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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 정침, 화장실

내
용

곡강댁은 사면에 한식기와를 올린 토석담장을 두르고 있으며 좌측과 우측으로 텃밭을 두고 배면에 민가가 접해있다. 남향을 한 정침 앞으로 알루미늄 대문이 있어 남측의 진입로에서 북측 대
문을 통하여 진입하게 된다. 진입로 좌우측으로 텃밭이 있으며 마당으로 들어서면 정침과 마주하고 그 앞으로 수도 시설이 있다. 정침 좌측으로 화장실이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화장실이
있다.

정침은 정면 퇴칸이 있는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자형으로 중앙에 1.5칸 규모의 마루간이 있다. 마루간 좌측으로 1간 규모의 방을 두고 외여닫이문으로 통하도록 하였다. 마루간와 좌
측방의 전면과 측면으로 쪽마루를 둘렀고 전면으로 두 짝 여닫이 띠살문을 달아 출입하도록 했다. 마루간 우측에 작은방, 안방 순으로 방을 두고 안방 전면으로 부엌과 세면실을 위치시켰다.
작은방은 외여닫이문으로 통하며 작은방과 안방은 네 짝 미닫이문으로 연결되어있다. 안방과 부엌 사이에는 두 짝 미닫이문을 달았고 부엌간의 우측 전면에 칸을 나누어 세면실을 차렸다. 세
면실과 부엌은 정면으로 각각 외여닫이문을 달아 출입 하도록 하였다.
정침의 기단은 자연석기단으로 쌓아 시멘트모르탈로 바닥을 마감하였다. 주초는 자연석주초이며, 주초 위의 기둥은 모두 사각기둥이다. 기둥 상부는 납도리 형식으로 짜여 있으며, 가구는 삼
량이다. 처마는 홑처마이다. 지붕 끝은 와구토로 마감하고 비받이를 달았다. 지붕은 한식기와를 올렸는데, 마루간과 안방 부분은 우진각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안방 앞쪽으로 나온 부엌은 한
층 낮은 팔작지붕이다.
화장실은 자연석과 시멘트모르탈로 축조 마감한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올렸다. 주초 위 기둥은 사각기둥이고 기둥 상부는 납도리형식으로 짜 맞춤을 했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지붕 끝은 와
구토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한식기와를 올린 맞배지붕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 끝에 망와를 올려 마감했다.
곡강댁은 현재 관리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위생, 난방 시설 등이 편의에 의해서 건축 형식이 원형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 고택은 주변 문화재와 연계한 활용계획이 필요하다.

목록

관광명소 > 문화유적문화유적 - 전체

(http://tour.yyg.go.kr)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820/39278/%25EC%25A3%25BC%25EA%25B3%25A1%25EB%25A6%25AC%20%25EA%25B3%25A1%25EA%25B0%2595%25EB%258C%2581%20%25EC%2582%25AC%25EB%25B3%25B8.jpg?pkey=dmbAUN3YR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820/39278/%25EC%25A3%25BC%25EA%25B3%25A1%25EB%25A6%25AC%20%25EA%25B3%25A1%25EA%25B0%2595%25EB%258C%2581%20%25EC%2582%25AC%25EB%25B3%25B8.jpg?pkey=dmbAUN3YR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820/39278/%25EC%25A3%25BC%25EA%25B3%25A1%25EB%25A6%25AC%20%25EA%25B3%25A1%25EA%25B0%2595%25EB%258C%2581%20%25EC%2582%25AC%25EB%25B3%25B8.jpg?pkey=dmbAUN3YR&mode=preview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820/39279/IMG_8446.JPG?pkey=dmbAUN3YR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820/39279/IMG_8446.JPG?pkey=dmbAUN3YR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820/39279/IMG_8446.JPG?pkey=dmbAUN3YR&mode=preview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820/39280/DSC09063.JPG?pkey=dmbAUN3YR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820/39280/DSC09063.JPG?pkey=dmbAUN3YR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820/39280/DSC09063.JPG?pkey=dmbAUN3YR&mode=preview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820/39281/IMG_8452.JPG?pkey=dmbAUN3YR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820/39281/IMG_8452.JPG?pkey=dmbAUN3YR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820/39281/IMG_8452.JPG?pkey=dmbAUN3YR&mode=pr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


COPYRIGHT BY YEONGYANG-GUN. ALL RIGHTS RESERVED.

(http://tour.yyg.go.kr)




	紐⑹감
	문화유적 - 전체
	주곡리 곡강댁(注谷里 曲江宅)
	첨부파일(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