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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보급화

최근 들어 주거 공간에서도 건강과 웰빙(Well-bing)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옥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으며(김용

수 2012), 이는 곧 2008년 50,407채에서 2011년 89,300채

로 44%이상 높아진 한옥의 보급률(신치후 2013)로도 나

타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통에 대한 사회적 관

심,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브랜드 가치라는 세가지 목표

를(Jeon and Jang 2010) 가지고 한옥 보급을 위해 앞장서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대중들의 인식에는 전통한옥은 일반 아파

트에 비해 공사비가 비싸고, 주거성능(특히 단열)이 떨어

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한옥에 살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한옥에 대한 관심

만 뜨거울 뿐, 선뜻 내 집을 한옥으로 짓겠다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닐 것이다. 이에 전통한옥의 브랜드 가

치를 계승하는 동시에, 공사비 저감 및 성능증대를 위하

여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한옥기술

개발’ 연구과제가 진행 되었다. ‘한옥기술개발’은 대량생

산 및 보급을 위한 ‘신한옥 모델 개발’, ‘시공시스템 개발’, 

‘성능요소 개발’을 포괄하여 보급정책, 건축설계, 부재

와 공법, 부재 가공 자동화 시스템, 건설관리 방안, 그리

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김왕직 

2011).  표준 평면모델을 기반으로 한 산업차원의 신한옥 

연구개발은 실무구현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제공할 뿐 

아니라, 대량생산체계 기반을 구축한다(김민 외 2013).

이번 프로젝트 리포트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산하 국토교

통과학기술진흥원의 ‘한옥기술개발’의 연구과제의 테스

트베드(Test Bed)로서 2013년 7월에 완공한 ‘시범한옥’을 

시공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시 은평구에 지어진 시

범한옥은 전통한옥과는 달리 연구개발 과정 중 개발된 신 

공법 및 신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저감과 함께 성

능 증대를 이룬 대표적인 신한옥이다. 본 리포트는 시범

한옥에 사용된 신공법 및 신재료를 소개함과 동시에, 전

통한옥의 전통적 공법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시범한옥 개요

시범한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으

며, 03월 05일에 착공을 시작하여 07월 15일 공사를 종료 

함으로써 총 133일이 소요 되었으며, 본 건물 기준으로

는 110일이다. 신한옥의 표준공기는 120일(정영수 2013)

이며, 시범한옥은 연구과제의 특성상 공기가 좀 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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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형 신한옥 시공 사례 : 은평구 시범한옥
Test-bed construction of Modernized Korean Housing(Hanok)

공 사 명 은평구 시범한옥(화경당) 구축공사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25-29

지     역 도시지역, 제1종 주거지역

지     구 은평구 재정비 촉진지구 (한옥지정구역)

시설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공사기간 03월 05일 ~ 07월 15일 (본 건물 공기 : 110일)

대지면적 361.68㎡

건축면적 71.10㎡

연 면 적 142.2㎡ (1, 2층 : 71.10㎡)

구     성 지상 2층

지붕형태 팔작지붕, 경량신소재한식기와

공간형태 ㄱ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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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범한옥 배치도 그림 2.  시범한옥 전경

되었다(접합철물의 개발 및 적용성 검토, 시공 상세도 작

성, 연구일정 등). 이러한 시범한옥은 ㄱ자 형태로, 총 2

층 규모이다. 실 구성은 1층 : 방1개, 거실, 주방, 식당/다

실, 다용도실, 화장실 계단이 있으며, 2층 : 방2개, 화장실 

2개, 계단, 누마루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2 참조).   

전통한옥과 시범한옥의 공사비

주거에 대한 대중들의 기호가 다양해짐에 따라, 최근 전

통한옥을 개량시킨 이른바 ‘신한옥’ 이라 불리는 한옥이 

그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신한옥을 보급화 측면

에서는 전통한옥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건설비 저

감을 통한 대중화를 확보하고 현대생활에 적합한 거주 

성능을 갖춘 현대화된 한옥으로(김왕직 2011), 재료와 공

법 측면에서는 자연적인 재료 및 현대적인 재료의 추가 

사용 등 선진시스템을 통한 건축성능의 향상을 도모한 

것(최중현 외 2007)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흔히 신

한옥은 ‘현대의 생활에 맞추어 새롭게 지어지는 한옥’ (전

봉희 2009)으로 통칭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한옥이 등

장함에 따라, 신한옥의 보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 즉, 공사비 저감 및 성능의 증대는 필수적

인 요소이다. 국내 아파트의 공사비는 3.3㎡당 평균350

만원 수준인 반면, 전통한옥은 3.3㎡당 1200만원(명지대 

2012)으로, 상대적으로 그 공사비가 매우 높다. 하지만 

본 리포트에서 소개하려는 시범한옥은 3.3㎡당 680만원 

(정영수 2013)으로 전통한옥에 비해 약 40%이상의 공사

비 저감을 이루었다(시범한옥의 공사비는 공통가설, 부

대토목(담장/대문), 조경을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임). 

시범한옥의 주요 공법

신한옥 개발을 위한 ‘한옥기술개발’ 연구과제는 시범한옥 

이전에, 2012년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교내에 전통한옥

(온고재)과 신한옥(지신재)을 건설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법 및 재료를 개선시켜 2013년 시범한옥(화경

당)을 건설하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시범한옥은 전통한

옥에 비해 약 40%의 공사비 저감을 이루었는데, 이는 신 

공법 및 신 재료의 사용의 영향이 크다. 표1은 각 부위별 

(정영수 외 2013)공법 및 주요재료 등을 나타낸 것이다.

시범한옥의 기초는 콘크리트 공법(줄기초 +독립기초)를 

사용하여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구조적 안정성

을 확보하였다(그림 3 참조). 전통한옥의 강회 다짐의 기

초공사 보다 공기는 좀 더 소요 되었지만, 현대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지반침하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초석은 철물을 이용한 강 접합을 통해 구조적 성능(횡력 

및 부력 저항)을 높였다(그림 4참조). 초석과 기둥을 접

합하는 부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중 철물을 이용하여 

접합함으로써, 지붕이 경량화 되었을 때의 구조적 안전

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었으며, 시공성도 높아졌다. 

목재 구조체의 경우 전통한옥은 원목을 사용하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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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후 맞춤(끼움) 공법의 사용 대신, 시범한옥은 집성

목을 공장 가공하여 현장에서 철물을 이용한 철물접합 

공법을 사용하였다(그림 5 참조). 대량.충량.서까래.평

고대.연암 등의 크기가 큰 부재는 원목을, 기둥.창방.평

방.도리는 집성목 부재를 사용하여 모두 공장 가공을 함

으로써 공기를 크게 단축 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구

조체에 사용한 철물접합 공법은 지붕의 자중에 크게 경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초석의 철물접합과 마찬가지로 

지붕의 경량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벽체는 외부와 내부를 다르게 구성하였다. 외부 벽체는 

구조용 SPF각재와 철판.철망을, 내부 벽체는 경량철골

(Ω-Stud)로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황토마감을 함으로

써, 단열 및 기밀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요

소를 적용하였다(그림 6 참조). 황토는 전통한옥에 기와

와 함께 상징성이 많은 재료이다. 이를 현대적인 공법과 

함께 사용함으로 인하여, 내부공간의 친환경성을 높이

고, 한옥의 멋 또한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유 난방방식 중 하나인 온돌은 예열시간이 

오래 걸리고, 온도의 조절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시범

한옥의 1층 바닥은 기포콘크리트 타설, 온수파이프 설치, 

몰탈 마감을 하였으며(그림 7 참조), 2층 바닥은 하중 및 

층간소음을 고려하여 ALC 경량블록과 온수판넬을 이용

한 건식공법을 사용하였다(그림 8 참조). 이를 통하여 난

방능력,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으며, 전통

의 온돌방식에 비해 공기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다. 

전통한옥의 창호는 그 고유의 멋이 있고, 고풍스런 분위

기를 풍기는 반면, 한지마감으로 인해 단열성과 기밀성

이 확보되지 않는 성향이 있다. 그리하여, 시범한옥에서

그림 3. 기초

부  위 공  법 주요재료 비  고

기  초 줄기초 + 독립기초 콘크리트, 철근 균일한 품질확보

기  단 석공사 + 철물접합 화강석, 철물 구조적 성능 향상(횡력/부력 저항)

목재 구조체 철물접합공법 집성목, 접합철물 집성목 공장가공, 접합철물 현장시공

벽  체 건식공법 경량철골 + 철골망, 황토마감 단열성 향상, 기밀성 향상

바닥 (1층) 온수온돌 방식 온수파이프 +기포콘크리트 난방능력 향상

바닥 (2층) 건식공법 (석공사) ALC 경량블록 2층 바닥의 경량화

창  호 건식공법 (현장설치) 목재 시스템 창호 단열성향상, 기밀성향상

지붕(Cheon 2012) 건식공법 경량 신소재 한식기와(플라스틱) 지붕의 경량화, 시공성 향상

표 1. 시범한옥의 부위별 공법

그림 4. 기단

THK30 화강석판재(고막이)
330x330 화강석초석

200x250 화강석기단석3단

THK60 설치몰탈

THK50 시멘트몰탈

THK30 화강석판석

THK220~590 잡석다짐

THK200 철근콘크리트

THK200 잡석다짐

THK80 무근콘크리트 / 와이어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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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목재 구조체

195x150 주심도리

195x150 주심도리
지목연결체 너트

지목연결체

195x150 주심도리

195x150 대량

195x150 주심도리

300x165 평방

조립철물 JTI

210x210 기둥
210x210 기둥

255x210 보머리 255x210 보머리

255x210 창방

그림 6. 벽체

T=테라코트+발수재마감

THK9 CRC보드

THK12.5 방수석고보드

THK75 64K 유리섬유단열재

2"x6" 각재

THK70 셀룰로우즈 단열층

부직포

OK WALL(EGI철판 THK0.6+메탈라스 THK1.6)

THK12 황토미장

한지벽지마감

그림 7. 바닥 (1층)

THK8 표면강화마루
THK52 설치몰탈 / XL파이프

THK100 기포 Con'c
THK0.08 PE필름 2겹
THK100 압출법보온판

줄기초

그림 8. 바닥 (2층)

THK8 표면강화마루

THK20 온수온돌판넬 

THK2 은박매트

THK200 ALC 슬라브 블럭

THK10 층간소음방지재

목재시스템 창호

56x24 각재
두께 15 문선(외부)

우레탄폼

그림 9.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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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열성 및 기밀성 향상을 위해 목재 시스템 창호를 사

용하여, 전통적인 한옥의 현장 제작.설치에 비하여 공기

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다(그림 9 참조). 

지붕은 진흙과 한식 토기와를 사용하는 공법 대신, 목재 

(각재.판재)로 지붕 구조를 만든 후, 프라스틱과 화산재

를 혼합한 일체형 경량신소재 한식기와를 사용함으로써 

지붕의 경량화 및 시공성을 높일 수 있었다(그림 10 참

조). 특히 지붕부위의 공기가 많이 줄일 수 있어, 전체 공

사의 공기 단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시범한옥에 적용된 신공법 및 신재료의 사용

은 현장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주어 공사비 및 공기를 단

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앞서 설명한 공법 

및 재료는 공사비 3.3㎡당 800만원이나, 목재를 원목으

로 창호를 PVC로 사용시 공사비 3.3㎡당 680만원으로 시

공할 수 있는 결과를 내었다(부가세 별도).

신한옥의 발전방향

본 리포트에서 소개된 시범한옥은 신공법 및 신 재료 사

용으로 공사비 저감 및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었다(공통

가설 및 부대토목을 포함한 신한옥 표준 공기 120일). 하

지만, 일반 주거 건축물(아파트 등) 수준의 공사비 및 공

기를 위해서는 본 리포트에 소개된 시범한옥의 공법뿐

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구법(2’X4’) 및 선진화 된 

공법(모듈러 공법, 프리패브화 시공법)등이 필요할 것이

다. 다양한 신공법 개발 및 신재료의 사용으로 더욱 효율

적인 공사비 저감 및 공기 단축이 이루어 진다면, 한옥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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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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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x75 평고대
45x45 각재
90x60 받침목
각재
180x1530xT45 격판
180x1530xT45 격판
두께140 64K 유리섬유단열재
격재
두께11 OSB 합판
투습방습지
3030 기와결이목
경량신소재한식기와
용마루기와 잇기(경량신소재한식기와, 착고, 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