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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형 신한옥을 위한 부위별 공법 개발 및 영향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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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odernized Korean housing (Hanok) with competitive price has been actively developed due to the increased
interests in traditional Korean housing. Developing new building materials and methods is an essential area for Modernized
Hanok.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wo mock-up buildings of Modernized Hanok and one mock-up of Traditional
Hanok those were actually constructed as test-beds. Many different new methods were introduced, and their influences on
construction cost and schedule were analyzed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results as well as to find implications for future
direction. As a result, the construction cost and schedule of Modernized Hanok have been decreased by about 40% and 20%,
respectively, when compared with traditional one. ‘Wood frame’ and ‘Roof’ are found as being the most influencing areas
with highest weights in terms of cost and schedule. Therefore, further development in these two areas would facilitate to
reduce overall cost of Modernized Hanok with improved building performance.
Keyword : Building Methods, Cost, Schedule, Geometry Breakdown Structure (GBS/OBS), Modernized Korean Housing (Hanok)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 한옥은 그 고유의 멋, 역사성, 문화성, 전통성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주거공간에서의 건강과 웰빙 (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한옥과 맞물려 현대인들에게 더욱 각
광받고 있으며 (Kim 2012), 이는 2008년 50,407채에서 2011
년 89,300채로 44% 이상 높아진 한옥의 보급률로도 나타난
다 (Shin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한옥은 전통시공방식 (습식공법)
의존도가 높으며,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같은 일반주거 건축
물 보다 높은 공사비에 반하여 단열 및 방음 등의 성능이
낮아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 (Kim et al. 2013). 이러한 문제
점을 개선하고 한옥의 대중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정부지
원에 의한 새로운 한옥 모델개발(신한옥)을 위한 노력이 적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한옥 모델개발의 여러 연구 분야 중 건설관리 관련사항
으로서, 공사비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공법의 개발이 중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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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개발된 신공법은 실제로 신한
옥 시험주택을 시공하면서 그 적용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
히, 지붕, 구조체, 벽, 바닥, 창호 등 주요부위 및 공종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Kim et al. 2013).
이처럼, 신한옥은 기존의 전통한옥이 가지고 있는 습식공
법을 개선하여 건식공법으로의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성능개선을 위하여 재료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진의 관련된 선행연구(Kim et al. 2013)에서는 신한옥
주요 공종에 대한 재료 및 공법 변화와 이에 따른 생산성
을 두 채의 Mockup House (전통한옥, 신한옥 각 1채) 공
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차원에서의 신한
옥 효율 증대를 위한 기반으로서 신한옥정보분류체계(Jung
et al. 2013)를 개발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의 후속연구로써, 선행연
구는 2채의 사례한옥에 생산성 관점에서의 공사비 비교와
는 달리, 세 채의 사례한옥 (선행연구의 사례한옥 두 채에
신한옥 사례 1채 추가 건설) 공법을 부위별로 소개하고, 공
법의 변화가 원가 및 공정에 끼친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이
를 토대로 공사비 및 공기에 대한 비율이 높은 공법 개선
의 도출과 함께 향후 신한옥 공법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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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Design

2. 한옥의 연구개요 및 3.3m2 공사비 비율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한옥의 문제점을 개선하
고 보급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저탄소 녹색
성장, 국가브랜드 가치라는 세 가지 목표를 (Jeon and Jang
2010) 가지고 한옥 보급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한
옥의 높은 공사비는 보급화에 큰 장애요인 중 하나이다. 이
에 본 장에서는 전통한옥 및 신한옥의 특징 분석과 공사비
비율의 비교를 통하여, 효과적인 공사비 저감을 위한 공종
(부위)을 도출 하였다.

2.1 사례한옥 개요
본 논문은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지원으로 이루어진 ‘한
옥기술개발’ 연구과제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 2012년
완공된 전통한옥(온고재), 신한옥1(지신재)과 함께, 2013년 7
월 완공한 신한옥2(시범한옥)를 바탕으로 총 1개의 전통한
옥, 2개의 신한옥을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하 전통
한옥, 신한옥1, 신한옥2로 표기함). ‘한옥기술개발’ 연구과제
는 공법 개발을 통하여, 공사비 저감과 함께 성능 증대를 목
표로 하고 있다.
사례한옥 중 전통한옥과 신한옥1은 명지대 자연 캠퍼스
교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한옥은 연면적 69.1m2 (21평),
신한옥1은 126.1m2 (38평)이다. 신한옥2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42.2m2 (43평)으로 사례한옥 중
연면적이 가장 넓다 (Table 1). 사례한옥 모두 전체적인 형
태는 ‘ㄱ’ 자 형태로 동일하지만, 가구는 전통한옥이 5량가
에 3량가를 추가한 가구이며, 신한옥1, 2는 3량가 + 3량가
의 같은 가구형태를 취한다. 또한 신한옥1은 ‘ㄱ’자 형의 1
층에 ‘ㅡ’ 형의 2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신한옥2는 1, 2층

모두 ‘ㄱ’자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전체적인 1층의 평면 형태
는 모두 동일하나, 층수, 가구형태, 면적 등이 다른 구조로
되어있다. 비록 가구형식, 층수 등이 다르나 전통한옥이 신
한옥으로 발전하는 실험적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를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재료 및 공법에 따른
공사비와 공기 등을 단위 물량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2

2.2 3.3m 공사비 비율
전통한옥은 국내의 대표적인 주택인 아파트에 비해서 단
위 공사비가 높다. 아파트는 3.3m2당 300~330만원 (Lee et
al. 2012)인데 반해, 전통한옥은 3.3m2당 1200만원 (Myongji
2012)의 높은 공사비로 인하여 대중화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2개의 신한옥은 전통한옥 공사비의 약 40% 이상
저감시켰다. 공통가설, 부대토목, 조경, 일반관리비를 제외
한 순공사비 기준으로 신한옥1은 3.3m2당 730만원 (Jung
2012), 신한옥2는 3.3m2당 680만원 (Jung 2013) 이다.
Table 2는 3가지 사례한옥의 신한옥 공종분류 체계의 대
공종별 (Jung et al. 2012) 3.3m2당 단가를 나타낸 것이다
(공통가설, 부대토목, 조경, 일반관리비 제외). 사례한옥 모
두 목공사, 지붕공사, 창호공사가 전체 공사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목공사비 비율이 전통한옥 33%, 신한
옥1은 21%, 신한옥2는 33%로 사례한옥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벽체포함), 지붕공사는 전통한옥 16%, 신
한옥1은 23%, 신한옥2는 7%로 신한옥2가 사례한옥 중 가
장 낮은 공사비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창호공사는 전통한
옥이 9%, 신한옥1은 8%, 신한옥2는 16%로 신한옥2가 비
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한옥의 공사비
저감을 위해서는 공사비 비율을 높게 차지하는 목공사, 지
붕/홈통, 창호 등 주요 공종에서의 공법 개발이 중요하다

Table 1. Outline of Hanok Research Test-beds (Mockups)
Overview
Location
Gross area
Plan type
Floors
Roof structure type

Traditional Korean Housing
Myongji Univ. (Yongin)
69.1m2 (21 PY)
'ㄱ'
One story
5-Purlin + 3-Purlin

Building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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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ized Korean Housing 1
Myongji Univ. (Yongin)
126.1m2 (38 PY)
'ㄱ'
2
2
Two stories (81.09m + 45.09m )
3-Purlin + 3-Purlin

Modernized Korean Housing 2
Eunpyung-gu (Seoul)
142.2m2 (43 PY)
'ㄱ'
2
2
Two stories (71.10m + 71.10m )
3-Purlin + 3-Pu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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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struction Cost of Hanok Mockups
* Traditional Korean Housing (21PY)
* Modernized Korean Housing 1 (38PY)
Cost (won) / 3.3m2
Weight
Cost (won) / 3.3m2
Weight
Temporary Requirement (C01)
144,494
1%
243,765
3%
Earth-work (C02)
589,666
5%
270,067
4%
Concrete (C03)
351,003
5%
Masonry (C04)
1,241,787
10%
821,481
11%
Metals (C05)
Wood (C06)
3,981,826
33%
1,542,366
21%
Insulation/Waterproof (C07)
97,922
1%
225,679
3%
Openings (C08)
1,071,429
9%
587,009
8%
Finishes (C09)
2,829,742
24%
1,121,615
15%
Roofing (C10)
1,964,693
16%
1,640,115
23%
Furnishings (C11)
47,458
1%
Exterior Improvements (C12)
Electrical (C13)
157,143
1%
101,842
1%
Heating, Ventilating (C14)
332,395
5%
Indirect Cost (C15)
**Total
12,100,000
7,300,000
* Adapted from Kim et al. 2013, Table 4.
** Total cost excluding of General Requirement, Exterior Improvement, Indirect Cost.
Commodity (Code)

(Table 2). 마감 공사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마감공사의 성격상 다수 공종을 포함하며, 다양한 마감재
선택에 따른 공사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공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요 공종
에서의 공법 개발을 통한 공사비 저감과 더불어 편의성/단
열성/기밀성 등의 성능 증대 또한 중요하다.

3. 부위별 공법 비교
전통한옥이 신한옥으로 발전하면서 표 2의 공종별 단가에
나타나듯이 전체적인 공사비는 낮아졌다. 이는 신공법 개발
적용에 따른 것이며, 본 장에서는 부위별 공법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

3.1 부위분류체계 (Geometry Breakdown Structure)
전체 공종의 모든 공법을 빠짐없이 포괄하고, 같은 공종
에서, 사례한옥들의 보다 명확한 공법비교를 위하여 신한옥
분류체계 중 부위분류체계 (Jung et al. 2013)를 바탕으로
분석 하였다 (Geometry Breakdown Structure로 명칭 변경).
부위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Table 3).
사례 한옥의 공법 분석은 객체분류 중, 부위 중분류를
(GBS_04)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Table 3의 GBS_04 중, 가설
공사와 토공사를 제외한 모든 부위 중분류 그룹별로, 그룹
내에서 금액비중이 높으면서 공법개선 기대효과가 큰 분야
를 선정하여 공사비 및 공기를 비교 하였다. 크게 여섯 가
지로서, 1) 매트, 독립, 줄기초와 함께 초석 및 기단석을 포
함하는 기초/기단 부위, 2) 기둥, 보, 도리 등의 목재 구조
체, 3) 내벽 및 외벽, 4) 바닥구조와 바닥마감을 포함하는
바닥, 5) 창틀과 창문을 포함하는 창호, 6) 지붕의 구조와
함께 기와잇기를 포함하는 지붕으로 나뉜다.

Modernized Korean Housing 2 (43PY)
Cost (won) / 3.3m2
Weight
198,037
3%
74,502
1%
355,116
5%
256,202
4%
11,256
2,239,074
33%
140,483
2%
1,069,287
16%
871,688
13%
444,407
7%
232,558
3%
275,891
4%
622,197
9%
6,800,000

3.2 부위별 공법
신한옥의 공사비 저감을 위해서 앞서 언급한 금액비중이
높고 공법개선의 기대효과가 큰 6개의 부위에서 우선적인
공법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신한옥에 적용하였다. 전통
한옥, 신한옥1, 신한옥2의 부위 분류 중 중부위별 (기초/기
단, 목재 구조체, 1/2층 바닥, 내x외 벽체, 창호, 지붕 구조
및 기와) 공법비교는 다음과 같다 (Table 4).
기초에서 전통한옥은 잡석과 강회를 이용한 소석회 강회
다짐 공법을 사용한 반면 (Table 5-1), 신한옥1은 콘크리트
를 사용한 온통기초 공법을 사용하였고 (Table 5-2), 신한옥
2 줄기초 공법을 사용하였다 (Table 5-3). 전통한옥의 공법
에 비해, 2개의 신한옥 사례에 쓰인 콘크리트 공법은 일반
주거 건축물에 많이 쓰이는 공법으로서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초의 경우 건축대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온통기초, 줄기초 등으로 공법을 달리 사용하였다.
Table 3. Geometry Breakdown Structure (Jung et al. 2013)
GBS_02
(Space)

GBS_03
(Main-category)

General requirement

Temporary Work
Excavation

Foundation

Foundation/
Stone masonry

First Floor

Wood frame

Second Floor

Wood frame

Common of
first and second floor

Openings

Roof

Roof Frame
Roof finishing

GBS_04
(Sub-category)
General requirement
Indirect cost
Excavation
1) Mat foundation
1) Single foundation
1) Strip foundation
1) Stone masonry
2) Wood frame
3) Outside-wall
3) Inside-wall
4) Floor frame
2) Wood frame
3) Outside-wall
3) Inside-wall
4) Floor frame
5) Opening frame
5) Openings
6) Roof frame
6) Roof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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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struction Photos of Three Mockups
GBS_04

Traditional Korean Housing

Modernized Korean Housing 1

Modernized Korean Housing 2

Tab 5-1. Quicklime Compaction Method

Tab 5-2. Mat Foundation

Tab 5-3. Strip Foundation

Tab 5-4. Fitting Joint Method

Tab 5-5. Metal Joint Method

Tab 5-6. Metal Joint Method

Tab 5-7. Wet Method

Tab 5-8. Dry Method

Tab 5-9. Dry Method

Tab 5-10. Wet Method (Traditional Ondol)

Tab 5-11. Dry Method (Wood Structure)

Tab 5-12. Air Entrained Concrete

-

Tab 5-13. Dry Method (Wood Structure)

Tab 5-14. ALC Lightweight Block

Tab 5-15. Field Processing & Assembly

Tab 5-16. Plastic Openings

Tab 5-17. System Openings

1) Foundation/
Stone masonry

2) Wood Fame

3) Wall

4) First floor
(Structure + Finishing)

4) Second floor
(Structure + Finishing)

-

5) Openings
(Wood, Plastic)

6) Roof
(Structure + Roof tiles)
By Cheon (2012)

Tab 5-18. Traditional Wet Construction Method Tab 5-19. Traditional Wet Construction Method

Tab 5-20. Dr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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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통한옥 기둥은 초석위에 기둥을 올리는 반면, 신
한옥1, 2는 기초 및 초석과 기둥을 철물을 이용한 강접합을
통해 구조적 성능 (횡력 및 부력 저항)을 높였다 (Table 4).
목재 구조체의 경우 전통한옥은 원목을 사용하여 현장
치목을 통하여 전통식 맞춤 공법을 사용하여 조립 하였다
(Table 5-4). 반면, 신한옥1은 원목과 집성목을 같이 사용하
여 원목은 현장 치목, 집성목은 공장 치목으로 철물을 이용
하여 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하여 조립을 하였다 (Table 5-5).
신한옥2는 원목과 집성목을 모두 공장에서 치목을 하여 현
장에서는 철물을 부착하여 장비(크레인)를 사용하여 조립만
을 하였다 (Tab 5-6). 신한옥1의 경우 대량, 충량, 추녀, 서
까래(평 서까래 제외) 등의 크기가 크고, 곡률이 있는 부재
는 원목을 사용하여 현장치목을 한 반면, 신한옥2는 대량,
충량 등의 크기가 큰 부재는 원목을 사용하였으나, 공장에
서 기둥을 포함한 나머지 집성목 부재와 함께 치목을 하여
현장에서는 철물을 이용하여 조립만을 하였다.
벽체는 단열 및 기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
이다. 따라서 시공의 정밀성이 요구되고, 재료의 사용 및
조합 또한 중요하다. 전통한옥은 진흙과 회벽을 이용한 전
통적인 습식공법을 사용하였으나 (Table 5-7), 신한옥1은 경
량철골(C-Stud)로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단열재 및 패널을
이용한 건식공법을 사용하였다 (Table 5-8). 신한옥 2의 외
부 벽체는 구조용 각재와 철판/철망을, 내부벽체는 경량철
골(Ω-stud)을 이용하여 구조를 만들고 단열재 및 황토 바
름 마감을 함으로써 건식과 습식공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Table 5-9). 전통한옥에 비해 신한옥1은 단열성을 확보하였
고, 신한옥2는 황토 바름 마감으로 친환경성 또한 높였다.
바닥의 경우 전통한옥은 구들/온돌/황토 등을 이용한
습식공법을 사용한 반면 (Table 5-10), 신한옥1은 1, 2층 모
두 멍에, 장선 등의 목재를 이용한 건식공법의 구조위에 전
기 패널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였다 (Table 5-11, 5-12). 신한
옥2는 1층은 기포콘크리트 타설, 온수파이프 설치 후 몰탈
마감을 하였고 (Table 5-12), 2층은 하중 및 층간 소음을 고
려하여 ALC 경량블록과 온수패널을 사용한 건식공법을 사
용하였다 (Table 5-14).
창호는 원목을 사용하여 현장 제작 및 조립을 한 전통한
옥에 반해 (Table 5-15), 신한옥 1은 플라스틱 창호를 사용
하였고 (Table 5-16), 신한옥 2는 목재 중심의 시스템 창호
를 적용하여 단열성 및 기밀성을 높였다 (Table 5-17).
지붕의 경우 전통한옥은 원목을 사용한 지붕 구조체 위에
진흙과 한식기와(전통 토기와)를 이용한 습식공법을 사용한
반면 (Table 5-18), 신한옥1은 지붕구조 및 기와 설치의 공법
은 전통한옥과 동일 하지만, 개량형 한식기와로 기와 재료를
대체하여 장비(크레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Table 5-19).
신한옥2는 집성목을 사용하여 지붕 구조를 만들고 플라스틱
과 화산재를 혼합한 일체형 경량신소재 한식기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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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진흙 없이 건식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
붕의 경량화도 함께 이루었다 (Cheon 2012, Table 5-20).
앞서 Table 2의 공종별 금액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높은
공사비 비율을 차지하는 목공사, 지붕, 창호 등에서의 공법
개발(주로 건식공법)이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공법의 개발
로 인해, 시공이 용이 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장 생산성에
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공법의 변화에 따른
공사비 및 공기의 영향성을 다음 장에서 분석 하였다.

4. 공법 변화에 따른 공사비 및 공기 비교 분석
신한옥에는 현대적 공법(콘크리트 공법, 건식공법)이 다
수 사용 되었고, 또한 새로운 공법(철물접합공법 등)이 개
발되었다. 이러한, 공법의 변화는 공사비 및 공기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공법의 변화에 따른 공사비 및
공기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4.1 공법 변화에 따른 공사비 변화
Table 6은 공법에 따른 공사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각 부위별 단위 물량 당 공사비를 나타낸 것이다. 예로써,
목재 구조체의 경우, 기둥/보/도리 등의 구조체의 1m3 당
공사비를 비교하였다. 기초공사는 1층 바닥면적 1m2 당
전통한옥 127,000원, 신한옥1은 59,000원, 신한옥2는 215,000
원으로 (이하 천단위 절삭) 전통한옥에 비해 신한옥1은
50%의 공사비를 저감하였으나, 신한옥 2는 전통한옥 대비
80%의 공사비가 증가하였다. 이는 콘크리트 타설 공법 중
매트기초는 공사비 저감을, 줄기초는 증감을 가져왔다.
한옥공사에서 높은 공사비 비율을 차지하는 목재 구조체
공사는 목구조체 1m3 당, 전통한옥 4,250,000원, 신한옥1은
2,802,000원, 신한옥 2는 3,084,000원으로 전통한옥에 비해 두
신한옥 사례 모두 30%의 공사비 저감을 이루었다. 이는 전통
한옥의 현장치목 및 전통적 끼움 공법의 사용에서 공장 치목
의 집성목에 철물을 사용한 철물접합공법의 영향이 크다.
내x외벽은 벽체 1m2 당, 전통한옥 243,000원, 신한옥1은
137,000원, 신한옥2는 111,000원으로 신한옥1, 2는 전통한옥
에 비해 각, 40%, 55%의 공사비 저감을 이루었다. 특히, 신
한옥1의 경우 경량철골에 패널 마감으로 공사비를 저감 시
켰으며, 신한옥2는 경량철골 위의 철판 망에 황토마감으로
친환경성을 높임과 동시에 공사비를 저감시켰다.
Table 6. Unit Cost by Major Elements (Won)
Geometry Classification
Foundation (M2 of 1st Floor)
Wood Frame (M3)
2

Wall (in/outside wall) (M )

Trad. Housing Mod. Housing 1 Mod. Housing 2
127,451

59,409

215,070

4,250,128

2,802,502

3,084,796

243,759

137,015

111,180

Slab and Flooring (M )

280,419

260,371

122,401

Openings (M2)

803,571

715,462

587,971

554,861

405,120

226,699

2

2

Roof (M )
(Structure + roof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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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면적 1m 당, 전통한옥 280,000원, 신한옥1은 260,000
원, 신한옥2는 122,000원으로 공사비가 낮아졌다. 신한옥1의
경우 목재를 사용한 바닥 틀 구조 및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마감재의 다수 사용으로 인하여 신한옥2에 비해 공사
비가 높아졌다. 신한옥2는 기포 콘크리트(1층) 및 ALC 경량
블럭(2층)의 사용과 온수온돌의 난방방식을 사용하여 공사
비를 전통한옥 대비 50%의 높은 공사비 저감을 이루었다.
2
창호 면적 1m 당, 전통한옥 803,000원, 신한옥1은 715,000
원, 신한옥2는 587,000원으로 전통한옥에 비해 신한옥 1, 2
는 각 10%, 30%의 공사비 저감을 이루었다. 특히, 신한옥2
는 신한옥1에 비해 목재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여 공사비의
저감과 동시에, 단열성 및 기밀성의 성능을 더욱 증대시켰다.
2
지붕 면적 1m 당, 전통한옥 554,000원, 신한옥1은 405,000원,
신한옥2는 226,000원으로 전통한옥에 비해 신한옥 사례 모두
공사비가 낮아졌다. 신한옥1은 전통한옥과 같은 공법을 사용하였
지만, 재료의 변화(개량형 한식기와)로 인하여 공사비가 25%
저감되었으며, 신한옥2는 재료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법의 변화를
통하여 전통한옥 대비 약 60%의 공사비 저감을 이루었다 (Cheon
2012).
앞서 분석한 공법 변화에 따른 공사비의 변화는 전통한
옥에 비해 신한옥 사례는 기초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위에
서 공사비 저감을 이루었다. 특히, 공사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 구조체, 지붕에서 많은 공사비 저감을 통하
여 신한옥의 총 공사비 저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
위별 공법의 변화가 공사비 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신한옥의 공사비 저감을
위해서는 주요 부위에서의 공법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

4.2 공법 변화에 따른 공기 변화
공법의 변화는 앞서 분석한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위별 공법 변화에 따른 공기 변화
의 분석 또한 필요하다. 참고로, 공통가설 및 부대토목을
제외한 본 건물의 공기는 전통한옥 66일, 신한옥1은 65일,
신한옥2는 102일이며, 신한옥의 공통가설 및 부대토목을 포
함한 표준 공기는 120일이다 (Jung 2013). 사례한옥 모두
시범한옥으로, 연구 일정상 공기를 일정 부분 단축시켰다.
Table 7은 사례한옥들의 부위별 물량 당 공기를 나타낸
3
것이다. 예로써, 목재 구조체 1m 당 소요되는 공기를 의미
한다. 하지만 각 부위별로 투입된 인원이 서로 상이하기 때
문에 절대적인 공기 비교는 어렵다. 아직, 적용된 공법에
대한 표준 작업조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는 사례한옥의 건설과정 중 일반적인 인력이 투입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부위별 공기를 앞서 분석한 공사비와 같이 단
위 물량을 바탕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2
기초의 경우 바닥면적 1m 당 전통한옥 0.06일, 신한옥1
은 0.11일, 신한옥2는 0.18일로 전통한옥에 비해 신한옥의

소요공기가 길다. 이는 콘크리트 공법의 특성상 거푸집 설
치,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보양 등의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가 늘었다. 특히, 신한옥2는 신한옥1의 매트기
초와는 달리 줄기초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3번에 걸
쳐 나누어 시공함에 따라 그 공기가 60% 길어졌다.
목재 구조체의 경우 전통한옥 1.23일, 신한옥1은 0.61일,
신한옥2는 0.31일로 전통한옥에 비해 신한옥1, 2의 공기가
각각 50%, 75% 줄어들었다. 이는 전통한옥의 전통적 맞춤
(끼움)에서 철물을 이용한 철물접합 공법의 영향이 크다.
전통한옥은 현장치목, 신한옥1의 경우 일부 부재(충량, 대
량, 추녀 등)의 현장치목에 반해, 신한옥2는 대부분 부재가
공장치목으로써 현장에서는 부재의 조립만을 하였기 때문
에 공기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벽체의 경우 전통한옥 0.13일, 신한옥1은 0.05일, 신한옥2
는 0.06일로 전통한옥에 비해 신한옥이 약 50% 이상의 공
기 절감을 이루었다. 신한옥2는 철판 망 위의 황토 미장으
로 인하여 신한옥1에 비해 공기가 좀 더 소요되었다.
바닥은 전통한옥 0.14일, 신한옥1은 0.04일, 신한옥2는
0.05일로 전통한옥에 비해 신한옥이 약 70%의 큰 공기 절
감 효과를 이루었다. 이는 앞서의 기초와 반대의 경향으로
전통한옥은 온돌의 미장을 사용한 반면, 신한옥은 목재, 경
량 블록 등의 건식공법이 함께 사용되었기에 크게 공기를
단축 할 수 있었다. 신한옥1에 비해 신한옥 2는 기포콘크리
트의 사용으로 공기가 조금 늘어났다.
창호는 전통한옥 0.14일, 신한옥1은 0.06일, 신한옥2는
0.06일로 신한옥이 전통한옥에 비해 크게 공기를 단축 시켰
다. 이는 전통한옥의 현장 제작 및 설치에 반해, 신한옥은
공장제작의 창호를 현장에 설치만 함으로써 공기를 55%이
상 단축 하였다.
Table 7. Unit Schedule by Major Elements (Day)
Geometry Classification
Trad. Housing Mod. Housing 1 Mod. Housing 2
2
st
Foundation (M of 1 Floor)
0.06
0.11
0.18
Wood Frame (M3)
1.23
0.61
0.31
Wall (in/outside wall) (M2)
0.13
0.05
0.06
2
Slab and Flooring (M )
0.14
0.04
0.05
Openings (M2)
0.14
0.06
0.06
Roof (M2)
0.11
0.04
0.07
(Structure + roof tile)

지붕의 경우 전통한옥 0.11일, 신한옥1은 0.04일, 신한옥2
는 0.07일로 전통한옥에 비해 신한옥1과 2는 각 60%, 30%
의 공기 단축을 이루었다. 하지만 신한옥1의 경우, 준공을
위한 공기 단축을 위하여 지붕부위의 인력이 신한옥2의 2
배가 투입되어 공기를 단축시킨 특정 부위이다. 따라서 신
한옥1 또한 정상적인 인력 투입 시 약 0.08일 이상의 공기
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옥1은 전통한옥의 동일한
습식공법에 재료만 교체하여 공기를 단축하였고, 신한옥2는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5권 제2호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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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tio of cost and schedule in Modernized Korean Housing 1, 2

보토(진흙)를 사용하지 않고, 목재 지붕 틀 위의 일체형 기
와를 시공함으로써 공기를 단축 하였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부위별 공법의 변화는 소요되는
공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기는 노무비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사비에도 밀접
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듯, 공법의 변화에 따른 공사비와
공기는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공사비와 마찬가지로 기초부위에서 공법의 특성상 공기
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부위에서 공기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적용된 공법의 표준 작업조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좀 더 명확한 공사비와 소요공기에 대해서는 실제 적
용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분석이 더 필요하다.

히, 신한옥2는 신한옥 개발 연구 중 공사비 및 공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시킨 사례이다. Figure 2는 신한옥 사례의
부위분류(GBS)별로, 앞서 분석한 6개의 부위에 더하여 기
타 부위(전기, 설비, 가구 등)를 포함한 총 공사비 및 총 공
기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신한옥1과 신한옥2의 공사비는
지붕이 전체의 각 27%, 14%, 공기는 12%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목재 구조체의 총 공사비는 신한옥1과 2가 각 12%, 24%,
총 공기는 11%, 7%로 지붕과 함께 높은 공사비 및 공기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벽체가 총공사비는 신한옥1과 2가 각 12%, 9%,
총 공기의 17%, 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바닥과 창호에서 총 공사비는 창호가 15%내외로 바닥에

5. 종합분석

비해 비율이 높으며, 총 공기는 바닥이 8%내외로 창호 보

한옥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와 공급 (Ahn 2011),
실용성, 디자인, 건축 부재의 유통체계 (Han 2009) 등의 영
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최종적으로 공사비에
직x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한옥의 대중화를 위해서
는 공사비 저감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신한옥 사례들은 기존의 전통한옥에 새로운

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법을 적용시켜 공사비 저감 및 공기 단축을 이루었다. 특

및 공기 모두 목재 구조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기초 공사는 두 사례 신한옥에서 공통적으로 총 공사비
의 5%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공사비 비율은 가장 낮으나,
콘크리트 공법 특성상 공기는 신한옥1은 14%, 신한옥2는
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Figure 3에
서 알 수 있듯이, 두 사례한옥 모두 단위 물량 당 공사비

Fig. 3. Unit cost and schedule per floor area (Modernized Korean Housing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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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공사비 및 공기 비율에서는 지붕, 목재 구조체, 벽
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물량당 공사비 및 공기 비율에
서는 목재 구조체, 지붕 및 창호 부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공사비 저감을 위해서는 목재 구조체, 지붕, 벽
체 부위의 공법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공기 단
축을 위해서는 목재 구조체, 벽체, 지붕 부위 순으로 공법
개발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기초의 경우 공사비 보다는
공기에 보다 큰 영향을 끼쳐 공기 단축 시 고려해야할 주
요 부위이다. 이렇듯, 주요 부위에서의 (특히, 목재 구조체
및 지붕) 공법 개발을 통한 공사비 저감 및 공기 단축은
한옥의 보급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결론
전통적인 한옥은 화학물질이 없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
용하고, 전통의 멋이 있으며, 역사성이 깊은 우리나라 고유
의 주거형태이다. 또한, 최근 현대인들에게 각광받고 있으
며, 한옥의 보급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
히 높은 공사비로 인하여 한옥의 보급화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옥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실제 건설된 1채의 전통한옥과, 공법을 개선한 2채의 신한
옥을 바탕으로 공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
목재 구조체, 벽체, 바닥, 창호, 지붕의 6개 부위별로 물량
당 공사비 및 공기를 비교 하였다. 그 결과, 공법의 변화
및 개선으로 인하여 공사비 저감 및 공기 단축이 가장 큰
부위는 목재 구조체와 지붕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각 30%,
60% 저감, 공기 각 50%, 30% 단축). 다음으로는 벽체 (공
사비 및 공기 50% 저감)와 바닥 (50%의 공사비 저감 및
70%의 공기 단축), 창호 (30%의 공사비 저감과 55%의 공
기 단축) 순이며, 기초는 전통한옥에 비해 공기가 늘어나
공기 단축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로 나타났다.
신한옥의 사례에서 (새로운 공법 개발 및 적용 효과 측
면) 공사비 및 공기 영향도는 신한옥 1에 비해 신한옥 2가
다수의 부위 (기초 및 목재 구조체 제외)에서 공사비 저감
을 이루었으며, 공기는 신한옥1의 지붕을 정상적 공기로 가
정하였을 때, 목재 구조체 및 지붕에서 큰 공기 단축을 이
루었다 (Fig 3).
따라서 공사비 및 공기의 비율을 높게 차지하는 목재 구
조체, 지붕, 벽체의 우선적인 공법 개발과 함께 창호, 바닥,
기초 등의 추가적인 공법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
적인 공사비 저감 및 공기 단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주거 건축물 수준의 공사비 및 공기를 위해서
는 앞서 분석한 부위별 공법 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법 및 선진화 된 공법이 필요하다. 그 예로, 미국 및 일

본의 목조 주택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4’ 구
법 (Han 2009, Ahn 2011), 한옥의 모듈러 공법 (Lee and
Lim 2012), 각 부위별 프리패브화 시공법 (Bae 2011)등 다
양한 관점에서의 공법 적용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첫 번째 단계로서, 시범한옥인 신한옥1 및 신
한옥2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후속과제에서는 산업차원
에서의 대량 생산 방안에 대하여 연구될 예정이다. 따라서
더욱 많은 한옥 사례를 바탕으로 공법 개발이 공사비 및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공법개발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또한 필요하다. 논문의 지면 제한으로
인하여 단면 상세를 포함하지 못하였으나, 인터넷 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공법들의 공사비는 현실
적 단가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일부 항목은 산업화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가능하며, Table 2의 신한옥2는 본 연구
결과 중 가장 고급 사양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사양변경 시,
2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3.3m 당 680만원에 가능한 대안도
함께 개발하였다. 공기의 경우는 세 가지 사례에 공히, 연
구과제 일정에 따른 돌관공사 등의 여건이 반영되어 있는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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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옥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경쟁력을 갖춘 신한옥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신한옥 개발에 있어서, 공법
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한옥의 개발과정 중 실제 건설된 전통한옥 1채와 신한옥 2채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공법
사례 소개와 각 한옥의 부위별 공법을 비교하였다. 또한, 부위별 공법별로 공사비 및 공기의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한
옥 대비 신한옥의 공사비는 모든 부위에서 저감되었으며, 공기는 대부분의 부위에서 단축되었다. 두 신한옥 사례의 분석 결과, 목
재 구조체와 지붕의 공사비 및 공기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벽체, 바닥, 창호, 기초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공사비 저
감 및 공기 단축을 위해서는 목재 구조체 및 지붕 부위의 공법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키워드 : 공법, 공사비, 공기, GBS/OBS, 신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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