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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석거택은 담장을 두르지 않고 있으며 사면이 밭으로 열려 있다. 가옥 평면은 겹집으로 정면 5칸 측면 2칸이며 정면과 좌측면에 계자각을 세운 쪽마루를 두르고 있다. 실은 우측 끝에 있는 간
부터 봉당과 부엌이 있고, 2칸 규모의 전면 대청과 후면 온돌방이 있은데 온돌방은 부엌 쪽으로 반침을 달았다. 그리고 전면 1칸의 온돌방과 고방, 마지막으로 우측 2간 규모의 온돌방이 있다.
가장 좌측의 온돌방은 통간으로 사용했다. 
세석거택 좌측 끝 온돌방은 전면에는 통머름이 있으며 두 짝 여닫이 띠살문을 달았으며 좌측 바깥으로는 각각 두 짝 여닫이 띠살문을 달았다. 우측 전면 두 번째 칸 온돌방은 정면에 통머름을
걸고 두 짝 여닫이 띠살문을 달고, 우측 대청으로 외여닫이 띠살문을 달았다. 후면 고방은 우측 온돌방으로 외여닫이 띠살문을 달았다. 대청은 전면으로는 각각 두 짝 여닫이 우리판문을 달아
놓았으며 후면 온돌방으로 각각 외여닫이 띠살문을 달았다. 후면 온돌방은 배면으로 반침을 달고 외여닫이 띠살문을 달았다. 봉당은 전면으로 두 짝 여닫이 널판문을 달았으며 오른쪽 벽에 판
벽의 흔적이 있다. 부엌은 우측 바깥으로 두 짝 여닫이 널판문을 달았다.
세석거택은 기단이 자연석기단이며 바닥을 시멘트모르탈로 되어있다. 아궁이는 좌측칸 온돌방 전면에 각각 있고, 정칸 온돌방은 부엌에 아궁이가 있다. 굴뚝은 배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붕
괴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가구는 전체 오량이며 처마는 홑처마이며 철제차양을 둘렀다. 지붕은 시멘트한식기와를 올린 팔작지붕이다. 벽체는 흙벽이며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다. 앙토는 실내는 다 떨어져 확인이 되지
않으나 떨어진 흙을 추정컨대 황토로 보인다.
세석거택은 까치구멍집의 형식을 한 보기 드문 형식의 건축물임에 불구하고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현재 배면 넝쿨이 벽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와 집을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계획이 시급하다. 이 가옥은 보수·정비를 완료한 후 적절한 활용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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