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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a place as an experience of boundaries and examines the process of how the architectural experience on thresholds is 
constructed, leaving a strong impression on body-memory. As Edward S. Casey in 2000 noted, body-memory is intricately tied with 
place-memory. When reminiscing on a place, not only can people recall it, but also how they intimately acted in it with the emotions they 
experienced. Casey argues that a place has a certain boundary; therefore, experiencing it allows a body to perceive being inside. Also 
perceiving being inside involves kinesthetic experiences-body schema(container&path-goal), focusing on the literature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This study analyzes how old buildings create bodily movements, which lead to the unique sense of the place.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se thresholds created inter-leaving of moving and pausing, and constructed thresholds in our bodies. Body memories at each 
threshold formulates a series of sequences; it eventually provokes a deep architectural i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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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전통건축이 공간적 관점에서 논의된 시기는 60년

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1), 특히 1966년 공간지의 

창간과 더불어 공간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74년 3월부터 7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연

재된 안영배의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은 고건축을 공간

으로 해석하고 체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

을 바꿔준 계기라 볼 수 있다. 그는 양식과 의장에 관한 

논의보다 전통건축의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삼아 공간을 

체험하는 움직임의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다

(Suh, 2013). 이러한 체험적 움직임에 대한 논의는 이미 

1) 건축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론의 구색을 갖춘 최초의 논

고는 1965년 김태수의 <건축을 보는 기본점 일곱가지>(대한건축

학회)로 파악되며, 전통건축을 공간으로 해석한 논고는 동일연도

에 주남철의 <이조주택의 창과 문에 나타난 공간성>(한국미술사

학회)이 있다(Song & Joh, 2018).

서양에서 19세기 중후반 슈마르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움직임을 공간 형성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

는 슈마르조의 입장은 신체의 운동감각을 공간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현상학자 에드문드 후설의 이론과도 

유사하다(Song & Joh, 2018). 안영배가 참고한 요시노부 

아시하라의 <Exterior Design in Architecture>(1970)에도 메

를로퐁티, 바슐라르, 노베르그-슐츠 등 현상학자들이 등

장하는데, 공간을 움직임으로서 바라보는 것은 현상학적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에드워드 케이시(Edward S. Casey, 1939-)는 현상학에서 

이러한 신체의 개념을 기억과 장소의 맥락에서 더욱 발

전시킨 철학자이다. 특히 케이시는 ‘신체/장소기억’개

념을 통해 몸과 장소간의 긴밀한 작용을 통해 지속적인 

장소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몸은 장소 안에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고 주장한다. 즉 신체기억은 단순히 몸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체험된 몸과 장소가 연동되는 현상에 관

한 것으로 장소기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체득한 몸에 내재된 기억은 움직임이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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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기억을 동반하고,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장소

는 되살아나며 감정을 부여하고 특정한 움직임으로 연결

된다. 케이시가 정의한 신체기억이 중요한 이유는 장소를 

체험한 방식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

르면 장소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다(Casey, 2016). 에워싸

는 경계로 형성된 장소는 몸이 안에 있다고 지각하는 체

험 구조가 된다. 물리적 경계와 개개인의 성질이 포함된 

인식적 거리감은 몸을 기준으로 영역을 형성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소는 경계를 설정하면서 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장소의 체험은 경계의 진입 및 전환 과정에서 경계 

짓는 방식, 이를테면 기억이 떠오르는 형태나 촉발되는 

몸의 동작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계

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특정한 습관, 익숙하게 행동하는 

방식은 건축적 환경에 의해 학습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학습된 지각 체계에 따

라 이미 자연스럽게 행동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전통건축만의 독특한 경계를 설

정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바닥의 높이 차이를 활용하는 

‘단’이 있다.2) 단은 둘러싸여진 느낌에 의해 내 몸이 

있는 이곳의 영역을 인식하게 하며, 진입을 위한 경로로

서 작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체험 방식에 주목해 한국 전

통건축의 단의 특성과 연관되는 특정한 장소-경계 체험

을 통해서 상황과 자세의 관계, 현상에 의한 신체/장소기

억을 추정하고 움직임의 방식에 따른 장소적 의미와 건

축적 감동이 연관되는 지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국 건축에서의 독특한 특성을 알기위

해 신체/장소기억을 바탕으로 단이 촉발하는 다양한 움직

임을 현상학적 맥락에서 들여다본다. 먼저 신체기억과 습

관, 장소의 관계를 도출하는 지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인지과학분야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와 철학자 마크 존슨(Mark Johnson)의 신체도식 개

념을 활용한다. 그리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자세 및 방향 

감각과 연관되는 감정적 측면을 유추하고자 케이시의 연

구를 밀도 있게 분석해온 데이비드 모리스(David Morris)
의 이론을 참조한다. 이 과정에서 인지 체계의 지각 구조

를 이루는 신체도식에 따른 분석틀을 갖춘다. 다음으로 

건축적 구성에서 단이 촉발하는 신체 작용을 유추하고 

분석틀을 기준으로 체험 방식을 분류한다. 최종적으로 한

국 전통건축에서 단의 체험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을 중

심으로 관련 문장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계 체험 

방식과 관련해 건축적 감동의 과정을 분석한다. 

대상에 관한 몸의 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운동감각

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움직임이 발생하는 

과정을 분류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안토니오 

다마지오에 따르면 거울 뉴런(mirror neuron)과 모방신체

2) 단은 현재 남아있는 산지가람의 지형적 특성뿐 아니라 완만

한 평지라 해도 계획적인 지면의 변화를 통해서 공간 지각에 변

화 있는 효과를 유도하기도 한다(Min & Lee, 1996).

고리(as-if-body loop)와 같은 메커니즘은 타인이 운동하는 

모습을 떠올렸을 때, 뇌의 감각 운동 구조에 신호를 보내

서 실제로 운동한 것과 같은 현상을 일으킨다(Damasio, 
2007). 이는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움직임을 표상하

는 것만으로도 몸에 기억된 회로를 따라 근육감각이 활

성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육감각적 운동은 잠재의식적 

작용을 동반하는 물리적 움직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물리적·잠재적 측면에서 운동감각을 분류하기 

위해 대상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움직임을 구분한다. 

근육감각적 운동의 경우 목표를 인식하고 이동하는 일련

의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물리적 움직임과 관련된 잠

재의식적 작용이 포함된다. 반면 잠재적 측면을 드러내는 

전의식적 운동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형

성되는 잠재의식적 움직임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2. 장소에 대한 몸의 기억과 운동감각

2.1 체험된 몸의 이론적 배경과 장소 논의

케이시의 신체기억 이론은 칸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Casey, 2016). 장소를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라 주장한 칸트 역시 몸의 비대칭성과 몸-장소 간의 유

대관계에 대해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는 선험적 범주 안

에서 몸의 왼손과 오른손이 대칭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각각 독자성을 가진 다른 관계임을 발견한다. 장소 안에

서 위치를 점유하는 몸은 독특한 비대칭성에 의해 스스

로 방향을 부여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칸트의 이론적 

측면을 확장한 화이트헤드는 내 몸이 위치한 이곳을 설

정함으로서 저곳이라는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비슷한 시기에 후설은 장소에 대해 몸을 중심으로 지

각되는 영역이라 해석한다. 그러나 장소의 의미는 여전히 

불변적이고 주어진 것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동감각을 통해 장소의 체험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장소는 운동감각을 통해 실현되고, 운동감각에 의해 장

소의 성질은 최적의 형태로 경험된다.3)” 이러한 발견은 

메를로퐁티의 체험된 신체에 대한 지각 이론으로 발전된

다. 그는 <지각의 현상학>(1945)에서 후설이 몰두했던 의

식적 지향성과 달리 신체적 지향성을 주장한다. 그는 체

험된 신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표출되는 운동방식을 통해 

습관적 신체(habitual body) 개념을 제시하는데, 케이시는 

이를 체화된 몸(embodied body) 개념으로 발전시키며 자

신의 신체기억 이론으로 확장한다. 신체기억은 의식의 바

탕을 이루는 재료가 되며 지향되는 현상은 습관으로 드

러나는 데, 특정한 몸의 움직임은 장소에 의해 습득된 특

성을 드러내므로 이는 다시 장소기억 개념으로 연장된다.

3) Casey(2016)는 후설의 <Claesges, Edmund Husserls Theorie 

(1932년 초고), 82p>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하였다. 

“Der Ort ist verwirklicht durch die kinaesthese, in der das 

Was des Ortes optimal erfahren ist.”이러한 운동감각적 작용의 

발견은 내 몸이 운동하는 것을 느끼는 방식과 장소 자체를 체험

하는 방식이 연관되는 지점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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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소기억의 토대: 습관과 친숙함

Casey(2000)가 정의한 신체기억은 몸 안에, 몸에 의해, 

몸을 통한 기억이다. 몸을 기준으로 대상을 이해하면서 

신체적인 체험을 구성하는 과정은 특정 기억을 불러일으

킨다. 몸의 층위를 이루는 과거가 현재로 끌어올려지고 

현재와 통합을 이룰 때 현행화된 몸은 움직임으로 발현

된다. 또한 신체기억은 인식보다 우선되며 즉각적 앎에 

가깝다. 의식하기 이전에 이미 지각이 이뤄진 것이다. 그

러나 일상화된 몸의 기억은 의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드

러나는 습관에 주목해야 한다. 습관은 과거에 체화된 기

억을 현재로 연장시키기 위한 잠재적 구조이며 현재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습득한 기술을 확장하듯 현

재는 과거의 한 형태를 수정하므로 현재의 인식에 따라 

과거의 영향력도 달라진다(Casey, 2000). 습관은 체험된 

몸을 전제로 현재 습득된 움직임을 반영한다. 일례로 자

전거를 타거나 차를 운전할 때, 사물과 분리되어 있는 몸

은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마치 사물과 하나가 된 것처럼 

느끼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대부분 몸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습관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친숙함(familiarity)으로 작용한다. 친숙함은 내 몸이 

위치한 영역을 편안하게 느끼게 하며, 그 영역은 여기라

는 장소로 인식된다. 예컨대 신체기억의 습관을 잃게 된

다면 여기라는 장소도 사라질 것이다. 내 몸이 위치한 여

기는 친숙함을 바탕으로 장소화된 영역이므로, 습관의 부

재는 매번 낯선 장소에서 익숙해지는 학습을 반복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결국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잃

는 것이다. 몸은 여기를 기점으로 확장 가능한 경로를 판

단하고 경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습관을 형성한다. 나아

가 외부세계에 익숙해지고 장소 안에서 친숙함을 형성한

다. 습관과 친숙한 장소 간의 긴밀한 연결 덕분에 장소와 

기억은 분리한 채로 떠올리기 어렵다(Casey, 2016). 이러

한 측면에서 모든 신체기억은 장소의 기억을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체기억을 통해 체험된 몸은 장소를 지각하

고 그에 따른 행동 방식으로서 다시 장소를 체험한다. 

2.3 장소의 지각 구조: 신체도식

의식의 층위 아래에서 작동되는 신체도식은 운동의 현

상을 설명할 수 있는 틀로서 움직임에 의한 체험 방식으

로 설명된다.4) Lakoff & Johnson(2006)에 따르면 방향 지

각에서 ‘위(up)’는 체험에 의해 학습된 개념으로 몸의 

직립 자세와 관련된 운동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연동된 감정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행복은 위’라는 메

타포를 이룬다. 서로 다른 범주의 두 대상을 유사성을 근

거로 의미를 묶는 것이다. 메타포는 지각 과정에서 대상

의 인식 체계에 관여하고 상상력을 동원해 각 범주 간 

4) 신체도식은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논의된 개념이지만, 

Johnson(2012)은 의식 층위 아래에서 작용하는 감각운동 기능의 

체계이며 자세와 동작에 대한 전의식적 작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체험을 분석할 수 있는 지각 구조가 된다고 말한다.

의미를 전이시킨다(Park & Kim, 2009). 신체도식은 신체

기억과 메타포의 매개 작용을 거쳐 인식의 범주를 형성

한다. 장소를 지각하는 구조에 있어서 신체도식은 그릇 

도식과 경로-목표 도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릇 도식(Container Schema)’은 경계의 지각 구조를 

드러내는 메타포로 작동한다. 가령 나비를 떠올릴 때 정

원 안에 담겨 있는 구조로 떠올리게 된다. 인식되는 대상

의 범주를 그릇이라는 경계 안에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구조이다. 대상을 지각할 때 일정한 경계를 투사하는 방

식은 그릇 도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이라

는 개념의 인식은 그릇 도식을 활성화한다고 볼 수 있다

(Johnson, 2012). 의식적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그릇이라

는 메타포를 통해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된 경계

가 크거나 작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릇의 경계로 작용된

다(Lakoff & Johnson, 2002). 그릇의 내부 표면은 그 외부 

표면과 일치하듯 장소의 경계는 안과 밖을 형성한다

(Casey, 2000). 
‘경로-목표 도식(Path-Goal Schema)’은 운동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메타포로 작동한다. 두 다리가 힘과 근

육을 사용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은 근원으로부터 운

동의 경로, 방향을 나타낸다. 지향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지표를 획득해 경로를 설정한 몸은 물리적 이동을 이행

한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이동 과정에서 근육감각적 

운동과 전의식적 운동이 연계된 상호 작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기억은 근육감각적으로 기억되는 

체험의 한 단위를 형성한다. 물리적인 이동을 시작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몸은 장소의 특성과 관련된 근육감각

적 움직임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전의식적 운동은 

움직임의 방식에 따른 체험의 단위를 도식화한다.5) 

Figure 1. Perceptual process of Body Schema

2.4 장소의 체험: 운동감각적 작용

(1) 전의식적 운동

전의식의 영향에 대해서 Lakoff & Johnson(2002)은 의

식적 인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95퍼센트가 지각 체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에 따르면 의

식의 층위 아래에는 전의식과 무의식이 위치해있다. 무의

식(un-conscious)은 의식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잠재의식

(sub-conscious) 또는 전의식(pre-conscious) 차원에서 이해

5) 운동감각에 의해 학습된 체험 구조는 도식으로서 신체화되며, 

신체도식이라는 기본 구조에 의해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세

계와 마주하게 된다(Johns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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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전의식적 운동은 신체기억의 각 층위에서 

의식으로 떠오르는 현행화 운동으로, 무엇을 떠올리는 행

위는 항상 전의식적 운동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상상이라는 전의식적 운동은 지평(horizon)을 기준으로 

떠오른다. 케이시에 따르면 지평은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 

외부(external)와 내부(internal)라는 이중 구조를 형성한다. 

외적 지평은 장소와 사물이 포함된 인식 가능한 풍경의 

경계이다. 풍경의 형상 및 거리감에 따라 지각되는 방향

을 결정한다. 내적 지평은 축적된 과거의 형태로 기억되

는 그 지점을 향해 침잠하려는 특성을 가진다(Casey, 
2000). 몸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내적 지평에 도

달하려는 움직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몸은 이러한 이중 구조 안에서 체험된 장소를 기억한

다. 중요한 것은 몸이 안에 있음을 지각하게 하는 틀이 

지평이며, 그릇 도식의 경계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그릇 

도식의 경계는 위요감으로 느껴지는데, 이는 내 몸을 둘

러싸는 영역 내에서 보호받는 감각이다. 자궁공간(womb 
space)에서 습득된 원초적 감각이며 포옹에 관한 느낌과 

같이 근육의 이완과 따뜻함, 편안한 감정에 관한 것이다. 

위요감이라는 감각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며, 위요

감 안에서 정지(pausing)된 몸은 장소에 대한 감각과 몸의 

움직임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한다. 정지된 순간

을 통해, 체험된 몸의 방식을 체화하면서 장소와 관련된 

느낌으로 응축시킨다. 정지는 운동의 부재가 아닌 선행 

행위이며 최종적인 혹은 최초의 상태로 몸이 방향을 갖

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전의식적 움직임을 포괄한다. 정

지된 몸은 전의식적 운동의 잠재적 결과를 드러내며 장

소의 체험에 영향을 미친다. 

(2) 근육감각적 운동

근육감각적 운동은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

는 복합적 작용을 수반한다. 주변 환경에서 포착되는 시

각적 정보를 통해 움직이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

서 촉각과 관절, 신경계 등 각 신체기관의 협력을 거쳐 

근육감각적 운동을 형성한다. 후설은 ‘걷기’라는 기본 

동작을 통해 내 몸의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외부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Casey, 2016). 걷기는 일시적

이더라도 각 신체기관의 통일을 이룬 몸의 준비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몸의 준비 상태는 걷기에 앞

서 기대감으로 나타나며, 미지세계에 대한 기대감은 행위

를 전개하기 위한 근원으로 작동된다. 

움직임은 내 몸이 위치한 지점, 근원으로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경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물리적으

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Johnson(2012)은 경로의 환경적 특

성에 따라 발생되는 힘의 역학 작용에 주목한다. 흥미로

운 것은 느리게 움직이거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유

도되는 몸의 동작이 힘의 강약을 형성하면서 특정한 리

듬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 산토리니 섬

의 가파르고 높은 계단이 놓인 경로에서는 비틀거리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다리 근육에 힘을 주었다 푸는 

동작이 반복된다. 이에 대해 Plummer(2017)는 매 걸음 박

자가 달라지는 리드미컬한 악절 혹은 계단이 만들어내는 

춤추는 리듬이라 표현하는데, 이는 힘의 강약에 따른 동

작이 리듬의 형태로 기억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힘의 방향은 위로 산출된다. 발이 땅에서 

떨어질 때 촉발되는 상승감은 올라가는 동작과 연동되며, 

목표를 향한 기대감을 통해 더욱 역동적인 운동 이미지

로 상상하게 된다.6) 건축적 환경에 의해 유도된 동작과 

리듬이라는 인식적 결과물 사이에는 근육감각적 운동에 

의한 상상 작용이 포함돼있다. 여기에는 힘의 강약에 따

른 자세 및 박자의 특성이 메타포를 이루면서 유사한 리

듬의 체험을 한 단위로 묶어 기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체험 단위에 포함된 동작, 특히 움직이는 느낌

과 관련된 상상이 촉발되는 것이다. 리듬이라는 체험 방

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건축적 환경과 연동되는 특정

한 자세 또는 익숙하게 유도되는 자세의 특성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2.5 체험의 속성: 자세와 연동된 감정

습관은 학습된 경로를 따라 매 순간 상황에 따른 특정

한 자세를 유발한다. 자세에 따라 수축·이완되는 근육감

각적 작용은 익숙한 행동방식, 즉 몸의 자세에 따른 감정 

상태를 만들어낸다. 모리스에 의하면 자세는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그 자세와 연동된 신체적 반

응을 이끌어낸다. 이를테면 몸을 뒤로 젖히고 어깨를 펼

치면서 위를 바라보거나 고개를 드는 동작은 기쁨과 환

희, 자신감과 관련된 감정으로 표출된다(Morris, 2004). 여
기서 그는 감정의 촉발 이전에 이미 몸을 펼치는 자세를 

통해 상승감이라는 방향성을 체험했다고 설명한다. 자세

에 의해 습관적으로 위라는 방향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기쁨의 감정과 연결되는 것이다. 자세에 따른 방향 인식

과 감정이 연동되는 현상은 학습된 몸의 기억을 드러낸

다. 그는 래크너의 실험을 빌려 자세와 방향인식의 관계

를 추정한다.

Figure 2. Lackner's posture-orientation expt.(1992)

Figure 2의 실험은 중력이라는 기본 틀과 시각적 정보

를 제거한 무중력 항공기에서 방향을 인식하는 방식을 

분류한 것이다. 무중력 항공기에 몸을 고정한 실험자들

(A, B)은 항공기의 실제 방향이 수평이었음에도, 시선이 

위로 향할 때는 몸이 상승하는 것처럼 느꼈고(A) 아래의 

발을 볼 때는 하강하는 것으로 느꼈다(B)고 답한다. 고개

를 올리거나 내리는 움직임만으로도 위·아래의 방향이 

인식되는 것이다. 공통적인 것은 중력이 작용할 때와 같

6) Bachelard(2020)는 운동 이미지가 갖는 역동적 상상력은 상승 

방향으로 상상되며, 걷는 과정에서 목표를 향한 갈망은 대지를 

떠나는 상승감을 통해 상상적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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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 몸이 꼿꼿이 서있는 자세로 인식한 지점이다. 이 

실험은 시각적 관여 이전에 몸의 기억과 학습된 방향 인

식이 갖는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몸은 자신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목이나 무릎과 같

은 관절 체계를 지평으로 설정한다. 지평의 설정은 움직

임의 학습과정을 거쳐 단계별로 확장된다. Morris(2004)는 

Philippe Rochat & Andre Bullinger의 연구를 통해 유아의 

자세와 움직임에 대한 발달 과정에 주목한다. 누워있을 

때 유아는 목을 지평으로 머리를 움직인다. 좌우로 고개

를 돌려 주변 사물의 방향을 설정하고 양팔을 뻗어 지향

적 자세를 취한다. 몸을 세워 앉을 수 있을 때, 유아는 

몸의 엉덩이가 지평이 된다. 자세에 따른 지평의 변화는 

지향하는 관점을 다르게 형성한다. 목이나 엉덩이가 지평

으로 설정되었을 때는 내면적 변화와 그에 따른 균형감

각에 몰두하게 된다.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자세는 몸의 

미세한 움직임을 지각하는 단계이다. 걸음마를 시작할 때

는 바닥을 지평으로 자유로운 움직임을 전개하면서 세계

와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운다. 걷기를 통해 적극적인 

지향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유아는 몸과 환경이 연결된 패턴을 배우고 패턴의 학

습은 성인이 되어 방향과 정보 수집의 기초가 된다

(Johnson, 2012). 방향에 따른 신체기억은 행동방식을 구성

하며 신체적 표출로 연결되며, 신체적 표출은 신체 상태

의 변화를 지각하면서 감정으로 전환된다. 결과적으로 감

정은 체험된 몸의 종합적인 움직임이 되는 것이다. 건축

적 환경에서 특정한 자세를 유도하는 것은 건축적 감동

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일련의 감정을 유도하기 위한 의

도로 작용된다.

3. 경계로 체험되는 단

3.1 건축적 구성에서 단의 역할

용어적 정의에서 단은 지면보다 높게 만든 대(臺)를 의

미한다. 여기서 대는 높이 쌓아서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곳 또는 그룻, 기물의 밑받침에 대한 총칭에 가깝

다. 건물의 밑바닥이나 주위를 마당보다 높게 만든 단은 

지대 또는 지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Jang, 1998). 바닥의 

높이 차에 의해 형성된 단은 다양한 건축적 구성으로 이

어진다.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할 때 바닥의 고저 차이는 

마당에서 계단, 기단, 댓돌, 툇마루, 대청마루, 누마루, 마

루의 평상, 다락방으로 이어진다(Min & Lee, 1996). 마당

이라는 외부공간에서부터‘안’이라는 영역의 진입은 단

을 거칠 때 마다 더욱 겹겹이 둘러싼 안의 영역으로 체

험된다. 이 과정에서 경계 진입은 특정한 자세를 요구하

는 데, 다리를 들어올리거나 고개를 숙이고 신발을 벗는 

등 일련의 움직임을 유발한다. 좌식문화권에서 경계 진입 

과정과 연동된 특정한 자세는 경계를 전환하는 일종의 

신호로서 몸에 기억될 수 있다. 단의 다양한 건축적 구성

은 당시 위계사회에서 비롯된 특성에 의해 그에 따른 익

숙한 행동 방식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7) 

한국전통건축의 외부공간에서 단은 대부분 경사지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터를 여러 단으로 나누고 각 

단마다 건축물이나 문(루)을 세우면서 형성된 특성이기도 

하다.8) 이러한 단의 구성은 배치형식과 연관된다. Bae & 
Park(2011)은 고려로 접어들면서, 산지에 위치한 일부 사

찰은 영역을 구분하던 회랑의 일부를 계단이나 승방 건

물로 바꾸거나 회랑을 없애고 몇 개의 낮은 단으로 대체

하여 단 차이에 의해 마당을 에워싸는 형식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변화했음을 설명한다. 고대에는 회랑이 영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면9),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서는 

대청이나 툇마루, 기단과 같은 단의 체험을 통해 단은 경

계를 구분하는 장치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Lee(1997)는 고대사찰의 회랑 형식이 고려시대에는 

교리·종파 등의 발달로 통행용 공간으로서 기능이나 의

미가 약화되거나,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해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이라 추측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전면의 회랑과 문이 결합하여 문루를 

형성한 것으로 본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능의 영향은 

점차 축소되고 상징성을 함축하는 전면부의 회랑이 문루

의 형태로 변화하여 현재까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루의 형태는 차폐나 보안을 위한 기능적 측면

보다 상징적인 인식으로서 자리잡은 것이다.10) Choi(2010)
의 연구에서도 조선 전기 사찰의 특징 중 하나로 경사진 

지형의 축대를 활용해 내·외부를 구분 짓는 방법으로 

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종합해보면 문루는 지

금까지도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인식됨

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단마다 세워진 문루의 체험 방식

이 경계의 체험과 연관됨을 짐작하게 한다. 형태가 의식

적 작용을 말한다면, 상징과 관련한 인식은 전의식에 의

한 것이므로 신체/장소기억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Casey(2000)에 의하면 몸이 장소를 기억하는 방식은 몸에 

의한 방향성(directionality)과 거리감(spatio-temporal 
distance), 균형감(sense of level)을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이는 진입 과정을 설명할 때 많은 해설들이 익

숙한 형태를 조합한 형태적 상상보다 움직임으로 느껴지

는 상상으로서 언급되는 이유에 대해 들여다 볼 관점을 

7) Lee & Moon(2010)은 과거의 신분사회에서 각기 자리할 수 있

는 영역은 다르며, 각종 계급에 따른 대청마루와 퇴 또는 처마 

기단과 마당과의 높이 차와 안팎의 구분은 신분 계급에 따른 차

별로 인한 필수적 구성이었음을 설명한다. 

8) 주남철은 고려 사찰 구성의 특징은 각 단마다 만세루나 보제

루 같은 이름의 누(樓)를 건립한 다음 대웅전 앞마당이 마련된 

것이라 설명한다(Joo, 2002).

9) Lee(2017)의 연구에 의하면, 사찰(寺刹)이라는 용어에서 '사'는 

가람을 의미하며, '찰'은 깃대에서 유래된 말로서 깃대를 세워 

신성한 영역을 표시하는 공간적 영역을 의미하는 글자로 사용되

었다. 백제 군수리사지·신라 황룡사지의 회랑 형식을 봤을 때 

금당과 탑이라는 중요한 영역을 둘러싸는 배치형식을 갖고 있으

며, 작은 규모의 산지사찰은 회랑을 대신하여 담으로 둘러싸기

도 했으나 고려 혹은 조선시대 어느 시기 이후로는 회랑이나 담

을 생략하고 그 자리에 승방[또는 문루]을 배치하였다. 

10) 주남철은 사찰의 문에 대해 담장이나 문짝 없이 자리한 문

을 상징적 의미를 담은 형태로 바라본다(Joo,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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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또한 경계의 체험이 움직임의 방식으로서 기억

되는 까닭이 아닌지 분석이 필요한 지점이다. 움직임의 

방식을 내포하는 체험의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체험

의 틀로 작동하는 신체도식(경로·그릇도식)과 전의식

적·근육감각적 운동에 의한 운동감각적 작용에 주목해

야 한다. 각 경계에 진입하는 과정과 건축적 감동을 해설

할 때 내 몸이 장소 안에 포함된 느낌이나 장소와 일치

되는 느낌 혹은 기대감과 연계된 감정적 작용을 통해 신

체도식을 구분하고, 방향의 유도와 거리감을 인식하게 하

는 경계적 특성과 건축적 환경에서 몸의 균형감을 유발

하는 근육감각적 운동의 체험 방식, 이에 따른 자세와 표

출되는 감정을 통해 장소기억의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3.2 힘의 강약을 조절하는 단: 리듬의 촉발

높낮이 변화가 있는 불규칙한 단은 걸음의 박자를 늦

추거나 운동과 정지를 반복적으로 유발하면서 경계를 인

식하게 한다.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

과 다른 체계의 리듬을 지각하게 하고, 이로써 인식적 경

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헨리 플러머와 에드워드 홀은 근

육감각적 운동의 관여를 통해 영역이 구분되는 사례로 

일본 정원을 예로 든다. 돌의 크기와 형태, 결이 저마다 

다른 징검돌은 간격이 달라지면서 평형감각을 색다르게 

자극한다(Plummer, 2017). 디딤돌 마다 멈춰 서서 다음 디

딜 곳을 살펴볼 때는 목근육까지 운동하도록 되어 있다

(Hall, 2013). 일례로 일본 헤이안 신사(平安神宮)는 누각

에 이르기 전 연못에 놓인 징검다리를 거치도록 되어 있

다. 징검다리에 의해 이전까지 걷기를 통해 형성된 일정

한 박자는 역동적 리듬감으로 변형된다. 디딤돌을 밟기 

위해 순간적으로 구부린 몸의 압축감에 반해 즉각 몸이 

펼쳐지는 동작은 힘의 흐름에 의해 박자를 형성한다. 이

러한 힘의 흐름은 한 단위의 운동 형태가 만들어질 때에 

기억된 리듬을 불러일으킨다. 

한국 전통건축에서는 징검다리보다 불규칙한 표면의 

디딤돌이 주로 사용된다. 불규칙한 단이 촉발하는 리듬은 

그 리듬과 관련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건축적 감동

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종묘는 사상적 가치와 사후 

세계에 대한 의식적 호흡에 도달하기 위해, 제례의식의 

리듬과 유사한 움직임을 거치게 한다. 종묘제례악의 리듬

과 같이 고개를 숙이고 내 몸을 바라본 상태에서 운동과 

정지의 반복적 과정을 거침으로서 몸에 기억된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프랑크 게리는 정전 남문의 문턱을 

넘을 때“당시 사람들은 강렬한 색상의 예복을 입은 이

들의 행진과 춤을 보고, 공간을 가득 채우는 제례악을 들

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상상한다(Leeum, 2015). 종묘의 어

도는 거친 표면의 단으로 인해 고개를 숙이고 어도를 주

시하게 되는데, 내 다리와 불규칙한 단을 바라보는 상태

에서 근육감각과 연동되는 힘의 작용, 즉 학습된 리듬을 

연상했기 때문에 경계가 전환되었을 때 곧이어 종묘제례

악을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경로-목표 도식 안에서 디딤

돌과 같은 단은 아래를 보는 자세와 연동된 리듬의 촉발

로 경건함 또는 경이로움과 같은 감정의 체험으로 이끌

어간다.11) 종묘의 어도는 길을 주시한 상태에서 자발적으

로 움직임을 제어하면서, 완전한 장소적 체험에 이르기 

위한 경계로 작동된다. 

3.3 움직임으로 느껴지는 단: 근육감각적 상상

목표를 향한 경로에서 마주한 계단은 진입하기 전 걸

음을 잠시 멈추고 바라보게 함으로서 전의식적 운동을 

일으킨다. 하늘을 향해 열린 계단은 물리적 이동 이전에 

시각적 지표(landmark)로 작동한다. 지평선으로 인식되는 

마지막 단으로 시선을 유도하며, 고개를 드는 동작을 통

해 위를 향한 상승감으로 체험된다. 상승감은 내 몸이 바

닥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며 계단을 따라 몸이 움

직이는 상상으로 연결된다. 

Figure 3. Capitoline hill Stairs  Figure 4. Bongjeongsa 

Manseru Stairs 

Giedion(2013)이 묘사한 로마 캄피돌리오 광장의 계단

은 위쪽 기단으로 올라갈수록 층계는 좁아지며 고개를 

들어 계단을 보면 경사면에 의해 부풀어오른 면을 지각

하게 된다. 그는 굴곡진 바닥면이 지구의 둥근 선을 상상

하게 하고 바닥은 기대를 향해 조금씩 솟아오르고 있다

고 묘사한다. 하늘을 향해 열린 계단은 우러러 보는 자세

를 통해 즉각 여기를 떠나 마주할 대상에 대한 기대감과 

연결된다. 경로-목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몸을 움직이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전통건축의 계단에 대해 Lim(2011)은 봉정사 

만세루 아래로 연결된 돌계단을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연

달아 반복되는 울퉁불퉁한 면이 마치 파도가 넘실대는 

모습으로 상상된다고 말한다. Figure 3의 매끈한 계단 앞

에서 움직임을 시작하기 직전 솟아오르는 느낌은 유사함

을 보이나, 이는 올려다보는 자세에 의한 공통적 현상으

로 보인다. 상승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 아닌 

지구의 둥근 형상을 떠올린 것에서 우리와의 체험 방식

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전통건축의 계단이 넘실

대는 움직임으로 느껴지는 것은 근육감각적 운동에 의한 

장소기억과 연관이 있다. 한국 전통건축의 계단은 불규칙

한 표면 위를 딛고 올라가는 균형감각적인 동작을 요구

하기 때문에, 움직이기에 앞서 동작과 연계된 리듬을 연

상시킨다. 발을 들어 울퉁불퉁한 표면을 누르며 올라가는 

동작이 인상적인 움직임으로 기억되고 다시 상상으로 촉

발되면서 단에 의한 체험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3.4 몸의 지평을 다르게 설정하는 단: 습관의 재인식

11) Kim(2006)은 걸음이 빨라지면 멈추도록 제어하고 다시 움직

임을 유도하는 길들이 엄숙한 건물들 가운데 길들만 살아서 움

직이는 것 같다고 설명하는데, 주목할 것은 어도가 움직임으로 

기억되는 것과 엄숙함의 감정으로 표현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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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식 문화권에서는 건축물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신발

을 벗는 행위가 일어난다. 건축물 안팎의 경계는 문턱으

로 구분된다. 단을 넘어가기에 앞서 몸을 돌려 신발을 가

지런히 놓거나 선반에 올려두면서 균형을 잡는 행위, 문

턱을 오르는 도중 몸을 비틀고 회전하면서 근육감각 간 

상쇄 작용을 일으킨다(Plummer, 2017). 신발을 벗는 동작

은 몸의 습관에 의해 경계에 진입하는 인식으로 작동되

며, 이는 보호받는 영역으로 향하는 장소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Figure 5. Jukseoru Pavilion

(關東名勝帖) 
 Figure 6. 

Chashitsu Ent.

문턱을 넘어 안으로 진입하는 대표적 건축물로 한국의 

누각과 일본의 다실을 예로 들 수 있다. 절벽 위에 자리

한 죽서루는 키보다 높은 바위와 우거진 숲 사이에 놓인 

석단을 밟을 때 본격적으로 진입의 행위가 시작된다. 

Lee(2003)는 죽서루 가까이 들어서면 미세기후가 달라진

다고 표현한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현상을 느끼는 것은 

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몰입 상태를 드러낸다. 나무숲

의 서늘한 기운과 풀내음, 새소리의 지각은 위요감을 바

탕으로 설정한 영역 안에서 몸의 감각이 외부세계와 연

결되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이 때 누각의 기단은 경계 안

으로 진입하는 문턱의 역할을 한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는 행위는 친숙한 동작이지만 순간적으로 내 다리를 보

면서 무릎을 굽혔다 펴는 움직임을 반복한다.12) 중심을 

잡기 위한 몸의 지평이 발에서 무릎, 다시 발로 옮겨진 

것이다. 이러한 동작을 거쳐 지각된 몸은 경계 안에 있는 

몸의 느낌을 강화한다. 몸의 자각 덕분에 더욱 부각되는 

것은 위요감이다. 누각의 마룻바닥이 마치 내 몸이 확장

된 듯 또는 내 몸과 일체된 듯한 친근감을 형성한다. 내 

몸을 둘러싸는 영역과 일치한다고 느끼는 것, 이러한 영

역에 대한 감각을 내적 지평에 의한 위요감이라 한다면 

강세황·김홍도·정선의 그림에서 큰 나무가 누정을 감

싸듯 그려진 묘사(Lee, 2003)는 풍경이 외적 지평으로 작

동된 위요감의 이중 지각으로 보인다. 누정 건축에서 촉

발되는 지평의 이중 구조는 기둥 사이가 모두 열려있는 

공간임에도 완전한 안으로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초암다실은 외부세계와 관계를 끊고 오직 

내면으로의 침투를 위한 장소로 둘러싸인 곳이라는 카코 

이(囲い)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다실과 이어지는 노지(露
地)는 바깥 세계를 잊고 나를 돌보는 길을 의미한다

(Okakura, 2018). 높이 0.7미터가 되지 않는 출입문의 문턱

은 진입을 위해 무릎걸음을 요구한다. 기단에서 신발을 

12) Lim(2011)은 마루에 오를 때 무릎을 인지하면서 몸을 연상하

게 되고 동시에 서 있는 내 몸을 인식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벗고 무릎에 무게를 실은 채 머리를 숙여 몸을 웅크리고 

비틀어 움직인다. 짧은 과정이지만 움직임을 세세하게 바

라보게 되고 몸의 지평이 발에서 무릎으로 옮겨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주변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

게 된다. 그러나 누정과 달리 초암다실의 안은 어둡고 외

부가 닫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강한 자극의 

단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수축된 근육과 긴장감이 한

순간에 이완되면서 내면의 집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몸의 지평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

은 경계에 진입하는 몸의 습관을 낯설게 설정하기 위한 

체험 방식으로 신발을 벗는 동작과 연계된 좌식문화권 

특유의 움직임과 연관된다. 

3.5 운동성과 연동된 자세를 유도하는 단: 감정의 투사

많은 건축적 감동은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 일어난다. 

안에서 밖을 향한 응시는 주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를 

띄운 마루의 단과 같은 건축적 경계에서 일어난다. 이러

한 경계에서 백운거사, 농암, 표암 외 고려·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기문에는 대부분 빈 누대에 기대어, 

빈 마루에 앉아, 높은 다락에 기대어 등과 같은 자세의 

표현이 함께 등장한다. 주목할 것은 풍경을 해설할 때 자

세의 묘사가 병행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세

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

로 자세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자주 구사한다. 이는 몸을 

통해 지각된 전의식의 표출이며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풍경에 투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운거사 이규보

(1241)는 “괸 늪에 날 듯한 정자가 걸터앉았다 바라보니 

고깃배가 뜬 듯하고 와서 보니 그림 병풍에 든 듯 하

네”13)라 말한다. 이 구절에서 고개를 들어 바라본 솟아

있는 정자의 모습과 날아오르는 느낌의 상상, 떠있는 듯

한 몸의 감각 그리고 둘러싸인 병풍 안에 있는 듯한 위

요감을 유추할 수 있다. 표암 강세황(18c)은 사찰 내 누각

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멀리서 바라보니 안개 낀 나지

막한 산들 겹쳐 있고 내려다보니 구름 낀 바다 희미하다 

우연히 앉았노라니 … 적막하여 이미 속세의 경계가 아

님을 아노니”14)라 기록하였다. 그는 원경과 근경을 순차

적으로 바라보고, 앉는 자세를 거쳐 현재의 경계를 벗어

나는 체험을 한 것이다. 여기서 건축적 경계는 그릇도식, 

즉 안으로 작용되며 내 몸과 풍경이 일체되는 초월적 체

험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에 따라 지각되는 풍경은 차이가 있다. 백

암 이행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서 죽서루는 “어

떤 사람이 다락을 지어 높은 나무를 굽어보게 했나, 황혼

에 한 바탕 웃으며 홀로 섰노라. 처마 앞엔 긴 대가 수천 

줄기이고, 헌함 너머엔 맑은 강물이 50굽이로다.”라고 

설명돼있다.15) 호쾌한 감정과 더불어 서있을 때 내려다보

이는 굽이진 강물의 역동감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풍

경의 차이는 Lee(2003)의 글에서 확인된다.

13)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1990) 제15권 제남산모정

14) 표암유고(2010). 지식산업사, pp. 324-327

15)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5(1971). 민족문화추진회, p.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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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hor path-goal schema path-goal schema

Experience 
unit

◯R  recognition of rhythm ◯I  muscle imagination

Dan uneven surface road unevern surface stairway

Posture downward: look at 
one's feet

upward: look up one's 
head and recognition of 
the surface

Table 1. Buseoksa Experience Unit-1

굽이쳐 흐르는 내와 바위 절벽 위의 죽서루를 넘어 누 난간에 

기대 바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하게도 바위 절벽 아래 굽이

쳐 흐르는 깊은 내가 들어온다. 서쪽 난간 너머 머리를 들어 보

면 원경으로서 둘러싼 먼 산들이 아련히 눈에 들어온다.

그는 동일한 풍경에 대해 아찔함과 아련함이라는 감정

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다. 난간에 기대어 고개를 숙인 채 

아래를 내려다 볼 때와 고개를 들어 원경을 바라볼 때, 

자세와 연동되는 풍경의 차이는 풍경 자체의 운동성이다. 

고개를 든 자세에서는 원경으로 둘러싼 먼 산들에 의해 

내 몸을 중심으로 거리감을 인식한다. 이 정적인 풍경은 

‘아련히’ 눈에 들어오며 몰입할 수 있는 외적 지평이 

된다. 여기서 위요감은 몸이 가라앉는 느낌으로 지향되며 

사색, 사유, 관조와 같은 전의식적 운동으로 표출된다. 반

면 고개를 숙여 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세에서는 절벽 

아래 강물의 역동감에 의해 ‘아찔하게도’ 긴장감을 높

이고 근육감각을 활성화하는 체험으로 변환된다. 건축적 

경계로 체험되는 단에서는 자세와 연동되는 풍경의 운동

성에 따라 체험의 방식이 달라진다.

4. 한국 전통건축 문헌에서 단의 체험

4.1 대상의 설정과 연구 방법

한국 전통건축에 관한 초창기 문헌은 세끼노 타다시의 

<조선의 건축과 예술>(1941)과 윤장섭의 <한국건축사> 

(1973), 정인국의 <한국건축양식론>(1974) 등 있다. 60년

대에는 건축답사라는 개념이 생소하였고 최순우와 김수

근이 함께한 건축답사와 김봉렬의 <한국의 건축-전통건

축편>(1986)의 발간 이후 답사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었

다(Bae, Woo, & Choi, 2013). 현대의 전통건축 체험을 논

하기 위해 연구대상은 안영배를 중심으로 유홍준(1993), 
최순우(1994)와 김봉렬, 임석재의 일부 문헌에서 공통적

으로 언급되는 부석사, 봉정사, 병산서원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건축적 감동의 순간과 연관된 문장을 

살피기 위해 동사, 형용사의 표현에 주목하였다. 체험 과

정에서 지각한 장면을 다시 해설하는 일은 감각의 작동 

방식과 감정, 상상력을 드러낸다. 바슐라르는 상상력을 

통해 체험된 형용사, 가령 붉은은 붉음이라는 명사보다 

붉어지다라는 동사에 가깝다고 설명한다(Bachelard, 2002). 
의식은 명사와 같이 대상을 표현한다면 전의식은 동사나 

형용사에서 지각과 관련한 은유적 표현으로 드러나기 때

문이다. 

3장에서 분류한 체험 방식을 토대로 한국전통건축의 

경계-체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체험의 단위는 ◯R 힘의 강

약을 조절하는 단: 리듬의 촉발, ◯I 움직임으로 느껴지는 

단: 근육감각적 상상, ◯H 몸의 지평을 다르게 설정하는 단: 

습관의 재인식, ◯P 운동성과 연동된 자세를 유도하는 단: 

감정의 투사로 구분하였다. 

4.2 단으로 구성되는 부석사

부석사는 여러 층의 단으로 구성된 외부 공간으로 인

식되는 데, 당주 박종(1780)은 <청량산유록>에서 ‘절은 9

층의 석대로… 매 층마다 전각을 설치’하였음을 기록하

였고16) <계암일록>(1605)과 <청량산유록>(1780), <순흥읍

지>(1849)에서도 몇몇 문의 명칭과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단에 의한 동선의 관심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17) 현대

의 체험 방식도 이와 유사하게 단의 구성에 의해 안양루 

또는 무량수전 앞에서 건축적 감동에 도달하게 된다. 부

석사의 건축적 인상에 대해 안영배는 ‘수없이 이어지는 

층단’과 ‘누하진입’을 언급하면서 단을 오르는 움직

임에 따라 마주친 풍경의 느낌을 연결짓는다.18) 이는 경

로의 특성과 연동된 기억으로, 체험 단위는 층단에 진입

하는 과정(◯R -◯I )과 누하 진입(◯H -◯I -◯P )으로 분류된다.

◯R  일주문을 향한 비탈길에서 Yoo(2018)는 “디딤돌이 

발길을 느긋하게 잡아놓는다”고 말한다. 이는 고개를 숙

이고 걷는 동작을 유발하는 단의 특성에 의해 발걸음의 

속도를 인식한 것으로, 경계에 진입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몸의 상태를 가다듬는 효과를 갖는다.

◯I  천왕문에서부터 경계에 대한 표현이 두드러지는데, 

Ahn(2008)은 실질적 진입은 천왕문에서 시작된다고 말하

며 Yoo(2018)는 천왕문에 이르면 여기서부터 경내가 된다

고 설명한다. Choi(1994) 또한 당간지주가 서 있는 곳을 

절 밖이라 언급한다. 천왕문을 기점으로 밖에 대한 인식

은 내 몸이 안으로 진입한 경계 체험임을 나타낸다. 계단

이 유발하는 체험적 특성은 위라는 방향성과 불규칙한 

표면에 의한 상상 작용이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계단

은 “혓바닥을 내민 것 같이 길게 뻗어 나온 독특한 모

습(Lim, 2011)”과 같은 운동 이미지를 부여하며, 천왕문

을 지나 마주한 석단에서도 유사한 상상 작용이 일어난

다. 석단을 올라가는 상승감에 의해 더욱 강조되는 근육

16) 당주집(鐺洲集) 卷15, Jung(2011), p. 64 & Oh(2016), p. 278

17) 김령의 <계암일록>(1605)과 박종의 <청량산유록>(1780)을 보

면 무량수전 영역이 목적지가 된다는 점에서 통과 동선과 건물, 

즉 문의 배열과 순서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게 나타난다(Jung, 

2011). <영주삼읍지>(동양대학교전통문화연구소, 2012, p. 705)에

도 “[회전문, 조계문] 앞에는 큰 계단이 있다. 큼직한 돌을 층층

히 쌓아 깍아지른 듯하고 옆으로 이어져 대臺를 이루어 온 절간

이 그 위에 실려져 있다”고 기록돼있다.

18) “수없이 이어지는 층단과 누하공간을 지나 전방에 극적으

로 전개되는 아름다운 건축경관, 안양루 밑의 긴 누하계단을 올

라 무량수전 앞뜰에서 맞이하게 되는 장쾌한 자연경관은 누구에

게나 큰 감명을 준다(Ah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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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운동은 ‘석단을 쌓아 땅을 춤추게 하며, 율동적 

배치(Kim, 2008), 율동적 변화감(Ahn, 2008)’과 같은 건

축적 언어로 표현된다. 

조선시대의 고산 이유장(1775)은 “절 형세가 웅장하니 

부여잡고 곧장 오르자 공중으로 나서네 삼성을 만지고 

정성을 지나니 하늘 반쯤이고”라며 진입과정을 설명한

다.19) 이는 목표-경로도식의 틀에서 절 형세의 확인을 거

쳐 ‘부여잡고, 오르자, 만지고’와 같은 동작을 동사로

서 표현한 것인데, 체험 방식과 연동된 동작이 떠오른 것

이다. 방향을 갖고 움직이는 몸의 상태, 즉 몸의 동작과 

함께 기억된 체험 방식은 현대의 체험과 동일한 반면 리

듬이나 상상과 관련된 몸의 상태를 표현하지 않은 점은 

차이가 있다.

Meta. container schema path-goal schema container schema

Exper
-ience 
unit

◯H  recognition
   of Habit

◯I  muscle
   imagination

Ⓟ reaching out
   to inscape

Dan thresholds unevern surface
stairway

architectural
boundaries

Pos.
downward: look 
at one's feet and 
raise one's legs

upward: 
raise one's head (pausing)

Table 2.  Buseoksa Experience Unit-2

◯H  현대의 체험에서는 누하에 진입하기 전 ‘우뚝 솟

아있다’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2층 누각의 

형상이 비워진 기둥 사이를 메우는 그림자로 인해 솟아

오른 덩어리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뚝 솟

은 바위 형상에서 층층 누각을 상상한 송암 권호문(1679)
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 상승감의 인식은 누하 진

입시 천정의 무게감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며 숙여진 고

개의 목 근육에 대한 긴장감을 지각하게 한다. 당주 박종

(1780)은 안양루에 대해 ‘아득히 구름보다 조금 위

에21)’ 있다고 묘사하는데, 이러한 감정의 표현은 체험의 

틀이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몸의 지평이 발과 무릎이 

아닌 목으로 옮겨졌을 때 누하는 문턱으로 작용되며, 근

육감각적 자극에 의한 지평의 변화는 그릇도식으로서 몸

이 경계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I  누하의 그림자 안에서 벽처럼 막힌 계단과 상부 틈

새의 빛은 극적인 전환(Lim, 2005)을 암시하는 지표로서 

기대감을 형성하고 경로-목표도식으로 다시 전환된다. 이

에 따라 누하를 벗어나면서 마주하는 안양루의 풍경은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봉황새가 언덕 위에서 하늘 위

로 날아갈 듯이 활개치고 있는 듯한 모습(Ahn, 2008)’으

19) 고산집2(2020). 점필재, p. 70

20) 송암집(2018). 점필재, p. 476 賞花 蒼嚴陡立似層樓.

21) Oh(2016)의 연구에서는 청량산유록(1780) 鐺洲集 卷15, “次
有安養{門, 縹緲在雲宵上矣.”에 대해 “다음에는 安養門이 있는

데, 가물가물 구름과 하늘 끝에 있다.”로 해석하였다. 본 구절

을 통해 위라는 방향을 강조하는 누각의 인식에 주목했다.

로 상상된다. 이는 극적인 상승감에 의해 새의 형상이 아

닌 날아가기 직전의 새 날갯짓을 떠올린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과거에도 ‘날 듯한 정자가 걸터앉았다(1990), 사
당을 세우니 그 모습은 날아갈 듯하고(1679)’ 등 누각이

나 정자의 형상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었다. 움직임으

로 느껴지는 상승감의 표현은 조선시대에서부터 현대까

지의 공통된 체험 방식으로 보여진다.

Ⓟ 무량수전에 이르렀을 때 Yoo(2018)는 앞마당이 소

백산맥을 끌어안은 느낌을 준다고 말한다. 이는 비어있는 

앞뜰과 주변을 넓게 에워싸는 산의 일정한 거리감을 통

해 몸을 중심으로 설정한 영역의 체험이다. 이때의 풍경

은 외적 지평으로서 내적 지평과 맞닿는 경계가 된다. 열

린 풍경에 의한 쾌한 감정 가운데 ‘그윽하게 빛내는

(Choi, 1994), 아늑하고 쾌적한(Ahn, 2008), 아스라이 펼쳐

지는(Yoo, 2018)’의 감정들로 표현된다.

4.3 목표를 향한 투사로 체험되는 봉정사

봉정사는 외부공간의 구성보다 만세루를 중심으로 해

설되는데22) 이러한 건축적 인상에 대해 안영배는 만세루

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활력있는 공간 구성이라 언급하

였고, 퇴계 이황(1843)도 ‘법당 서쪽에 누각 하나 가로질

러 있는데’의 구절로 시작해 지표로 인식되는 누각에서

의 풍경을 묘사한다.23) 이렇게 ◯R 은 생략되고 ◯I 로 시작

해 ◯H -◯P 의 체험 단위를 구성한다.

Meta. path-goal schema container schema container schema

Exper
-ience 
unit

◯I  muscle
   imagination

◯H  recognition
   of Habit

Ⓟ reaching out
   to inscape

Dan unevern surface
stairway thresholds architectural

boundaries 

Pos. upward: 
raise one's head

downward: look 
at one's feet and 
raise one's legs

(pausing)

Table 3. Bongjeongsa Experience Unit 

◯I  거대한 축벽과 함께 솟아오른 형상의 만세루는 지

표로 인식되며, 만세루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일어나 그 눈길에 이끌려 한 걸음씩 옮기게 된다

(Yoo, 2011). 이에 관해 Lim(2011)은 “몸이 떠오르는 느

낌이 만세루 밑을 통과하는 돌계단에서도 반복되며 대웅

전 앞으로 사람을 끌어 인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

산 이유장(1775)도 “만 길 높은 계단 차례로 올라 시 읊

으며 층층의 백운 속을 날 듯이 걸어가네”라며 체험의 

감흥을 전한다.24) 

22) 이러한 배경에 관해 Moon(2022)은 봉정사는 중정을 확보하

기 위해 절토 후 석축을 쌓았는데, 단 차이로 인해 진입이 단절

되지 않도록 2층의 루가 있는 건축물을 축조하였다고 한다. 

23) 퇴계집(退溪集) 卷4. 鳳停寺西樓 次韻. Hwang(2019). p. 198

24) <고산집 2>(2020). 점필재,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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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고개를 숙이고 내 발을 바라보는 동작은 ‘성

역25)’과 같은 경계 안으로 진입함을 알린다. 뒤이어 마

지막 계단을 올랐을 때 맞닥뜨리는 대웅전에서 ‘속세를 

벗어나 불국의 세계로 들어가는(Ahn, 2008)’ 감각을 촉

발하는 경계 체험이 된다.

Ⓟ 대웅전 앞마당으로 나와 바라본 만세루는 풍경 한

가운데 있음에도 ‘거칠 것 없이 시원한(Yoo, 2011), 활기

가 느껴진다(Ahn, 2008)’고 말한다. 이는 누각 안에서 지

각한 풍경과 유사하게 묘사되는데, 우천 정칙(1833)은 

“누대에 오르니 시야가 탁 트이네 맑은 기쁨이 자못 끝

이 없는데”26)라며 만세루에 올랐을 때의 감정을 표현한

다. 쾌한 감정과 더불어 무한함, 시원함과 같은 열린 풍

경에 대한 표현은 누각 안에서의 건축적 감동을 다시 투

사하는 방식에 가깝다.

4.4 몸의 리듬을 투사하는 풍경, 병산서원

봉정사와 유사하게 병산서원은 진입로부터 만대루를 

인지할 수 있다. 가야할 목표로 인식되는 만대루는 오솔

길과 복례문-만대루 누하의 연속된 계단을 거쳐 입교당

에 도착했을 때 다시 시선이 향하는 대상으로 작동한다. 

안영배는 병산서원에 대한 이미지가 만대루라는 누건물

로 대치된다고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입교당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전방을 바라보면 … 왼쪽 산봉우

리에서 서서히 오른쪽을 향해 굽이굽이 흘러내려가는 능선의 흐

름은 병산서원 건축공간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입교당 앞의 건축공간은 단지 아

늑한 정적 공간이 아니라, 4차원의 활력 있는 동적 공간이 된다

(Ahn, 2008).

Metaphor path-goal schema container schema

Experience 
unit

Ⓟ reaching out to inscape

Dan maru (ipgyodang) maru (mandaeru)

Posture perching with one's shoes on sitting with one's 
shoes take off 

Table 4. Byeongsanseowon Experience Unit

◯P  입교당에 걸터앉아 고개를 들면 바로 앞의 빈 마당

은 시선이 닿지 않으며 거리감을 형성하는 배경이 된다. 

병산과 백사장 사이에 흐르는 강물은 운동 이미지를 형

성하며 당장 만대루로 달려가서 더 시원한 조망을 보고

싶은(Yoo, 2011) 기대감을 유발한다. 이는 신발을 신고 걸

터앉은 상태로 경로-목표 도식으로 작동된다. 

25)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누마루 아래로 난 돌계단을 따라 

고개를 숙이고서야 안마당으로 들어서게 되니 성역에 들어가는 

겸손을 저절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Yoo, 2011).”

26) 우천집(愚川集) 卷1, ｢將赴廣寺之會 與柳因卿 宿鳳停寺 敬次
敬亭舅氏遊修淨寺韻｣. Hwang(2019). p. 202

반면 신발을 벗고 만대루 누상에 앉아서 산을 보면 전

면을 에워싸고 있는 풍경이 위요감을 형성한다. 그릇 도

식 안에서 응시한 풍경은 ‘병산과 강물이 맞닿을 정도

로 한없이 사라지는 공간의 무한함(Ahn, 2008)’을 인식

하게 하며, 이때의 몸은 근육감각적 리듬을 가라앉히고 

관조에 가까운 상태로 전환된다. 

산택재 권태시(1911)도 ‘누각 높이 솟아 하늘에 겹치

니 어찌 홀로 그윽이 아름답다 할 것인가’라며 만대루

의 건축적 인상을 설명하는데, 그의 시 전문에서 ‘굽어

보고 우러러보면’이라는 표현, ‘천연대 아래의 물길은 

유유히 만대루에 이르고’의 문장 등을 통해 만대루 안

에서 자세에 따라 지각되는 풍경의 묘사임을 짐작할 수 

있다.27) 이는 현대와 조선시대의 체험 모두 누하 진입을 

거치지만, 누각 안에서 자세에 따른 ◯P 의 체험이 부각된

다. 자세에 따라 지각되는 풍경의 운동성에 따라 촉발되

는 감정이 달라지는 것이다.

5. 결    론

바슐라르는 거친 계단, 고르지 못한 바닥의 느낌과 장

소와 함께 기억되는 단이 촉발하는 역동적 상상력을 설

명한 바 있다. 기억이 장소를 포함하듯 단은 장소에 대한 

감각을 부과한다. 한국 전통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는 구들은 아궁이를 넣기 위해 높아진 마루와 현관의 단 

차이, 다시 몇 계단 내려가는 물부엌, 다락으로 연결되는 

좁은 계단, 문지방과 대문의 턱까지 다양한 레벨의 단을 

오르내리게 한다. 현대에 이르면서 점차적으로 단이 사라

지는 변화를 두고, 한국 전통건축의 단에 의한 체험적 특

성이 우리만의 독특한 체험 방식이 될 수도 있지않을까

라는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현대 건축에서 한국적인 것을 논할 때에는 전통건축을 

중심에 두고서 고유의 체험적 의미와 본질적 특성에 다

가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많은 체험적 담론은 

복합적인 지각적 현상을 밝히기 위해 각 특성을 정의하

고 구분해왔다. 그러나 체험적 특성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단어, 이를테면 스케일감·공간감·깊이감 등 이러

한 단어들이 갖고 있는 추상성은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단위의 층위 아래에 존재하는 구체적 현상에 대해 논의

할 기회를 가로막는다. 이미 알고있다고 인식되는 그 지

점을 더 들여다봐야만 체험이라는 복합적 층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공통적인 추상적 단어를 사용하

는 것은 공통적으로 체험된 방식, 즉 익숙하게 움직이는 

우리만의 움직임 방식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익숙하게 행동하는 방식은 장소의 특성에 의해 형성된 

고유한 움직임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습관적인 움

직임의 층위 아래에서 작용되는 현상을 들여다봐야만 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전통건축의 체험에

서 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이 촉발하는 

27) <山澤齋文集>卷之二> (국역 정정남), 

https://blog.naver.com/ggcp2018/22153756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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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의 방식과 이에 따른 건축적 감동을 구체화하고자 

목표-경로도식과 그릇도식이라는 체험의 틀과 움직임이 

의식화되는 중간 단계를 근육감각과 전의식적 작용으로 

구분하였고, 케이시의 신체/장소기억 개념을 통해 의식적 

층위 아래의 현상들을 체험에 관한 문장을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과거의 문화적·지리적 특성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한국전통건축의 단의 체험은 시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현대까지 특정한 자세와 그

로 인한 감정적 측면에서 공통적인 양상을 보였다. 흥미

로운 것은 전통건축에서는 의외로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조선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

축적 체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언어 습관에는 이미 자

세에 대한 표현이 포함돼있다는 점이다. 건축물의 모습을 

자신의 자세나 몸의 상태를 대입해 동사로 표현하거나 

건축적 감동을 해설할 때, 특히 누각 안에서 풍경을 설명

할 때는 대부분 자세의 표현이 등장한다. 체험을 해설할 

때 드러나는 자세의 표현은 감각운동 체계에 의해 학습

된 신체화 과정, 즉 장소가 기억되는 방식에서 자세가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험의 방식에

서 자세에 대한 관점은 익숙하게 작용되어온 신체기억의 

체험적 특성에 대해 말해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의 체

험은 단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자세를 유도하기 때문에 

전통건축이 장소로서 의미화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

된다. 움직이거나, 서있거나 앉아있는 자세에 따라 한눈

에 들어오는 풍경의 프레임 차이가 아니라, 자세에 따른 

신체적 운동성(운동감각적 작용)과 연동되는 건축적 감동

에 관한 것이다. 전통건축의 체험에서 유도되는 단에 의

한 움직임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전통건축의 진입과정에서 각 단에 위치한 

문루, 누각은 목표-경로도식이라는 체험의 틀에서 ‘위’

라는 방향 인식과 함께 고개를 올려다보는 자세로 체험

하게 된다. 근육감각적 운동 상태에서 이러한 체험은 바

닥에서 발을 떼는 몸동작의 인식을 거쳐 내 몸 또는 대

상이 ‘날아갈 듯한’ 느낌으로 표출된다. 몸동작을 통해 

산출된 힘의 방향이 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신체를 통

해 학습된 위라는 방향성의 체험은 날아갈듯한 이미지와 

일차적 메타포를 이룬다. 그 과정 사이에는 고개를 드는 

자세와 연동된 전의식적 작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위=

날아갈 듯한=쾌한 감정으로 연결되며, 일반적으로 목표를 

향해가는 방향의 인식이 아래가 아닌 위로 인식되는 지

점과도 같은 맥락을 지닌다. 여기에는 근원적 감각이 되

는 기대감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2층 구조의 문루가 아

니더라도, 부석사의 천왕문처럼 고개를 들어 바라보도록 

계단 위에 올려진 문도 유사한 체험 단위를 갖는다. 계단

을 오르기전 시선이 향하는 불규칙한 표면은 발에 힘을 

주어 올라가는 동작을 연상시키며, 내 몸 또는 대상이 움

직이는 느낌으로 상상된다.

둘째, 목표-경로도식에서 지속되는 위라는 방향성은 누

하를 진입할 때에 올려다보는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전환되면서 기대감에 근거한 기존의 체험 과정이 

일시적으로 소거되는 느낌을 준다. 이로 인해 누하의 천

정 높이가 일본 초암다실의 무릎걸음 입구처럼 낮은 높

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압축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기존에 작용되었던 경로-목표 도식 또한 그릇 도식

으로 전환된다. 움직이는 내 다리를 바라보면서 목근육의 

긴장감을 지각하는 일련의 동작은 문턱을 넘는 움직임의 

방식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몸의 지평을 무릎

이 아닌 목으로 전환하면서 습관적으로 문턱을 넘는 동

작을 낯설게 인식하게 하는 특성을 가진다.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동작을 거쳐 건축물 안으로 진입해왔던 신체

기억은 둘러싸인 영역 안에 내 몸이 존재하는 그릇도식

의 틀을 갖춘 경계적 체험으로 작용된다. 특히 신발을 벗

는 동작은 내 몸이 둘러싸여있는 듯한 감각과 연동되며 

외부세계와 친숙하게 관계 맺는 체험의 토대로 작동된다. 

이는 누각 안에서 자세에 따라 다르게 체험되는 풍경의 

운동성의 차이로 연결되고 감정으로 표출된다. 서있는 자

세와 쾌한 감정, 역동적 풍경에 의한 기대감이 서로 연계

되는 반면 앉아있는 자세는 그리움의 감정, 정적인 풍경

을 울타리삼아 내면으로 가라앉는 행위와 연결된다. 풍경

이라는 외적 지평에 의해 내면적 몰입을 거쳐 내적 지평

에 도달하는 것이다. 누각이 모두 열려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위요감을 바탕으로 완전한 안으로 체험되는 것

은 그릇 도식에 의한 지평의 작동과 연관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전통건축의 단은 이미 몸을 기준으로 

체득한 습관적인 움직임의 방식을 토대로 운동과 정지의 

독특한 간격을 유발하면서 자세에 따른 운동감각적 작용

을 촉발한다. 연속된 움직임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정지를 통해 장소-경계 체험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다. 이 과정에서 부각되는 것은 특정 자세가 특정 체험

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이는 신체/장소기억 개념을 통해

서 발견할 수 있는 체험적 특성으로 좌식문화권의 체험

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전통건축의 체

험적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 가운데 단에 주목하여 고려 

말에서 조선 중기의 과거와 현대를 관통하는 공통적 행

동방식을 도출한 결과로 한국성을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

을 제시하였다. 한국성에 대한 많은 논의 중 단의 체험적 

특성은 앞으로 단이 사라지는 추세와 관련해 건축 계획

의 방법론에서도 유의미하게 생각해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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