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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I章 序 論

오늘날 西歐의 文明이나 文化는 그 고유의 發生原因과 역사적 背景을 가지고 발전변화되‘ 

어 온 것으로서 東洋의 그것과는 그 根源을 달리한다. 몇 千年을 이어져 내려온 韓國의 古

建葉은 그 本質的特性과 의미를 부여받지 옷한채 西歐영향을 받은 오늘날의 건축 흑은生 

活과 分離， 化石化되 어 傳純의 斷總을 가져왔다. 古建葉을 과거 의 遺塵￡로서 , 혹은 記;융: 

的인 遺物로 단지 觀光의 대상￡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 論文의 목적 은 우리 의 古建葉이 가진 空間構成上의 특정 을 체계 적 分析基準에 의 거 

면밀히 검토i함으로서 그 本質的 特性을 규명하려는 것이 다. 

과거에 있어서 建棄昭究의 최대의 결점은 세워진 作品이 그저 단순히 훌~~잉]이나 續畵와 

같은 범주로 판단되어 왔다는 點， 다시 말하연 建葉作品이 주로 外面的이고 表面的인 方法‘

에 의한 純牌한 造形的現象a로 연구되어 왔다는 것이다. 建葉의 本質이 立體形成이냐 흑 

은 空間形成이 냐 하는 문제 는 建棄美學의 중요한 과제 이 다. 

古建葉의 특징을 論評한 이제까지의 諸理論을 보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회화， 촉 

각 흑은 공예에서 처럼 그 하나하나에 대한 外觀의 形相， 樣式上의 차이， 생김새의 特徵흑 

은 構造와 工法上의 문제 만을 關心의 대 상a로 하여 그 공간적 특성 을 등한시 하는 경 향이 

있다. 이러한 觀點을 탈피하여 建葉을 他造形藝術과 區分，空間을 그 本質的 屬性S로 보고 

。}러한 얘II面에서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구의 對象은 우리나라의 古建葉￡로 현재 남아 있는 것a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古建

葉은 대부분이 木造建藥이며 현재 극히 -部分 이외에는 대부분이 李朝時代 그중에도 後題

의 것에 局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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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析體系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古建葉을 다루어 온 여러 史學者， 美學者의 論評

을 검로하여 이 들 諸理論의 觀點上의 특정 과 한계 를 규명 하고， 다시 西歐의 諸空間理論，分

析理論을:찾아 비교 검토후 이 論文의 意圖에 맞는 分析方法을 정 립하였다. 

第二章 空間의 分析體系

건축이 他藝術과 다른 특정적인 성격은 建藥은 λ、間을 포함한 三次元空間에 있어서 存tE

한다는 것 이 다. 續畵는 가령 그것이 三次元， 四次元을 나타낸 것 이 라 하더 라도 zp:面的언 

二次元이다. 影刻은 立體的인 三次元에 의하여 成立되나 A間은 결국 그 外部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건축은 오히려 그 內部에 A間이 들어가고， 걷고， 생활하는 하나의 巨大한 中

空의 댐Z刻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새로운 공간개념이 과거의 그것과 크게 다른 點은 S. Giedionol 지적하듯이 次

元의 據大이고 時間擺念의 導入이라 볼 수 있다. 즉 공간은 四次元에 의하여 보다 충실하 

게 설명될 수 있다. 하나의 건축작품을 보는 觀察者는 그 공간내에서 위치를 바꾸면서 연 

속적a로 變化하는 觀點(view point) ..2..로부터 본다. 즉 그 자신이 스스로 四次元을 창조한 

다. 건축 혹은 建藥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를 돌고 또 그 속￡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個個의 視點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有機體的 組織體로서의 건축전 

체 및 그 주위 환경 과의 動的언 相互均衝關係가 중요한 것이 다. 

。1 제 空間分析의 體系가 가져 야 하는 특징 적 基準은 

첫째， 客觀性이 있어야 한다. 즉 美學的 해석에는 아무리 객관화하여도 主觀的 見解가 

介在되으로 이를 最少化해야 한다. 

둘째， 時間因子가 導入되어야 한다. 즉 四次元의 動態的 개념으로 관찰해야 한다. 

위의 基準으로 諸空間分析理論을 검로 종합하여 다음의 分析體系를 정립하였다. (<圖-1)

參照、).

(1) 構成훨素 

@ 크기 (scale) : 관찰자와 대 상사이 의 거 리 에 따른 空間感知의 程度.

@ lt17ù(proportion) : 공간의 폭과 길이에 대한 높이의 比(D/H)에 따른 대상의 感知와 

空間의 폐쇄의 程度

@ 質感(texture) : 材料자체가 갖는 視覺的 特性￡로 보는 거리에 따라 다르다. 

(2) 構成方法

CD seq uence : 관찰자의 연속적인 움직임에 따른 -聯의 空間的 變化에 대한 體驗으로 一

種의 視覺的 交響曲 (visual symphony) 이 라 할 수 있다. 모든 sequence는 始作과 끝이 있 

요며， 일반적으로 整形(formal groups) 과 非整形(informal groups)의 二圖의 典型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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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體系Chierarchy) : 공간의 기 능 혹은 位置條件에 따른 位階款序 혹은 空間移序로서 空

間에 組織力을 줍다. 

第三훌 傳緣的 空間搬念

東西洋을 비교해 보면 서 양인들이 보는 世界는 神과 A間 혹은 A間과 A間사이의 對話어r 

있 o 며 自然은 오로지 背景의 역 할밖에 못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自然이 관심의 대 상이 되 

는 것은 오로지 狂服흑은 착취의 목적 때문이다. 유태교의 創世紀나 그 후의 기독교에 있 

어서도 A間의 排他的 위염은 강조되며 A間에게는 萬物과 世界를 支配할 권리가 神ξ로부 

터 주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 나 東洋A의 自然觀은 自然과의 調和， 自然 속의 A間에 그 근본이 있다. 東洋의 自然

- 은 그 무엇에 의하여 創造되어진 또 主뿔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다. 老子가 “人法地， 地法

天， 天法道， 道法自然이라고한것 처럼 東洋의 自然은 그 스스로 그렇다는 글자 그대로의 

그 자체 自由요， 自因이요， 自在인 것이 다. 즉 東洋은 自然主義藝術의 寶庫요， 西洋은 A 

本主義藝術의 寶庫인 것이다. 

서양운명에 있어 자연과 A間과의 관계는 서로 對立， 극복， 투쟁하는 二元論的인 요소에 

근본을 두는 반연 東洋文明은 自然과의 촉화， Á間도 自然의 한 부분이 라는 -元論的 思考

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東西洋 自然觀의 차이는 建物의 配置개념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西洋과 東洋의 배 

치방법을 비교하면 西洋人늘은 전통적a로 또 근본적으로 空間內에 實體로서 나타난 對象

物을 主觀心의 대 상￡로 하여 主格우로 배 치 하는 반면 東洋人은 근본적 ξL로 g븐間 o 로서의 

複合體가 가진 範圍를 限定하고 또 區劃하는 하나의 手段으로서 對象物을 생각하는 碩向。1

있다. 이러한 構成上의 차이는 東洋A의 自然觀， 그 自然主義的 性向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東洋特有의 自然해석방법으로 風水地理가 있는데 이는 都물， 宮힘， I찮훌의 地를 b相하 

는 일종의 地相學이라 할 수 있다. 陰陽五行說에 그 근원을둔風水地理의 技法， 즉 觀山法

配合不配合위 原理 흑은 陽:t:;法等을 고찰하여 보건데 몇가지 이들의 自然觀의 특정을 찾아 

볼 수 있다C<圖-2) 參照).

(1) 이 說에 의하면 산에 神靈이 있다든가 生氣가 있다고 하여 自然을 生動하는 대상우 

로 취급하였고， 인간은 이 山川의 精氣를 다고 난다고 하여 自然에 λ、間을 合致시켰￡며， 

(2) 自然을 초작한다거 나 狂服한다기 보다 있는 그대로의 自然을 관찰하고 이 해 하여 해 

치지 않고 오히려 補完하려는 자세를 취하였a며， 

(3) 이렇게 해서 立地한 마을， 주택 흑은 宮등은 自然의 諸條件과 -致되어 마치 自然의 

-一部分인 등이 調和가 되 어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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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自然觀 흑은 空間觀念은 西歐의 경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며 우리나략 古建

葉의 배치에 많은 영향을 끼친 독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第四章 空間構成의 方法

第-節 마을과 農家

마을이란 사람들이 相互技助의 공동생활을 팀的으로 集團的으로 모여서 居住하는 장소야 

다. 歐美의 농촌마을은 대개 각기의 농경지를 중심무로 分散된 散村의 形式인데 東洋의 것 

은 集村의 形態이다. 이것은 自己防響와 協同을 도모하려는 典型的인 農村의 生活構造에서 

기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을의 主生活은 마당이라는 區劃된 外部空間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農家도 이러한 마당 

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의 놀이터， 어른들의 휴식장소， 가을의 추수作業場， 오락장， 관흔상 

제의 行事場등 多目的￡로 사용된다. 

소규모의 原始住居에서는 마당도 하나， 접도 한채 있었으나， 점차 分化되어 큰 농가에는 

바깥마당， 안마당， 뒷마당 등으로 나뉘어졌다. 이들 마당사이는 채， 담￡로 어느정도 區

劃되어 각기 다른 기능￡로 사용되었다. 바깥마당은 대개 공개적으로 되어 있어 共同生活

의 場이 되거나 農事時의 작업 공간이 되며， 안마당은 폐쇄적이어서 대개 그 가족 專用의 

공간￡로 되었고 뒷마당은 부엌의 「써비스」공간이 되었￡며 약간의 造園처리를 해 놓기도 

하였다. 

% 마을의 空間構成((圖-3> 參照)

(對象地 : 慶北 慶州市 普門里의 한 民洛마을) 

(1) 配置

마을은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아 南向하여 앞에는 내와 들이 있고 둬에는 산이 있는 中間

地點에 위치한다.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의 空間은 담으로 區劃되어 이에 의하여 소 

위 마당과 불규칙한 길로 나누인다. 각 마당내에는 집이 한채내지 두채가 있어 하나의 농 

가단위 를 構成하여 이 마당의 存在가 큰 특정 이 다. 

(2) 空間의 크기 와 比例

마당의 크기 는 한채 의 경 우 14mx14m, 13mx22m, 14m x 20m, 두채 의 경 우는 16mx 

20m, 16m x 22m, 22m x 24m, 24m x 24m, 18m x 21m로서 어느 경우에나 최대 24m以內의 

거리에 있어 A間R度를 느낄 수 있다. 

건물의 높이 4m, 건물과 담과의 거 리 8rv12m로서 比例는 D/H=2rv3로서 건물을 전체 로 

서 볼 수 있는 거리이다. 담의 높이는 1. 8m정도여서 마당의 폐쇄성은 最小限을 유지하며 

이 높이의 담은 마당과 마당， 마당과 걸공간을 구획하는 정도 밖에 안되어 서로 상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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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인 공간을 구성해준다. 

(3) 공간의 sequence 

마을 sequence의 시작과 끝은 自然인것ξ로 판단된다. sequence의 구성상 뚜렷하게 규명 

되지는 않는 것 같으나 마을의 앞들과 뒷산사이에 主進入路가 잃어 左右에 動的인 均衝

(dynamic balance)블 이루어 관찰자는 자연스럽게 마을 中心部로 유도된다. 걸들은 굽고 막 

히고 갈라져 요소요소에 각 마당￡로 들어가는 대문이 약간 높이 솟아있어 공간에 scale感

과 accent를 준다 climax구성은 마을 入口의 느티나무를 중심으로한 옥외휴게장소등이 

dimax를 이 루며 그 마을 中心部의 宗家의 규모와 주변공간이 主 climax를 이 룬다. 

이를 지나 마을 뒷걸로 가면 관찰자는 어느 觀點에서 캅자기 構圖가 짜인 아릎다운 自然

월:觀을 볼수 있 다. 이것은 마을 전체의 情景일 수도 있고주변의 名山의 風景일수도 있다. 

이러한 숨어 있는 climax는 非整形的 배치의 특정으로서 마을은 이것을 自然훨素에 둔 배 

치 형식￡로 판단된다. 

(4) 空間의 體系

마을의 공간체계는 巨視的으로 보면 들판의 대자연에서 마을 꽁간으로 바뀌는 전환점에 

앞개울이 區劃하는 要素로 되며， 다시 마을에서 산으로 바뀌는 곳에 걸이 區劃훨素로 등장 

한다. 각 마당사이 에 는 얄은 담이 區劃요소이 며 , 담의 大門이 結節點(node)의 역 할을 함을 

직별할 수 있다. 

% 農家의 空間構成(<圖-4> 참조) 

(對象 : 京驚 加平郵 上面의 -農家 60.:1平규모〉 

도면에서 보는 農家는 행랑채와 안채 두채의 기字型칩과 바깥마당， 안마당 및 뒷마당 세 

개의 마당우로 構成되었다. 마당과 마당사이는 채 혹은 담으로 區劃되어 일단 시각적￡로 

選斷시켜 주고 大門과 외부의 좁은 공간으로 상호 연결된다. 여기서는 다른 요소의 分析은 

농가의 경 우와 유사하묘로 생 략하고 空間의 體系에 대 하여 論한다. 

농가 居住者의 主生活공간은 작업장인 논끌 혹은 野山과 같은 大덤然에서 부터 침실인 

안방까지가 그 영역이다. 이를 그 공간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체계를 절정하면 다음의 6段

階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 第一空間體系 : 논， 밭 혹은 野山.

四方이 트여있고 규모가 큰 自然空間.

• 第二空間體系 : 농가앞의 텃밭， 채소맡. 

第-空間과는 개울， 길 혹은 숲으로 區劃되며 개방된 공간이기는 하나 規模도 작아지고 

사람손이 많이 가는 친밀한 공간. 

• 第三空間體系 : 바깥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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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空間과는 생울다리 혹은 또랑으로 區分되어 있고 三面운 개방， 한面응 행랑채로 한 

정된다. 공동의 작엽장소 

• 第四空間體系 : 안마당. 

三面 흑은 四面이 둘러싸인 가장 폐쇄된 외부 공간. 규모도 작아지고 기능도 가족 專用의 

外部空間으로 限定된다. 

• 第五空間體系 : 大廳、 휴은 앞마루. 

대 청 은 -面이 완전히 앞마당ξL로 통한 천정 이 있는 내 부공간으로 閔鎭의 程度는 안방과 

안마당의 中間정 도이 다. 

·第六空間體系:안방 

가장 폐쇄적이고 은밀한 내부공간. 

이처럼 農家의 공간체계는 自然空間에서 단계적으로 λ、I空間S로 전환하면서 시멋울，생 

울타리， 담， 基헐， 다덤돌， 문지방등우로 공간이 區劃되었다. 

第二節 上流住~(<圖-5， 6> 參照)

(對象地 : 慶j、|、l 校洞 崔植B;家 建:tf 127. 57:tf) 

上流住힘은 兩班階級이 거 주하떤 {主힘으로 양반은 身分上 가장 높은 지 위 를 가지 고 있어 

權力에 참여하는 支配層언 동시에 知識層이었다. 地方에 거주하는 경우도 한 마을의 土豪

的， 敎化中心的 역할을 하여왔기 때문에 생활양식도 住生活만이 아니고 보다 복잡하였다. 

典型的인 상류주택은 행 랑채， 사랑채， 안채， 고방채， 별당채， 사당채등 여젓채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들 각채는 각자 담으로 막힌 마당을 가지고 있어 소위 여섯마당이고 이들에 딸린 

門。1 있어 소위 열두대문접이 되는 것이다. 

(1) 配置

이 칩은 慶北-帶의 上流住혐의 典型대로 口字型의 배치를 기본으로 하나 이 住~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대부분 상류주택이 안채와 사랑채가 팔작지붕이 되나 이 주택은 안 

채와 사랑채가 중문간채를 사이에 두어 모두 한지붕으로 연결되며， 또 사랑마당과 행랑마 

당이 명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다. 

(2) 空間의 크기와 비례 

사랑마당 17mX 17m, 행 랑마당 24mX30m , 안마당 10mx13m, 별 당마당 12mx16m, 사 

당마당 10mx12m, 고당마당 9^-'llmx50m로서 모두 人間R度內에 있으며 안마당은 12m 

내외로 친밀한 공간이 다. 

(3) 空間의 質感

主材料는 花剛石， 木材， 회벽 및 기외-이며 石과 木材는 自然材料그대로이나 회벽과 기와 

는 일단 自然材를 가공한 것으로 뽑家에 비하여 훨씬 A工美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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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의 詳細는 사용된 돌의 크기가 밑에서 부터 위로 점점 작아져 담然에서 A工으로의 미 

요한 質感의 變化를 느낄 수 았다. 

"(4) 空間의 s~quence 

도면 6에서 보는 視點 @에서 視點 @까지의 r스켓취」는 이 空間群의 始作에서 끝까지의 

sequence를 나다낸 것 이 다. 소슬대 문을 지 나 특정 적 인 樓마푸를 거 쳐 기 字로 꺾 인 중문을 

지 나 안마당， 다시 우측무로 돌아 우물이 있는 고당마당을 지 나 최 종적 으로 後행에 도달하 

게 되는데 이동얀에 空間응 개방적언 컷에셔 폐쇄척인 것으로， 人I的인 것에서 自然的인 

것으로 공간의 성격이 연속적으로 변화하여 도다어 최종적인 climax에 닿는다. 後짧의 아름다 

움과 넓 이 는 관잔자로 하여 금 驚異感에 가득차게 한다. 이 自然찢素는 이 점 의 空間構造를 

잘아는 사람에 게 만 알려 져 있는 숨은 climax라 하겠 다. 

(4) 空間의 hierarchy 

공간체 계 상 첫 째의 특정 은 마당상호간의 連結方法이 다. 담과 門과 채 로 區分하였는데 담 

은 공간을 區劃하여주고 門은 方向을 指示해 주며 각 채는 마당을 구성하는 主要素가 된다. 

다음의 특정은 각 마당의 機能體系와 뿔間體系가 一됐한다는 것이다. 행랑마당과 사랑마 

당은 公共的이 며 개 방된 공간이 다. 안마당은 가족전용공간이 며 보다 閔鎭的이 다. 사랑마당 

은 완전히 독럽시켜 놓았고， 後짧은 원칙적으로 家族에게만 공개되어 있다. 

셋째 먼 특정 은 內外部空間의 相互關係이 다. 內部와 外部空間사이 에는 대 청 , 樓마루， 앞 

마루， 핏마루(<圖-5)의 실선부분)등 이를 연결하는 中間段階의 공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간들에 의하여 內外空間은 서로 침투하는 有機的 공간조직을 갖게 된다‘ 더욱 대청에 있 

는 분합문을 모두 들어 결쇠에 걸면 외부공간은 안방깊숙히 까지 침투되어 공간의 시간 혹 

은 계철에 따른 轉換도 可能하다. 

第 3 節 宮 關

궁궐은 王이 政事를 보고 또 居住하는 가장 규모가 큰 古建葉이다. 현재는 그 本來의 담 

的으로 사용되지 않아 그 세세한 기능은 알 수 없으나 대략 王이 여러 大닮들과 政務를 보 

는 前朝空間과 왕 및 왕비의 寢關을 중심ξ로한 後寢空間 즉 前朝後寢의 형식이 된다. 

같은 형식이라도 그 개념은 지역과 時代에 따라 다르고 中國에서는 正確한 對稱오로 構

成되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對稱이라도 可變性을 띄고 있다. 

李朝에 세운 많은 宮關中에 가장 대표적인 宮은 景福宮과 昌德宮이다. 景·福宮과 昌德宮

은 여러 면에서 대초가 된다. 경복궁이 웅장하여 男性的인 만연 창덕궁은 아담하며 女性的

이다. 本鎬에서는 공간구성상 變化가 많고， 많은 건물이 保存되어 있는 昌德宮에 대하여 

論한다. (<圖-7， 8) 參照)

(1) 配 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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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福宮이 종래 의 規範을 따라 一直線의 輔上에 건물을 배 치 하였는데 景福宮은 輔線이 여 

러번 꺾여 入口인 敎化門， 仁政顯， 宣政짧을 형펀에 따라 適所에 構成하였다. 이것은 昌德

宮이 山麗의 지형을 따라 배치되어 지형상 많은 制約을 받았기 해문이다. 

(2) 空間의 크기 와 比例.

仁政願마당 50mx60m, 宣政願 31mx33m, 大造願앞뜰 17mX43m, 그外의 공간은 모두 

이보다 작다. 인정전마당의 크기만 특히 크고 그외의 공간은 A間R度內에 있다， 이는 인 

정전이 나라의 政事를 보는 公共의 장소로서의 상정적 의미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D/H 

의 比는 인정전이 2층 높이인 24m정도여서 타 공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D/H=2 內에 있 

다. 그러나 大造觀 앞뜰은 걸이에 비하여 폭이 좁아 폐쇄성이 커서 공간의 규모나 기능상 

주택의 안마당과 -폈한다. 

(3) 空間의 質感、

여기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質感의 그 位置에 따른 變化이다. 仁政願의 使用材料를 

例로 든다면， 바닥에는 거칠게 다듬은 큰 花剛石을 칼고， 벽의 基혈부분에 와서는 보다 다 

듬어지고 크기도 작은 화강석으로 변하고 다시 벽 높이의 1/3되는 위치부터는 벽돌을 사용 

하였다. 그 위 2/3되는 위치부터는 흰색의 회벽을 발랐고 그 위에 화려한 단청을 칭한 木

部가 있어 ÁI美의 극에 다달았다. 이것은 材料의 크기， 加I의 정도， 종류에 따라 上部

로 갈수록 점진적인 했果를 준 것￡로 질강의 體系上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空間의 sequence 

이 空間의 sequence는 敎化門에 서 시 작한다. 본래 仁政願과 이 돈화문 사이 에 는 과거 에 

몇가지 건물 및 행랑이 있어 climax에의 훨入部를 構成하고 인정문앞에서 꺾이어 整形的

climax인 인정전에 다다르게 된것 같으나 지금은 體驗할 수 없다. <圖-8>의 觀點 @에서 

觀點 @까지의 「스켓치」는 仁政願에서 宣政顧을 보고 熙政堂뒷뜰을 지나 왕의 居所인 大

造願， 다음 대조전 後행 및 끝으로 가정당까지의 공간을 연속적￡로 그린 것이다. 

仁政觀에 서 가정 당까지 의 공간적 체 험 을 보면 整形的 climax에 서 서 서 히 非整形的 climax 

로， 非人間R度에서 A間R度 혹은 친밀한 공간으로， 公共的인 기능에서 점차로 私的인 기 

능으로 바뀌 어 끝으로 自然훨素로 構成된 가정 당에 숨은 climax를 구성 해 놓은 것을 알수 

있다. 

(5) 空間의 hierarchy 

궁궐의 공간적언 체계는 構成面에서 보아 上짧住힘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보다 多樣化

해지고 복잡해지기는 했￡나 空間의 區劃은 역시 담과 願 혹은 쩍願으로 되었고 이 사이에 

난 門과 계 단이 方向을 指示해 준다. 

第 4 節 춤 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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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主機能은 佛供을 드리는 기능， 說法을 論하는 機能 및 짧究와 居住를 하는 기능 즉 

불교에서 말하는 佛法增의 三寶라는 三個의 기능무로 大別된다. 

뿔刺의 배치는 이러한 活動領域이 하나의 宗敎廢式오로 이루어지도록 區分된 것으로 金

堂(후에 大雄願이라고도 함)， 法堂， 慣房 흑은 輝房 등이 그것이며 特別修道를 위한 魔子

등이 주변 산에 있다. 이외에 舍利 혹은 佛典을 보관하기 위한 搭을 세웠는데 철간의 배치 

에 있어서 이 搭은 魚點으로서 중요한 역활을 한다. 

극풍송U의 配置形式 및 건축양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발표되 었￡묘로 本考에서는 

山地-搭型인 쏠山 東짧區 좁節洞에 있는 했魚량를 中心으로 간략하게 論하고자 한다. (<圖

-9,10> 參照)

(1) 配 置

이 폼채은 金井山 東測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어 표輔을 東西로 잡고 계곡과 ~行하여 東

向하고 있다. 全體는 大小 2.0餘채 의 정 과 3個의 門으로 區盡u되 는 導入空間 및 大雄顧앞의 

마당ξ로 되어 있다. 

(2) 空間의 크기 와 比例

一柱門과 天王門사이 31m, 天王門과 不二門사이 45m, 不二門에서 普濟樓까지 15m의 넓 

고 긴 보도로 되어있고 大雄顧기단 앞의 마당은 23mX18m이다. 마당의 폐쇄성은 주변에 트 

인 곳이 많아 크게 느껄 수 없고 自然훨素가 마당內에 많이 違入되어 있다. 

(2) 空間의 sequence 

철은 -般的으로 산지에 있기 째문에 철에 닿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걸어 올라간다. 

〈圖-10>의 視點 G), @, @에 서 보는 아름다운 三個의 門과 步道로 構成된 導入部는 극훈;tU 

~間의 구성상 가장 큰 특징￡로 이것은 좋刺의 神泌性과 敬뚫性을 높여주기 위한 技뽑 

으로 판단된다. 不二門에서 이제까지의 터진 視線은 차단되어 기단과 普濟樓가 가로막는 

다. 이것은 輔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대웅전 앞뜰의 경이강을 더욱 高朝시키기 위한 技法으 

로 특정적인 것이다. 

대웅전 앞마당의 公開된 cIimax를 지 나 大雄願좌측으로 돌면 다시 새 로운 공간이 전개 된 

다(視點 @). 自然훨素와 A그:이 묘하게 調和되어 있는 이 공간을 지나 암자로 통하는 뒷산 

걸로 가면 관찰자는 大自然에 파묻힌 철의 중S態를 보고 감탄하게 된다. 춤刺의 숨은 cIimax 

는 산일 수도 있고 계곡이나 위에서 보는 절 자체일 수도 있￡나 그것은 관찰자의 느낌에 

따라 다르다. 

(4) 空間의 hierarchy 

뽑刺의 특정적인 공간체계는 특히 導入部에 있다. 멀고 긴 違入部 곳곳에 結節點(node)

으로 門을 세워 단조로움을 피하고， 區劃된 각 공간의 性格을 달리해주므로서 漸高하는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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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0> 츄체空間構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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乘쳤果를 준 것은 가장 큰 특정의 하나리고 본다. 

第五章 結 論

各 類型別로 한두개 의 實例를 선택 , 分析하여 全體로서 -般化를 試圖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成立펀 生成原因 즉 傳統的 思想， 自然觀 흑은 그 技法面￡로부터 追

歐할 때 각 類型사이에는 一願相通하는 共通分母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自然과의 調和를 꾀하고 自然을 主格으로 놓는 造形意圖이다. 이러한 造形

意圖는 時代나 地域에 따라 변천되고 그 건물의 使用目的에 따라 바뀌었어도 하나의 同

한 類形觀念으로 어느 건축물에나 -貴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造形心理는 우리 固有의 精神文化속에서 그 生成原因을 찾을 수 있다. 이제 

각 유형 에 대 한 분석 결과를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1) 空間의 크기와 비례 

공간의 크기는 類型에 관계 없이 λ、間R度인 24m를 넘지 않고 다만 궁궐의 正觀만은 1711 

外이다. 폭과 높이의 比例는 D/H=Z"'3 청도여서 공간의 폐쇄성은 적당하거나 최소한을 

유지하여 공간상호간에 침투와 연속이 이루어진다. 

(2) 空間의 質感

材料는 모두 自然的인 것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그 용도와 기능이 다양해지거나， 상정적 

인 의미를 가져야 할 경우에는 A工妹를 더욱 가미하였다. 

自然에서 /\工으로의 절감 및 재료의 점진적인 변화는 큰 특정이다. 

(3) 空間의 sequence 

全般的으로 非整形的(informaI)構成을 이푸며， 公開련 cIimax로 主훨空間인 마당을 두고 

다시 여 기 에 서 칼라져 교요하게 홉導하여 숨은 climax로서 自然要素플 響入하였다. cIimax 

를 자연요소에 둔 것은 西歐의 건축이 대개의 경우 climax를 內部空閒에 둔 것에 비히여 

큰 특정이다. 西歐人들은 「아치 J ， r돔」 흑은 「볼트J(vault) 등의 構造的 技術을 가지고 大

規模內部空間(major space)을 만들어 climax를 얻은 반면 한국의 古建葉은 本來 內部空間이 

빈약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自然속에서의 生活을 즐겼기에 外部空間에 climax를 둔것 같다. 

(4) 空間의 hierarchy 

이들 諸 類型은 공통적으로 마당이라는 外部空間의 體系를 갖고 있다. 이마당을 區劃하 

는 훨素는 대개 얄은 담이며， 이 마당상호간을 연결시켜주는 結節點은 門이다. 각 유형에따 

라 마당의 크끼， 機能， 閔鎭性은 달라도 하나의 空間體系로 마당의 擺念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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