 경계를 허물어내는’ 공간이기도 한 것으로 정

리된다.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한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에 있어

공간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외적인 자연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그 방향

성은 밖에서 안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툇마루의 상황의 구조

그런데 한국 주택의 툇마루에 대해서는 ‘연대’보다는 주로 ‘대면’이 이

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내실 밖에 있는 사람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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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이루어지는 ‘접근’과 내실 안에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개입’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통 한옥의 툇마루에 대해, 『무녀도』와 『동구 앞길』은 내실 밖에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툇마루가 ‘마당에서 내실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웰컴 투 동막골』은 내실 안에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툇마루가 ‘내실에서 마당으로의 개입’이 이루어지

는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상황의

존재 양상을 도시한옥을 주 무대로 설정하고 있는 단편소설 『따라지』

와 연극 『툇마루가 있는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엔·엔가와와 달리 툇마루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적

사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툇마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건들의

구조로부터 우리는 자연에 대한 감각보다는 영역에 대한 감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접근’의 상황에서든 ‘개입’의 상황에서든, 사건들은

마당과 내실이라는 두 가지 영역의 중심을 따라 전개되고 있었으며, 이

때 ‘방문이 열린다’는 사건이 서로 다른 영역에 놓인 두 타자 간의 충돌,

즉 두 영역 간 대립을 알리는 일관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었다.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를 따라 각 공간의 특성을 해석해보면, 마

당은 외적인 자연 환경보다는, 방문자가 들어오고 싸움이 벌어지며 사람

들이 모여드는 공적 공간임이 확인된다. 그에 비해 내실은 두꺼운 외벽

을 통해 마당으로부터 차단된 사적인 공간이며, 툇마루는 두 영역 간 충

돌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사적 영역을 마당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

에 마당으로 확장하는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 경우 툇마루

는 엔·엔가와와 달리 첫째, 내실의 영역이 주택 밖으로 확장된 공간이며,

둘째, 영역의 구분 아래에서 타자와 타자 간의 충돌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다. 툇마루를 중심으로 한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에 있어 공간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내실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방향성은 안

에서 밖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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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상황이론에 근거한 분석의 틀을 가지고 엔·엔가

와와 툇마루가 내세워지는 다양한 이야기 속 상황들을 분석해보면서, 앞

서 공간의 구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확인한 공간적 특성의 내용을 심화

해보기로 한다.



3. 분석 1

3.1. 침전조의 엔

3.2. 서원조의 엔

3.3. 민가의 엔

3.4. 엔·엔가와의 상황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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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침전조의 엔

이 절에서는 앞서 수립한 분석의 틀에 따라, 일본 전통주택의 특징적

인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상황을 다양한

이야기 매체를 통해 분석한다. 상황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앞서의 이

론적 고찰에 따라 주어진 상황의 구조를 비물리적 사건의 영역과 물리적

공간의 영역으로 구분하되, 공간을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건을 토대로 이를 떠받치고 있는 공간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엔·엔가와가

내세워지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전개되는 양상을 통해, 엔·엔

가와의 공간적 특성을 구축하는 공간 요소들 간의 관계의 구조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3.1.1. 『겐지이야기』

1) 개요

『겐지이야기(源氏物語)』는 11세기 초(헤이안 시대 중기)에 궁녀 무

라사키 시키부(紫式部)가 집필한 장편 소설로, “문무 양면에 뛰어난 재능

을 가졌으며 요염할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에 다감하고 색을 좋

아하는 성품을 지닌”41) 황자 히카루 겐지를 중심으로 한 귀족적 치정사

(癡情事)가 내용의 주를 이룬다. 남자가 여자의 집에 드나드는 당대 귀족

의 연애 풍속에 따라, 이 이야기의 배경은 주로 여자의 집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다양한 신분과 개성을 가진 여자들이 출연하는 만큼 주택의 규

모와 개성 또한 다르게 묘사된다.

41)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 『겐지이야기 1』, 김난주 역,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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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의 구조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주택들은 주로 당대 귀족 주택의 전형이었던

침전조의 주택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는 이야기가 제시하는 각 장

면들 속에서, 침전조 주택의 실제적인 사용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본 연

구의 관심사에 따라 침전조 주택의 다양한 공간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엔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우리

는 상황이 묘사되는 양상 가운데서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의 존재를 확

인할 수 있다. 세토우치 자쿠초가 현대 일본어로 옮긴 『겐지이야기 1』

에서 발췌한 몇 가지 장면들과 함께 이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 비 내리는 밤의 여인 품평회42)

어느 시월의 달빛이 아름다운 밤의 일이었죠. 퇴궁하는 길에 한 벼슬아치와

같이 수레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인 대납언의 집에 머물 생각이었는

데, 그 벼슬아치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늘 밤, 틀림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여자가 유난히 마음에 걸려서.’

벼슬아치가 가는 길목에 그 여자네 집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거기까지 동행

하게 되었습니다. 황폐한 토담 사이로 연못물에 비친 달그림자가 보이더군요.

달빛마저 쉬어가는 집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수레에서 내린 남자의 뒤를

몰래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벌써 정을 나눈 지가 오랜 듯, 남자는 상당히 들

뜬 걸음으로 중문에 가까운 사랑채로 걸어가 툇마루 같은 곳에 앉아 한참이나

달을 올려다보더군요. 앞뜰에 핀 국화가 서리를 맞아 색이 슬슬 변하기 시작한

것도 그렇고, 바람과 앞을 다투며 흩어지는 낙엽도 그렇고 꽤나 정취 있는 풍경

이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품에서 젓대를 꺼내 불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젓대

소리 사이사이로 의뭉스러운 노랫소리가 들리더군요.

‘오늘 밤은 아스카이에 묵고 싶구나.’

여자는 사전에 용의주도하게 음색 고운 육현금의 줄을 맞춰 놓았는지, 노랫

소리에 맞추어 멋들어지게 합주를 하였습니다. 그 광경이 참으로 볼만했지요.

42) 앞의 책,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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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카이」율조의 선율이 발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자 손으로 부드럽게 퉁기

는 육현금의 현대적이고 화려한 음색과 어우러져 청명한 달빛과 실로 그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남자는 감격에 겨워하며 발 가까이로 다가가더군요.

‘이 뜰의 낙엽은 아직 아무도 밟은 흔적이 없구려. 그대의 사랑하는 이는 참

으로 무심한가 보오.’

위 장면은 화자인 좌마두가 자신이 사귀고 있었던 여인의 집에 다른

남자가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을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다.

주목할 점은 작가가 좌마두라는 화자의 입을 빌려 두 남녀의 밀회 장면

을 묘사함에 있어, 발을 사이에 두고 노래를 부르고 육현금을 퉁기는 남

녀의 행위와 함께, 이러한 행위를 감싸고 있는 환경의 존재를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장면에서 환경의 존재를 강조하는 표현의

계열은 크게 두 가지, ‘밤’과 ‘달빛’ 등이 대변하는 시간의 계열과, ‘국화’,

‘서리’, ‘낙엽’ 등이 대변하는 계절의 계열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림 38] ‘비 내리는 밤의 여인 품평회’에서 좌마두의 회상 장면 : 후대에 그려진 삽화

(출처 : 오사카 아오야마 역사문학박물관, https://www.osaka-aoyama.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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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로 엔에 면하고 있는 정원에 대한 묘사로부터 확인된다.

이 장면 속에서 남자는 엔에 앉아 발 너머를 향해 구애의 노래를 부

르며, 여자는 발 너머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악기로 화답한다. 그리고

이는 시간과 계절이 구축하는, 소설 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윽한’ 분위

기에 감싸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발을 사이에 두고 내실과 엔에서 이루

어지는 남녀의 행위적 사건과, 시간과 계절의 감각을 일깨우는 환경적

사건이 함께 ‘정서적 연대’라고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의 계열에 비추어볼 때, 이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 요소의 범위는 인위적 건축공간을 넘어 시간

과 계절의 감각을 일깨우는 사건들의 담지자인 정원과 하늘로까지 확대

되며, 우리는 엔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공간의 구조를 다음과 같

은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미야스도코로와의 하룻밤 후 겐지의 아침 귀갓길43)

온갖 꽃이 알록달록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정원으로 눈길을 돌리니 그 아름

다움에 취하고, 툇마루에 서 있는 겐지의 모습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우니

그만 넋을 잃을 따름입니다. 시녀 중장이 수레에 타기 위해 건널복도로 가는 겐

지와 동행하였습니다. 계절에 어울리는 보라색 겉옷을 입고 얇은 겉치마를 받쳐

입은 중장의 허리가 나긋나긋 요염하게 보였습니다. 겐지는 돌아서서, 툇마루

구석에 중장을 잠시 앉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주종의 예를 허물지 않는 깍듯

한 태도하며, 까만 머리칼이 볼을 타고 내린 모습하며, 과연 미인이라고 감탄하

였습니다.

청초하게 피어 있는 / 나팔꽃 같은 여인이여 / 바람둥이라 이름나기를 피하

고는 싶으나 / 어찌 꺾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랴 / 오늘 아침 사랑스런 이 나

팔꽃을

“아아, 어찌하면 좋다는 말이야.”

겐지는 이렇게 말하고 중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장은 당황하지 않고 순간

적으로 시녀의 입장에서 미야스도코로를 꽃에 비유하여 차분하게 노래를 지어

43) 앞의 책, 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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읊었습니다.

아침 안개도 채 걷히기 전에 / 돌아갈 길을 서두르는 당신 / 나팔꽃처럼 아

름다운 이에게는 / 마음이 있지 않은 듯 보이니

세련되고 귀여운 차림으로 잔뜩 멋을 부린 심부름하는 소년이 발목에 단단히

맨 바짓자락을 아침 이슬에 적시면서 꽃들 사이로 헤치고 들어가 나팔꽃을 꺾

어 오는 모습하며, 그림 속 풍경처럼 정취 있는 정원이었습니다.

[그림 39] 미야스도코로와의 하룻밤 후 겐지의 아침 귀갓길 : 후대에 그려진 삽화

(출처 : 도쿠가와 미술관, www.tokugawa-art-museum.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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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장면은 겐지가 미야스도코로라는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시녀의 배웅을 받으며 여인의 방을 나서다 시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상

황을 묘사한 것으로, 엔과 주변의 다른 공간 요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원과의 관계가 강조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겐지가 엔을 따라 방

을 나서는 길에, 엔이 마주하고 있는 정원에는 안개가 피어 있고, 이슬이

맺혀 있으며, 아침을 알리는 나팔꽃이 활짝 피어 있다. 작가는 겐지가 여

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가는 길에 여인의 시녀에게 구애의 시를 읊는

이 부적절한 장면에서도 환경이 만드는 분위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겐지가 시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이 그 아침의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겐지와 시녀가 아침의 정원

을 마주하고 있는 엔을 나란히 걷고 있을 때, 겐지의 마음을 어지럽힌

것은 시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아침 정원의 아름다움이기도 했으

리라는 것 정도는 짐작해봄직 하다. 시녀의 정중한 거절로 겐지와 시녀

의 ‘정서적 연대’는 성사되지 못했으나, 겐지의 부적절한 구애 행위를 묘

사한 이 장면은 앞서 제시한 장면과 마찬가지로, 엔을 중심으로 한 상황

의 구조가 인물들의 행위와 함께 환경이 만드는 분위기 속에서 성립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1.2. 『음양사(陰陽師)』

1) 개요

오카노 레이코의 『음양사(陰陽師)』는 199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일

본 만화 잡지 「세이넨(青年)」에 연재된 작품으로, 작가는 이 작품으로

2001년 일본 만화계의 3대 상 중 하나인 테즈카 오사무 문화상(手塚治虫

文化賞)을 수상하였다. 이 작품은 921년에서 1005년 사이에 실존했다고

알려져 있는 음양사44) ‘아베노 세이메이(安倍晴明)’와, 귀족 가문 출신의

무사이자 뛰어난 악사인 ‘미나모토노 히로마사(源博雅)’를 주인공으로 내

44) 음양사는 헤이안 시대 조정의 점술, 주술, 제사를 담당하는 공식 기관이었던
음양료(陰陽寮)에 속해 있었던 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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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히로마사가 헤이안쿄(平安京)에서 일어나는 각종 요괴와 귀신 관련

사건들을 세이메이에게 의뢰하고, 두 사람이 함께 출타하여 사건을 처리

하는 옴니버스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 구조에 있어 히로

마사가 세이메이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장면이 하나의 독립적인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데, 주목할 것은, 사건의 발생-의뢰-

사건의 해결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구성된 다양한 독립적인 이야기들 가

운데서, 사건 의뢰의 장면이 세이메이 자택의 ‘엔’을 배경으로 그려진다

는 공통점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2) 상황의 구조

이 작품은 앞서 제시한 『겐지 이야기』와 동일한 시대적·공간적 배

경을 설정하고 있으나, 그 창작 시기는 각각 고대 일본과 현대 일본이라

는 천 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지 이야

기』에서 확인했던 바, 엔을 중심으로 한 상황의 구조에 있어 환경에 대

한 감수성이 강조되는 양상을 이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다.

작가는 히로마사가 세이메이에게 출타를 의뢰하는 장면을 묘사함에 있

어, 엔을 중심으로 시간과 계절, 날씨 등 환경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강조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논의에서는『음양사』에서 발췌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면들을 통해 이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그림 40] 보름달이 뜬 밤

(출처 : 오카노 레이코, 『음양사』에서 발췌 및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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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그림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가는 히로마사가 세이메이에

게 출타를 의뢰하는 장면을 묘사함에 있어, 엔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인

물들의 행위와 함께, 보름달이 뜬 밤, 눈이 내리는 밤, 비가 내리는 오후

등 이를 둘러싼 환경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히로마사의

의뢰는 단순한 요구 혹은 요청이기보다는 천문, 점술, 역 등에 관한 세이

메이와의 철학적인 대화의 한 맥락으로서 성립하며, 그러한 한에서 엔은

의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에 앞서, 두 인물 간의 내밀한 대화가 펼쳐

지는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환경이 만드는 분위기와, 그 속에

서 전개되는 일련의 대화는 두 인물 간의 관계를 단순히 의뢰인-해결사

가 아닌,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겐지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는 두 인물의 행위와, 달이 뜨고, 눈과 비가 내리는 환경이 만드는

분위기가 함께 ‘정서적 연대’라고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을 구성하

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의 계열로부터 상황의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공간 요소들의 범위를 엔으로부터 정원, 하늘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림 42] 비가 내리는 오후

(출처 : 앞의 책에서 발췌 및 재편집)

[그림 41] 눈이 내리는 밤

(출처 : 앞의 책에서 발췌 및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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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히로마사의 의뢰

(출처 : 앞의 책에서 발췌 및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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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에서 [그림 44]로 이어지는 시퀀스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

지는 가운데 ‘밤이 깊어가는 순간’을 그리고 있으며, 대화가 끝나고 히로

마사의 피리 연주가 시작될 즈음 정원에 반딧불이가 날아오르는 것을 줌

-아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장면 역시 앞서와 같은 맥락에서 상황의

구조 안으로 환경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전체 이야기 구조에서 의뢰가 두 사람 간 친밀한 대

화의 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감안해보면, 이 작품에서 엔은

이야기 전개의 방아쇠가 되는 장소이자, 더 나아가 두 사람 사이의 우정

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러

한 일련의 장면들을 『겐지 이야기』에서의 그것과 나란히 놓아보면, 천

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엔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상황의 구조가 시간과 계절, 날씨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공유할 수 있

게 하는 다양한 환경적 사건들의 존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 의뢰가 성사된 후 히로마사의 피리 연주

(출처 : 앞의 책에서 발췌 및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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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원조의 엔

3.2.1. 『전국무쌍 사나다 마루(戦国無双 真田丸)』

1) 개요

『전국무쌍 사나다 마루』는 일본 전국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다케

다 신겐의 가신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밑에서 활약했던 실존 인물 사

나다 마사유키(1547-1611)와, 그의 아들 사나다 유키무라(1567-1615)의

일대기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 게임이다.

2) 상황의 구조

전국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의 특성상, 이 게임 속의 주택은 앞서 2.3.1.

에서 살펴 본 서원조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

원조는 귀족이 아닌 무사들에 의해 발달한 주택 형식으로, 침전조와는

시대와 사용자에 있어 그 결을 달리한다. 하지만 우리는 침전조를 배경

으로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서원조를 배경으로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서도, 엔을 중심으로 한 상황이 ‘인물들 간의 연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 서원조 주택의 엔에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사나다 마사유키

(출처 : 『전국무쌍 사나다 마루』의 영상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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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서원조 주택의 엔에 함께 앉아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나다 부자

(출처 : 앞의 영상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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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에서 제시한 장면은 죽음에 임박한 사나다 마사유키가 하현

달을 바라보며 무사로서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는 장면이며, [그림 46]

에서 제시한 장면은 아들 유키무라가 다가와 아버지 마사유키 곁에 나란

히 앉아, 하현달을 함께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이 대화의

내용은 주로 아버지의 지난날과 아들의 다가올 날에 관한 것으로, 여기

서 아버지는 지난날 자신이 마음에 품고 살았던 의지에 관해서,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자신이 마음에 품게 된 의지에 대해 이야

기한다. 따라서 이 장면 역시 아버지와 아들 간 ‘연대’가 이루어지는 장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부자의 대화 가운데 밤과 달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사유키가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유키무라가 그 곁에 나란히

앉아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퀀스[그림 35]의 제시로부터, 우리는 두

부자의 내밀한 대화라는 행위적 사건의 전개에 있어 ‘하현달이 비추는

밤’이라는 환경적 사건이 대화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드는 요소로 도입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의 두 이야기에서와 마

찬가지로 이 장면에서의 상황의 구조 역시 행위적 사건과 환경적 사건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여

기에서도 엔과 함께 ‘하늘’이라는 공간 요소의 존재가 중요한 것으로 지

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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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민가의 엔가와

이 절에서는 민가의 엔가와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상황을 드라마와 영

화를 통해 분석한다. 엔가와가 내세워지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전개되는 양상을 통해, 엔·엔가와의 공간적 특성을 구축하는 공간 요소

들 간의 관계의 구조를 확인해보기로 한다.

3.3.1. 『호타루의 빛』

1) 개요

일본 NTV에서 2007년에 방영된 드라마 『호타루의 빛』은 도쿄의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부장 타카노 세이치(40대)와 사원 아메미야 호타

루(20대)의 우연한 동거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줄거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이야기는 도쿄의 화려한 업무지구를 낮 생활의 배경으로, 근대

의 일식 주택을 밤 생활의 배경으로 설정하여 이들이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한 지붕 아래의 다른 방에서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

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 때 관계의 근거가

되는 공간으로서 엔가와가 지목된다.

2) 상황의 구조

우선 이야기의 주 무대 중 하나인 주택의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그

림 4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치엔(內緣)과 정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아메미야의 방과 타카노의 방이 배치되고 있으며, 방들에 둘러싸여 중정

형으로 만들어진 정원은 거리에 면한 주택의 주출입구로부터 완전히 독

립되어 있다. 각자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거를 시작

한 두 남녀는, 밤마다 엔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고[그림 48], 이를 통해 나이 차이와 직급 차이를

극복하고 연애 감정을 키워나가게 된다.



- 68 -

[그림 48] 엔에 앉아 정원을 마주하며 보내는 시간

(출처 : 앞의 영상에서 발췌)

[그림 47] 드라마에서 주택의 공간 구성

(출처 : 『호타루의 빛』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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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세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에서도 엔가와와 함께, 엔가

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존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출한다. 풀벌

레 소리, 푸르러진 초목들 사이로 반딧불이가 날아오르는 모습, 맥주와

수박, 불꽃놀이 등이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암시하며, 특히 엔가와

위에서 전개되는 인물들의 행위를 줌-아웃의 구도로 포착하여 여름의

정원이 만드는 환경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음양사』에

서의 여러 장면들과 동일한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드라마에서도 두 인물 간의 정서적 연대라는 하나의 상황을 묘사함에 있

어, 엔가와라는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위들(맥주를 마시고

수박을 먹거나, 불꽃놀이를 하는 등)뿐만 아니라 엔가와에 마주한 정원

이 내보이고 있는 계절의 감각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엔가와는, 단순한 무대 혹은 배경이기를 넘어, 종국에는 두 사람의 관계

를 은유하는 상징적 의미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우리는 이야기의

막바지에서 두 사람이 잠시 헤어져 있었던 기간 동안 나눈 다음과 같은

통화 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여주인공의 분가 이후45)

아메미야 : 부장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타카노 : 집이야, 엔가와다.

아메미야 : 아, 엔가와요. (집은) 언제, 헐릴 거예요?

타카노 : 자네와는 이제 관계없지.

아메미야 : 그래도…….

타카노 : …….

아메미야 : 이런 식으로 전화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네요, 우리들 항상 엔

가와에서 이야기 했었으니까……. 하루의 끝에 둘이서 나란히 엔가와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얼마 전 일인데도 뭐랄까 아주 오래전 일 같

이…….

45) 『호타루의 빛』제 10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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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라마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은, 엔가와가 있는 낡은 주택과

고급 아파트의 대비를 통해 소통의 진정성 테제를 공간적으로 탐색하는

관점 또한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카노의 경우, 이혼 전 아내와 살던

고급 아파트와 엔가와가 있는 주택이, 그리고 아메미야의 경우 다른 상

대를 만나게 되면서 얻은 아파트와 엔가와가 있는 주택이 각각 소통 불

능과 촉진의 장소로 나란히 대비된다. 타카노는 끝내 아내와의 소통 불

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아메미

야의 다른 상대는 결국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지 못했다.

소통이 차단되자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아메미야는 앞서 제시한

통화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타카노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그리

워하다 결국 다른 상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타카노가 있는 본래의 집으

로 돌아오게 된다.

이 이야기는 ‘연인 간의 관계’를 테마로,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

지는 관계란, 상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자신의 있는 그대

로의 모습을 내보이는 것’이라는 주제 의식을 엔가와를 통해 풀어내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드라마가 엔가와를 중심으로 이들 아파트

를 나란히 대비시키고 있는 것은, 엔가와가 갖고 있는 공간적 조건과, 그

위에 결합하는 사건의 구조가 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의 가능성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할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도 이와 유사하게 엔가와를 중심으로 한 관

[그림 49] 타카노가 이혼 전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던 아파트

(출처 : 앞의 영상에서 발췌)

[그림 50] 아메미야가 분가하면서

남자친구와 얻은 아파트

(출처 : 앞의 영상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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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그려지고 있는 엔가와의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보

기로 한다.

3.3.2. 『바닷마을 다이어리』

1) 개요

2015년 개봉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

리』는, 코다 가의 세 자매 사치(29세), 요시노(22세), 치카(19세)와, 아버

지가 혼외로 낳은 어린 이복 여동생 스즈(14세) 사이의 관계와 소통의

문제를 다룬다. 이야기는 세 자매가 외도로 오래 전에 집을 나간 아버지

의 장례식에 갔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갈 곳이 없어진 스즈를

가마쿠라의 본가에 데리고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복잡한 관계

로 인해 아버지나 각자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네 자매

사이에 암묵적인 금기사항처럼 되어 있는데, 다소 불편한 동거생활이 이

어지는 가운데 주인공들의 내면에서 발생하고 변화하는 미묘한 감정들을

포착하는 것이 영화의 주요 테마로 설정된다. 특히 영화는 자신의 어머

니로 인해 언니들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스즈의 죄의식

과, 네 자매가 가족으로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죄의

식의 치유 과정을 초점적으로 포착하고 있는데, 이 때 일련의 가족적 상

황들이 펼쳐지는 가장 중심적인 공간이 엔가와로 설정된다.

2) 상황의 구조

영화 속에서 엔가와는 네 자매를 중심으로 한 가족적 상황들이 펼쳐

지는 공간으로서, 앞서 살펴본 여러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엔가와를 둘러

싼 사건들의 계열은 엔과 뜰이 맺고 있는 관계의 구조 위에서 성립한다

[그림 51]. 이들은 뜰에서 매실을 따 매실주를 만들거나 불꽃놀이를 하기

도 하면서 가족으로서의 일상을 공유하는데, 이 때 엔가와와 뜰을 중심

으로 펼쳐지는 일련의 상황들은 ‘네 자매 간의 가족적 관계의 성립’이라

는 주제 의식을 일관적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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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여러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도 엔과 함께, 엔을 둘

러싸고 있는 환경의 존재가 강조된다. 특히 매실과 관련된 다양한 장면

들, 이를테면 매실을 따서 매실주를 함께 만들고[그림 52], 이듬해 그 매

실주를 나누어 마시는 장면[그림 53] 등은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

러내는 장치임과 동시에, 세 자매가 스즈를 집에 데려 오면서 맞이한 첫

번째 여름에서 이듬해 여름에 이르기까지 네 자매로서 보내는 가족적 시

간의 축적을 증언하는 상징적 장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면들이 대개 엔가와를 중심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해 보면, 앞서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 역시 관계와 소통이라

는 테마를 풀어감에 있어 엔가와와 뜰을 중심으로 한 계절의 감각과, 이

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행위들이 갖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의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

에서 엔가와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의 계열 역시 ‘인물들 간 정서적 교류’

라는 주제 의식을 일관적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를 떠받치고 있는 공간

으로서의 엔가와는 종국에는 인물들 간 관계를 은유하는 상징적 의미로

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그림 51] 영화의 주 무대 : 엔과 뜰이 있는 주택

(출처 : 고레에다 히로카즈, 『바닷마을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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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신의 어머니로 인해 언니들의 가정이 깨어졌다는 생각으로 죄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스즈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엔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몸을 말리고 있는 [그림 54]와 같은 장면은, 그녀가 언니들에 대

[그림 54] 선풍기 앞에서 몸을 말리는 스즈

(출처 : 앞의 영상)

[그림 52] 엔과 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족적 일상 : 매실주 만들기

(출처 : 앞의 영상)

[그림 53] 매실주를 마시는 사치와 스즈

(출처 : 앞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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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죄의식을 내려놓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을 상징

적으로 제시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야기의 후반부에, 사치와 스

즈는 마침내 서로 조심스러워했던 주제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고, 스즈는 불륜으로 언니들의 가정을 깨뜨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사치에게 털어놓게 된다. 그리고 사치가 이것을 감싸 안

으면서 스즈의 죄의식은 완전히 해소되며,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는

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제시되는 다음과 같은 네 자매의 대화, 특히

맏언니 사치의 대사는 이 이야기에서 엔가와가 가족적 관계의 성립을 이

끄는 장소로서 갖는 상징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마지막 장면에서 네 자매의 대화46)

스즈 : 아빠도 똑같은 말을 했어. 돌아가시기 전에 벚꽃을 보고, 아름다운 걸

아직 아름답다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고.

요시노 : 행복하게 살다 가셨구나.

사치 : 마지막엔 어떤 생각이 들까?

요시노 : 나는 남자 아니면 아마 술일 거야.

치카 : 언니다워.

요시노 : 큰언니는?

사치 : 글쎄 뭘까? 우리 집 엔가와일거야.

(중략)

사치 : 스즈는?

스즈 : 엄청 많아, 많이 생겼어.

(중략)

사치 : 아버지……. 진짜 원망스럽지만, 다정한 분이신가 봐.

요시노 : 왜?

사치 : 이런 동생을 우리한테 남겨 주셨잖아.

요시노 : 그런가……. 그렇구나.

치카 : 맞아.

46) 고레에다 히로카즈, 『바닷마을 다이어리』, 최영조 번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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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엔·엔가와의 상황의 구조

3.4.1. 상황이 갖는 의미

우리는 앞서 2장에서 침전조, 서원조, 민가 등 시대와 사용자의 결이

상이한 여러 주택 형식에 걸쳐, 엔·엔가와라는 공간 요소가 주택의 내·외

부 경계공간으로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순수하게

공간적인 관점에서 이 공간 요소의 특성이 ‘내·외부 공간의 연속성을 강

화하는’ 동시에 ‘정원을 내실로 끌어들이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분석한 결과, 침전조를 배경으

로 하는 소설인 『겐지이야기』와 만화 『음양사』에서는 연인과 친구

간의 연대, 서원조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인 『사나다 마루』와 민가를

배경으로 하는 『호타루의 빛』,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는 가족 간

의 연대 등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인물들 간 연대’라고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순수하게 공간적인 관점에서 엔·엔가와의 공간적 특성은 단지 내·외부

의 공간적 연속성을 강화하고 정원을 내실로 끌어들이는 공간 요소로 규

정되지만, 상황적인 관점에서 이 공간은 심리적 간격의 축소를 통해 보

다 친밀한 인간관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이해되는

것이다.

3.4.2. 사건들의 전개 양상

앞서 수립한 분석의 틀에 따라 ‘인물들 간 연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사건과 공간의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사건들의 존재 양상

으로부터 날씨, 계절, 시간과 같은 환경적 존재에 대한 감각이 행위와 긴

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유의미한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설

『겐지이야기』의 여러 장면에서는 ‘밤’과 ‘달빛’, ‘아침 안개’, ‘아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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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나팔꽃’, 그리고 ‘국화’, ‘서리’, ‘낙엽’ 등을 통해 시간과 계절의 존재

를 강조하는 환경적 사건들이 제시되었으며, 만화 『음양사』에서는 ‘보

름달이 뜬 밤’, ‘눈이 내리는 밤’, ‘비가 내리는 오후’, ‘반딧불이가 날아오

르는 초저녁’ 등을 통해 시간, 계절, 날씨의 존재를 강조하는 환경적 사

건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사건들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위적 사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게임 『사나다 마루』에서 부자(父子)가 한밤에 뜬

달을 함께 바라보며 속마음을 터놓는 장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물들 간 관계의 문제가 보다 주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드라마

『호타루의 빛』과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도, 행위적 사건들이

환경적 사건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요약하면, 두 이야기 모두에 있어 엔가와는 ‘한여름의 더위’라는 환경

적 사건에 대응하여 인물들이 ‘모여 앉는’ 행위적 사건이 전개되는 공간

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드라마 『호타루의 빛』에서는 맥주를 마시고,

수박을 먹는 사건들이, 그리고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는 정원

에 있는 매실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매실주를 만들고, 그 매실주를 나누

어 마시는 등의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대’라는 상황의 구조에 있어 환경적 사건들의 강조는, 단지 정원과

하늘이 심미적으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

이 이를 통해 계절, 날씨, 시간의 존재를 포착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감정과 행위의 공유가 서로 다른 자아 간의 심정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3.4.3.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와 공간의 특성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건들의 존재 양상에 따라 공간들의

계열을 절속해 보면, 우리는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상황 속에

서 환경적 사건이 강조된다는 사실로부터 엔·엔가와가 관계 맺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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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요소의 범위를 인위적인 건축 공간과 정원을 넘어, 계절, 날씨, 시

간의 주재자인 하늘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담지자로서 엔·엔가와의 공간적 특성을 정리해

보면, 엔·엔가와는 단지 ‘내부와 외부의 공간적 연속성을 강화’하고 ‘정원

을 내실로 끌어들이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존재 아래에서 이루

어지는 감정과 행위의 공유를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심리적 경계를

허물어내는’ 공간이기도 한 것으로 정리된다.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한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에 있어 공간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외적인

자연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그 방향성은 밖에서 안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5] 엔·엔가와의 다이어그램



4. 분석 2

4.1. 한옥의 툇마루

4.2. 도시한옥의 툇마루

4.3. 툇마루의 상황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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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옥의 툇마루

이 절에서는 한국의 주택 형식 중 한옥의 특징적인 구성 요소인 툇마

루의 상황의 구조를 소설, 영화 등 다양한 이야기 매체를 통해 분석한다.

상황의 구조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비물리적 사건

의 영역과 물리적 공간의 영역을 구분하되, 주어진 상황을 구성하는 사

건들의 계열을 토대로 이를 떠받치고 있는 공간 요소들 간의 관계의 구

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한다.

4.1.1. 『무녀도』, 『동구 앞길』

1) 개요

근대기 한국문학 작가 김동리(1913-1995)의 『무녀도』(1936)와 『동

구 앞길』(1940)은 한국의 토속촌을 배경으로 무속 신앙과 외래 신앙의

갈등 양상, 그리고 씨받이라는 토착 풍습의 비인간적인 면모 등을 담담

하게 그려내고 있는 단편소설이다. 『무녀도』의 경우 무속인 어머니(모

화)와 크리스챤 아들(욱이)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동구 앞길』의 경우

양반댁 씨받이 여인(순이)의 비극적인 삶이 주요한 서술 대상으로 다루

어지고 있으며, 『무녀도』에서는 모화의 집이, 『동구 앞길』에서는 순

이의 집이 이야기의 주요 무대로 설정되고 있다.

2) 상황의 구조

각 이야기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집들은 모두 조선 말기까지 그 명맥

을 이어 온 한국의 토착 주택인 한옥으로, 우리는 두 이야기 속에서 툇

마루에 ‘마당에서 내실로의 접근’이라는 상황이 공통적으로 대응하고 있

으며, 이 상황을 구성하는 사건들의 계열을 통해 마당, 방문, 툇마루, 내

실이라는 네 가지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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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녀도』에서 굿을 청하러 온 이의 방문47)

간혹 먼 곳에서 모화에게 굿을 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아주 방문 앞까지

들어서며,

「여보게, 모화네 있는가?」/「여보게, 모화네」

하고, 두세 번 부르도록 대답이 없다가 아주 사람이 없는 모양이라고 툇마루

에 손을 짚고 방문을 열려고 하면, 그때서야 안에서 방문을 열고 말없이 내다보

는 계집애 하나, -그녀의 이름이 낭이였다. 그럴 때마다 낭이는 대개 혼자서 그

림을 그리고 있다가 놀라 붓을 던지며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와들와들 떨곤

하는 것이었다.

· 『동구 앞길』에서 본처의 방문48)

그러나 본디 아이 못 낳는 사람에 대개 차고 모진 이가 많아 이 마누라 역시

그러한 축의 한 사람으로 그 가무파리한 낯빛부터 찬바람이 일 듯한 서슬이 느

껴진다. 워낙이 키는 작은 편이나 광대뼈에서 어깨통, 엉덩판 이렇게 모두 딱딱

바라지게 생긴 체격인데다 여러 해 동안 무슨 아이 낳는 약이다 속 편한 약이

다 하고 별별가지 좋은 약만을 사철 대고 연복을 하고 보니 가뜩이나 늙마에

너무 편한 몸인지라 곧장 살이 찔 밖에 없어 이건 속담 그대로 아래 위가 톰박

한 절구통이 되었다. 마누라는 섬돌 위에 신을 벗고,

「에헴」

하며 툇마루로 콩 하고 올라서자 마침 기미를 알아채고 반색을 하며 미닫이

를 여는 순녀의 앙가슴을 향해 절구통은 그냥 철환이 되어 튄다.

「아이구머니이!」

순녀는 고대로 뒤로 휘딱 자빠졌는데,

「허억, 끄륵! 끄륵!」

하고 혀가 목구멍 속으로 당겨 들어가고 얼굴이 금세 흙빛이 되었다.

47) 김동리, 「무녀도」, 『김동리 전집 1』, pp.79-80

48) 김동리, 「동구 앞길」, 『김동리 전집 1』, pp.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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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무녀도』와 『동구 앞길』에서

마당에서 내실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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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야기 속에서 발췌한 위의 두 장면은, ‘마당에서 내실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묘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무녀도』에서 굿을

청하러 온 이는 (마당을 지나) 방문 앞 툇마루에 손을 짚으며 목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동구 앞길』에서 본처는 (역시 마당을 지나) 툇

마루에 올라서며 발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각 장면에서 방문은

처음에는 닫혀 있다가 방문자의 목소리 혹은 발소리의 개입과 함께 열리

게 되며, 이를 통해 내실 밖에 있는 사람(방문자)과 내실 안에 있는 사람

(거주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상황을 구성하는 사건의 계열은 첫째, 『무녀도』의 경우 굿을 청

하러 온 이와 모화의 딸 낭이, 『동구 앞길』의 경우 양반댁 본처와 씨

받이 순이로 내실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이 방문을 기준으로

단절 및 구분 되어 있다가 둘째, 마당을 건너 방문자가 들어오고, 소리를

통해 내실에 접근하기는 과정에서 방문이 열리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툇마루는 대문을 지나 마당을 건너 방문자가 들어

오고, 내실에 접근하기까지의 시퀀스에 속해 있으며, 툇마루 근처에서 내

실을 향해 던져지는 ‘소리’와, 이 소리에 대응하여 열리는 ‘방문’의 존재

는 마당에 대해 내실이 닫혀 있는 공간임을 암시한다.

마당과 내실 사이에 설치된 툇마루는 마당이라는 보다 공적인 영역과

내실이라는 보다 사적인 영역 사이를 매개하는 ‘영역의 완충’ 공간으로

서, 여기서 우리는 툇마루가 마당, 방문, 내실이라는 세 가지 주변 공간

요소들과의 관계의 구조 속에서 성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는 역방향의 시퀀스, 즉 마당에서 내실로

의 접근이 아닌 내실에서 마당으로의 접근을 뒷받침하기도 하는데, 이어

지는 논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전개 양상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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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웰컴 투 동막골』

1) 개요

영화감독 박광현(1969-)의 『웰컴 투 동막골』(2005)은 한국전쟁을 시

대적 배경으로,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가상의 토속촌 ‘동막골’에서 이

루어지는 인민군과 국군, 연합군 낙오병들의 갈등과 화합의 이야기를 다

루고 있다.

2) 상황의 구조

이 이야기 속에는 너와를 얹은 토착 주택이 등장하는데, 이 주택의 마

당에서 인민군과 국군의 첫 대치가 이루어지게 된다[그림 57]. 이 장면은

1) 인민군과 국군이 마을 주민을 몰아세우고 총을 겨누는 등 마당이 시

끌벅적해지자, 2) 내실에 있던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툇마루에 올라서서

마당을 내다보며, 3) “이잉, 지랄하고 있네, 소래기(소리)를 질러 대서 잠

을 잘 수가 있나. 아주 배때기를 붙잡고 그러지. ‘인나요, 인나요, 할마이

고만 자요’, 이러지.”라고 일갈하는 세 가지 사건의 시퀀스로 구성된다.

‘내실에서 마당으로의 접근’이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툇마루가 마당, 방문, 내실이라는 세 가지 주

변 공간 요소들과의 관계의 구조 속에서 성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여기에서도 내실을 향해 던져지는 ‘소리’가 닫혀 있던 할머니의 방문

이 열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할머니가 툇마루에 올라서서 마당

을 향해 내던지는 대사는 1) 방문이 내실과 마당을 차단하고 있다 하더

라도, 내실이 마당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사

실을, 2) 툇마루가 마당에서 내실로의 접근뿐만 아니라 그 역방향, 내실

에서 마당으로의 개입에 있어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마당이라는 보다

공적인 영역과 내실이라는 보다 사적인 영역 사이를 매개하는 공간으로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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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내실에서 잠자고 있던 할머니가

마당에서 벌어지는 인민군과 국군의 대치에 개입하는 장면

(출처 : 박광현, 『웰컴 투 동막골』의 영상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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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한옥의 툇마루

이 절에서는 한옥의 도시적 변형태인 도시한옥에서, 툇마루를 중심으

로 나타나는 상황의 구조를 소설, 연극 등 다양한 이야기 매체를 통해

분석한다. 상황의 구조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비물

리적 사건의 영역과 물리적 공간의 영역을 구분하되, 주어진 상황을 구

성하는 사건들의 계열을 토대로 이를 떠받치고 있는 공간 요소들 간의

관계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한다.

4.2.1. 『따라지』

1) 개요

근대기 한국문학 작가 김유정(1908-1937)의 『따라지』(1937)는 개화

기 경성의 도시한옥을 배경으로, 작은 방에 세 들어 살며 고된 삶을 이

어나갔던 도시민들 제각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단편소설

이다. 이 소설에서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인물들의 셋방살이가 이야기의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셋방마

다 쪽마루 형식의 툇마루를 두었던 도시한옥의 특성상 『따라지』에서도

이것이 등장하는 모습을 간간이 엿볼 수 있다.

2) 상황의 구조

우리는 한옥의 도시적 변형태인 도시한옥을 주 무대로 하고 있는 이

야기 속에서도 앞서 확인했던 것과 같은 ‘접근’과 ‘개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우선 ‘마당에서 내실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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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지』에서 집주인의 방세 독촉 장면49)

장독 옆으로 빠진 수채를 건너서면 바로 아랫방이다. 본시는 광이었으나 셋

방 놓으려고 싱둥겅둥 방을 들인 것이다. 흙질한 것도 위채보다는 아직 성하고

신문지로 처덕이었을망정 제법 벽도 번뜻하다. 비바람이 들이치어 누렇게 들뜬

미닫이였다. 살며시 열고 노려보니 망할 노랑퉁이가 여전히 이불을 쓰고 끙, 끙,

누웠다. 노랄 낯짝이 광대뼈가 툭 불거진 게 어제만도 더 못한 것 같다.

…중략… “영감님! 오늘은 방셀 주셔야지요?” / “시방 내 몸이 아파 죽겠소.”

…중략… 그 옆으로 좀 사이를 두고 나란히 붙은 미닫이가 또 하나 있다. 열

고자 문설주에 손을 대다가 잠깐 멈칫하였다. 툇마루 위에 무람없이 올려놓인

이 구두는 분명히 아끼꼬의 구두일 게다. 문 열어 볼 용기를 잃고 그는 부엌 쪽

으로 돌아가며 쓴 입맛을 다시었다.

…중략…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내 방 빌리고 내가 말 못하는 것은 병신

스러운 짓임에 틀림이 없다. 담뱃대를 마루에 내던지고 약을 좀 올려 가지고 다

시 아래채로 내려간다. 기세 좋게 방문이 홱 열리었다.

“아끼꼬! 이봐! 자?”

49) 김유정, 「따라지」, 『김유정 전집 2』, pp.89-92

[그림 58] 『따라지』에서 집주인 아낙이 아끼꼬에게 세를 독촉하려다 돌아서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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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따라지』에서는 병든 늙은이, 까페에서 일하는 아끼꼬, 누이에

게 얹혀사는 가난한 작가 톨스토이 등이 한 지붕 아래의 각 셋방을 차지

하고 있는 인물로 내세워지고 있으며, 아랫방 두 칸에는 병든 늙은이와

아끼꼬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아랫방과 마주보고 있는 건넌방에는 톨스

토이와 그 누이가 기거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위의 장면은 집주인

이 각 방마다 밀린 세를 독촉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집주인이 아끼꼬의 방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툇마루에 올려놓은 구

두’를 보고 멈칫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툇마루가 ‘마당에서 내실로의 접근’이라는 시퀀스 안에 놓여 있

는 한편, 두 상이한 영역을 중재하는 공간으로서, 내실이라는 사적인 영

역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앞서 『무녀도』에서 툇마

루에 손을 짚고 방문을 여는 것, 그리고 일부러 콩 하는 소리를 내며 툇

마루로 올라서는 것, 그리고 툇마루에 놓인 내실 소유자의 물건을 보고

주저하게 되는 것은, 마당과 내실 사이에 놓인 물리적 거리로서의 툇마

루가 접근에 있어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릴 수 있게 하는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같은 소설 속에서 우리는 ‘마당에

서 내실로의 접근’뿐만 아니라 4.1.2.에서 확인했던 바 ‘내실에서 마당으

로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상황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장면을 통해

이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 『따라지』에서 집주인이 톨스토이를 쫓아내려고 하는 장면50)

“오늘은 방을 좀 치워야 하겠소. 여기 내 조카도 지금 오고 했으니까.”

주인 마누라는 약이 바짝 올라서 매섭게 쏘아본다. 방에서만 꾸물꾸물 방패

막이를 하고 있는 톨스토이가 여간 밉지 않다.

“아 여보! 방의 세간을 좀 치워줘요. 그래야 오는 사람이 들어가질 않소?”

…중략…

“쟤! 저것 봐라, 놈은 팔을 걷고 구렁이는 마루를 구르고 야단이다.”

50) 김유정, 「따라지」, 『김유정 전집 2』, pp.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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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재밌다, 구렁이가 약이 바짝 올랐지?”

“저 자식 보게, 제 맘대로 남의 방엘 들어가지 않아?”

아끼꼬가 영애에게 눈을 크게 뜨니까,

“뭐 일을 칠 것 같지? 병신이 지랄한다더니 정말인가베!”

“저 자식이 남의 세간을 제 맘대로 내놓질 않나? 경을 칠 자식!”

“그건 나무래 무러 해, 그저 톨스토이가 바보야! 그래도 부처같이 잠자코 앉

았지 않아. 세상엔 별 바보두 다 많어이!”

아끼꼬는 그건 들은 체도 안 하고 대뜸 일어선다. 미닫이가 열리자 우람스러

운 걸음. 한숨에 툇마루로 올라서며 볼멘소리다.

“아이 여보슈! 남의 세간을 그래 맘대로 내놓는 법이 있소?”

“당신이 웬 참견이오?”

아끼꼬가 맞은편 방의 소란에 끼어드는 위 장면은, 『웰컴 투 동막

골』에서 집주인 할머니가 마당의 소란에 일갈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한

다. 이 장면은 1) 집주인 아낙과 그의 조카가 톨스토이를 내쫓으려 세간

을 들어내는 등 마당이 시끌벅적해지자, 2) 내실에 있던 아끼꼬가 방 안

[그림 59] 『따라지』에서 집주인 아낙이 톨스토이를 쫓아내려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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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틈으로 이를 지켜보다가 3) 방문을 열고 툇마루에 올라서서 마당

을 내다보며, “아이 여보슈! 남의 세간을 그래 맘대로 내놓는 법이 있

소?”라고 일갈하는 세 가지 사건의 시퀀스로 구성된다.

이 경우에도 『웰컴 투 동막골』에서의 한 장면에서와 마찬가지로 마

당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끼꼬의 방문이 열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아끼꼬는 툇마루에 올라서서 마당의 일에 간섭한다. 이로부터, 앞서

와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아끼꼬의 시점에서 ‘개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 상황 역시, 마당, 툇마루, 방문, 내실이라는 세 가지 주변 공간 요소들

과의 관계의 구조 위에서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2. 『툇마루가 있는 집』

1) 개요

연극연출가 김승철(1969-)의 『툇마루가 있는 집』(2016)은 근·현대기

서울의 도시한옥을 배경으로, 『따라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집주인 가족과, 세입자들의 이야기의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연극이다. 연극 『툇마루가 있는 집』의 경우 [그림 6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정형 마당과, 그에 면하고 있는 주인방과 셋방의 툇마

루들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주요 무대로 설정되고 있다.

[그림 60] 연극 『툇마루가 있는 집』의 무대

(출처 : http://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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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극에서는 학생운동으로 죽은 큰아들 성구, 술과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욕쟁이 할머니 등 집주인 가족의 가정사와, 술집에서 일하다 몹

쓸 병으로 목숨을 잃은 정양, 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다 성추행을 당한 찬

숙 등 각 세입자들의 사연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진다. 연극의 무대는

중정형 마당을 중심으로 한 도시한옥의 ㄷ자형 공간 배치를 따르고 있는

데, [그림 60]의 오른쪽 방부터 시계방향으로, 부엌 옆에 붙은 정양의 방,

쪽문이 달린 할머니의 방, 대청마루, 성구와 진구의 방, 찬숙과 동생 현

숙의 방이 보인다. 이 연극의 여러 장면들 속에서도 툇마루를 중심으로

마당과 내실 간 접근과 개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어지는 논의에서는 툇마루를 중심으로 한 상황의 구조를 앞서의 여러 이

야기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2) 상황의 구조

· (진구의) 엄마와 정양의 대화51)

부엌방에서 정양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온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부엌방에 다가간다.

엄마 : (문 앞에 선 채) 정양아. 많이 아파? 정양아!

정양 : (힘없이 방문을 열고) 아냐, 언니. 어제 어쩔 수 없이 몇 잔 마셨더니 또

속이 난리네.

엄마 : 그러게 거긴 그만두래도. 다른 일 찾아보자.

정양 :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엄마 : 나 일하는 식당에 얘기해준다니까.

…중략…

정양 : 언니, 난 다른 일은 못 해. 괜찮아. 몇 달 조심하면 나을 거랬어. 물마시

니까 좀 나은 거 같네. 더 자야겠다.

엄마 : 우리 점심 먹을 건데 같이 먹고 자.

정양 : 아냐, 아냐. 난 자는 게 더 좋아. 고마워 언니.

51) 김승철, 『툇마루가 있는 집』, 출판되지 않은 대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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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 그래? 그럼 이따 나가기 전에 밥 먹고 가. 겉절이김치 할 거거든. 자기

도 좋아하잖아.

정양 : 겉절이김치 해? 그럼! 좋아하지.

엄마 : 주발에 담아서 여기 툇마루에 놔둘게.

정양 : 알았어, 잘 먹을게. 나 잔다. …언니.

엄마 : 왜?

정양 : 고마워.

엄마 : 별소리를…. 얼른 자.

엄마, 방문을 닫아준다. 

위의 장면이 ‘마당에서 내실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상황의 구조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건의 계열,

1) 내실에서 새어나오는 정양의 앓는 소리, 2) 정양의 방을 향해 다가가

그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3) 방문이 열리고 툇마루에 앉아 나누는

엄마와 정양의 대화, 4) 대화가 끝나고 다시 닫히는 방문으로 절속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의 계열로부터 앞서와 마찬가지로 마당, 툇마

[그림 61] 연극 속 엄마와 정양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

(출처 : http://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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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방문, 내실로 이어지는 공간 요소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

히 방문의 경우 닫혀 있었다가 ‘소리’와 함께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이 연극의 초반부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장면에는, 할머니가 중

년의 진구가 마당에서 서성이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고 툇마루에 나

와 앉아 중년의 진구와 일련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 이후의 장면

에서, 할머니는 마당에 나온 며느리(진구의 엄마)에게 중년의 진구에게

‘지금 하려던 일은 나중에 하고 밥을 차려 주라’고 종용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진구의 할머니)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한다. 이는

중년의 진구가 할머니의 눈에는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설정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면

은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할머니가 내실을 등지고 툇마루에 앉아 마당의

일에 ‘개입’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할머니, 며느리(엄마)에게 진구에게 밥을 차려줄 것을 종용하는 장면52)

할머니 : (안방에서) 뉘기 오셨수?

열린 쪽문으로 할머니가 상체를 내민다. 손에 든 염주를 쉬지 않고 돌린다.

할머니 : 뉘기요? …딘구가?

남자 : (당황해서) …예? …예, 저 진구예요. …할머니.

할머니 : 학교 갔다 완?

남자 : 학교…, 학교요? 네, 학교. 제가 학교에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 : 쟤 보라! 할마이가 와 몰라? 니 대학 등록금도 할마이가 대준 거를.

끼익 대문이 열린다.

할머니 : 뉘기 또 완?

남자, 깜짝 놀라 돌아본다.

엄마가 묵직한 자루를 머리에 이고 마당으로 들어선다.

할머니 : 에그, 저년 왔네... (남자를 향해) 날래 씻으라. 밥은 먹은 거이가?

엄마 : 또 누구랑 그렇게 곰살맞게 얘길 하시나? 이번엔 누가 오셨어?

52) 앞의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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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엄마…!

엄마, 수돗가에 있는 커다란 대야에 자루를 풀어 쏟아 붓는다.

배추 이파리들이 빨간 고무 대야에 가득 찬다.

할머니 : 딘구지 누구간.

엄마 : 진구요?

할머니 : 길티안. 쟈 배고프갔어. 고거이 냉중에 하고 날래 쟈 밥 몬처 차리

주라.

이 상황의 구조를 할머니의 시점에서 해석하면, 사건의 계열은 1) (할

머니 외에는 볼 수 없는) 마당을 서성이는 중년의 진구의 존재, 2) 마당

에서 집안일을 준비하는 엄마, 3) 진구에게 밥을 차려 주라고 며느리에

게 지시를 내리는 본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할머니가 내실을

등지고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는 할머

니의 ‘개입’이라는 이러한 상황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공간 요소들의 범

위 역시 툇마루 그 자체로부터 마당과 내실로까지 확장된다.

이렇듯 공간 요소들의 범위에 툇마루를 중심으로 마당, 방문, 내실 등

의 항목들이 나열되고, 그것들 간 관계의 구조가 마당과 내실 간 접근과

개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연극에서 역시

[그림 62] 안방에서 나와 중년의 진구를 반갑게 맞이하는 할머니

(출처 : http://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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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여러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각 방에 딸린 툇마루의 공간적 특성

을 ‘마당이라는 공적 영역에 속한 거주자의 사적 영역’으로서 이해하고

있음을 뜻한다. 툇마루가 갖는 영역적 특성은 정양을 위해 ‘겉절이 김치

소분한 것을 툇마루에 두겠다’는 엄마의 대사나, 큰아들 성구의 제사상을

성구가 지냈던 방의 툇마루에 올려놓는 등의 장면을 통해 다시금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툇마루가 있는 집’이라는 연극의 타이틀은

각 셋방에서 힘겨운 근현대를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함

께 모여 살았던 집’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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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툇마루의 상황의 구조

4.3.1. 상황이 갖는 의미

그런데 한국 주택의 툇마루에 대해서는 ‘연대’보다는 주로 ‘대면’이 이

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내실 밖에 있는 사람의 시

점에서 이루어지는 ‘접근’과 내실 안에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개입’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통 한옥의 툇마루에 대해, 『무녀도』와 『동구 앞길』은 내실 밖에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툇마루가 ‘마당에서 내실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웰컴 투 동막골』은 내실 안에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툇마루가 ‘내실에서 마당으로의 개입’이 이루어지

는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동일한 상황이 제시되는 양상을 도시한옥을 주

무대로 설정하고 있는 단편소설 『따라지』와 연극 『툇마루가 있는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아랫방과 건넌방 등에 툇마루가 붙

은 셋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도시한옥에서는, 툇마루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접근’과 ‘개입’의 상황들 속에서 각 셋방의 거주 영역에 속한 공간

으로서의 툇마루의 영역적 특성이 보다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상황적 관점에서 한국 주택의 툇마루는, 방문객의 시점에서는

심리적 간격의 확장을 통해 거주자의 사적 영역에 대한 존중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또 내실에 거주하는 사람의 시점에서는 사적 영역을 보

호함과 동시에 자신의 거주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한국의 툇마루는 일본의 그것과 달리 자연에 대한 감

각보다는 영역에 대한 감각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어지는 논

의에서는 각 상황 속에서 사건들이 전개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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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사건들의 전개 양상

엔·엔가와와 달리 툇마루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적

사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툇마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건들의

구조로부터 우리는 자연에 대한 감각보다는 영역에 대한 감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접근’의 상황에서든 ‘개입’의 상황에서든, 사건들은

마당과 내실이라는 두 가지 영역의 중심을 따라 전개되고 있었으며, 이

때 ‘방문이 열린다’는 사건이 서로 다른 영역에 놓인 두 타자 간의 충돌

을 알리는 일관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었다.

우선 방문객의 시점에 따라 ‘마당에서 내실로의 접근’이라는 상황을

분석해 보면, 『무녀도』에서는 내실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르며 툇마루에

손을 짚고 방문을 열려고 하는 사건을, 『동구 앞길』에서는 발소리를

내며 툇마루에 올라서는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따라지』에

서는 방문을 열려고 하다가 툇마루에 올려놓은 거주자의 물건을 보고 주

춤하는 사건을, 『툇마루가 있는 집』에서는 망자 혹은 세입자를 위한

제사상이나 음식을 방문 앞 툇마루 위에 올려놓는 사건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고 거주자의 시점에 따라 ‘내실에서 마당으로의 개입’이라는 상황

을 분석해 보면, 『웰컴 투 동막골』, 『따라지』, 『툇마루가 있는 집』

등 세 가지 이야기 모두에 걸쳐 1) 마당이 시끌벅적해지자, 2) 거주자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3) 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개입한다는 세 가

지 사건의 시퀀스가 일관적으로 확인된다. 툇마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적 사건들은, 방문객의 시점이냐, 거주자의 시점이냐

에 상관없이 툇마루가 거주자의 거주 영역에 속해 있는 공간, 혹은 그

거주 영역이 외부로 확장된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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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와 공간의 특성

그리고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를 따라 각 공간의 특성을 해석해

보면, 마당은 외적인 자연 환경보다는, 방문자가 들어오고 싸움이 벌어지

며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적 공간임이 확인된다. 그에 비해 내실은 두꺼

운 외벽을 통해 마당으로부터 차단된 사적인 공간이며, 툇마루는 두 영

역 간 충돌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사적 영역을 마당으로부터 보호함

과 동시에 마당으로 확장하는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 경우

툇마루는 엔·엔가와와 달리 첫째, 내실의 영역이 주택 밖으로 확장된 공

간이며, 둘째, 영역의 구분 아래에서 타자와 타자 간의 충돌이 이루어지

는 공간이다. 툇마루를 중심으로 한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에 있어

공간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내실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방향

성은 안에서 밖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3] 툇마루의 다이어그램



5. 종합

5.1. 상황의 구조로부터 재발견한 공간적 특성

5.2. 상황의 구조를 통한 공간 분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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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상황의 구조로부터 재발견한 공간적 특성

일본의 엔·엔가와와 한국의 툇마루는 주택의 내·외부 경계공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상황의 구조에 비추어 보

았을 때, 한국의 툇마루는 거주자의 영역이 외부로 확장된 공간으로, 일

본의 엔·엔가와는 외부환경의 존재가 내부로 압축된 공간으로, 서로 상

이한 공간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목표

에 따라, 앞서의 분석을 통해 발견된 바를 종합하여 일본의 엔·엔가와와

한국의 툇마루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상황의 차이와, 그로부터 확인되는

사건의 계열 및 공간적 특성의 미묘한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보

기로 한다.

5.1.1. 상황이 갖는 의미

우리는 앞서 3장에서 침전조, 서원조, 민가 등 시대와 사용자의 결이

상이한 여러 주택 형식에 걸쳐, 엔·엔가와라는 공간 요소가 주택의 내·외

부 경계공간으로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설, 만화,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엔·엔가와에 대해 ‘연대’의

의미를 갖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

황은 연인, 친구, 가족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해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현대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엔가와’라는 이름은 연인 간, 혹은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를 은유하는 상징적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한 상황의 구조에서 인물들 간 관계가 주로 친

밀감을 근거로 하는 연인, 친구, 가족관계 등으로 설정되는 것과는 달리,

툇마루를 중심으로 한 상황의 구조에서 인물들 간 관계는 주로 ‘거주자’

와 ‘제 3자’라는 타자관계로 설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주택의 툇

마루와 관련된 장면들에서는, 엔·엔가와의 그것과 달리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연대’보다는, 거주자와 제 3자의 관계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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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접근’과 ‘개입’, 한데 묶어 ‘대면’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상황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그에 따라 시점을 거주자와 제 3

자로 분리하여, 내실 밖에 있는 사람(제 3자)이 마당에서 내실로 접근하

는 상황과, 내실 안에 있는 사람(거주자)이 내실에서 마당에 일어나는 일

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툇마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황의 의미

속에서 거주자의 거주 영역에 속한 공간으로서 툇마루의 영역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고, ‘툇마루’라는 이름이 거주자

를 은유하는 상징적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툇마루가 있는

집』이라는 연극의 타이틀과, 연극 속 다양한 장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5.1.2. 사건들의 전개 양상

우리는 엔·엔가와에서 ‘연대’의 의미를 갖는 상황을 구성하는 사건들

의 항목들을 확인하면서, 다시 말해 ‘연대’가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 구체

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크게 시간, 계절, 날씨와 관련된 ‘환경적 사

건’과 인물들의 행위와 관련된 ‘행위적 사건’으로 나누어지는 두 가지 사

건의 계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적 사건과 행위적 사건은 서로 뒤얽

힌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데,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는 환경적 사건이 행위적 사건에 대한 ‘분위기’로 기능하는 양상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밤이 오

고, 달이 뜨며, 반딧불이가 날아오르다’라는 사건이 구축하는 분위기 아

래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다’ 혹은 ‘대화를 나누다’라는 사건

이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환경적 사건 자체가 행위적 사건의

원인이 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는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여름이 오고, 더워지며, 매실이 열리다’라는 사건이 ‘맥주를 마시며,

수박을 먹고, 매실을 따서 매실주를 담근다’라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적 사건이 환경적 사건의 존재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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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자와 후자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날씨, 계절, 시간의 감각과 관련된 것으로서의 환

경의 존재를 ‘연대’라는 상황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것의 존재가 단순

히 환경 그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이나 행위의 결정인자로서의 의미를 갖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인간 이상이 ‘동시에’ 이것 안에 존재하게 하고

또 ‘동시에’ 이것에 대응하게 하면서 인간관계가 연대로 나아가게 하는

토양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 근대 일본의 철학자 테츠로 와츠지(1889-1960)가 수립한

‘풍토(風土)’의 개념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 있다. ‘바람과 흙’을 뜻하는 한

자어 풍(風)과 토(土)로 만들어진 ‘풍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지역의

기후와 토지의 상태’53)를 뜻한다. 그러나 와츠지는 자아의 바깥에 존재하

는 객관적 자연환경으로 여겨져 왔던 ‘풍토’가, 자아와 공명하는, 자아의

내적인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모래가 끝없이 이어지는

사막이라는 자연환경을 모래 사(沙)와 막막할 막(漠)이 더해진 ‘사막(沙

漠)’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며, 추운 날씨에 두꺼운 옷을 입고 더운 날씨

에 시원한 물을 찾는다는 것은, 자연이라는 객관적 실체 위에서 자연과

인간의 감정 및 행위 사이에 통합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때, ‘풍토’의 존재는 자아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아닌, 자아와 복잡하게

뒤얽힌 실체로서 드러나게 된다.54)

주목할 것은 와츠지가 ‘풍토’라는 개념을 통해 자아를 자연으로 귀속

시키면서, 풍토를 하나의 자아와 다른 자아의 연대가 이루어지게 하는

매개체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사람이 같은 자연 속에 놓여 있

다고 가정했을 때 자연과 자아 간 통합 즉 풍토의 해석이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면, 이 때 풍토의 동질성을 매개로 하나의 자아와 다른 자아 간

에도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행하고 있다’는 방식의 심정적 통합

53) 국립표준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54) 백진, 「Climate, Sustainability And The Space Of Ethics: Tetsuro

Watsuji's Cultural Climatology and Residential Architecture」참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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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자연 그 자체인 동시에 인간에 의해 재해

석된 자연, 이러한 것으로서의 풍토는 ‘나’와 ‘너’가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분위기로 현상하는 동시에, ‘나’와 ‘너’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어

떤 행위의 근거가 된다. 풍토의 존재 아래에서 사람들은 같은 풍경을 바

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날씨에 대응하며 같은 것을 만들고 먹고

마신다. 그리고 여기서 비롯되는 심정적 연대가 사람들 사이의 심리적

경계를 허물게 한다. 앞서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연대’라는 상황의 의미

를 포착하고, 이로부터 사건들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면서 행위적 사건이

환경적 사건의 존재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서술의 과

정은 정반대이나 그 결과는 앞서 논증한 것과 그 결을 함께 한다.

그런데 일본의 그것과 달리 한국의 툇마루가 내세워지는 상황 속에서

는, 환경적 사건의 존재보다는 행위적 사건들의 존재가 보다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접근’의 상황에서, 마당으로 들어오는 사람

이 내실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르며 툇마루에 손을 짚거나 발소리를 내며

툇마루에 올라서자 방문이 열린다. 1) 툇마루 앞에 놓인 방문이 닫혀 있

었고 2) 툇마루 근처에서의 소리내기를 통해 3) 방문이 열리게 된다는

이러한 사건들의 연쇄는 방문자와 거주자 간의 관계가 타자관계로 명확

하게 구분되고 있고, 방문자는 거주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존중하고 격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개입’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1) 마당이 시끌벅적해지자, 2) 거주자

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3) 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개입한다는 세

가지 사건들의 연쇄가 일관적으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 거주자는 마당에

서 일어나는 일과는 관련 없는 제 3자이지만 툇마루를 발판 삼아 마당의

일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거주자가 툇마루를 안전한 자신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여기에서도 마당의 일에 속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인물들 간 타자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적인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인물들 간의 관계가 방문자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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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마당의 일에 속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등 타자관계로 명

확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가

묘사되었던 엔·엔가와에서와 달리 툇마루에서는 방문이 닫혀 있다가 열

리는 것을 시작으로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맞닥뜨리는’ 것이 묘사되

었다. 엔·엔가와의 사건들에서 서로 다른 자아 간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

었던 것과 달리, 툇마루의 사건들에서는 서로 다른 자아 간 충돌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다.

5.1.3.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와 공간적 특성

우리는 앞서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상황 속에서 환경적 사

건의 존재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절, 날씨, 시간의 감

각을 일깨우는 환경적 사건들이 정원과 하늘의 존재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엔·엔가와가 관계 맺고 있는 공간 요소들의 범위를

인위적인 건축 공간과 정원 그 자체를 넘어, 계절, 날씨, 시간의 주재자

인 하늘로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연대’라는 상황의 구조에 있어 환경적 사건들의 강조는, 단지 정원과

하늘이 심미적으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

이 이를 통해 계절, 날씨, 시간의 존재를 포착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감정과 행위의 공유가 서로 다른 자아 간의 심정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행위적 사건들의

전개 양상이, 인물들이 서로를 마주 보고 앉는 것보다는 같은 방향을 바

라보고 나란히 앉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사건의 담지자로서 엔·엔가와가

(혹은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한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가) 갖고 있

는 공간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엔·엔가와는 첫째, 주택의 바깥에 존재하는 외적인 자연 환경 전체가

압축되어 주택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공간이며, 둘째, ‘풍토’의 존재 아래

에서 이루어지는 감정과 행위의 공유를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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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허물어지는 공간이다.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한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에 있어 공간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외적인 자연 환경에 놓

여 있으며, 그 방향성은 밖에서 안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툇마루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적

사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툇마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건들의

구조로부터 우리는 풍토성보다는 영역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접근’의 상황에서든 ‘개입’의 상황에서든, 사건들은 마당과 내실이라는

두 가지 영역의 중심을 따라 전개되고 있었으며, 이 때 ‘방문이 열린다’

는 사건이 서로 다른 영역에 놓인 두 타자 간의 충돌, 즉 두 영역 간 대

립을 알리는 일관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었다.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를 따라 각 공간의 특성을 해석해보면, 마

당은 외적인 자연 환경보다는, 방문자가 들어오고 싸움이 벌어지며 사람

들이 모여드는 공적 공간임이 확인된다. 그에 비해 내실은 두꺼운 외벽

을 통해 마당으로부터 차단된 사적인 공간이며, 툇마루는 두 영역 간 충

돌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사적 영역을 마당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

에 마당으로 확장하는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 경우 툇마루

는 엔·엔가와와 달리 첫째, 내실의 영역이 주택 밖으로 확장된 공간이며,

둘째, 영역의 구분 아래에서 타자와 타자 간의 충돌과 대립이 이루어지

는 공간이다. 툇마루를 중심으로 한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에 있어

공간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내실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방향

성은 안에서 밖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엔·엔가와와 툇마루는 내·외부 경계공간이라는 점에서는 그 성

질을 공유하지만, 상황의 구조로부터 분석된 공간의 보다 구체적인 특성

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엔·엔가와의 경우 풍토성에 기반한 자아

의 융합이, 툇마루의 경우 영역성에 기반한 자아의 충돌이 사건들의 전

개 양상을 분석한 결과로 도출된 특성이었고, 사건들의 계열로부터 엔·

엔가와의 경우 정원과 하늘이, 툇마루의 경우 마당과 내실이 중심적인

주변 공간 요소로 떠올랐다.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한 공간 요소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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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구조에서 공간 구조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엔·엔가와가 아닌 정

원과 하늘, 즉 외적인 자연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툇마

루의 경우 공간 구조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내실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 엔·엔가와가 외적인 자연환경을 주택 안으로 압축하는 공간이

라면, 툇마루는 사적 영역인 주택의 내부가 공적 영역인 외부로 확장된

공간임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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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외부환경의 압축

중심이 외부환경에 있음

거주자의 영역으로부터 확장

중심이 내실에 있음

하늘과 정원-툇마루 마당-툇마루-외벽과 방문-내실

사건

풍토성 :

서로 다른 자아의 융합

영역성 :

서로 다른 자아의 충돌

행위

악기연주/

노래/etc

모여앉기/맥주/

수박먹기/불꽃

놀이/etc

행위

개입 :

내다보기/끼어들기환경이

만드는

분위기의

공유

환경에 대한

대응방식의

공유

환경

달/국화/

아침이슬/

반딧불/etc

더위
접근 :

부르기/소리내기

상황

연대 대면

[표 3]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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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황의 구조를 통한 공간 분석의 의의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발췌한 상황들을 토대로, 주어진 상황의 구조로

부터 공간의 구조를 귀납적으로 해석해 가는 방법을 통해, 일본과 한국

주택의 엔·엔가와와 툇마루가 가진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상황의 관점에서 귀납적으로 이끌어낸 공간의 특성 속에는, 무엇보다도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인 인간이 거기에 어떤 의미를 실질적으로 부여하

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 우리가 2장에서 논의한대로 상황의

구조를 공간과 사건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공간은 상

황의 제 3차원이며, 사건은 공간 위에 오버랩되어 있는 상황의 제 4차원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사건의 존재

양상으로부터 공간의 존재 양상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3차원의 공

간 그 자체에서 사건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공간이

담지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절에서는 엔엔가와

와 툇마루와 관련된 공간 일원적 분석의 한계를 밝히고, 사건의 존재 양

상으로부터 공간의 특성이 어떻게 재발견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5.2.1. 공간 일원적 분석의 한계

서론에서 제시한 대로, 일차적으로 엔·엔가와와 툇마루는 주택의 내·

외부 경계공간으로서 직관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간적인

관점에서 공간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한국의 주택에서 내·외부

공간의 구획이 각각 기둥과 미닫이문, 외벽과 여닫이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엔·엔가와가 내·외부 공간의 연속적인

흐름을 구축하는 사잇공간으로서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툇마루는 외벽

으로 단절된 내부가 외부와 직접적으로 면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물

리적·심리적 불편을 방지하는 사잇공간으로서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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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엔·엔가와와 툇마루가 정원과 마당이라는 상이한 성격의 실외공간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정원을 내실로 끌어들이는 공간 요소로서,

출입동선을 보좌하고 내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공간 요소로서 각각

의 공간적 특성을 보다 명료하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

황의 구조에 대한 분석의 결과, 공간의 구조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

지로 외벽의 존재 유무, 그리고 정원과 마당이라는 상이한 외부공간의

성격이 엔·엔가와와 툇마루의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적·기능적 관점으로는, 엔·엔가와와 툇마루를 둘러

싼 관계의 구조 위에서 인간에 의해 어떤 의미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

는지, 그리고 그 의미의 체계 속에서 정원, 마당, 내실과 같은 공간 요소

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어떤 성격이 부여되고 있

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상상력을 동원한 자의적인 해석

이 아니고서는, ‘연대’와 ‘대면’이라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상황의 존재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5.2.2. 사건의 존재와 공간의 재발견

공간의 구조에 대한 분석의 결과에서는, 인간에 의한 공간의 특성화

혹은 의미화 과정에서 엔·엔가와와 툇마루를 중심으로 한 공간 요소들

간의 관계의 구조가 갖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

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의 존재를 먼저 놓고, 이로부터 사건의 계열을 분

석하고 공간의 계열을 절속해가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간의 의미, 혹

은 특성이 주변 공간 구성 요소들과의 관계의 구조 속에서 보다 명확하

게 드러나게 된다.

‘연대’와 ‘대면’이라는 상황의 이질성으로부터 사건들의 계열을 분석했

을 때, 엔·엔가와의 경우 시간, 계절, 날씨에 대한 감정과 행위의 공유를

통한 자아의 융합이, 툇마루의 경우 영역의 분리에 기반한 자아의 충돌

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엔·엔가와에서는 정원과 하늘이, 툇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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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의 경우 개구부가 있는 두꺼운 외벽으로 구분되는 마당과 내실이 사건

들의 계열을 떠받치고 있는 중심적인 주변 공간 요소로 떠올랐으며, 이

주변 공간들의 성격과 역할은 3장과 4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한 공간 요소들 간의 관계의 구조에서 공간 구

조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엔·엔가와가 아닌 정원과 하늘, 즉 외적인 자

연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툇마루의 경우 공간 구조의 전체적인 무게중심

이 내실에 놓여 있었다. 또, 엔·엔가와가 외적인 자연환경을 주택 안으로

압축하는 공간이라면, 툇마루는 사적 영역인 주택의 내부가 공적 영역인

외부로 확장된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적 특성들은 그것이 건축

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엔·엔가와’와 ‘툇마루’

라는 공간의 이름이 사용자에게 갖는 실제적인 의미와도 직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공간인가’에 주목하여 관

심의 대상이 되는 두 공간 요소의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밝히고자 했다.

실재하는 ‘상황’의 차이에서 출발하는 귀납적 연구 방식은, 상황이 어떤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이 어떤 공간들 위에 얹혀 있는지를 통

해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보다 인간적이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밝혀지게

한다. 사건에 대한 이해가, 대상공간의 공간적 특성을 재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2장에서 논의한대로 상황의 구조를 공간과 사건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공간은 상황의 제 3차원이며, 사건은 공간 위에 오버

랩되어 있는 상황의 제 4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상

황이 주어졌을 때, 사건의 존재 양상으로부터 공간의 존재 양상을 확인

하는 것은 가능하나, 3차원의 공간 그 자체에서 사건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공간이 담지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불

가능하다. 이야기와 같은 건축 외적 매체는 건축에 의해 자의적으로 설

정되고 해석된 상황이 아닌, 보다 실제적인 상황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를 제시하고, 인간사 속에 숨겨져 있는 공간의 특성을 보다 실제적인 관

점에서 재발견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공간 이해의 길이 될 것이다.



6. 결론

6.1. 연구의 결론

6.2. 연구의 한계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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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이야기 매체에서 발췌한 상황의 구조를 중심으로 엔·엔가

와와 툇마루의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두

공간은 마루가 있는 주택의 내·외부 경계공간으로서 직관적인 유사성을

갖지만, 이들 두 공간이 속해 있는 공간의 구조를 고찰해보면 엔·엔가와

의 경우 내·외부 공간의 연속적인 흐름을 구축하는 사잇공간으로서, 툇

마루는 외벽으로 단절된 내부가 외부와 직접적으로 면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물리적·심리적 불편을 방지하는 사잇공간으로서 성립한다는 차

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엔·엔가와와 툇마루가 정원과 마당이라는

상이한 성격의 실외공간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정원을 내실로

끌어들이는 공간 요소로서, 대문에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출입동선을 보

좌하고 내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공간 요소로서 각각의 공간적 특성

을 보다 명료하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두 공간 요소가 이야기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수

집해보면, 이렇듯 단편적으로 이해된 공간적 특성 너머에서 인간에 의해

어떤 의미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의 체계 속에서

정원, 마당, 내실과 같은 공간 요소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어떤 성격이 부여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이야기들

이 내세우는 ‘상황’의 차이에서 출발하는 귀납적 연구 방식은, 1) 상황이

어떤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2) 그것이 어떤 공간들 위에 얹혀 있는

지를 통해 3) 공간적 특성의 내용을 보다 심화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었

다.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나타나는 ‘연대’와 ‘대면’이라는 상황의 이질

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건들의 계열을 분석했을 때, 엔·엔가와의 경우

시간, 계절, 날씨에 대한 감정과 행위의 공유를 통한 자아의 융합이, 툇

마루의 경우 영역의 분리에 기반한 자아의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 엔·엔가와에서는 정원과 하늘이, 툇마루의 경우 개구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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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외벽으로 구분되는 마당과 내실이 사건들의 계열을 떠받치고 있

는 중심적인 주변 공간 요소로 떠올랐으며, 이 주변 공간들의 성격과 역

할은 사건들의 전개 양상 속에서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고찰로부터 엔·엔가와와 툇마루가 갖는 공간적

특성이 다음과 같이 재발견되었다. 엔·엔가와를 중심으로 한 공간 요소

들 간의 관계의 구조에서 공간 구조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엔·엔가와가

아닌 정원과 하늘, 즉 외적인 자연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툇마루의 경우

공간 구조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내실에 놓여 있었다. 또, 엔·엔가와가

외적인 자연환경을 주택 안으로 압축하는 공간이라면, 툇마루는 사적 영

역인 주택의 내부가 공적 영역인 외부로 확장된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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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해석의 자의성을 가능한 한 탈피하고자, 관심의 대상이 되

는 공간이 내세워지는 상황을 특정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한 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일관적으로 발췌하였으며, 특정한 하나의 형태

의 엔·엔가와와 툇마루가 아니라 양국의 대표적인 주택 형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엔·엔가와와 툇마루를 분석의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야기의 개연성이 실증과학적 증거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작품의 선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은 본 연구의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그러나 실재하는 ‘상황’의 차이에서 출발하는 귀납적 연구 방식은, 상

황이 어떤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이 어떤 공간들 위에 얹혀 있

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간의 공간적 특

성이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밝혀지게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야기

와 같은 건축 외적 매체가 건축공간이 이해의 도구로서 갖는 한계가 분

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야기는 건축에 의해 자의적으로 설정되고 해석

된 상황이 아닌, 보다 실제적인 상황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를 제시하고,

인간사 속에 숨겨져 있는 공간의 특성을 보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재발견

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공간 이해의 길이 된다.

본 연구는 단지 엔·엔가와와 툇마루가 갖는 공간적 특성의 미묘한 차

이에 대한 비교를 수행했다는 사실보다는, 건축 외적 매체로부터 건축공

간의 특성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을 단초로 향후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한 건

축공간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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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엔·엔가와의 상황들

실은 그 무렵에 제가 발길하던 여자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쪽은 성품도

훨씬 낫고, 마음씨도 그윽하고, 노래도 곧잘 읊고, 글씨도 예쁘게 쓰고, 육현금

솜씨도 일품이고, 말투하며 모든 것이 꽤 괜찮은 여자였지요. 용모도 그럭저럭

봐줄 만하고, 그 질투심 많은 여자가 허물은 없어도 잔소리가 많은 여자라면 이

쪽은 은밀하게 드나들기에는 더없이 좋은 여자였어요.

그 질투심 많은 여자가 죽었으니 불쌍한 일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새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어서 자연히 이쪽 여자에게 발길을 자주 하게 되

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화려하다 싶고, 왠지 헤프고 바람기가 많은 듯 보

이는 점이 걸려 믿을 수 없겠다 싶은 마음에 점차 발길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남자가 드나들고 있었지 뭡니까. 어느 시월의 달빛이 아름다운

밤의 일이었죠. 퇴궁하는 길에 한 벼슬아치와 같이 수레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

는 아버지인 대납언의 집에 머물 생각이었는데, 그 벼슬아치가 이렇게 말하더군

요.

‘오늘 밤, 틀림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여자가 유난히 마음에 걸려서.’

벼슬아치가 가는 길목에 그 여자네 집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거기까지 동행

하게 되었습니다. 황폐한 토담 사이로 연못물에 비친 달그림자가 보이더군요.

달빛마저 쉬어가는 집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수레에서 내린 남자의 뒤를

몰래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벌써 정을 나눈 지가 오랜 듯, 남자는 상당히 들

뜬 걸음으로 중문에 가까운 사랑채로 걸어가 툇마루 같은 곳에 앉아 한참이나

달을 올려다보더군요. 앞뜰에 핀 국화가 서리를 맞아 색이 슬슬 변하기 시작한

것도 그렇고, 바람과 앞을 다투며 흩어지는 낙엽도 그렇고 꽤나 정취 있는 풍경

이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품에서 젓대를 꺼내 불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젓대 소리 사이

사이로 의뭉스러운 노랫소리가 들리더군요.

‘오늘 밤은 아스카이에 묵고 싶구나.’

여자는 사전에 용의주도하게 음색 고운 육현금의 줄을 맞춰 놓았는지, 노랫소

리에 맞추어 멋들어지게 합주를 하였습니다. 그 광경이 참으로 볼만했지요.

「아스카이」율조의 선율이 발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자 손으로 부드럽게 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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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육현금의 현대적이고 화려한 음색과 어우러져 청명한 달빛과 실로 그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남자는 감격에 겨워하며 발 가까이로 다가가더군요.

‘이 뜰의 낙엽은 아직 아무도 밟은 흔적이 없구려. 그대의 사랑하는 이는 참

으로 무심한가 보오.’

그러더니 이렇게 빈정거리며 국화를 꺾어 노래하더이다.

「육현금 소리도 달빛도 / 곱고 청결한 집이라 하는데 / 그대는 야속한 사람

을 잡아두지 못하였구려」

‘이거, 실례가 많았소이다.’

‘한 곡 더 부탁하오이다. 이렇게 들어줄 이가 있을 때에는 손을 아깝다 말고

줄을 퉁겨야지요.’

그러자 여자는 짐짓 목소리를 꾸며 이렇게 노래합디다.

「초겨울 찬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 당신의 격한 피리 소리 / 그 소리에 걸맞

은 말씀을 하시는 / 당신을 잡아둘 말이 어디 / 있으오리까」

_ 무라사키 시키부, 『겐지이야기 1』, 「하하키기」 中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오랜만에 겐지와 미야스도코로가

애틋한 하룻밤을 함께하였습니다. 미야스도코로는 겐지에게 어서 빨리 돌아가라

고 채근을 합니다. 어젯밤에 격렬한 사랑을 나눈 탓인지 피로한 겐지는 아직도

졸린 눈으로 한숨을 쉬면서 방을 나섰습니다. 시녀 중장이 격자문을 한 칸 들어

올리고 미야스도코로에게 배웅을 하라는 뜻으로 휘장을 살짝 걷어올렸습니다.

미야스도코로는 이부자리 안에서 아직 몸도 마음도 나른함에 젖어 있으니, 간신

히 고개를 들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온갖 꽃이 알록달록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정원으로 눈길을 돌리니 그 아름

다움에 취하고, 툇마루에 서 있는 겐지의 모습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우니

그만 넋을 잃을 따름입니다.

시녀 중장이 수레에 타기 위해 건널복도로 가는 겐지와 동행하였습니다. 계절

에 어울리는 보라색 겉옷을 입고 얇은 겉치마를 받쳐 입은 중장의 허리가 나긋

나긋 요염하게 보였습니다. 겐지는 돌아서서, 툇마루 구석에 중장을 잠시 앉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주종의 예를 허물지 않는 깍듯한 태도하며, 까만 머리칼

이 볼을 타고 내린 모습하며, 과연 미인이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청초하게 피어 있는 / 나팔꽃 같은 여인이여 / 바람둥이라 이름나기를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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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싶으나 / 어찌 꺾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랴 / 오늘 아침 사랑스런 이 나팔

꽃을」

“아아, 어찌하면 좋다는 말이야.”

겐지는 이렇게 말하고 중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장은 당황하지 않고 순간적

으로 시녀의 입장에서 미야스도코로를 꽃에 비유하여 차분하게 노래를 지어 읊

었습니다.

「아침 안개도 채 걷히기 전에 / 돌아갈 길을 서두르는 당신 / 나팔꽃처럼 아

름다운 이에게는 / 마음이 있지 않은 듯 보이니」

세련되고 귀여운 차림으로 잔뜩 멋을 부린 심부름하는 소년이 발목에 단단히

맨 바짓자락을 아침 이슬에 적시면서 꽃들 사이로 헤치고 들어가 나팔꽃을 꺾

어 오는 모습하며, 그림 속 풍경처럼 정취 있는 정원이었습니다.

_ 무라사키 시키부, 『겐지이야기 1』, 「밤나팔꽃」 中

팔월 십오일 둥그런 보름달이 뜬 중추절 밤의 일이었습니다. 맑디맑은 달빛이

틈새가 많은 미늘지붕 누옥에 가득가득 새어 들어, 겐지는 여자의 낯선 거처를

신기한 기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이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남자의 옹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구, 춥다 추워, 왜 이리 추울꼬.”

“올해는 영 장사도 신통치 않고, 시골로 행상을 나가봐야 별 실속이 없겠다

싶으니, 정말이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군. 어이, 이웃집 양반, 듣고 있는가?”

이렇게 주고받는 말이 들려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살림 때문에 아침 일찍부

터 일어나 시끌시끌 소란을 떠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오니 여자는 참으로 부

끄러웠습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잘난 척하는 여자라면 부끄러운 나머지 사라져버리고 싶을

만큼 비참한 누옥이었을 터이지요. 그러나 이 여자는 태연하게, 괴로운 일이나

외면하고 싶은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나 별로 신경을 쓰는 듯하지도 않고, 몸짓

이나 자태가 품위 있고 가련하며 이웃들 사이에서 상스럽게 오가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겐지는 정말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기보

다는 차라리 죄가 덜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르릉 우르릉 울리는 천둥소리보다 끔찍한 소리를 내며 빙빙 돌아가는 디딜

방아 소리도 머리맡까지 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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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참으로 시끄러운 소리로구나.’

겐지도 그 소리에는 치를 떨었으나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니 언짢은 소리

로만 들립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성가신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하얀 천을 두드리는 다듬이질 소리도 이쪽저쪽에서 희미하게 들리고, 거기에

하늘을 나는 기러기 소리까지 합세합니다. 그렇게 가을의 풍광을 전하는 소리들

이 하나가 되어 겐지의 마음을 적적하게 울렸습니다.

툇마루 가까운 곳에다 잠자리를 잡았던 두 사람은 미닫이문을 열고, 밖을 내

다보았습니다. 좁은 뜰에 멋들어진 담죽이 서 있고 풀꽃에 돋은 아침 이슬은 이

렇게 미천한 집에서도 대저택의 정원에 뒤지지 않게 반짝거립니다.

벽 속에서 우는 귀뚜라미 소리마저 광대한 저택에서는 어쩌다 간혹 듣는 소

리인지라 겐지는, 온갖 풀벌레 소리가 뒤섞여 귓전에서 시끄럽게 들리는 것이

오히려 정취가 있고 재미있다 여겼습니다. 이 또한 여자의 깊고 한결같은 사랑

의 덕으로 그 어떤 결점도 마음에 쓰이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_ 무라사키 시키부, 『겐지이야기 1』, 「밤나팔꽃」 中

유키무라 : 아버님, 밤바람은 몸에 해롭습니다.

마사유키 : 음.

유키무라 : 아버님이 무엇 때문에 싸워 오셨던 건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사유키 : 오는 말에 가는 말이지. 사나다를 지키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

아왔다. 사나다를, 너희들을, 태평성대라는 무사의 의지라는 그러한

것들과 비견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싸구려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는 생각한다. 어째서 그때 카츠요리님

과 함께 죽지 못했는가 하고. 아니, 그게 아니구나. 그저 살아남으라

고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를 위해서 내가 사력을 다 했을

텐데.

유키무라 : 그래서 세키가하라에서는 서군(西軍)에?

마사유키 : 사나다를 지킨다는 것, 그 마음은 노부유키가 훌륭하게 이어받아 주

었다. 사나다는 이제, 반석 위에 놓이게 될 테지.

유키무라 : 네.

마사유키 : 하지만, 너에게는 아무것도 남겨 줄 수가 없구나. 용서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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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무라 : 아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쿠가와를 물리치라는 대망을 아버님

이 저에게 물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사유키 : 그런가, 그렇구나.

_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 『전국무쌍 사나다 마루』 中

아메미야 : 부장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타카노 : 집이야, 엔가와다.

아메미야 : 아, 엔가와요. (집은) 언제, 헐릴 거예요?

타카노 : 자네와는 이제 관계없지.

아메미야 : 그래도…….

타카노 : …….

아메미야 : 이런 식으로 전화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네요, 우리들 항상 엔가와

에서 이야기 했었으니까……. 하루의 끝에 둘이서 나란히 엔가와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얼마 전 일인데도 뭐랄까

아주 오래전 일 같이…….

_ 오오카와 타케히로, 『호타루의 빛』 中

스즈 : 아빠도 똑같은 말을 했어. 돌아가시기 전에 벚꽃을 보고, 아름다운 걸

아직 아름답다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고.

요시노 : 행복하게 살다 가셨구나.

사치 : 마지막엔 어떤 생각이 들까?

요시노 : 나는 남자 아니면 아마 술일 거야.

치카 : 언니다워.

요시노 : 큰언니는?

사치 : 글쎄 뭘까? ……엔가와일까, 우리 집의.

요시노 : (이모할머니를 흉내내며) 아이고, 너 시집은 언제 가려고 이러니.

치카 : 나한테도 물어봐.

요시노 : 너는 취향이 특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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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카 : 그래도 물어봐.

사치 : 스즈는?

스즈 : 엄청 많아, 많이 생겼어.

요시노 : 아직 쪼그만 게.

스즈 : 언니들에 비하면.

사치 : 또 그런다.

요시노 : 50년 지나면 다 할머니 될텐데 뭐.

치카 : 그거 진짜 재미있겠다.

사치 : 아버지……. 진짜 원망스럽지만, 다정한 분이신가 봐.

요시노 : 왜?

사치 : 이런 동생을 우리한테 남겨 주셨잖아.

요시노 : 그런가……. 그렇구나.

치카 : 맞아.

_ 고레에다 히로카즈, 『바닷마을 다이어리』 中

툇마루의 상황들

경주읍에서 성 밖으로 십여 리 나가서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 여민촌 혹은 잡

성촌이라 불리는 마을이었다.

이 마을 한구석에 모화(毛火)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다. 모화서 들어온 사람이

라 하여 모화라 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 머리 찌그러져 가는 묵은 기와집으

로 지붕 위에는 기와버섯이 퍼렇게 뻗어 올라 역한 흙냄새를 풍기고, 집 주위는

앙상한 돌담이 군데군데 헐린 채 옛성처럼 꼬불꼬불 에워싸고 있었다. 이 돌담

이 에워싼 안의 공지같이 넓은 마당에는, 수채가 막힌 채 빗물이 고이는 대로

일년 내 시퍼런 물이끼가 뒤덮여, 늘쟁이, 명아주, 강아지풀 그리고 이름도 모를

여러 가지 잡풀들이 사람의 키도 묻힐 만큼 거멓게 엉키어 있었다. 그 아래로

뱀같이 길게 늘어진 지렁이와 두꺼비같이 늙은 개구리들이 구물거리고 움칠거

리며 항시 밤이 들기만 기다릴 뿐으로, 이미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벌써

사람의 자취와는 인연이 끊어진 도깨비굴 같기만 했다.

이 도깨비굴같이 낡고 헐린 집 속에 무녀 모화와 그 딸 낭이는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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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이의 아버지되는 사람은 경주읍에서 칠십 리 가량 떨어져 있는 동해변 어느

길목에서 해물 가게를 보고 있는데, 풍문에 의하면 그는 낭이를 세상에 없이 끔

찍이 생각하는 터이므로, 봄 가을철이면 분 잘 핀 다시마와, 조촐한 꼭지 미역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녀가곤 한다는 것이었다. 나중 욱이(昱伊)가 돌연히 나타나

지 않았다면, 이 도깨비굴 속에 그녀들을 찾는 사람이라야, 모화에게 굿을 청하

러 오는 사람들과 봄 가을에 한 번씩 낭이를 찾아주는 그녀의 아버지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는 별로 교섭도 없이 살아야 할 쓸쓸한 어미 딸이었던 것이다.

간혹 먼 곳에서 모화에게 굿을 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아주 방문 앞까지

들어서며,

「여보게, 모화네 있는가?」

「여보게, 모화네」

하고, 두세 번 부르도록 대답이 없다가 아주 사람이 없는 모양이라고 툇마루에

손을 짚고 방문을 열려고 하면, 그때서야 안에서 방문을 열고 말없이 내다보는

계집애 하나, -그녀의 이름이 낭이였다. 그럴 때마다 낭이는 대개 혼자서 그림

을 그리고 있다가 놀라 붓을 던지며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와들와들 떨곤 하

는 것이었다.

_ 김동리, 『무녀도』 中

그러나 본디 아이 못 낳는 사람에 대개 차고 모진 이가 많아 이 마누라 역시

그러한 축의 한 사람으로 그 가무파리한 낯빛부터 찬바람이 일 듯한 서슬이 느

껴진다. 워낙이 키는 작은 편이나 광대뼈에서 어깨통, 엉덩판 이렇게 모두 딱딱

바라지게 생긴 체격인데다 여러 해 동안 무슨 아이 낳는 약이다 속 편한 약이

다 하고 별별가지 좋은 약만을 사철 대고 연복을 하고 보니 가뜩이나 늙마에

너무 편한 몸인지라 곧장 살이 찔 밖에 없어 이건 속담 그대로 아래 위가 톰박

한 절구통이 되었다.

마누라는 섬돌 위에 신을 벗고,

「에헴」

하며 툇마루로 콩 하고 올라서자 마침 기미를 알아채고 반색을 하며 미다이

를 여는 순녀의 앙가슴을 향해 절구통은 그냥 철환이 되어 튄다.

「아이구머니이!」

순녀는 고대로 뒤로 휘딱 자빠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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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억, 끄륵! 끄륵!」

하고 혀가 목구멍 속으로 당겨 들어가고 얼굴이 금세 흙빛이 되었다.

「흥! 이년! 누구 앞에 엄살이야! 엄살이……」

그래 이번엔 집에서 일껏 벼르고 온 대로 즉 손에 머리채를 회회 감아 쥐는

것이었다.

「이녀언! 네 이년!」

마누라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이 차서 떨리는 목소리다.

「이녀언! 네 이년! 네 죄 네 알지, 네 이년 네가 누굴 악담해, 네 이년, 목을

천 동강을 내어도 죈 죄대로 남을 년, 네 이년아! 네년의 간을 다 내어 씹어도

원술 못 갚겠다. 간을 씹어도…… 간을……. 네 이년아, 네가 날 죽으로 밤마다

축수하고 주문 왼다지, 네 이년! 이년아! 간을 내어 씹어도 죈 죄대로 남을 네

이년아!」

마누라는 몇 번이나 거듭 이렇게 외치곤 하면서 손에 감아쥔 머리채로 골이

부서져라고 방바닥에 짓찧고 또 온 낯과 가슴과 젖통을 닿는 대로 물어뜯어서

제 낯과 순녀의 상반신을 온통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_ 김동리, 『동구 앞길』 中

한 간의 조촐한 대문과는 딴판으로 뜰 안은 침침한 어둠 속에 널찍하게 퍼져

있고 그 네모에 마룻대를 달리한 여러 채의 초라한 집이 들어섰음을 보아 그

안은 한집안이 아니라 채마다 다른 가호가 들어있음을 주리야는 짐작할 수 있

었다. 뜰 복판에 지붕 없는 우물이 있었다. 어둠 속으로 보아도 돌 틈에 푸르칙

칙하게 이끼 낀 그 우물이 집안 전체에 우중충한 느낌을 주었다. 가호마다의 생

활의 자태를 첫눈에 엿볼 수는 없었으나 전체에서 받는 첫인상은 심히 우중충

한 것이었다. 우물과 같은 칙칙한 생활의 그림자가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발밑을 조심해요.”

주화는 우물 옆을 돌아 구석으로 훨씬 들어박힌 서편 가호의 뒤로 돌아갔다.

첫걸음의 발 설은 어둠길을 주리야는 위태위태한 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다른 가호와 동떨어져 외딸리 아늑하게 서편으로 향한 그 집을 돌아 정면에 이

르렀을 때에 좁은 뜰로 향한 두 간의 방에서는 희미한 등불이 흘러나왔다. 인기

척이 없고 고요한 공기가 바닷속같이 주위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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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집이요.”

“성당같이 고요하군요.”

“성단에 같이 고이 올러오오.”

야트막한 툇마루에 오르더니 주화는 말도 없이 아랫방 문을 열고 서슴지 않

고 들어갔다.

“주 선생님이시오?”

침착한 목소리와 함께 여인네의 얼굴이 밀장 사이에 어리었다.

“시스러워 여기지 말고 들어오오.”

주화는 주저하는 주리야를 내다보고 다시 여인네를 향하였다.

“주리야를 데리고 왔는데.”

여인네는 벌떡 자리를 일어서더니 마루로 뛰어나왔다.

“들어오시오.”

반갑게 맞이하여 주는 초면의 따뜻한 손에 끌려 주리야는 성큼 방으로 들어

갔다. 첫인사도 아무것도 없이 끔찍이도 반가워하여 주는 따뜻한 애정에 주리야

는 오랫동안 사귀어 온 듯한 친밀한 느낌을 받아 그 자리에 마음이 풀렸다.

_ 이효석, 『주리야』 中

집에는, 우선 들어서면서 툇마루에 낯선 상자와 큰 트렁크가 보이고, 이어, 한

서른대여섯 살 가량밖에 더 안 되어 보이는, 의외로 젊은 부인과, 바로 그 뒤에

열일여덟 가량이 나 뵈는 여학생 차림의 처녀가 방에서 나온다. 마루에 그냥 서

서,

「아이 동생 아뉴?」

하는 것이, 틀림없는 과수 누이요,

「아저씨」

하고, 뜰까지 내려와서 꽤 멋든 여학생 절을 하는 것이 대개 정아인 모양이

다.

「얘가 정안가 보군.」

재호는 정아의 머리 위에다 가벼이 손을 얹으며 그의 누이를 향해 이렇게 말

했다.

_ 김동리, 『정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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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 심심찮은 점심을 마치고 나서 예정한 대로 창경원을 찾아가 역시

심심찮은 오후를 지울 수가 있었다. 창경원을 나와서는 소진과 남수만 따로 떨

어졌다. 두식이며 다른 둘이가 굳이 권을 하며 향긋한, 모가라도 한잔 마실 겸

같이들 본정으로 둘러서 가자고 해쌓는 것을(그보다는 더 남수를 데리고 영화

관엘 가주어야 할 것이었지만) 소진은 몸도 약간 피로했거니와 엔간치 인제는

호젓하고 아무도 없어서 좋은 내 방이 그리웠던 것이다.

강씨 노인과 애기한테 줄 과실을 사서 들고, 이윽고 집엘 당도하여 어머니!

병순아! 찾으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텅 비었어야 할 뜰

아랫방 툇마루에 가 낯선 구두가 한 켤레 놓여 있는 것이 얼른 눈에 띄었다.

“남수!”

“아이머니! 이게 누구야! ……”

방엣 사람은 문턱으로 걸터앉으면서 손을 내밀고, 남수는 사뭇 반기면서 쫓아

간다.

“……웬일이우? 우리 덴마아크 왕자가?”

“인전 아주 처녀가 다 돼서 악순 하기가 거북한걸!”

그러면서도 그는 남수의 손목을 쥐고 다독다독 두드린다.

…중략…

그날 밤 여덟시가 조금 지나서……. 아까 낮에 같이 나갔던 채 지금이야 돌아

오는 뜰아랫방 패들 두식, 윤달, 도영 일행은 술들이 모두 거나해 가지고 왁자

하니 들레면서 우당퉁당 대문간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서

서로 밀치락달치락 앞을 선 게 두식과 도영.

“깐놈의 제길!……”

하마 혀 꼬부라진 소리로 두식이 왜장을 치던 것이다.

“……겁할 게 뭐란 말이냐? 응? 깐놈의 지숫뎅일 집어 들구서 한바탕 공길

놀아버리지 디립다! 으응? 도영아 이놈아 내 말이 그르냐?”

“아무렴 그렇구말구! 태양에다 대구 호딴나겔 하면 더 재밌잖나!”

“허허허허허! 호딴나게라! 허어 근석 제법이루구나! 허허허허허…….”

그 끝을 받아 뒤를 따르던 윤달이 한마디…….

“술이 좋긴 좋거야!”

“좋잖구? …… 유주상간에 다호걸이요…….”

두식이 안짝을 외우는 것을 받아 도영은 바깥짝을…….

“무전천리에 소영웅이라?”

“일일수경 3백배허고! …….”

“장윤달은 10원을 취해 가지구서 5원 47전어치 영웅이 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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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그때 전창선이 미닫이를 열고 빙그레 내다보면서…….

“여전들 하군…….”

미처 말이 떨어질 겨를도 없었고 셋이는 한꺼번에 저마다 한 소리씩

“아!…….”

“이게 누구야!…….”

“창선아!…….”

이렇게 뒤엉겨 지르는 함성과 더불어 와아하고 창선에게로 돌진을 한다. 그

세력이 자못 맹렬하여 약질 창선은 툇마루로 나와 앉는다는 것이 단박에 고만

떠밀려 넘어지고 만다. 넘어지는 창선을 그러거나 말거나 윤달은 왼편 손목을

부여잡고(가 아니라 잡아 낚으면서) 다급하게…….

“웬일인가! 이 사람!…….”

도영은 바른팔을 훑으려 쥐고 제게로 끌어당기면서, 엉파듯이…….

“형니임! 이게 누구요오!”

그리고, 한가운데를 차지한 두식은 덤니갖다가 목을 얼싸안고는 울음조로

“창선아! 에구 이놈아 창선아!”

하면서, 볼때기를 들이 쭈욱쭉 빤다.

하되, 서이가 다 한꺼번에 하는 육박이요, 수없이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그칠

줄을 모르던 것이다.

_ 채만식, 『젊은 날의 한 구절』 中

쪽대문을 열어놓으니 사직공원이 환히 내려다보인다.

인제는 봄도 늦었나보다. 저 건너 돌담 안에는 사쿠라 꽃이 벌겋게 벌어졌다.

가지가지 나무에는 싱싱한 싹이 돋고, 새침히 옷깃을 핥고 드는 요놈이 꽃샘이

겠지. 까치들을 새끼 칠 집을 장만하느라고 가지를 입에 물고 날아들고…….

…중략…

쪽대문이 도로 닫겨지며 소리를 요란히 내인다. 아침 설거지에 젖은 손을 치

마로 닦으며 주인 마누라는 오만상이 찌푸려진다. 그러나 실상은 사글세를 못

받아서 악이 오른 것이다. 영감더러 받아 달라면 마누라에게 밀고 마누라가 받

자니 고분히 내질 않는다.

여지껏 미뤄왔지만 너들 오늘은 안될라, 마음을 아주 다부지게 먹고 건넌방 문

을 홱 열어제친다.



- 125 -

“여보! 어떻게 됐소?”

“아 이거 참 미안합니다. 오늘두......” 덥수룩한 칼라 머리를 이렇게 긁으며 역

시 우물쭈물이다.

“오늘두라니 그럼 어떡헐 작정이오?”하고 눈을 한번 무섭게 떠 보였다마는

이 위인은 암만 얼러도 노할 주변도 못 된다.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왜 이리 할 일이 없는지 밤낮 방구석에 팔짱을

지르고 멍하니 앉아서는 얼이 빠졌다. 그렇지 않으면 이불을 뒤쓰고는 줄창같이

낮잠이 아닌가. 햇빛을 못 봐서 얼굴이 누렇게 시들었다. 경무과 제복 공장의

직공으로 다니는 즈 누이의 월급으로 둘이 먹고 지낸다. 누이가 과부길래 망정

이지 서방이라도 해가면 이건 어떡헐라고 이러는지 모른다. 제 신세 딱한 줄은

모르고 맨날,

“돈은 우리 누님이 쓰는데요.... 누님 나오거든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 조카가 이리 온다니까 어차피 방은 있어야 하겠소.”

…중략…

장독 옆으로 빠진 수채를 건너서면 바로 아랫방이다. 본시는 광이었으나 셋방

놓으려고 싱둥겅둥 방을 들인 것이다. 흙질한 것도 위채보다는 아직 성하고 신

문지로 처덕이었을망정 제법 벽도 번뜻하다. 비바람이 들이치어 누렇게 들뜬 미

닫이였다. 살며시 열고 노려보니 망할 노랑퉁이가 여전히 이불을 쓰고 끙, 끙,

누웠다. 노랄 낯짝이 광대뼈가 툭 불거진 게 어제만도 더 못한 것 같다.

비바람이 들이치어 누렇게 들뜬 미닫이였다. 살며시 열고 노려보니 망할 노랑

퉁이가 여전히 이불을 쓰고 끙, 끙, 누웠다. 노란 낯짝이 광대뼈가 툭 불거진 게

어제만도 더 못한 것 같다. 어쩌자고 저걸 들였는지 제 생각을 해도 소갈찌[소

갈머리]는 없었다. 돈도 좋거니와 팔자에 없는 송장을 칠까봐 애간장이 다 졸아

든다.

…중략…

“영감님! 오늘은 방셀 주셔야지요?”

“시방 내 몸이 아파 죽겠소.”

영감님은 괜한 소리를 한단 듯이 썩 귀찮게 벽 쪽으로 돌아눕는다. 그리고 어

그머니 끙, 움츠러드는 소리를 친다.

“아니 영 방세는 안 내실 테요?” 하고 소리르 빽 지르기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내 시방 죽는 몸이오. 가만 있수.”

“글쎄 죽는 건 죽는 거고 방세는 방세가 아니오. 영감님 죽기로서 어째 내 방

세를 못 받는단 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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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는데 어째 방세는 또 낸단 말이오.”

…중략…

그 옆으로 좀 사이를 두고 나란히 붙은 미닫이가 또 하나 있다. 열고자 문설

주에 손을 대다가 잠깐 멈칫하였다. 툇마루 위에 무람없이 올려놓인 이 구두는

분명히 아끼꼬의 구두일 게다. 문 열어 볼 용기를 잃고 그는 부엌 쪽으로 돌아

가며 쓴 입맛을 다시었다.

카펜가 뭔가 다니는 계집애들은 죄다 그렇게 망골들인지 모른다. 영애하고 아

끼꼬는 아무리 잘 봐도 씨알이 사람될 것 같지 않다. 아래위턱도 몰라보는 애들

이 난봉질에 향수만 찾고 그래도 영애란 계집애는 비록 심술은 내고 내댈망정

뭘 물으면 대답이나 한다. 요 아끼꼬는 방세를 내래도 입을 꼭 다물고는 안차게

도 대꾸 한마디 없다. 여러번 듣기 싫게 조르면 그제서는 이쪽이 낼 성을 제가

내가지고,

“누가 있구두 안 내요? 좀 편히 계셔요. 어련히 낼라구, 그런 극성 첨 보겠

네.”

이렇게 쥐어박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편히 계시라는 이 말에는 하

어이가 없어서도 고만 찔끔 못한다.

“망할 년! 언젠 병이 들었었나?”

…중략…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내 방 빌리고 내가 말 못하는 것은 병신스러운 짓

임에 틀림이 없다. 담뱃대를 마루에 내던지고 약을 좀 올려 가지고 다시 아래채

로 내려간다. 기세 좋게 방문이 홱 열리었다.

“아끼꼬! 이봐! 자?”

이번에는 대문 밖에서도 잘 들릴 만큼 목청을 돋았다. 그러나 생시에도 대답

없는 아끼꼬가 꿈속에서 대답할 리 없음을 알았다. 그저 겨우 입 속으로,

“망할 계집애두, 가랑머릴 쩍 벌리고 저게 원.... 쩨쩨.”

…중략…

아끼꼬는 베개로 허를 펴며 팔뚝시계를 다시 본다. 오정하고 15분 또 3분. 영

애가 올 때가 되었는데, 망할 거 누가 채갔나. 기지개를 한번 늘이고 드러누우

며 미닫이께로 고개를 가져간다. 문 아랫도리에 손가락 하나 드나들 만한 구멍

이 뚫리었다. 주인 마누라가 그제야 좀 화가 식었는지 안방으로 휘젓고 들어가

는 치마 꼬리가 보인다. 그리고 마루 뒤주 위에는 언제 꺾어다 꽂았는지 정종

병에 엉성히 뻗은 꽃가지. 붉게 핀 것은 복숭아꽃일 게고, 노랗게 척척 늘어진

저건 개나리다. 건넌방 문은 여전히 꼭 닫혔고, 뒷간에 가는 기색도 없다. 저 속

에는 지금 제가 별명 지은 톨스토이가 책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눈을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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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았으리라. 올라가서 이야기나 좀 하고 싶어도 구렁이 같은 주인 마누라가 지

키고 앉아서 감히 나오지를 못한다.

이것은 아끼꼬가 안채의 기맥을 정탐하는 썩 필요한 구멍이었다. 뿐만 아니라

저녁나절에는 재미스러운 연극을 보는 한 요지경도 된다. 어느 때에는 영애와

같이 나란히 누워서 베개를 베고 하나가 한 구멍씩 맡아 가지고 구경을 한다.

왜냐면 다섯 점반쯤 되면 완전히 히스테리인 톨스토이의 누님이 공장에서 나오

는 까닭이었다.

그 누님은 성질이 어찌 괄괄한지 대문간서부터 들어오는 기색이 난다. 입을

다물고 눈살을 접은 그 얼굴을 보면 일상 마땅찮은, 그리고 세상의 낙을 모르는

사람 같다. 어깨는 축 늘어지고 풀 없어 보이면서 게다 걸음만 빠르다. 들어오

면 우선 건넌방 툇마루에다 빈 벤또를 젱그렁, 하고 내다 붙인다. 이것은 아우

에게 시위도 되거니와 이래야 또 직성도 풀린다.

…중략…

“오늘은 방을 좀 치워야 하겠소. 여기 내 조카도 지금 오고 했으니까.”

주인 마누라는 약이 바짝 올라서 매섭게 쏘아본다. 방에서만 꾸물꾸물 방패막

이를 하고 있는 톨스토이가 여간 밉지 않다.

“아 여보! 방의 세간을 좀 치워줘요. 그래야 오는 사람이 들어가질 않소?”

“사날만 더 참아줍쇼. 이번엔 꼭 내겠습니다.”

“아니 뭐 사글세를 안 낸대서 그런 게 아니오. 내가 오늘부터 잘 데가 없고

이 방을 꼭 써야 하겠기에 그래서 방을 내달라는 것이지......”

양복 바지를 거반 엉덩이 걸친 버드렁니가 이렇게 허리를 쓱 편다. 주인 마누

라가 툭하면 불러온다던 즈 조카라는 놈이 필연 이걸 게다. 혼자 독학으로 부청

에까지 출세를 한 굉장한 사람이라고 늘 입에 침이 말랐다. 그러나 귀처진 눈은

말고, 헤벌어진 입과 양복 입은 체격하고 별로 굉장한 것 같지 않다. 게다 얼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가 분수 없이 뻐팅기려고,

“참아주시던 길이니 며칠만 더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애걸하면,

“아 여보! 당신도 그래 사람이오?”하고 제법 삿대질까지 할 줄 안다.

“저런 자식두! 못두 생겼다. 저게 아마 경성부 고쓰깽인 거지?”

“글쎄, 그래도 제법 넥타일 다 잡숫구.” 하고 손가락이 들어가 문의 구멍을

좀더 후벼판다마는 아끼꼬는 구렁이(주인 마누라)의 속을 빤히 다 안다. 인젠

방세도 싫고 셋방 사람을 다 내쫓으려 한다. 감마까나 아끼꼬는 겁이 나서 차마

못 건드리고 제일 만만한 톨스토이부터 우선 몰아내려는 연극이었다.

“저 구렁이 좀 봐라, 옆에 서서 눈짓을 쳐가며 자꾸 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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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자식도 얼간이가 아냐? 즈 아즈멈 시키는 대로 놀구 섰게.”

“어쭈, 얼짜가 뻐팅긴다. 지가 우와기를 벗어놓면 어쩔테야 그래? 자식두!”

“톨스토이가 잠자쿠 앉았으니까 약이 올라서 저래, 맛부리는[맛없이 싱겁게

구는] 게 밉살머리궂지? 자식 그저 한 대 앵겨줬으면.”

“내가 한 대 먹이면 저거 고택골[지금의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해당하는 옛

마을 이름으로 공동묘지가 있었음] 간다. 그러니깐 아끼꼬한테 감히 못 오지 않

어.”

주먹을 이렇게 들어 뵈다가 고만 영애의 턱을 처질렀다. 영애는 고개를 저리

돌리어 또 빼쭉하고,

“얘 이럼 난 싫단다!”

“누가 뭐 부러 그랬니 또 빼쭉하게?” 하고 아끼꼬도 좀 빼쭉하다가 슬슬 눙

치며,

“그래 잘못했다. 고만두자 쐭쐭쐭-”

영애의 턱을 손등으로 문질러주고,

“쟤! 저것 봐라, 놈은 팔을 걷고 구렁이는 마루를 구르고 야단이다.”

“얘 재밌다, 구렁이가 약이 바짝 올랐지?”

“저 자식 보게, 제 맘대로 남의 방엘 들어가지 않아?”

아끼꼬가 영애에게 눈을 크게 뜨니까,

“뭐 일을 칠 것 같지? 병신이 지랄한다더니 정말인가베!”

“저 자식이 남의 세간을 제 맘대로 내놓질 않나? 경을 칠 자식!”

“그건 나무래 무러 해, 그저 톨스토이가 바보야! 그래도 부처같이 잠자코 앉

았지 않아. 세상엔 별 바보두 다 많어이!”

아끼꼬는 그건 들은 체도 안 하고 대뜸 일어선다. 미닫이가 열리자 우람스러

운 걸음. 한숨에 툇마루로 올라서며 볼멘소리다.

“아이 여보슈! 남의 세간을 그래 맘대로 내놓는 법이 있소?”

“당신이 웬 참견이오?”

_ 김유정, 『따라지』 中

아침에 깨기는 일찍 깨었다는 증거로 닭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 생각하면

여관으로 돌아오기를 닭이 울기 시작한 후에- 참 또 생각하면 그 밤중에 달도

없고 한 시골길을 닷 마장이나 되는 읍내에서 어떻게 걸어서 돌아왔는지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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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만, 둘이 걸어오면서 S가 코를 곤 것은 기억합니

다. 여관 주인아주머니가 아주 듣기 싫은 여자 목소리로

“김상! 오정이 지났는데 무슨 잠이오, 어서 일어나요.”

그러는 바람에 일어나 보니까 잠은 한잠도 못 잔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9

시 반이니까 오정이란 말은 여관 주인아주머니 에누리가 틀림없습니다. 곁에서

자던 S는 벌써 담배로 꽁다리 네 개를 만들어놓고 어디로 나갔는지 없고, 내가

늘 흉보는 S의 인생관을 꾸려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 참 궁상스러운 가방

이 쭈글쭈글하게 놓여 있고, 그 속에는 S의 저서가 들어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양말을 신지 않은 채로 구두를 신었더니 좀 못 박힌 모서리가 아파서 안되었길

래 다시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고 툇마루에 걸터앉아서 S가 어데로 갔나 생각

하고 있으려니까, 건너편 방에서 묵고 있는 참 뚱뚱한 사람이 나를 자꾸 보길래

좀 겸연쩍어서 문밖으로 나갔더니 문 앞에 늑대같이 생긴 시골뜨기 개가 두 마

리가 나를 번갈아 홀낏 홀낏 쳐다보길래 그것도 싫어서 도로 툇마루로 오니까

그 뚱뚱한 사람은 부처님처럼 아까 앉았던 고대로 앉은 채 또 나를 보길래 참

별 사람도 다 많군 왜 내 얼굴에 무에 묻었나 그런 생각에 또 대문간으로 나가

니까 그때야 S가 어슬렁어슬렁 이리로 오면서 내 얼굴을 보더니 공연히 싱글벙

글 웃길래 나는 또 나대로 공연히 한번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_ 이상, 『지팡이역사』 中

남자, 무언가 떠오른 듯 대청마루 밑을 살핀다.

부엌을 들여다본다.

건넌방 문을 열고 방안을 살펴본다.

갑자기 벌컥 안방 쪽문이 열린다.

남자, 화들짝 놀라 돌아본다.

할머니 : (안방에서) 뉘기 오셨수?

열린 쪽문으로 할머니가 상체를 내민다. 손에 든 염주를 쉬지 않고 돌린다.

할머니 : 뉘기요? …딘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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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당황해서) …예? …예, 저 진구예요. …할머니.

할머니 : 학교 갔다 완?

남자 : 학교…, 학교요? 네, 학교. 제가 학교에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 : 쟤 보라! 할마이가 와 몰라? 니 대학 등록금도 할마이가 대준 거를.

끼익 대문이 열린다.

할머니 : 뉘기 또 완?

남자, 깜짝 놀라 돌아본다.

엄마가 묵직한 자루를 머리에 이고 마당으로 들어선다.

할머니 : 에그, 저년 왔네... (남자를 향해) 날래 씻으라. 밥은 먹은 거이가?

엄마 : 또 누구랑 그렇게 곰살맞게 얘길 하시나? 이번엔 누가 오셨어?

남자 : 엄마…!

엄마, 수돗가에 있는 커다란 대야에 자루를 풀어 쏟아 붓는다.

배추 이파리들이 빨간 고무 대야에 가득 찬다.

할머니 : 딘구지 누구간.

엄마 : 진구요?

할머니 : 길티안. 쟈 배고프갔어. 고거이 냉중에 하고 날래 쟈 밥 몬처 차리

주라.

화장실에서 찬숙이 나온다.

찬숙 : (수돗가에서 손을 씻으며) 시장 다녀오세요?

엄마 : 아직 출근 안 했네.

찬숙 : 이제 가면 배차 시간 맞아요. 또 누굴 찾으세요?

엄마 : 아니. 진구 밥 차려주래. 배가 고프신가…

할머니 : 밍기작거리지 말고 날래 밥 차리라니.

엄마 : 배고프셔요? 아침도 한 사발 뚝딱 해치우고는, 벌써?

할머니 : 나 말고.

찬숙 : 먹성도 좋으신데 어째 저리 자꾸 마르시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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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 가만있길 해야 말이지.

찬숙 : 아주머니만 골병들겠어요.

찬숙, 손을 털며 화장실 옆방으로 들어간다.

할머니 : 성구야!

엄마 : 가만 좀 있어 봐요. 요것만 절여놓고 금방 상 차려 드릴 테니까. 밥 또

먹지 뭐!

할머니 : 저런, 멀제이 같은 년! 나 말고 딘구 멕이라고. 난 배 안 고파. (남자

에게) 씻어, 씻으라!

엄마 : 진구는 새벽에 술이 떡이 되가지고 들어와서 여태껏 제 방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걸.

할머니 : 딘구가 자? 그럼 저 냥반은 누구네? (남자에게) 여보! 딘구 아니슈?

남자 : …

엄마 : 말대답하는 내가 미친 년 맞네. 어째 부쩍 더 심해지셔. (큰 소리로) 제

발 정신 좀 차립시다!

할머니 : 야! 너 누깔 희번덕거리디 말라. 무사 죽가서...

엄마 : (건넌방을 향해) 진구야!

남자 : 네…

엄마 : 진구야, 이제 일어나! 밥 먹고 또 자던지!

할머니 : 그럼 성구는 오데 가서? (남자에게) 딘구야, 니 언니 오데 가서?

남자 : …

할머니 : 성구 오데 갔냐니까는?

남자 : 성구 형은…

엄마 : 성구는 또 왜 찾아, 성구는?

할머니 : 성구 오면 밥 같이 멕일라고 그러지, 이년아!

엄마 : 성구가 왜 와! 학교 가서 여직도 안 오잖아.

할머니 : 안 와서?

엄마 : 어디서 밥을 처먹던지 말던지. (버럭) 진구야! 밥 안 먹어?

할머니 : 저년이 와 남의 손주한테 소리는 지르고 지랄이네. 아, 나 쟤 무사와!

나무아미타불…

할머니, 쪽문을 거칠게 닫아버린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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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방에서 정양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온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부엌방에 다가간다.

엄마 : (문 앞에 선 채) 정양아. 많이 아파? 정양아!

정양 : (힘없이 방문을 열고) 아냐, 언니. 어제 어쩔 수 없이 몇 잔 마셨더니 또

속이 난리네.

엄마 : 그러게 거긴 그만두래도. 다른 일 찾아보자.

정양 :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엄마 : 나 일하는 식당에 얘기해준다니까.

정양 : 난 못해. 진구야, 그거 물이야?

진구 : 새로 떠다 줄게요. (부엌으로 간다)

엄마 : 술 더 마시면 큰일 난다고 했다며.

정양 : 안 마셔. 어제 그 새낀 가게 단골이라. 검사라나 뭐라나 한다는 새끼가

법도 없고 겁도 없고 예의도 없고. 확 면상을 긁어버리고 싶은 걸 꾹 참

았네.

진구 : (물그릇을 건네며) 여기요.

정양 : 고마워. (겨우 물을 마신다)

엄마 :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어? 술 팔면서 어떻게 술

을 안 마셔.

정양 : 언니, 난 다른 일은 못 해. 괜찮아. 몇 달 조심하면 나을 거랬어. 물마시

니까 좀 나은 거 같네. 더 자야겠다.

엄마 : 우리 점심 먹을 건데 같이 먹고 자.

정양 : 아냐, 아냐. 난 자는 게 더 좋아. 고마워 언니.

엄마 : 그래? 그럼 이따 나가기 전에 밥 먹고 가. 겉절이김치 할 거거든. 자기

도 좋아하잖아.

정양 : 겉절이김치 해? 그럼! 좋아하지.

엄마 : 주발에 담아서 여기 툇마루에 놔둘게.

정양 : 알았어, 잘 먹을게. 나 잔다. …언니.

엄마 : 왜?

정양 : 고마워.

엄마 : 별소리를…. 얼른 자.

엄마, 방문을 닫아준다.

_ 김승철, 『툇마루가 있는 집』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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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En·Engawa and the

Korean Toettmaru

-As Based on the Structure of Situations

within Fictive Narratives-

Song Hyejin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En · Engawa

and Toettmaru, the inner and outer elements of Japanese and Korean

houses, based on their usage in fictional narratives. En · Engawa and

Toettmaru were introduced to reshape the indoor and outdoor

relationship that is achieved by the suspension of the floor level and

have become spatial elements of both types of houses. Both are

elements that establish the internal and external boundaries and

function as mediating spaces. They are also key elements that are

used when the two types of houses are compared. Howev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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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comparison of their spatial characteristics has yet been made.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elements by looking at their spatial structures and then analyzes

the identified spatial characteristics through a close observation of

their usage in fictional narratives.

The thesis found that En · Engawa, a space that was used to

allow a continuous flow between the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of a

house to be achieved, was a spatial element which drew the garden

into the room. And it was found that Toettmaru, a space used to

prevent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convenience that may be caused

by the interior spaces exposure to the exterior directly, was a space

element that reinforced the path that started from the main gate to

the courtyard and protected the privacy of the inner room.

But when you focus on how these two spatial elements are

handled in the narrative media you can see how they are used by the

humans. It becomes clear how they are used to distinguish the

outdoor and the indoor space, establish the nature of the spaces and

to reinforce the narrative. As a result,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spatial elements become clearer given the cultural differences

that exist between Japan and Korea.

In this study, I introduce various medias such as novels, plays,

movies, dramas, cartoons and games and use them as sources for

primary data and try to approach not the situations which are

arranged arbitrarily from the architectural point of view but the

‘every day and mundane’ situations. Among the various situations

which chose the two spatial elements as background stages, I chose

the situations in which the coherence of the structure was captured,

hoping th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uld be accepted to be

indicative of their general u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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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preceded by a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1) what events the situations

are composed of, 2) which spaces these events occur. As a result, in

various stories, it is found that the situations which can be defined

as ‘solidarity’ appeared on En · Engawa and the situations which can

be defined as ‘face-to-face’ appeared on Toettmaru. Analyzing the

sequence of events starting from the difference of these situations,

the thesis found that the fusion of the different egos is formed on En

· Engawa through the sharing of feelings and actions that are related

to time, season, and weather, whereas the collision of different egos

are formed in Toettmaru.

Through this, the differences in spatial characteristics, which have

been identified through the existence of outer walls, the nature of the

outdoor spaces such as garden and courtyard, are as the following.

First, En · Engawa is the space where the psychological boundaries

between human beings are broken through the sharing of feelings

and actions under the existence of ‘Fudo(climate)'. Second, En ·

Engawa is the space where the entire outside environment existing

outside the house is compressed and brought into the house. Here,

the scope of the external environment extends not only to the garden,

but also to the sky, which is the main player of weather, season, and

time. The overall center of gravity of the space li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outside is brought inside.

In the case of Toettmaru, it emphasized the problem of

territoriality rather than the clim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domain of the courtyard and the private domain of the inner room. In

the situation where Toettmaru appears, the courtyard is not a space

that confirms the existence of the external environment, but it

appears rather as a public space where visitors come in and a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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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a reunion take place. And, the inner room is a private space

blocked from the yard by a thick outer wall. From this, it can be

said that Toettmaru is a space where the conflict between people

occurs.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a space that expands the territory

of the inner room to the courtyard while protecting the privacy of

inner room. Thus, in Toettmaru, the overall center of gravity of

space is in the inner room which points outward.

This study, based on the differences of the space structure such

as the presence or the absence of the outer wall or the nature of

surrounding space elements, tried to confirm the differences regard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space elements in more detail. It

focuses on ‘what events are actually happening'. The inductive

research method, starting from the differences of the actual

‘situation', reveals the differences in spatial characteristics from a

more human and practical point of view, based on the events that

have been formed and the process of how they are placed on the

structure of space. The difference i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En

· Engawa and Toettmaru is not only due to the difference that exist

in the structure of their spaces, but also due to the difference in

culture in which the user who uses them belongs. Therefore,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the difference of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ose two spatial elements are not only compared, but also as it

takes in to account of the user’s viewpoint and the method used in

captur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space that is influenced by the

user’s culture. The method of analysis used in this thesis transcends

architecture by using fictional narratives.

Keywords : En·Engawa, Toettmaru, Narratives, Situations

Student Number : 2015-21108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3. 연구의 흐름  

	2. 이론적 고찰 
	2.1. 다양한 주택 형식 속의 엔엔가와와 툇마루  
	2.1.1. 일본 주택의 엔엔가와 
	2.1.2. 한국 주택의 툇마루 

	2.2. 공간의 구조를 통해 본 공간적 특성 
	2.2.1. 실외공간과 실내공간의 구분 양상 
	2.2.2. 실외공간의 성격 

	2.3. 상황의 구조를 통해 본 공간적 특성 
	2.3.1. 이야기가 제시하는 상황 
	2.3.2. 상황의 구조 : 사건+공간 
	2.3.3. 엔엔가와와 툇마루의 상황의 구조 


	3. 분석 1 
	3.1. 침전조의 엔 
	3.1.1. 겐지 이야기 
	3.1.2. 음양사 

	3.2. 서원조의 엔 
	3.2.1. 전국무쌍 사나다 마루 

	3.3. 민가의 엔가와 
	3.3.1. 호타루의 빛 
	3.3.2. 바닷마을 다이어리 

	3.4. 엔엔가와의 상황의 구조 
	3.4.1. 상황이 갖는 의미 
	3.4.2. 사건들의 전개 양상 
	3.4.3.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와 공간의 특성 


	4. 분석 2 
	4.1. 한옥 툇마루 
	4.1.1. 무녀도, 동구 앞길 
	4.1.2. 웰컴 투 동막골 

	4.2. 도시한옥 툇마루 
	4.2.1. 따라지 
	4.2.2. 툇마루가 있는 집 

	4.3. 툇마루의 상황의 구조 
	4.3.1. 상황이 갖는 의미 
	4.3.2. 사건들의 전개 양상 
	4.3.3.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와 공간의 특성 


	5. 종합 
	5.1. 상황의 구조로부터 재발견한 공간적 특성 
	5.1.1. 상황이 갖는 의미 
	5.1.2. 사건들의 전개 양상 
	5.1.2.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와 공간의 특성 

	5.2. 상황의 구조를 통한 공간 분석의 의의 
	5.1.1. 공간 일원적 분석의 한계 
	5.1.3. 사건의 발견과 공간의 재발견 


	6. 결론 
	6.1. 연구의 결론 
	6.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3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5
 1.3. 연구의 흐름   8
2. 이론적 고찰  10
 2.1. 다양한 주택 형식 속의 엔엔가와와 툇마루   11
  2.1.1. 일본 주택의 엔엔가와  11
  2.1.2. 한국 주택의 툇마루  20
 2.2. 공간의 구조를 통해 본 공간적 특성  28
  2.2.1. 실외공간과 실내공간의 구분 양상  28
  2.2.2. 실외공간의 성격  36
 2.3. 상황의 구조를 통해 본 공간적 특성  40
  2.3.1. 이야기가 제시하는 상황  40
  2.3.2. 상황의 구조 : 사건+공간  41
  2.3.3. 엔엔가와와 툇마루의 상황의 구조  49
3. 분석 1  53
 3.1. 침전조의 엔  54
  3.1.1. 겐지 이야기  54
  3.1.2. 음양사  59
 3.2. 서원조의 엔  64
  3.2.1. 전국무쌍 사나다 마루  64
 3.3. 민가의 엔가와  67
  3.3.1. 호타루의 빛  67
  3.3.2. 바닷마을 다이어리  71
 3.4. 엔엔가와의 상황의 구조  75
  3.4.1. 상황이 갖는 의미  75
  3.4.2. 사건들의 전개 양상  75
  3.4.3.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와 공간의 특성  76
4. 분석 2  78
 4.1. 한옥 툇마루  79
  4.1.1. 무녀도, 동구 앞길  79
  4.1.2. 웰컴 투 동막골  83
 4.2. 도시한옥 툇마루  85
  4.2.1. 따라지  85
  4.2.2. 툇마루가 있는 집  89
 4.3. 툇마루의 상황의 구조  95
  4.3.1. 상황이 갖는 의미  95
  4.3.2. 사건들의 전개 양상  96
  4.3.3.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와 공간의 특성  97
5. 종합  98
 5.1. 상황의 구조로부터 재발견한 공간적 특성  99
  5.1.1. 상황이 갖는 의미  99
  5.1.2. 사건들의 전개 양상  100
  5.1.2.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와 공간의 특성  103
 5.2. 상황의 구조를 통한 공간 분석의 의의  107
  5.1.1. 공간 일원적 분석의 한계  107
  5.1.3. 사건의 발견과 공간의 재발견  108
6. 결론  110
 6.1. 연구의 결론  111
 6.2. 연구의 의의와 한계  113
부록  114
참고문헌  133
Abstract  13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