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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옥의 다양한 전개 
 



한옥의 문제점과 개발 방향-한옥기술개발 설계부분 

전통한옥의 문제점과 장점 연구개발 최종목표 

사용불편 

비모듈화 

전통의 멋 

심리안정(정서) 

공간활용 

장점 

문제점 공사비 비쌈 

유지관리불편 

습식화공법 

생활유형 및 설계기법 개발 

한옥유형 공간모델 개발 

한스타일 개발 

물사용공간의 건식화 

편리한  
한스타일의  

한옥유형개발 

한옥 
설계기법 

전통한옥 디자인 기법  
및 요소분석 

춥다-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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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특성-가변성 

전주최씨 해평파 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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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특성-가변성/문 

남산골 한옥마을 영일 매산종택-산수정 

남산골한옥마을 양성 해주오씨 종택 



  한옥특성-입체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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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임청각 

내앞 학봉고택 

• 부분 복층/1.5층의 다양한 구성 
 - 다락+방/ 다락+ 부엌/다락+함실/ 다락+헛간/ 다락+마구간/ 다락+광/ 누마루+함실/ 누마루+ 헛간………. 
 - 마루와 부엌의 관계 : 1.5H: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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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특성-입체적 활용-상주 양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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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특성-입체적 활용 사례- 나주 홍기창 가옥(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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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특성-지역성- 어명기 가옥 



10 

한옥의 특성 -수납- 남천고택 



1. 1 
신한옥의 개념 
 



도시형 한옥과 신한옥 

•   주요 구조부가 한옥 고유의 전통적 목구조 형식으로 지어진 건축물 

•   한식기와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전통적인 외관을 갖춘 건축물 및 부속시설 

도시형 한옥 

•   지하층 또는 기단부를 콘크리트구조, 조적구조 등의 방식으로 구축한 한옥 

•   한국의 전통적인 목구조방식과 전통적인 외관으로 지어진 한옥 

•   외관은 한식기와 등 전통적인 자연재료로 구성하되,  
    내부 공간은 현대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비자연재료를 사용한 한옥 

•   표준화된 부재를 현장 치목하여 구축된 한옥 

신한옥 

송인호(1990) 

한옥건축 진흥을위한 
제도기반 구축연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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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옥  

• 한옥의 주요형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생활과 환경에 적응하도록 개선된 것 
• 현대적 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전통한옥의 개선과 현재생활에 맞는 한옥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한옥  

 신한옥의 개념 

1. 공간적으로 좁고 불편한 연결관계의 공간구성 개선: 공간크기 증가, 화장실 실내화 등  

2. 전통한옥에서 적용하지 않던 새로운 재료의 적용 : 기밀, 단열성능향상 등 현대적 재료   

3. 새로운 설비의 적용 :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 전기, 정보통신 시설 등, 가전기기 등  

• 주요구조부가 한국고유의 목구조 방식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현대적 기술 및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국토부, 2008) 

*건축법시행령 제2조 16항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4. 새로운 구법, 공법의 적용 : 접합 구법공법의 다양화 등  



 전통한옥과 신한옥의 조사결과 비교 

안채 

사랑채 

[전통한옥] 

헛간 

광채 

부엌 

중문채 

툇마루 

마루 

전통한옥 신한옥 

기거양식 좌식 좌식/입식 혼용(부엌/식당 입식) 

생활양식 안방 중심 거실 중심 

생활동선 내·외부 동선의 연결 내부화 

마루/툇마루 반외부 공간(개방) 내부 공간(폐쇄) 

 부엌 반외부 공간(가사노동공간) 내부 공간(공동생활공간) 

화장실/욕실 외부 내부화 

다용도실/창고 외부 내부화 

난방 구들 온돌 파이프 난방(보일러) 

현관 없음 있음 



 신한옥의 공간구성 변화와 주생활 특성 

신한옥 

기거양식: 좌식/입식 
혼용(부엌/식당 입식) 

부엌: 내부 공간(공동
생활공간) 

다용도실/창고: 
내부화 

화장실/욕실: 
내부화  

현관 

마루/툇마루: 내부화 

생활양식:  
거실 중심 



1.2  
신한옥의 다양한 전개 



신한옥의 공법 –모듈러 한옥 



신한옥의 공법 –모듈러 한옥 



한옥의 다양한 유형-이동식  



한옥의 다양한 유형-철골+목재마감  



한옥의 다양한 요소기술- 건식온돌 



 한옥의 다양한 접근-양주 한옥- 재료와 구법,공법 



한옥의 다양한 접근 –도학동 한옥-에너지 측면 



한옥의 다양한 접근- 화장실과 부엌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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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파트+한옥 융,복합 
 



공동주택에 한옥 요소응용- 아파트 개조 한옥문화원/이씨댁 

자료: 한겨레 구본준기자 아파트에 이식한 한옥의 유전자 2008-04-11  
26 



한옥의 요소응용- 아파트 개조 한옥문화원/이씨댁 

자료: 한겨레 구본준기자 아파트에 이식한 한옥의 유전자 2008-04-11  
27 



한옥의 요소 응용- 아파트 개조 한옥문화원/이씨댁 

자료: 한겨레 구본준기자 아파트에 이식한 한옥의 유전자 2008-04-11  
28 



  한옥의 응용-00 아파트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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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edang.or.kr/zeroboard/zboard.php?id=interior 

•기존  아파트 형태+ 마당형 발코니+ 툇마루+ 좌식 식당(누마루?) 
•인테리어 요소 : 문과 창 
•발코니 : 담장 



  한옥의 응용-계획안(황두진) 

30 

1930년대 가회동 도시형 한옥의 평면을 변경해 한옥 아파트의 기본형으로 삼았으며, 문간채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마당을 거쳐 집 안으로 들어간다.   
• 최상층 발코니 없는 사방이 트인 한층에 1채인 아파트 

출처 : dongA.com 경제/  [아파트 변혁을 꿈꾸다]<4>한옥 아파트/ 계획 : 황두진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1070064 



  한옥의 응용-주공 한옥식아파트/금성건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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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지구 아파트 전통한옥 디자인 적용 

전통마을의 원경 유추 (분절, 중첩) : 주동의 거대한 볼륨을 아담한 전통 살림집 이미지  



  한옥의 응용-주공 한옥식아파트/금성건축안 

32 
자료 : 한국경제: 안마당·장독대 있는 `한옥 아파트` 나온다/ 2009-03-23 17:20 
       : 한 스타일 육성정책에 따라 최초 도입 [주간시흥신문 2009.03.27 20:40]  

내부 설계는 전용면적 59·84·134㎡형을 기본으로 했다.안마당과 사랑방 누마루 등을 도입하고 전통 문양
을 들어간 문짝과 벽 디자인이 적용된다.전용 134㎡형의 경우 거실 자리에 왠만한 방크기의 마루가 마련된다. 
사랑방과 마루사이에는 툇마루까지 들어선다. 
84㎡형과 59㎡형은 현관을 열면 바로 마당이 나온다.마당을 거쳐서 툇마루를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는 구조다 
시범지구로 선정된 시흥목감지구는 1만1584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며 이 가운데 722가구에 한옥식 스타일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주만성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6000가구 중에서 4층 이하로 1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목감지구 아파트 전통한옥 디자인 적용 



  한옥의 응용 –주공한옥식아파트/금성건축 

33 



  한옥의 응용 -금성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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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의 응용 –주공한옥식아파트/금성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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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부는 돌기단을 형상화한 ‘가구식’과 화방벽을 형상화한 ‘벽식’, 골목 
   길을 형상화한 ‘골목식’ 디자인을 개발 
-전통디자인을 모티브로 적용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문주 등에 대한  
  디자인도 함께 제시해 일체감을 부여   



  한옥의 응용 -주공한옥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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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의 응용 –한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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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의 응용 –한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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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형 한실형 

안마당형 다실형 



  한옥의 다양한 용도 –혜화동 주민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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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화동 한옥사무소(대지 808.1㎡, 건평 247.7㎡) 

∙ 1940년에 지어진 기존 한옥의 ㄷ자 구조에 화장
실과 창고 등을 후면에 배치하기 위한 평지붕으로 
덧붙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옥의 구조와 분위기 
유지, 기존벽체를 헐고 통 유리벽 설치, 장애자용 
경사로 설치 및 실내바닥에 배선용 2중바닥 설치  



  한옥의 다양한 용도 –한옥도서관 

40 
순천 한옥글방 도서관 

구로 한옥도서관 장성황룡마을 도서관 



한옥의 다양한 사례-관훈재  



한옥의 다양한 사례-한샘연구소  



한옥의 다양한 사례-호텔 영산재  



한옥의 다양한 사례-호텔 라궁  



한옥의 다양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