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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 농촌주택을 대상으로 농촌주택의 구법과 재료의 지역별·시기별 변화 특징 분석결과, 지붕형태는 
팔작지붕/우진각지붕(1970)-평지붕(1980)-맞배지붕(1990), 지붕구조재료는 한식목조/간이한식목조-파라펫눈썹지붕/경사슬
래브-양식목조-경량철골조, 지붕마감재료는 초가/한식기와-슬레이트-시멘트/강판-아스팔트슁글/샌드위치패널/몰탈방수, 

벽체구조재는 한식목조/간이한식목조-시멘트조적조-RC조-경량철골조/양식목조, 벽체마감재료는 흘미장/회벽-치장벽돌쌓
기/시멘트미장위 페인트마감-자연석치장/사이딩/타일, 담장재료는 전시기별로 돌담과 시멘트블록, 마당재료는 흙바닥, 

콘크리트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변화특징으로 주택구조, 지붕형태, 지붕구조재료, 벽체마감재료, 외부공간
에서 담장재료와 마당재료는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별로 농촌주택 특징변화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붕구조재
료, 벽체구조재료는 지역별로 유사한 변화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ollowing periodically changing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roof form(gambrel/hipped-flat-gable), structure of roof and wall(wood-framed-cement masonry-RC 
-Light iron framed), roof material(thatched-tiled-slate-cement/steel sheet-asphalt/sandwich panel/mortar water-proofing), 
wall material(clay plaster/lime plastered-dressing tile/bricks-painting on the cement plastering-native stone 
dressing/siding/tile), fence material(masonry of stone and cement bricks), and courtyard materials(clay and 
concrete). Secondly, the regionally changing characteristics of those elements, rural housing structure, roof form, 
roof structure material, wall finishing material, fence and courtyard material in the outer space, differed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rural housing, i.e.north, middle, south region.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both 
the roof structure and wall structure are similar to those of the thre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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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에 우리나라의 농촌마을은 귀농인구의 증가에 따
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농촌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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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변화로 인해 농촌마을에는 개별적이면서 점적으로 농
촌주택이 신축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농촌주택들이 정
주지로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농촌마을이나 기존의 농촌
주택과는 어울리지 않거나 이질적인 농촌주택이 나타나
고 있다. 이런 기존의 농촌주택은 1960~70년대 새마을운
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마을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개
량사업의 영향으로 근대적인 건축 재료와 신기술의 도입
에 따라 주요 요소별로 그 특징들이 변화하여왔다. 이런 
농촌주택의 주거환경의 변화와 함께 농촌마을의 사회적 
구조는 귀농․귀촌 등에 의한 다양한 가구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농촌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정책들
이 수립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마을의 다
양한 사회구조적 특징과 농촌주택의 새로운 정주공간 수
요에 대응할 수 있으며, 농촌마을에 대한 공공부문의 다
양한 지원정책 및 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농
촌주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
존의 많은 농촌표준주택은 농기계 창고, 농작물 저장고 
등의 부속시설과 다양한 외부 작업공간, 휴게공간 등의 
외부공간 등 주택 이외의 생활공간에 대한 고려가 미비
하고 도시형 성격의 주택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주택에서 시기별로, 지역별로 나타났
던 특징과 그 특징들의 변화양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
며, 또한, 농촌주택의 특징을 주택중심의 특징뿐만 아니
라 외부공간요소를 포함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주택의 특징은 196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을 거쳐 
2000년대까지 주요시기별 특징변화와 지역별 특징변화
를 연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목적은 농촌주택의 변화특징을 구법과 재료를 중심으
로 고찰하되, 세부항목은 지붕(형태, 구조재료, 마감재
료), 벽체(구조재료, 마감재료), 외부공간요소로서 담장 
및 마당 재료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시기별·지역별로 농
촌주택의 특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농촌주택의 정책 및 농촌주
택에 대한 일반적 특징을 고찰하고, 농촌주택 및 농촌마
을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또한, 농촌주택의 특
징을 분석하기위해 기존에 수행되었던 농촌주택의 실측
보고서와 답사조사를 통해 구축한 농촌마을의 농촌주택
의 특징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농촌
지역에 입지하는 전국의 농촌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
적 범위는 기존의 문헌조사 자료의 경우, 해당 조사가 이
루어진 시점을 토대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이고, 현장

조사 자료는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로 하였다. 연구방
법은 문헌조사와 현장답사에 의한 실측조사로 진행되었
다. 문헌조사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이
고, 문헌자료수집방법은 농촌주택의 시기별 변화과정과 
그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기별 농촌주택 및 민가 관
련 실측 조사보고서 및 단행본,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
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조사 결과와 실제 현장조사하였던 
농촌주택 현장조사 관련자료를 전산 자료화하여 분석하
였다.

2. 농촌주택의 특징과 선행연구 고찰

2.1 농촌주택의 정책과 농촌주택의 변천

2.1.1 농촌주택의 정책

농촌주택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안전행정부, 농림수산
과학부, 농촌진흥청이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주도적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농
촌지역과 관련하여 정책수립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주택의 주요 시기별 정책의 변화특징은 1970~1980
년대에는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사업(1970~현재), 취락구
조개선사업(1972~1994),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1981~
현재),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1983~현재), 도서종합개발
사업(1987~2007) 등과 같이 농촌주택관련 정책이 주택공
급, 주택개량, 마을의 인프라 확충 등 물리적 환경 정비 
및 정주환경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 이후
의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정책 및 사업은 농어촌정주권개
발사업(1990~현재), 오지종합개발사업(1990~현재), 녹색
농촌체험마을사업(2002~현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03~현재),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2001~2004), 정
보화시범마을사업(2001~현재), 소도읍 육성사업(2003~현
재) 등과 같이 체험마을, 전통테마발굴 등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농어촌
마을주거환경개선및리모델링촉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
되어 슬레이트 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 및 기초인프라
정비,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조성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농어촌마을리모델링사업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2.1.2 농촌주택의 구법 및 재료 특징

농촌주택의 구법은 일반적으로 가구식과 벽식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가구식 구조법은 벽틀과 지붕틀을 목재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방식으로 지붕재료에 따라 기와집, 초
가집, 굴피집, 너와집, 돌기와집, 그리고 샛집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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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김홍식, 1992:577) 벽식 구조법은 벽을 구축하는 재
료와 구법에 따라 토담집, 돌집, 귀틀집 등으로 구분하나 
지붕틀과 지붕재료는 가구식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구축
하였다. 주로 부속동에 채택되어왔던 흙벽돌집은 1960년
대에 많이 지어졌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이 
도입된 시멘트블록조 주택으로 대체되었으며, 이후 시멘
트벽돌조(1970년대-1980년대), 콘크리트조(1980년대 중
반이후)로 점차 변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전원주
택 용도로 서양식 목조주택과 귀농인들이나 농촌관광체
험시설 등에 적용되는 흙벽돌조(또는 흙블럭조) 주택건
축이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도 초가개량 뼈댓집의 대안
으로 샌드위치패널을 주재료로 하는 경량철골조의 농촌
주택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주택의 지붕형태는 안채의 경우, 합각지붕과 우진
각지붕이 많고 맞배지붕과 평지붕도 드물게 분포한다. 아
래채는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반면, 헛간채는 맞배지붕이 거의 주류를 이룬다. 또한, 
건축재료별 지붕특징은 한옥기와지붕은 대부분이 합각지
붕을 선택하고, 일식기와지붕은 반 이상이 우진각이며, 
슬레이트지붕은 대부분 합각형태를 갖는다. 아래채의 경
우, 슬레이트 맞배지붕이 가장 많으며 우진각일식기와집
이 다음이다. 헛간채는 슬레이트 맞배지붕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김홍식, 1992:573) 농촌주택의 재료는 일반
적으로 그 재료에 따라 뼈댓집, 블록집, 흙벽돌집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뼈댓집은 1950년대 이전에 전통
적인 방식으로 지었으며, 1960년대에 건축된 대부분의 
주택은 흙벽돌로 지어졌다. 1970년대 초반 이후에는 블
록조의 주택이 건축되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콘
크리트 슬라브 주택이 건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가 농촌주택 건축의 주요 재료가 되면서 
가구식 구조의 사용은 감소하고 주로 벽식구조가 채택되
었으며, 지붕형식도 평슬래브 지붕으로 바뀌게 되었다. 
최근에는 기존의 평슬래브지붕 위에 전통기와지붕과 비
슷하게 강판기와지붕을 덧씌우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2.1.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틀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농촌주택 외관특징에 관한 연구
나 농촌지역의 유형 구분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과 같다. 
먼저, 농촌지역이나 마을의 유형화를 진행하였던 선행연
구에는 농촌마을의 지역별 특징이나 시기별 특징은 성주
인외1명(2003) ‘지역유형 구분과 농촌지역의 유형별 특
성’, 이상학(1995) ‘마을단위 농촌지역의 유형구분’, 임석
회(2005)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특성분석’, 임승빈외2명
(2002) ‘생태문화자원에 기초한 농촌마을 유형구분 및 문
제점 분석’, 엄수원(1997) ‘한국농촌지역의 유형화와 공

간개발방향’ 등과 같이 주요 통계지표를 분석항목을 중
심으로 고찰하였다. 농촌마을의 유형화와 관련된 이런 다
양한 연구들은 세부 기준별로 농촌지역을 유형화하였다
는데 의미가 있으나, 농촌주택과 관련하여 지역별 또는 
시기별 농촌주택의 재료나 구법의 특징과 구체적인 연계
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주택의 물리적 특징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건채(2003) '마을유형에서 본 농촌주
택 구조유형과 주공간 형식 변화양상', 최장순외2명
(2001) ‘최근에 신축된 영동남부지역 농촌주택 주거공
간’, 김준봉외1명(2000) ‘농촌지역주택 공간구성방법 및 
실별 면적 배분 조사’ 등과 같이 건축물 중심의 고찰이거
나 주택 내부공간 계획 및 공간이용현황 중심의 고찰이
었다. 한편, 농촌주택의 구법이나 재료에 대한 선행연구
는 김영찬(2010)이 지붕재료(슬레이트, 슬라브, 기와, 함
석, 기타), 장성준(2010)이 주택구조(목가구조, 조적조, 경
량목조, 경량철판조, RC조, 샌스위치판넬조), 정건채
(2003)가 주택구조(조적조, 목조, 콘크리트조, 철골조, 조
립식)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지붕재료, 
벽체재료, 지붕색채 등 부분적인 접근으로 농촌주택 외부
공간의 특징이나 주택과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런 선행연구의 주요 접근관점과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택의 분석항목
으로 지붕(형태, 구조재료, 마감재료), 벽체(구조재료, 마
감재료), 외부공간요소로서 담장재료, 마당재료를 설정하
였고, 먼저 각 항목의 시기별로 나타나는 변화특징을 분
석하였고, 이를 지역별(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별
로 분석하여 세 지역에서 주요시기별로 나타나는 농촌주
택의 특징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농촌주택의 재료 및 
구법의 특징을 공시적·통시적 관점에서 지역별, 시기별로 
농촌주택의 변화특징을 분석하였다. 이것이 본 연구가 선
행연구들과 다른 주요한 연구의 시점이다. 여기서, 지역
별과 시기별 분류기준은 농촌마을 유형구분과 관련한 선
행연구에서는 김영찬(2010)이 수도권(경기도), 강원권(강
원도), 충청권(충남북), 호남권(전남북), 영남권(경남북), 
임승빈(2002)이 서울권(경기), 춘천권(강원), 대전권(충
청), 대구권(경상), 광주권(전라)으로 구분하였고, 기타, 
장성준(2010)이 일반농촌, 근교농촌, 영농관광, 소멸전환
마을, 성주인(2003)이 비농업강세형, 자족성 우세형, 대도
시 통합형, 일반농촌형, 이상학(1995)이 평균형, 축산형, 
근교평야, 과수형, 근교전작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와같이, 
선행연구와 문헌자료의 고찰결과, 기존연구에서 지역별 
구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미비하거나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분류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 
및 농촌주택에 관한 정책추진 시기와 선행연구 및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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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에서 구분하였던 내용을 종합하여, 주요시기는 1960
년대~2000년대까지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였고, 지역은 
북부, 중부, 남부지역의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3. 농촌주택의 구조·재료 특징 분석

3.1 농촌주택의 특징 분석 개요

농촌주택 분석을 위한 총 개수는 963개로서 문헌조사
에 의한 농촌주택의 개수는 592개소이고, 실측조사에 의
한 농촌주택의 개수는 371개이다. 여기서, 조사지역별로 
구분하면 북부지역의 개수는 129개이고, 중부구릉지의 
개수는 494개이며, 남부평야지역의 개수는 340개이다.

[Fig. 1] Location map of survey samples 

  Documentary survey(Housing Unit in Each City, County), 

  Documentary survey(Village Unit),    Field survey(Village Unit)

3.2 농촌주택의 지붕형태 특징

농촌주택의 지붕형태는 1970년대 까지 구옥의 팔작지
붕과 우진각지붕의 형태가 82.4%로서 주를 이루는 것으
로 나타났고, 1980년 이후에는 평지붕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말에는 기존의 평지붕에 구옥형
태의 팔작지붕 또는 우진각지붕을 덧씌운 지붕형태가 
64.7%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대 
생활에 부합하는 주택양식의 발전으로 맞배지붕(경량철
골조 주택) 형태가 45.2%로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Region & Site
Sam-
ple.
No.

Surv. 
Method Surv. Unit

Docu.FieldHous
Unit

Vill.
Unit

Nor.
Reg.
(129)

Gangrung/Gos대ng/Samcheok/
JeongSeon/Pyeongchang

25 ○ - ○ -

Goseonggun Sampori, Obingri 29 ○ - - ○
Yanggugun Pallangri 75 - ○ - ○

Mid.
Reg.
(494)

Gapyeung/Goyang/Gwacheon/
Gwangmyeung/Gwangju/Guri/Gunpo/
Kimpo/Namyangju/Dongducheon/
Bucheon/Seongnam/Suwon/Siheung/
Ansan/Anseong/Anyang/Yangju

414 ○ - ○ -

Paju yeundasanri 26 ○ - - ○
Gwoisan/Dangyang/Boeun/
Yeungdong/Eumseong/jecheon/
Cheongwon/Chungju

16 ○ - ○ -

Gwoisangun ochangri 10 ○ - - ○
Jeungpyeunggun Seokgokri 28 - ○ - ○

Sou.
Reg.
(340)

Nonsan/Buyeu/Seosan/Seocheon/
Asan/Yesan/Hongseong

13 ○ ○ -

Seocheongun Dongsanri 62 ○ - ○
Daejeon Sannaemyun Leesari 14 ○ - ○
Kyeubgju/Gumi/Gunwi/Bonghwa/
Andong/Yungdeok/Yungyang/Yungju/
Yungcheon/Yecheon/Uljin/Uiseong/
Cheongdo/Cheongsong

84 ○ - ○ -

Kimcheonsi Sangwongri 43 ○ - - ○
Daegu 2 ○ - ○ -

Geochang/Changryung/Hamyang/
Hapcheon

5 ○ ○ -

Uljugun Joilri 9 ○ - ○
Gochang/Namwon/Buan/Jeongeup 4 ○ - ○ -

Kimje woljeonri 22 ○ - - ○
Kangjin/Gokseong/Gurey/Naju/Muan/
Boseong/Suncheon/Sinan/Yunggwang
/Yungam/Jangheung/Haenam/Hwasun

29 ○ - ○ -

Najugun Pungsanri 6 ○ - - ○
Yunggwanggun Samhyori 47 - ○ - ○

sum 963

[Table 1] Survey Sample Outline

Year of Built Year of Survey Legend

[Table 2] Roof Form

3.3 농촌주택 구조재료 특징

농촌주택 지붕의 구조재료는 1970년대까지 한식목조 
(9.8%)와 간이한식목조(86.3%)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1980년 이후에는 파라펫눈썹지붕, 경사슬래브 등 다양한 
재료 및 구법이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에는 평슬래브
의 노후화로 인해 양식목조(3.2%)와 경량철골조(38.7%)
의 구조재 적용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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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의 벽체구조의 특징은 1950년 이전까지 한식
목조(91.1%) 및 간이한식목조(7.1%)가 벽체의 주요 구조
재로 사용되었으며, 1960년~1980년대에는 시멘트 조적
조(53.6%)가 주로 이용되었다. 2000년대 이후 RC조
(41.9%)가 많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이외에도 경량철골조
(38.7%) 및 양식목조(3.2%) 등 다양한 재료가 벽체 구조
재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Roof structure materials

Year of Built Year of Survey Legend

Wall structure materials

Year of Built Year of Survey Legend

[Table 3] Roof & Wall Structure Materials

3.4 농촌주택의 마감재료 특징

농촌주택의 지붕 마감재료는 현재 초가 및 한식기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1960년 이후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사
업으로 도입되었던 슬레이트 지붕은 2000년대 이후 최근
에 시멘트기와(21.0%) 및 강판(4.3%) 등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아스팔트슁글, 샌드위치패널 등, 몰
탈방수 등의 다양한 재료가 나타나고 있다. 1960년 이전
의 벽체 마감 재료는 흘미장 또는 회벽이 많이 사용되었
으며, 1960년~1980년대에는 시멘트조적조 주택에서는 
치장벽돌쌓기(0.7%) 및 시멘트미장 위 페인트마감
(28.2%)이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
는 RC조 및 경량철골조 등의 농촌주택유형에서 자연석
치장, 사이딩, 타일 등 다양한 마감재가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all Finishing Materials Roof Finishing Materials

Year of Survey Year of Survey

[Table 4] Roof & Wall Finishing Materials

3.5 농촌주택 외부공간(담장/마당)재료 특징

농촌주택의 담장 재료의 특징은 시기별로 특정한 재료
가 사용되는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특정한 농촌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돌담(34.8%) 및 시멘트블록
(29.9%) 담장이 주를 이루거나 담장이 없는 주택유형
(25.3%)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주택
의 마당 재료의 특징은 1950년 이전의 농촌주택에서는 
흙바닥이 주를 이루었으며, 1950년 이후 현재까지 마당
재료는 대부분 콘크리트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Fence Materials Courtyard Materials

Year
of 

Survey

Year
of

Survey

[Table 5] Fence & Courtyard Materials

4. 농촌주택 지역별·시기별 특징 분석

4.1 지역별·시기별 농촌주택의 구조 특징

4.1.1 지역별·시기별 농촌주택 구조 특징

북부지역의 구법 특징은 1970년대에 시멘트 조적조
(66.7%)가 많이 나타나며, 노후화된 농촌주택이 많이 남
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지역의 기후특징상 
겨울철 난방문제와 관련하여 1980년 이후로 경량철골조
와 RC조의 적용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에도 1990년 이후에는 강원지역 농촌마을의 관광화로 양
식목조 등을 적용한 펜션형태의 다양한 주택이 건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rth Region Middle Region

South Region Legend

 

Year of Built

[Table 6] Regional·Periodical Housing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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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구법 특징은 1960년대 초까지는 한식목구조
와 간이한식목구조 형태가 100.0%로 적용되었으며, 1970
년대 말에는 기존 구법의 주택유형이 감소하고, 조적조
(71.4%)의 적용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
지역 구법 특징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한식목조의 형
태가 최근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RC조(53.8%)와 조적조
(30.8%)가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2 지역별·시기별 농촌주택 지붕형태 특징

북부지역의 지붕형태 특징은 1960년 이후에는 맞배지
붕(33.3%), 평지붕형태(80.0%)가 나타났으며, 1990년 이
후에는 경량철골조가 도입되어 맞배지붕(66.7%)의 형태
가 주로 이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North Region Middle Region

South Region Legend

 

Year of Built

[Table 7] Regional·Periodical Housing Roof Form

중부지역의 지붕형태는 1970년까지 기존의 농촌주택
에서는 팔작지붕(28.6%)과 우진각지붕(57.1%)이 많이 적
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0년대에 RC조의 도입으로 
지붕형태가 평지붕(25.0%)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역의 지붕형태는 중부구릉지역과 유사하게 1970
년대 이후 RC조의 평지붕형태(6.3%)가 나타나지만 신축
되는 농촌주택에 적용되는 빈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존의 농촌주택의 지붕형태인 팔작지붕(7.7%)과 우
진각지붕(15.4%) 형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지역별·시기별 농촌주택 재료특징 분석

4.2.1 지역별·시기별 지붕구조 재료 특징

북부지역의 지붕구조 재료는 한식목조보다는 간이한
식목조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0년대 이후
에는 파레펫눈썹지붕, 경량철골, 양식목조 등 다양한 재
료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rth Region Middle Region

South Region Legend

 

Year of Built

[Table 8] Regional·Periodical Roof Structure Materials

중부지역의 지붕구조 재료는 1970년 이전까지는 간이
한식목조가 많이 이용되었으며, 1980년 이후에는 파라펫 
눈썹지붕의 재료, 경사슬래브의 재료가 도입되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역의 지붕구조 재료 특징은 시기
별로 지붕구조재의 특이한 특징은 나타나지 않지만, 일부
분의 한식목조와 평슬래브를 제외하면 간이한식목조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0년대 이후에는 기
존 농촌주택 지붕의 평슬래브의 노후화로 인해 목조 및 
경량철골조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4.2.2 지역별·시기별 지붕마감 재료 특징

북부지역의 지붕마감 재료 특징은 1980년대 이후 현
재까지 주로 슬레이트와 한식기와가 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0년 이후에는 펜션 등 경량철골조의 도
입과 함께 샌드위치패널 위 아스팔트슁글 마감재료의 이
용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orth Region Middle Region

South Region Legend

 

Year

of 

Survey

[Table 9] Regional·Periodical Roof Finish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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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의 경우, 북부지역이나 남부평야지역에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지붕마감재료의 개수와 분포도가 다양
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부지역의 경우, 전
반적으로 한식기와, 슬레이트, 기타기와(전통한식기와를 
대신하여 생산재료와 생산방법, 시공밥법 등을 개량한 기
와로서 시멘트기와, 점토기와, 평판기와, 스페니쉬기와 
등을 통칭하여 기타기와로 분류)가 이용되었으며, 1970
년대의 새마을운동으로 변화된 슬레이트 마감재가 지붕
개량사업으로 강판 및 기타기와로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
내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골함석, 몰탈방수, 아스팔트 
슁글의 마감재료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3 지역별·시기별 벽체구조 재료 특징

북부지역의 벽체구조의 재료 특징은 1980년 이전까지
는 새마을운동 전후로 기존 농촌주택의 재료(한식목조, 
간이한식목조)와 시멘트 조적조로 양분되는 특징을 나타
내고 있다. 1980년 이후에는 RC조(20.0%)와 경량철골조
(66.7%)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역의 경
우, 시대별 변화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1960년대 
까지는 한식목조와 간이한식목조가 주로 사용되었고, 
1970년대에는 시멘트블록조, 1980년대에는 RC조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경량철골조가 도입되어 벽
체구조재로 사용되었다. 남부지역의 경우, 강원산간 산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벽체구조재의 종류가 
한식목조, 간이한식목조, 시멘트블록조, 시멘트벽돌조 등 
다양하게 적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North Region Middle Region

South Region Legend

Year
of

Built

[Table 10] Regional·Periodical Wall Structure Materials

4.2.4 지역별·시기별 벽체마감 재료 특징

북부지역의 벽체 마감 재료 특징은 1980년 이후 신축
된 농촌주택을 기준으로 재료의 노후도 및 보수상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흙미장, 회벽, 시멘트

미장 위 페인트 마감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중부지역의 경우에는 농촌주택의 구법에 따라 마감
재료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 주택은 흙
미장, 회벽, 시멘트미장 위 페인트 마감, RC조는 치장벽
돌 마감, 경량철골조는 샌드위치패널, 사이딩 마감재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역의 경우에도 농촌주택의 구법에 따라 마감재
료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 주택은 흙미
장, 회벽, 시멘트미장 위 페인트 마감, 시멘트 조적조는 
시멘트미장 위 페인트 마감, RC조는 치장벽돌 마감의 특
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orth Region Middle Region

South Region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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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gional·Periodical Wall Finishing Materials

4.3 지역별·시기별 농촌주택 담장·마당 특징

4.3.1 지역별·시기별 담장 재료 특징

북부지역의 담장 재료 특징은 농촌마을에서 주택은 산
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경사지형의 영향으로 대다수 
주택에서 담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orth Region Middle Region

South Region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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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egional·Periodical Fenc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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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인근에서 구하기 용이한 
석재를 이용한 돌담이나 목재의 담장이 많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중부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택에 담장이 
있으며, 담장의 재료는 주로 시멘트블록(35.2%)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농촌마을
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강원산간과 중부 구
릉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이외에도 생울타리나 목재가 담장재료로 사용된 것으
로 분석되었다.

4.3.2 지역별·시기별 마당 재료 특징

북부지역 마당재료의 특징은 전 시기별로 흙재료가 주
로 사용되었으며, 1950~1970년대에 콘크리트가 도입되
어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 이후 큰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역의 경우에는 북부지역
과 마찬가지로 흙 재료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블록 및 잔디 등 다양한 마당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역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흙재료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부지역이나 
중부구릉지역과는 다르게 쇄석과 콘크리트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일정 비율로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orth Region Middl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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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gional·Periodical Courtyard Materials

5. 결론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촌주택의 분석항목별로 주요시기에 따른 변화특
징은 첫째, 지붕형태는 1970년대 까지 팔작지붕과 우진
각지붕, 1980년대 이후에는 평지붕, 1990년대 말에는 기
존의 평지붕에 팔작지붕 또는 우진각지붕을 덧씌운 형태, 

그리고. 맞배지붕(경량철골조 주택) 형태가 사용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붕의 변화특징은 구조재료에서는 
한식목조 및 간이한식목조-파라펫눈썹지붕, 경사슬래브-
양식목조-경량철골조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마감재료에
서는 초가 및 한식기와-슬레이트-시멘트 및 강판-아스팔
트슁글, 샌드위치패널, 몰탈방수의 변화가 나타났다. 셋
째, 벽체의 변화특징은 구조재료에서는 한식목조 및 간이
한식목조-시멘트 조적조-RC조-경량철골조 및 양식목조
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마감재료에서는 흘미장 및 회벽-
치장벽돌쌓기 및 시멘트미장 위 페인트마감-자연석치장, 
사이딩, 타일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넷째, 담장재료 변화
특징은 전시기별로 돌담과 시멘트블록 담장이 주를 이루
었으며, 마당재료 변화특징은 1950년 이전에는 흙바닥, 
1950년 이후 현재까지는 콘크리트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촌주택의 지역별 변화특징은, 첫째, 북부지
역 농촌주택은 주택구조가 시멘트 조적조-경량철골조와 
RC조양식목조의 순으로 변화되었고, 지붕형태가 맞배지
붕, 평지붕-경량철골조의 맞배지붕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지붕구조재료는 간이한식목조, 한식목조-1980년대 이후 
파레펫 눈썹지붕, 경량철골, 양식목조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는 변화양상이 나타나며, 지붕마감재료는 전시기
별로 슬레이트기와 및 한식기와가 이용되었고, 1980년 
이후 샌드위치패널위 아스팔트 마감재료의 사용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벽체구조재료는 1980년 이전까지 
기존 농촌주택 재료와 시멘트 조적조가 사용되었다가, 
1980년 이후 RC조와 경량철골조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
났다. 벽체마감재료는 전시기별로 흙미장, 회벽 시멘트미
장 위 페인트 마감이 사용되었고, 1990년 이후 드라이비
트, 사이딩, 샌드위치패널 이용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담장재료는 담장이 있는 경우, 목재나 석재가 사
용되었으며, 마당재료는 전 시기별로 대다수의 주택마당
에 흙이 사용되었고 일부주택의 마당은 콘크리트가 사용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부지역 농촌주택에서 주택구조는 한식목구조 
및 간이한식목구조-조적조의 순으로 변화되었고, 지붕형
태는 팔작지붕-우진각지붕-평지붕의 변화특징을 나타내
었다. 지붕구조재료는 간이한식목재-파라펫눈썹지붕-경
사슬래브의 변화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지붕마감재료는 
한식기와-슬레이트-기타기와-강판-몰탈방수-아스팔트슁
글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벽체구조재료는 한식목조-
간이한식목조-시멘트블록조-RC조-경량철골조로 변화되
었고, 벽체마감재료는 흙미장, 회벽, 시멘트미장 위 페인
트 마감-RC조 치장벽돌 마감-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패
널&사이딩마감으로 변화된 특징이 나타났다. 전시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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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주택에 담장이 있으며, 담장재료는 시멘트블록이 
사용되었으며, 마당재료는 전 시기별로 대다수의 주택마
당에 흙이 사용되었고 일부주택의 마당은 콘크리트가 사
용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블록 및 잔디가 사용된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남부지역 농촌주택구조는 북부지역이나 중부지
역과는 다르게 한식목조의 형태가 최근까지 나타나고 있
으며, 1990년 이후에는 RC조, 조적조가 주로 이용되는 
변화특징을 나타내었고, 지붕형태는 전시기별로 팔작지
붕과 우진각지붕의 형태가 두드러지고, 1970년 이후, RC
조의 평지붕형태가 증가하였으며 1990년 이후에는 맨사
드지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구조재료는 간이
한식목조-한식목조-평슬래브경량철골조의 변화양상을 나
타내었으며, 마감재료는 전시기별로 한식기와, 슬레이트, 
기타기와, 골함석이 이용되었고, 1980년 이후, 강판, 몰탈
방수, 아스팔트슁글의 변화특징이 나타났다. 벽체구조재
료는 시기별로 뚜렷한 재료사용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한
식목조, 간이한식목조-시멘트블록조-치장벽돌, RC조-경
량철골조로 변화되었으며, 벽체마감재료는 농촌주택의 
구법에 따라 재료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기존주택의 흙미
장, 회벽, 시멘트미장 위 페인트 마감, 시멘트조적조의 시
멘트미장위 페인트 마감, RC조의 치장벽돌 마감인 것으
로 나타났다. 담장재료는 전시기별로 돌담, 시멘트블록이 
다수 사용되었으며, 생울타리, 목재 등이 일부 사용되었
다. 마당재료는 전 시기별로 흙이 주로 사용되었고 일부
는 콘크리트나 쇄석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농촌주택의 구법과 재료의 변화특
징을 주택의 지붕, 벽체, 담장 및 마당을 중심으로 통시
적·공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농촌주택의 재료나 구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농촌주택의 
관리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농
촌주택 재료 및 구법의 종류별 장·단점의 특징이나 적용
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의 구체성과 지역구분 기준의 타
당성이나 지역별 분석대상의 차이 등에 대한 연구의 한
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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