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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옥은 우리나라의 건축양식 고유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고 한옥이 가지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우리나라 건, ∙
축양식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최근 한옥에 대한 . 

우리나라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에 따, 

른 전통성 계승을 위해 다방면으로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지속되

고 있다 한옥기술개발연구 신한옥 등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 

으며 단순한 한옥만의 연구가 아닌 한옥 고유의 정신 예술 생, , , 

태 환경 등 여러 분야를 계승하면서 현대적 관점의 비경제성 단, , 

열 기밀 설비 등 결점을 해소하기 위한 현대건축과의 조화, , (調
등에 관한 연구가 뒤따르고 있다) . 和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적용범위도 주택은 물론 상업, 

시설이나 공공건축물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실정이

다 특히 공공건축물은 그 성격상 공공성을 띠면서 시민이나  대. 

pISSN 2288-968X, eISSN 2288-9698
http://dx.doi.org/10.12813/kieae.2018.18.4.045

중에게 개방된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한옥의 전통의장요소 

반영 현대건축물의 전통적 해석 경제성과 시공성 향상 등을 적, , 

용시킬 경우 우리나라 고유의 한옥 정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확대 

보급하는데  유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주시 소재 한옥형 공공건축물 건의 사례12

를 분석하여 경주시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한옥 요소 의장요소 등 이 ( )

적용된 정도 부위별 특징 및 조례 및 법령으로 인해 규제되거나 지, 

원되는 정책들을 살펴본다 또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추후 계획. , 

될 한옥형 공공건축물들에 대한 한옥 요소 적용 가능성에 대한 내용

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년대 초 도입된 지정문화재 제도를 보완하고 근대문화2000 , 

유산의 보존 보전 및 실제 활용을 위해 도입된 등록문화재 제도, 

는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문화재를 단순 보존 보전의 가치, 

로 인식하지 않고 지역과 경제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

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제도의 본 목적에 맞도록 한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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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Hanok must be showing Korea's unique architectural styl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of Hanok is 
one of th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Korean architecture style. Recently, active research on how to use hanok is under 
way. According to this trend, public buildings are multi - use facilities open to the public and the public, so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traditional elements of the hanok and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modern buildings. In this 
study, to elucidate the design techniques such as the spirit and space of traditional architecture, various examples of 
Gyeongju city are analyzed and analyzed to find out how to design hanok design applicable to public buildings in the 
future. Method: As a method of research, the application and reflection of the design elements of Han Ok 's public 
buildings to which the Ordinance on Public Buildings in Gyeongju City, Gyeongbuk Province is applied will be 
grasped through site visits. Analyze the design elements that can be applied and reflected by each part of the building. 
Based on the analyzed data, the possibility is analyzed synthetically and the results are derived. Result: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definition of hanok style public buildings and a class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func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esign guideline of hanok style public buildings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public buildings, and the applied technology by function and site. Specific design techniques 
and design methods such as design guidelines and an appropriate design archive that can meet the requirements should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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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지원 조례 건축자산법 제정 등으로 한옥마을 조성 공공건축 , , 

물에 대한 전통성 부여 등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범위는 상기 내용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보이

며 또한 역사문화도시로 선정되어 한옥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 

한옥마을 조성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통성 부여 한옥 보조금 지, , 

원 조례 등으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의 

공공건축물 및 조례로 한정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경상북도 경주시의 공공건축물 관련 조례가 

적용된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의장요소 적용 반영 현황과 개요를 현∙
장답사를 통해 파악하고 건축물의 부위별 적용 반영이 가능한 의, ∙
장요소를 분석한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경주시 한옥형 공공건축. 

물의 의장요소 적용 반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
출한다 연구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Fig. 1.). 

1.3. 선행연구 검토1)

본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의 키워드는 한옥 과 공공건축물‘ ’ ‘ ’ 

및 한옥형 공공건축물 에 한하여 각각 검토하였다‘ ’ . 

국내에서 한옥과 관련된 최근 연구의 동향으로는 건축법상 지

방자지단체의 한옥에 대한 정의와 흐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한옥활성화 실천방안 연구는 건축. 「 」

법상 한옥을 정의 내렸으며 최근 신한옥에 대한 활발한 연( ) , 定義
구를 진행중인 한옥기술개발 연구단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

체별 조례에 의한 한옥의 정의와 그 특징 및 신한옥 구축모델과 

설계 라이브러리 등 공법의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최근 공공건축물에 대한 연구는 년대 초부터 관심2000

도가 높아짐에 따라 연구되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내려. 

지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연구방향은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거나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옥형 공공건축물 에 대한 연구는 그 개념을 정립한 조성호‘ ’

의 연구 이래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선정(2014) . (2013)

은 전라남도 지역의 사례를 들어 현대한옥 디자인 관점에서 유형

을 분류하였다 분야별 연구로는 공공건축물 분야 중 대표적인 . 

도서관에 대한 분석으로 조상연 은 어린이도서관 거주후(2016)

평가 의 방법으로 한옥형 어린이도서관 계획가능성과 건(POE)

축계획을 제안하였다 이진경 은 한옥형 공공도서관이 한. (2016)

옥형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수행될 수 있도록 물리적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오희명 은 한옥형 도서관의 질적 가치 향상 . (2016)

및 보편화 대중화를 목적으로 건축행위에 따른 한옥형 도서관의 ∙
유형을 분류하였다.

시공과 공정관리 분야에서도 한옥형 공공건축물에 대한 연구가 

Author Title of research (Year of publication) Key points of the study

Kim, 
Seon-Jung

Typology and design evaluation method of 
Korean-style public building : focus on Korean-style 
public buildings of Jeollanam-do (2013)

- Analysis of Hanok style public building’s type and design type of public 
buildings  at focused on case analysis of public buildings in Han-ok type 
in Jeollanam-do.

Jo, 
Sang-Yeon

Research of direction of plan and potential of 
Korean traditional style library for children (2016)

- Analysis of housing satisfaction based on the Hanok Children's Library 
and the possibility of Hanok type public institution.

Lee, 
Jin-Kyeong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a Physical 
Approachability for the Public Libraries Built in 
Traditional Korean Housing Style of Hanok (2016)

- Analyzes the physical accessibility through 9 cases of hanok public library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 accordingly.

- It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to guarantee step removal and vertical 
movement through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Oh, 
Hee-Myeong

A Study o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Building of Han-Ok Library (2016)

- Based on 'Hanok' and 'Hanok architectural style', it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architectural act and classified into 5 types.

Chun, 
Kuk-Chun

A Study on the Building Structural Type 
Classification of New Hanok Styles Public Building 
(2016)

- Based on the detailed criteria, three kinds of new hanok type tlclpublic 
buildings constructed as demonstration are combined with the structure 
combination method and typ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building structure and specificity.

Jo, Sung-Ho
Architectural types and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style public buildings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 based on examples in Southern 
Cholla province built in 1978~2014 (2015)

- Presentation of Han-ok type public buildings to design guidelines that can 
be used by characteristics, type, and usage.

- From 1978 to 2014, it was constructed as a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among public buildings of Hanok style in Jeollanam-do.

Park, 
Joo-Ho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odeling Tool 
for the Roof of New-Hanok Style Public Buildings 
(2016)

- Developed modeling tool for roof part to search various design methods of 
new hanok type public buildings.

- Design Guidelines and Design Guidelines for smooth progress between 
design and construction.

Seo, 
Jung-Seung

A study on improvement method of process 
management on new han-ok style public building 
project (2016)

- Presented improvement plan in terms of process flow and process 
management of new hanok type public buildings centering on three 
provincial landmarks.

Table 1. Pre-study related to public buildings

Fig. 1. Research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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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연구의 범위가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에 , ‘ ’

국한되어 있지만 시공법과 의장요소 차용가능성이 있는 것에 의의, 

가 있다 천국천 의 연구에서는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실증구. (2016)

축 건의 사례를 들어 구조유형에 대한 분류 및 정의를 내렸다 신한3 . 

옥 보급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는 조성호 는 철근콘크(2015)

리트조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의 계획 유형과 표현 특성에 대한 분석

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지붕부 계획 시 설계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다양한 디자인 방안을 제시한 박주홍(2016)

의 연구가 있다 공정관리 분야에서는 서정승 의 실증구축된 . (2016)

건의 사례를 들어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3

연구가 있다.

이상과 같이 한옥형 공공건축물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의 동향이 주로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유형분류나 물리적 특징을 분석한 내용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경주라는 특정 지역 중심의 한옥형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징과 해당 지역의 조례 등 제도적 지원 및 제한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Table 1.). 

2. 이론적 고찰 

2.1. 한옥 관련 지원제도 현황

년대 초부터 활성화되고 여러 차례의 개정되어온 한옥 2000 , 

관련 지원제도는 북촌한옥마을과 전주한옥마을의 활성화 사업 

성공으로 한옥마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 

정부는 지역균형 정책2)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 3) 등의 사회적 배 

경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옥 관련 

지원제도를 전개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성북동 한옥마을 은평 . ‘ ’, ‘

한옥마을 등과 같은 새로운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각 ’ 

지방자치단체는 전주 한옥마을 의 성공사례에 힘입어 활발한 움‘ ’

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에서는 한옥형 공공건축물에 .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이 확립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한옥마을조

성 주거시설의 한옥화 문화재 진흥 측면을 중심으로 한옥 보조, , 

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태이다. 

전국의 한옥 관련 지원제도에서 신축공사일 경우 총 공사비의 

한도 내에서 최소 만원부터 최대 천만 원까지 공50% 3000 8000

사비를 지원 년 기준 한다 또한 증축 개축 및 수선에 대해(2017 ) . , 

서는 서울시는 수선까지 허용하여 최대 만원까지 지원이 6000

가능하며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의 경우 최대 만원까지 지2000

원한다 지원제도가 없는 지역으로는 경기도 도 지원제도 . ( 2020

년도 시행 예정 단 수원 남양주 광주는 지자체별 지원 지역과 . , , )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가 있다, , .

일반 한옥지원제도와 다르게 특별 보존 및 육성지역 한옥지‘

원 조례 가 제정된 지역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 ,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이 있으며 위 지역의 경우 최대 억 원, 1

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 한옥지원제도와 특별 조례가 해. 

당된 지역의 조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3.).

Area Support system (Summary)

Seoul
- Supports up to 60 million won within 2/3 of total 

construction cost including new construction and 
repair

Gyeonggi-do
- Support system will be implemented in 2020
- Suwon, Namyangju and Gwangju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s

Incheon

- Support 20 million won within 50% of 
construction cost including new construction, 
enlargement, reconstruction

- (Up to 30 million won in Hanok development 
area)

Daejeon - No support system

Dae-gu - New construction can be supported up to 80 
million won within 2/3 of total construction cost.

Gwangju - New construction can support up to 80 million 
won within 50% of total construction cost

Busan - New construction can be supported up to 50 
million won within 50% of total construction cost.

Ulsan - No support system

Sejong
- New construction can be supported up to 30 

million won within 50%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Chungcheon
gbuk-do

- The new construction can support the total 
construction cost up to 20 million won

Chungcheon
gnam-do

- New construction can be supported up to 20 
million won within 50% of total construction cost

Gyeongsang
buk-do

- New construction can be supported up to 40 
million won within 50% of total construction cost.

Gyeongsang
nam-do

- New construction can be supported up to 50 
million won within 50% of total construction cost.

Jeollabuk-do

- It is possible to support up to 20 million won 
within 1/10 of construction cost such as new 
construction, enlargement, reconstruction

- (Up to 30 million won in Hanok development 
area)

jeollanam-do - New construction can support up to 15 million 
won of total construction cost

Jeju - No support system

Table 2. Summary of Support System for Hanok in Korea

Area Support system (Summary)

Gyeongju-si

The new construction can support up to 80 million 
~ 100 million won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Iksan-si

Gongju-si

Buyeo-gun

Table 3. Support system for special preservation and upbringing of 
local hanoks

2.2. 경주시 한옥 관련 조례

한옥마을 조성 및 근대건축물의 전통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한

옥에 대한 이미지는 국보 보물 사적 등 문화재로의 인식이 강했, , 

다 이에 년 등록문화제 제도가 도입 및 시행되었으며 문화. 2001

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제가 아닌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

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문화재를 단순 . 

보존 및 보전의 가치로 인식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용을 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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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문화재 제도와 . 

별개로 한옥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 및 법령을 제정하며 

한옥마을 조성 등 다양한 시도로 보급 및 확산에 힘쓰고 있다 활. 

발하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한옥건축물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경상, 

북도 지역의 경주는 역사문화도시로 선정된 이래로 한옥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 한옥마을 조성 한옥 보조금 지원 기와 사용 등 을 통, ( )

해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Ordinance 
name Articles Main contents

Gyeongju’s architectural 
ordinance

- Registered in building book for 
traditional Hanok architecture

- The owner of the assisted building 
is obliged to maintain the original 
shape such as shape, material, 
color of building

Building property promotion 
act of hanok, etc.

- Designation,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excluded

- Owners and managers of building 
assets such as hanoks should 
contribute to maintenance and 
management for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Gyeongju’s 
architectural 
ordinance

Article 9 
Clause 2

- Hanok subsidy support 
- Deliberation when changing the 

appearance of the supported 
buildings

Article 42
- One time subsidy for the change 

of appearance of Hanok 
architecture

Article 43
- Single-family housing,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benefits

Gyeongju 
City Urban 

Planning 
Ordinance

Article 52 - Designation of height of aesthetic 
district building (2 stories or less)

Article 53, 
55

- Designation of exterior and 
exterior standard of Hanok 
architecture

Article 65 - Designation of landscape district 
(3 stories or less)

Special Act 
on Height 

Preservation 
and 

Upbringing

Article 2 
Clause1

- Establishment of high altitude 
preservation area

Ordinance 
on Height 

Preservation 
and 

Upbringing 
of Gyeongju 

City

Article 2 
Clause 9, 10 

- Designation of residential and 
landscape Hanok architectural style

Article 20 
Clause 2

- Grant subsidy when using korean 
roof tiles (50%)

Article 23 - Obligation to maintain sustainable 
buildings in case of subsidy

Table 4. Main ordinances of hanok and public buildings

경주시의 한옥형 공공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는 건축법령과 조례

를 파악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 및 조례를 조사하였다 경주시 고도 . “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경주시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

기 위한 건축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법규상에서 고도의 보존 육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의 주요 목적은 시. “ ”

민 생활개선 복리증진 교육환경증대 등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 방, , 

안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 “

관한 법률 이하 한옥등건축자산진흥법 에 의하면 국가 건축문화 진( )

흥과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 활용 및 미래 , 

건축자산 조성에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 건축조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 , 

한 특별법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중에서 한옥형 공, 

공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조항은 항이 있다 그러나 해10 . 

당 조항은 공공건축물에 한정된 조례가 아닌 전범위적 건축물에 대

해서 그 범위가 지정되어 있다. 

조례의 핵심 키워드로는 한옥 과 한옥건축양식 에 맞추어져 ‘ ’ ‘ ’

있다 한옥 과 한옥건축양식 은 경주시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 ‘ ’ ‘ ’

심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기준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을 사용하

거나 유사한 외관형태 기와 사용여부 등을 판단 후 건축보조금, 

을 지원한다 물리적인 제한으로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보존 및 . 

보전을 위해 경관을 고려하여 고도를 층 이하로 제한하였고 미3 , 

관지구의 경우 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주요 해당 조례는 다음과 2 . 

같다(Table 4.).4)

3. 경주시 한옥형 공공건축물 사례분석

3.1. 분석대상 범위 및 부위별 분석방법

앞 장에서 도출된 전국의 공공건축물의 현황 및 분석을 통해서 

전국의 공공건축물은 전체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앞으로의 공공건축물 분야의 노후화로 신 재축될 공공건축물의 ∙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옥형 공공건축물이 가지는 의장요소 적

용가능성 분석을 위해 분석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역사문화도시

로 지정되어 건축자산 보전과 활용 및 우리나라 건축문화 전통성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로 선정하였다 또한 기. 

능적 범위로는 공공건축물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제 종근린1

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로 한정하, , , 

였고 운영 및 관리의 주체의 범위는 군사유지와 다중소유지를 , 

배제하고 국유 도유로 한정하였다 대상의 유형은 이재혁, . 

의 연구(2017) 5)에서 분류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신한옥 정통한, , 

옥 한옥풍 건축으로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Table 5.). 

Division Contents

Area
- Gyeongju City, Gyeongbuk Province
- Contributing to the securing of traditional 

architecture of public buildings
- The location of Gyeongju City

Purpose, 
function

- First class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educational research facilities,

- Cultural and assembly facilities, business 
facilities

Subject of 
operation and 
management

- National land, metropolitan area
- Facilities operated by the State
- Facilities entrusted and operated by the State

Type - New hanok type public building, New hanok
- Authentic hanok, Hanok style architecture

Table 5. Scope o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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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ontents

By Type of Analysis

- New hanok type Architectural Public 
Building

- New hanok  public building
- Authentic Hanok Public Buildings
- Korean-style public buildings

Function and 
Application

- First-class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 Educational research facility
- Cultural and assembly facilities
- Public Office Facilities

Subject by part
- Roof part
- Structural part
- Finishing (indoor and outdoor)

Table 6. Classification of analysis subject by type and site

사례분석의 일관성 통일성 확보와 각각의 차이를 좁히고 상이점 해, 

석을 위해서 현장답사를 통해 경주시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의장요

소가 적용된 조사된 사례의 유형과 각 건축물의 부위 분야별 분류의 ∙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 바 사례의 유형과 부위별로 분, 

류하였다. 

분석대상의 한옥형 공공건축물 유형은 이재혁 의 연구(2017)

에서 한옥의 유형을 가지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또한 정4 . 

리된 유형에 기능과 용도별로 세밀하게 분류하여 사례를 분석하

였다 또한 각각의 건축물에 적용된 의장요소가 각기 다른 형태. 

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그 부위를 지붕부 구조부 마감부, , 

의 가지로 분류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3 . (Table 6.).

3.2. 경주시 한옥형 공공건축물 사례 개요 및 분석

앞장에서 다룬 분석대상 건에 대한 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12 . 

조사된 건 대상 중 정통한옥 공공건축물 건 신한옥형 공공건12 1 , 

축물 건 신한옥 공공건축물 건 한옥풍 공공건축물은 건이었0 , 1 , 10

다 기능 및 용도별 분류는 교육연구시설 건 제 종 근린생활시설 . 7 , 1 1

건 공공업무시설 건 문화 및 집회시설 건으로 분류되었다 운영, 1 , 3 . 

의 주체는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

다.

대상의 부위별 분류 방법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저 지붕부의 형태는 모임지붕 팔작지붕 눈썹지붕 맞배지붕의 , , , 

Name Office of education Gyeongju 
Donggungwon

Yangdong 
Elementary School

Hwangnyongsa 
History and Culture 

Center
Gyeongju City 

Library
Gyeongju Youth 
Training Center

Photo

Main 
structure R.C Structure

R.C Structure
Lightweight steel 
structre

R.C Structure R.C Structure R.C Structure R.C Structure

Scale B1, 3FL 2FL 2FL 2FL B1, 2FL B1, 2FL

Operation 
entity Gyeongju

Consignment 
operation in 
Gyeongju

Gyeongju
Consignment 
operation in 
Gyeongju

Gyeongju Gyeongju

Type Hanok style public 
building

Hanok style public 
building

Hanok style public 
building

Hanok style public 
building

Hanok style public 
building

Hanok style public 
building

Main 
function Public Facilities Culture and 

assembly facilities
Educational 
Research Facilities

Culture and 
assembly facilities

Educational 
Research Facilities

Educational 
Research Facilities 
and Welfare facility 

Roof 
part

- Eyebrow roof 
- Use with plastic 

lightweight roof 
tile

- Eyebrow roof
- Functional use of 

shade plate instead 
of tile

- Form of gambrel 
roof

- Use with cement 
roof tile

- Curve of the roof 
is exposed

- The gambrel roof, 
gable roof and   
hipped roof mixed

- Use with cement 
roof tile

- Form of gambrel 
roof 

- Curve of the roof 
is exposed

- Use with 
traditional roof 
tiles

- Eyebrow roof
- Use with plastic 

lightweight roof 
tile

Structure 
part

- Use steel frame 
structure with 3 
storied above 
ground

- Don’t use 
traditional 
appearance

- Functional 
foundation, use of 
reinforced concrete 
foundation, part of 
steel structure on 
the ground

- Protruding column
- Concrete uses the 

appearance of 
rafters, soro, bang, 
fojak and rail

- The lightweight 
structure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main building 
and the 
sub-building

- Curtain wall with 
overhanging pillars

- Partial wood 
structure at the 
entrance part

- Expression of 
rafters by concrete

- Protruding column
- Concrete uses the 

appearance of 
rafters, soro, bang, 
fojak and rail

- Protruding column
- Don’t use 

traditional 
appearance

- Modern wall finish

Finish 
part - Use exhibition 

wood structure 
for ceiling 
finishing

- Use some 
traditional 
windows

- Functionally used 
glass finish

- Waterproof finish 
on the floor

- Use of modern 
finishing materials 
inside, window

- Use of modern 
finishing materials 

- Use of some wood 
finish

- Use wood finish 
for exhibition

-

- Ondol use on the 
reading room’s 
floor

- Use of some wood 
finish

- Ondol use on the 
The manners room 

- Use for wood and 
Korean paper 

Table 7. Outline and analysis of 6 cas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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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띤다 모임지붕이나 팔작지붕의 경우 지붕부 높이가 건. , 

축물 기준 약 층의 높이를 차지하는데 이는 경주시 고도보존 1 ,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조 항 경주 고도보존지역 책정 경주2 1 , 

시 도시계획 조례 제 조 제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52 , 65

으며 기와 사용과 지붕부 형태가 강제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한, 

옥형 공공건축물과 차이를 보인다 건축물의 총 높이가 지상 . 

층의 한계점으로 보아 그 규모가 지상 층일 경우 모임2~3 , 1~2

지붕이나 팔작지붕의 형태로 고도보존을 지키면서 기와를 놓기 

위한 지붕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평지붕구조에 눈썹지. 

붕 혹은 눈썹지붕만의 외형을 차용한 경주교육청 경주시청소년, 

수련관 경주동궁원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에서 이미 고도보, 

존 조례에 의해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지붕부 높이를 높이지 않

는 눈썹지붕을 차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경주 시립도서관 양동. , 

초등학교 아이사랑책놀이터의 경우 서까래를 콘크리트로 외형 , 

차용하여 지붕부에서 전통성 확보를 위한 의장사용도가 높게 나

타나 서까래 외형 차용을 하지 않은 사례와 비교된다 기와의 경. 

우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 조 항에 의해 보20 2

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전통 토기와를 주로 사용하며 눈썹지 , 

붕을 사용하는 사례의 경우 플라스틱 경량기와 혹은 차광판을 사

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붕의 곡 을 표현한 사례는 경주시립. ( )曲
도서관이 유일하였다.

구조부의 형태로는 황룡사역사문화관 새화랑유치원을 제외, 

한 사례들이 자의 장방형 평면의 형태를 띤다 지붕부 기와의 ‘ ’ . ㅡ

하중을 견디기 위해 주 구조부는 대부분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구

성되어있고 정면부를 포함한 외기둥을 돌출한 형태로 전통방식, 

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 형태는 외형을 차용한 것으로 사

료된다 벽체구조도 역시 대부분 철근콘크리트구조 시멘트벽으. , 

로 구성되어 현대식 마감재를 사용하였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시

멘트 재료로 전통방식의 방 창방 소로 포작 등의 외형을 차용, , , 

하였다.

실내외 마감부는 기능상 사용한 특수한 마감을 제외하고 대부

분 현대건축재료로 마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실의 기능상 . 

전통과 관련된 기능을 가진 경우 경주시립도서관의 열람실 경( , 

주시청소년수련관의 예절실 에는 온돌마루 목재 및 한지를 사) , 

용한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경주교육청은 메인 홀 공간에 전. 

시용 목구조를 천장마감에 사용하고 전통식 창호를 사용하여 외

Name Gyeongju Central 
Library

Silla Elementary 
School

New Gallery 
Kindergarten

Seorabeol Cultural 
Center

Yangdong Town 
Hall

Child Love Book 
Playground

Photo

Main 
structure R.C Structure R.C Structure

Wood structure
Wall part cement 
brick

R.C Structure
Traditional wood 
structure
Wall part clay 
finish

R.C Structure

Scale B1, 2FL 1FL 1FL B1, 2FL 1FL 1FL

Operation 
entity Gyeongju Gyeongju

Consignment 
operation in 
Gyeongju

Gyeongju Gyeongju Gyeongju

Type Hanok style public 
building

Hanok style public 
building

New hanok type 
public building

Hanok style public 
building

Traditional Hanok 
Public Buildings

Hanok style public 
building

Main 
function

Educational 
Research Facilities, 
Culture and 
assembly facilities

Educational 
Research Facilities

Education and 
childcare facilities

Culture and 
assembly facilities

First-class 
neighborhood 
facility

Educational 
Research Facilities

Roof 
part

- Form of Hipped 
roof

- Use with 
traditional roof 
tiles

- Tiling on a flat 
roof

- Form of gamebrel 
roof 

- Use with 
traditional roof 
tiles

- Tiling on a flat 
roof

- Form of gamebrel 
roof 

- Use with 
traditional roof 
tiles

- Curved the ridge 
of a roof

- Form of gable 
roof

- Use with 
traditional clay 
roof tiles

- Form of gamebrel 
roof 

- Use with 
traditional clay 
roof tiles

- Curved the ridge 
of a roof

- Form of gamebrel 
roof 

- Use with 
traditional clay 
roof tiles

- Curved the ridge 
of a roof

Structure 
part

- Modern wall 
finish

- Structure of flat 
roof and gable 
roof for tile load

- Modern wall finish
- The shape of the 

tile on the gable 
roof

- External wall 
masonry wall

- Main structure is 
made of wood

- Installed low 
threshold

- External wall 
masonry wall

- Pillar extrusion
- Some 

enhancements

- Traditional wooden 
structure

- Wall closure with 
soil

- Foundation exists

- Modern wall finish
- Concrete uses the 

appearance of 
rafters, soro, bang 
and fojak

Finish 
part

- Modern finishing 
and window use

- Modern finishing 
and window use 
interior

- Use of Korean 
finishing materials 
except outer wall 
(New hanok)

- Modern finishing 
and window use 
interior

- Wooden window 
used

- Korean paper used 
for wall

- Modern finishing 
interior

- Low window 
height

Table 8. Outline and analysis of 6 cas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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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 차용은 아니지만 전통성 확보를 위한 장치라고 사료된다 .

대상의 개요 및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7, 8.).6)

3.3. 한옥형 공공건축물 적용 부위별 의장요소 특징 

공공건축물의 전통성 부여 및 한옥화는 사회적 측면에서 현대

인의 삶의 질 향상과 단순 주거인식에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관

심이 증가하였다 그에 따른 공공건축에서의 대응은 경주시 한옥. 

형 공공건축물의 사례 분석 내용으로 보아 미진한 수준이라고 사

료된다 따라서 전통문화와 친환경건축에 대한 관점에서의 공공. 

건축 전통성 부여 및 한옥화는 선택적인사항에서 필수적인 사항

으로 제고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한옥 보급에 대. 

해 현대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파, 

급효과가 큰 공공건축물의 전통성 부여 및 한옥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공공건축물의 전통성 부여 및 한옥화의 구

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의장요소 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부위별 적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의장요소 적용가능성 파악에 앞서 지붕부의 경우 기와 사용여

부 지붕 형태 용마루와 지붕곡 표현으로 나누었다 기와 사용여, , . 

부에 관해서는 기존 조례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지붕의 형태와 

용마루 지붕곡선 표현에서는 단순히 전통한옥양식 기준만 적, ‘ ’

용되고 있다 지붕의 형태는 경주시의 경우 고도보존법과 연관되. 

어 자유로운 선택에 무리가 있지만 용마루와 곡선의 표현은 고, 

도보존과는 별개로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통한옥의 아름다

운 곡선을 차용한다면 전통미를 부각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구조부는 외벽체와 기둥 서까래 사용여부 소로 방 포작의 , , ∙ ∙
여부로 나누었다 외벽체와 기둥은 재료의 한계가 있지만 전통한. 

Roof part

Division Whether to use korean roof tiles Form of roof The ridgh of a roof and Representation 
of a curve

Image of part

Features and 
Reinforceable 

Content

- Encourage the use of traditional caly 
roof tile  (same as existing ordinances)

- Depending on the type of tile to be 
use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tandard of payment.

- Need to encourage local production 
purchases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Uses roof form considering scale and 
plane

- Need assistance payments in 
accordance with the form of basis of 
the roof

- It is necessary to give an incentive 
when installing a form that is widely 
used in the traditional way.

-

- Using beautiful traditional roof curves
- Because the structure and load vary 

depending on the scale to be buil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ase of 
using modern materials.

- Low-rise and light-weight buildings 
should encourage traditional expression 
as much as possible

-

Structure part

Division Outer wall, pillar Whether to use rafters Representation of soro, bang, fojak

Image of part

Features and 
Reinforceable 

Content

- Considerate for conceopt of 
kan(column to column) use column 
and hanok style wall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of 
building material and structural unit 
considering functions.

- Material is selected from wood to 
concrete considering tile load

- Autonomy of selection of materials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planer and the weight of the roof part 
such as type ‘ ’, type ‘ ’ㅡ ㄱ

- Encourage the use of traditional style 
soro, bang, fojak

- Requiring incentives based on the use 
of forms or the combination of 
methods

-

Finish part

Division Interior finish Exterior finish window finish

Image of part

Features and 
Reinforceable 

Content

- Innovative finishing materials are given 
incentives when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 Problems such as heating, ventilation, 
and humidity should be improved 
through R&D when using traditional 
methods.

- Avoid modern finishes and use 
traditional finishes and fences

- There is no standard for funding when 
installing external landscaping and 
fences.

- Barrier-free standards are required in 
the case of facilities for infants and 
the elderly.

- Consider using interior and exterioir 
traditional windows

- Consider the use of recently developed 
and developed windows. (Partition door 
system, dual system window), etc.

Table 9. Features by parts and reinforceable content(Area) through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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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에서 칸 의 개념을 실현하는 간격의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 )間
사료된다 벽체의 경우 대부분 콘크리트 벽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 

방음 단열을 고려한 전통방식과 현대기술의 융 복합 연구가 필, ∙
요하다 서까래 사용여부는 지붕곡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공공.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지붕구조 및 기와 하중을 고려한 폭넓은 

재료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로 방 포작의 경우 현대식 재. ∙ ∙
료를 사용하더라도 전통한옥의 아름다움 중에서도 디테일한 외

형 표현을 위한 차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조사한 경주시 한옥형 공공건축물 중 한옥풍 공공건축물

의 실외 마감 재료는 대부분 현대식 재료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

인다 실외 마감재의 경우 시공의 간편성 친환경성을 고려한 효. , 

율적 재료의 연구가 필요하다 마감부 중 특히 실내마감은 남녀. 

노소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목재를 사용하거나 온

돌마루 한식 벽지 등 친환경 의장요소를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된, 

다 내용은 와 같다. Table 9. .

4. 결론

정부는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상승 전통성 확보, 

에 기여하며 우리만의 공간 및 환경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국

적 공간의 활성화를 논하고 지원방향에 대해 연구7)한 바가 있

다 이는 한국적인 공간과 민족문화 계승 및 해석을 통하여 문화. 

적 가치를 지니는 건축물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일반, 

건축만이 아니라 공공건축까지 확대 가능한 정책이라 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문화도시로 선정된 경주시의 공공건축물 . 

건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12 . .

첫째 경주시 한옥형 공공건축물 사례 건의 실태를 조사 분, 12 ∙
석한 결과 전통성이 반영된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특징이 도출되

었다 건축물의 외형은 대체적으로 현대의 재료로 한옥양식을 따. 

라 계획되었으며 콘크리트 구조임에도 돌출기둥 칸 창호, ( ), , 間
창방 포작 서까래 등의 외형을 차용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 , . 

전통성 확보를 위해 완벽한 전통한옥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부위

별 외형을 모방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

둘째 경주시 건축 조례와 법령으로 인해 한옥형 공공건축물, 

의 특정 부위가 제한적 강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주시 조, . 

례 및 법령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고도제한에 따라 지붕부 용마루

의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 . 

규모가대체적으로  층으로 제한되며 최상층 층고가 높지 않2~3

기 때문에 눈썹지붕으로 처리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지붕형태

의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하다 반면 기와사용 보조정책에 지붕. , 

재료가 일률적이고 통일된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한옥형 공공건축물 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능에 따른 , ‘ ’

분류체계를 세밀히 확립해야 한다 현재 분류체계로는 외형적인 . 

형태 혹은 재료사용의 기준으로 분류되어있다 하지만 한옥풍 공. 

공건축물의 경우 입면디자인 구조부 등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 

므로 단지 지붕부 기와사용을 기준으로 그 기준을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한옥형 공공건축물 계획 시 지자체 지원방법. 

이 경주시의 경우 보조금 지원 기준이 기와 사용 한옥양식 사‘ ’, ‘

용 에만 초점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

분야를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주시 한옥형 공공건축물 사례조사와 관련 조례, 

의장요소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그 대상과 범위가 경주시 한옥

형 공공건축물과 경주시 건축 조례의 범위로 한정되어있기 때문

에 향후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별 기능별 심층적 ∙
사례분석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옥형 공공건축물. 

의 명확한 정의와 분류체계를 세밀히 확립하여 공공건축의 니즈

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 가이드라인이나 설계아카이브 등 구체적 

설계기법 및 설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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