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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Publicity for Stairs 

in the Office Buildings

이경은
한세 학교 디자인학부

Kyung-Eun Lee(silver117@hansei.ac.kr)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업무공간 건축물에서 수직  이동개념의 요소로서 계단이 공간에서 갖는 공공  특성

을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공용공간으로서의 계단의 요성을 부각하고 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

다. 선행 연구  문헌고찰, 사례조사  장조사를 통해 건축  공공성 분석을 통해 업무공간계단의 공공

성 분석항목을 도출하고, 도출된 공공성요소를 토 로 사례별 업무공간 건축물 계단의 공공  특성을 분석

하 다. 연구결과 2000년 이후에 건축된 사례연구 건축물들은 공공의 성격을 활성화하기 하여 반 으

로 공공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과 공간간의 매개  요소, 인간행 의 매요소, 지각 인식요

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업무공간의 계단은 근성, 개방성, 쾌 성의 공공  특성요소를 강조하여 활성화되

어지는 공공성이 더욱 요시 인식되어야하며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 중심어 :∣공공성∣접근성∣개방성∣쾌적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stairs and to provide information 

on exploring desirable directions for stairs' designs by analyzing the architectural publicity 

characteristics for stairs in the office buildings. The research method was as follows: 1) 

Preparatory study and literature reviews to extract the elements of architectural publicity 2) 

Based on the elements of architectural publicity, each stairs in the office building was evaluated.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show that the stairs of office building built since 2000 were 

characterized by improved architectural publicity. It was concluded that the stairs in an office 

building should accommodate and provide architectural publicity characteristics such as 

approachability, openness and amenity for enhancing the interactive atmosphere within the people 

in the office building. 

 ■ keyword :∣Publicity∣Approachability∣Openness∣Ame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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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업무공간 건축물은 사용자의 편의를 극 화하여 경

제  기능을 충족시키기 한 것으로 경제 발 과 더불

어 사회는 보다 규모의 업무용 건축물을 요구하게 되

었다. 자본의 거 화와 시공기술의 신  발달로 업무

공간 건축물은 규모ㆍ고층화가 가속화되었으며, 그 

형태와 기능은 거의 동일한 개념에 의해 건축되었다. 

그로 인해 무미건조하고 획일 인 공간 환경을 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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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됨으로써 업무공간건축물에 있어서 공용공간과 공

용시설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기존 공간과 시설조차 

잘 활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 속에서 공

공성을 담아내는 업무공간은 인간사이의 커뮤니 이션

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능률과 효율뿐 만 아니라 사용자들을 한 환경을 고려

한 개방성, 근성, 쾌 성의 확보가 더 요해지고 있

다. 특히, 업무공간의 공용공간 에서 계단은 수직동선

의 이동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용공간이자 시설이지만 

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표 인 공용공간

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건축에서 논의되어지는 건축  공공성   

업무공간계단을 심으로 계단이 공간에서 갖는 공공

 특성을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공공  특성이 실제 

어떠한 공간형성요소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례에 용하여 평가해 으로써 업무공간 건축물에서 

공용공간으로서의 계단의 요성을 부각시키고 활성화

하는데 있다.  추후 업무공간 건축물의 공용공간의 일

부분인 계단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공공성 구 을 한 

계획요소로서의 기 자료가 될 수 있음에 본 연구의 의

의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조사 상은 편의  표집에 의한  2000년  이후 건축

되어진 서울 도심지에 치한 랜드마크 인 업무공간

이며 내용  연구범 는 업무공간의 공용공간  계단

에 나타난 공공  특성이다. 우선 건축  공공성에 

한 기존의 논의와 정의를 알아보고 업무공간계단에 나

타난 공공성의 개념을 설정한다.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업무공간 계단에 나타난 공공성을 구 하는 특성요소

와 세부특성요소를 설정하여 분석의 틀을 만든다. 계단

의 재료, 구조  크기를 포함한 정량  분석은 제외하

고, 공간 구성요소로서 계단이 공간 ㆍ형태  측면

에서의 공공  특성에 해서 분석하 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선행 연구  문헌고찰, 사례조

사  장조사를 통해 건축  공공성과 련된 분석항

목들을 도출하고 둘째, 도출된 건축  공공성요소를 토

로 계단공간과 련된 공공성 분석항목을 도출하며 

셋째, 사례별 업무공간 건축물의 층부와 지하공간 계

단을 심으로 도출된 분석항목을 용하여 공공  특

성을 분석하 다. 업무공간의 공공성이 층부공간이 

상이지만, 1층 공간에 한 내용을 보다 집 으로 

다루었다. 이는 1층 공간이 보행 가로환경과 같은 벨

에 치하고 있고 지하공간으로의 이동보다 근이 용

이하기 때문이다.

II. 건축적 공공성 및 업무공간의 공공성

1. 공공성의 개념 
사회ㆍ역사ㆍ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으로 확 되어지는. 공공성의 다양한 개념들 에서 일

반 인 보편성을 갖는 개념인 사회학  에서의 공

공성은 ‘최 의 의사소통상태’로 보고 이를 통해 집단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11],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목표

를 가지고 서로 상호 작용하는 상을 통해 집단을 활

성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 즉, 공공

성은 첫째, 모두에게 연 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둘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셋째, 서로 상호 

작용하는 상을 통해, 넷째, 집단을 활성화시키는 결과

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11].

2. 건축적 공공성의 개념 및 특성
도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논의 되어온 건축

 공공성에 한 보편 인 정의는 구체 인 건축  공

간을 통해 근성, 연계성, 개방성, 쾌 성 등을 높여 체

류성을 획득함으로서 공공의 계를 형성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11]. 따라서 건축  공공성의 궁극

 목표는 체류성을 높이고 열린(개방 인) 공간을 만

드는데 있다고 한다. 개방성, 체류성, 머무름의 증가가 

공공성의 형성과 동일하다고 단정지울 수는 없지만, 그 

개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성에서 요시되는 측면, 즉 ‘공공

의 계’와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건축화 시키는가에 

한 공공성의 개념을 통한 건축의 역할에 한 답이라 

할 수 있다.  건축의 공공성 실 은 사회 통합 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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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공  가치의 실 이다. 건축의 공공성은 건축의 

의사소통의 차원을 높이고 건축의 가치를 증 시키며, 

공공  혜택을 제공한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건축  공공성의 정의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건축  공공성 분석  평가항

목 도출 내용은 [표 2]와 같다. 공공성과 련 있는 선행 

어휘연구결과에 의하면 근성(97.0%), 개방성(93.9%), 

쾌 성(87.9%), 연계성(84.8%), 편리성(84.8%)의 순으

로 요도가 나타났다[11].

표 1. 건축적 공공성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 

연구자 시기 건축  공공성 정의

정석 1997 공공에 대한 건축의 태도

임상진 1997 공간을 매개로 인간의 생활과 의식이 서로 만
나고 의사소통하는 관계

장은영 2002 공공성을 건축적으로 해석

차홍녕 2004
조성된 공간은 적극적으로 도시 활동을 담고, 
도시에서 독자적인 공간으로서 도시와 끊임없
이 교감을 나누는 의미

최기원 2005
구체적인 건축적 공간을 통해 체류성을 획득함
으로써 공공의 관계를 형성하고 활성화 시키는 
의미

윤지혜 2006 공동의 자산인 도시 속에서 일반의 다수를 위
해 건축이 갖는 일종의 태도, 마음

박정아 2008
건축 공간요소를 통하여 공공의 특성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이용자 모두로 하여금 원활한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 모두에게 건축공
간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특성

표 2. 건축적 공공성분석 및 평가항목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공공성 분석  평가항목

신중진 2002 접근성, 개방성, 쾌적성
김세용 2002 접근성, 개방성, 심미성, 관리성
이은비 2003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쾌적성
최기원 2004 접근성, 연계성, 개방성, 쾌적성, 체류성
손광호 2005 접근성, 연계성, 개방성(투명성),쾌적성, 체류성
윤지혜 2006 개방성, 접근성, 쾌적성
박정아 2008 접근성, 쾌적성, 인지성, 편의성, 교류성

본 연구에서는 건축  공공성을 건축 공간요소를 통

하여 공공의 특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용자 모두로 

하여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 모두

에게 건축 공간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특성[1]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건축 공간에서 공공성과 

련 있는 어휘에 한 선행연구 설문의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근성, 개방성, 쾌 성 항목으로 한정하

여 연구하고자 한다. 

3. 업무공간의 공공성
인은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의 양  팽창으로 

착되고 폐쇄된 공간에 한 다양한 욕구수렴을 해 공

공성을 갖춘 공용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4]. 

업무공간에는 업무기능에 련된 공간 이외에도 각

종 부속 시설로 이루어진 공용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공용공간들은 하루  많은 시간을 생활해야하

는 근무자들에게 업무 생활을 충족시키기 한 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용공간은 사용자

의 움직임 속에서 경험되는 것으로써 연속 인 체험의 

지각 경험이 요하며 보행으로 연결되는 연속 인 도

시 생활 속에서 공용공간은 인간의 행 를 유발시키며 

이러한 행  유발이 공간에 한 인식으로 이어진다[7]. 

업무공간의 공용공간은 이의 기능, 커뮤니 이션

의 기능, 기업이미지 홍보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

의 기능은 하나의 역에서 다른 역으로 진행하는 

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는 물리  이동과 시각행

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물리  이동행 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시각 으로 연속되는 이 이 존재한다. 이

는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구별하고, 기능별로 공간을 

분할하는 수직면을 통과하는 행 가 이루어지는 공간

을 말한다. 한 공용공간은 인간 계의 바탕이 되는 

커뮤니 이션 장으로서의 기능과 휴식을 통한 업무능

률 향상 등 사용자간의 커뮤니 이션을 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무공간 건축은 기업

문화를 담아내는 발 의 장으로서 기업이 가진 특징과 

문화를 실 하고 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며 공

용공간은 이러한 표 을 실 하는 장으로서 사용자 모

두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외부에 강력히 표 하고 홍보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3].

III. 업무공간계단의 공공성과 분석 항목 

1. 업무공간계단의 공공성
공용공간으로써 강한 근성과 역성을 지닌 계단

은 공간 ㆍ형태  특성과 시각 ㆍ심리  특성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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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공용공간요소로서의 계단

을 통한 공간의 경험은 공간의 지각을 훨씬 생생하게 

도와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업무공간계단은 개별 인 업무환경과 함께 사회  

을 통해 공동 환경의 즐거움, 즉 공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증 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으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의 가능성을 부여해 다. 따라서 업무공간계단계

획시 공공  요소  근성(Approach), 개방성(Open 

ness), 쾌 성(Amenity)의 세 가지 요소가 공간구성 시 

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4]. 

선행연구고찰을 통하여 얻어진 근성, 개방성, 쾌

성에 련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접근성(Approachability)
근성이란, 일반 으로 “인간이나 사물 그리고 어떠

한 정보들이 근거지로부터 사용되어지는 지 으로 이

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14]이라고 할 수 있

으며 공간에서 나타나지는 근성의 의미는 어떠한 장

소와의 연 감이나 장소  매력에 의한 심리 인 근

성과 공간환경에서 사용자들에게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물리  환경이나 수단에 의한 근의 용이함을 

나타내는 물리  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공

간 지 으로의 근이 용이하다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개방 인 공간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업무공간 건축물의 이공간도 공간과 공간을 연결

하여 주는 매개체  공간으로서 사용자들에게 근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공간 에

서도 계단은 공간과 공간을 잇는 통로로서 근성의 기

능을 잘 지니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한 계단

은 하나의 공간으로부터  다른 공간으로의 이를 구

체화하고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즉, 각각의 공간을 

연결하는 요소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계단은 높이가 다른 곳에 놓인 평면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건축공간의 연결요소로 서로를 연속되게 하

는 연결기호(connection signs)[13]이며, 한 계단은 

수직  공간의 연결뿐 만 아니라 내부와 내부공간, 내

부와 외부공간, 그리고 매스와 매스사이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근성을 지닌 공간 요소이다.

1.2 개방성(Openness)
건축공간에서 개방성은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사용

자들의 공간인식이며 시각 ㆍ물리 으로 활발한 활동

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간과 공간 사

이에 개방성을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  시각

인 편안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높이는 디자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방 인 공간은 시각  투명성과 

련이 있는데 시각 인 투명성은 공간의 개방감뿐만 아

니라 공간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 공공성을 부여하

기 때문에 업무공간계획에 있어서 유용한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공간을 분할하고 연결하는 요소로서 사용되어지는 

계단은 내. 외부의 역을 시각 으로 확장하고 연결시

키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공간  체험을 변화 있게 

만드는 정보를 제공하여 공간 내의 인식도를 높여주는 

개방성을 지닌다. 특히 계단 자체의 벽면처리, 난간의 

형태조 , 효율 인 계단형태의 도입으로 시각 인 확

장을 부여하기도 한다. 즉, 공간 상호간의 연결, 서로 

통, 이들을 하나로 합류하려는 경향을 표시하여 열려진 

개방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1.3 쾌적성(Amenity)
Amenity는 ‘쾌 성’으로 어떠한 공간 혹은 어떠한 환

경이 쾌 하다, 쾌 하지 않다는 것은 개 인간과 환

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쓰이며, 특히 환경의 질

(Quality)에 해서 논할 때 주로 사용되어진다. 계량하

기가 거의 불가능한 요소가 있고 측정이 주 으로 되

기 쉬운 쾌 성의 개념은 아직 완성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문이자 사상으로 개념을 실내 공간 계획에 

용한다는 에서 다소간의 어려움과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Amenity의 개념을 심

미성, 조형성, 상징성 등 장식  측면과 심리  측면에

서의 쾌 성으로 표 하고자 한다.

근 이후 구조기술의 발달로 인해 계단은 독립된 공

간으로 인식되고 개방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다양한 

기하학 인 형태를 나타나게 되었다

계단이 가지는 조형  기능에는 움직임의 표출, 건물

규모에 한 척도, 종 에 한 강조, 공간의 핵으로서

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형 인 미는 부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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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자유로운 계단으로서 인간의 움직임을 내부에서 

외부로 혹은 에서 아래로 유도ㆍ강조하며 가변 인 

것으로서 느낌을 가지게 하기도 한다. 계단의 움직임 

표출기능은 사선이나 곡선이 지니는 운동감이나 도구

로서 지니는 상징  의미에 의해 표 되며 인간  치수

를 지니고 보행의 리듬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간척도로

서의 기능도 지니고 있으며, 다른 공간구성 요소에 비

해 조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순한 경로로서의 기능 

이외에 공간에서 시각  심이 될 수 있다. 한 계단

은 형태  기능 이외에 시각 ㆍ심리  기능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계단공간의 쾌 성은 건축공간

의 공공성을 증 시킬 수 있다.

2. 업무공간계단의 공공성 분석 및 평가항목 틀
건축의 공공성은 근성과 개방성, 쾌 성의 증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의 궁극  목표는 체

류성을 높이고 열린공간을 만드는데 있다. 개방성, 체류

성의 증가가 공공성의 형성과 동일하다고 단정지울 수 

없지만, 그 개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 평가와 분석을 한 기 으로 

선행 연구를 토 로 업무공간계단의 공공성분석을 계

획요소별로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하 다.

표 3. 업무공간계단의 공공성 분석 및 평가항목 틀

공공  
특성

계획요소 특징

접근성
연계성 연결통로의 여부는 공간을 연결해 주는 매

개체적 역할을 한다. 
공간구성

(동선, 위계, 사인)
시각적 인지도는 위치파악을 확실하게 한
다.

개방성

보이는 공간 앞에 있는 대상물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개방감을 준다.

관통되어진 공간 전. 후면이 뚫려있거나 위층과 열려있는 
상태는 개방감을 준다.

다층오픈 여러 층의 시각적 관통은 개방감을 준다.
기타 투명한재료, 조형적 요소, 경관적 요소, 공

용공간의 확보는 시각적 인지성을 높인다.

쾌적성

조형물 심미성, 조형성, 상징성을 줌으로써 쾌적
성을 높인다. 

자연요소 장식성과 심리적 욕구를 높임으로써 쾌적
성을 준다.

주변 근생시설, 
전시장 등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성을 높인
다.

환기 및 채광, 조명 환경의 질을 높여 쾌적성을 준다.

IV. 업무공간 계단의 공공적 특성 분석
1. 사례선정
본 연구를 해서 선정된 사례 건축물들은 규모 인 

측면에서 연면  약 20.000m2 이상, 15층 이상으로 인지

도가 있는 랜드마크 인 업무공간 건축물들을 기 으

로 하 으며, 시기  측면으로는 2000년  이후에 계획

되어지고 건축되어진 건축물을 기 으로 하 다. 

선정되어진 2000년  이후 건축물들은, 기존의 업무

공간 건축물들이 자사의 특징 인 성격과 기능만을 

한 폐쇄 인 성향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행하는 

불특정 일반인들을 해 1층 공간과 지하공간들을 공

용공간화 하여 활성화시키고, 도심의 분 기를 밝고 역

동 으로 공간의 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연구사례 

로 선정된 건축물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사례 업무공간 건축물의 일반적 사항 

건물명

면

층수
지하 1층 

 1층 용도
지
면

건축
면

연
면

SK-T 
사옥

5,914
m2

2,181
m2

91,82
9m2

지상33층
지하6층

1층: 로비
지하1층: 로비, 
체력단련실

교보
타워

6,770
m2

3,042
m2

92,89
9m2

지상25층
지하6층

1층: 은행, 근린시설
지하1-2층: 서점, 

근생시설
현대 

I-PARK
타워

26,48
m2

1,318
m2

26,38
9m2

지상15층
지하4층

1층: 근생시설, 은행, 
로비

2층: 병원

동부
금융
센터

3,351
m2

1,288
m2

57,02
0m2

지상35층
지하7층

1층: 은행, 업무시설
지하1층: 상가, 식당, 

방재센터,
다목적실

스타
타워

13,15
6m2

5,600
m2

212,3
79m2

지상45층
지하8층

1층: 로비
지하1층: 근생시설

2. 사례분석
업무공간 건축물의 계단공간을 심으로의 공공  

특성요소인 근성, 개방성, 쾌 성으로 분류하 으며 

각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접근성
본 연구는 ‘ 근성’의 표 특성을 ‘건축물 내에서 공

간 이용자가 공간 이동수단으로서의 계단을 쉽게 인지

하고 근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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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 으로 삼은 공간 , SK-T 사옥,  

I-Park 타워, 동부 융센터의 계단공간은 공간 내부에

서 일정한 동선에 의해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쉽게 인

지되어지며 업무공간 건축물의 이공간으로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여주는 매개체  공간으로서 사용자들에

게 근의 감정을 쉽게 유발하는 공간계획을 하고 있었

다. 스타타워의 내부 계단은 주출입구부분에서 시각

으로 떨어진 부분에 구획되어 있어 시각  인지도가 떨

어지는 편이었으며, 교보타워는 외부의 계단공간이 있

고, 내부에서는 계단공간이 별도로 구획되어지지 않아 

타 이동수단만으로 수직이동이 가능하게 계획되어 있

어 내부공간에서 계단공간으로서의 근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성이 나타난 업무공간 사례는 다

음[그림 1]과 같다.

 SK-T 사옥           I-PARK타워            동부금융센터
그림 1. 접근성이 나타난 업무공간 사례

연구결과 근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연결통로의 여부, 

공간구성에 따른 시각  인지도가 많다는 것은 비록 

리면에서 불편할 수 있으나, 그만큼 사용자로 하여  

근을 용이하게 하여 계단공간의 활용도에서는 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성에 

한 계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접근성에 대한 관계분석

1.2 개방성
본 연구는 ‘개방성’의 표 특성을 ‘계단공간을 이루고 

있는 공간요소의 일부 는 부가 투명하거나 개방되

어있어 이용자가 심리 , 시각 으로 개방감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 다. 

2000년 이후에 건축되어진 건축물들은 내부공간의 

시각  투명성을 강조하는 개방감과 공공성의 부여를 

해 내부공간 특히 로비 공간에서의 개방성을 강조하

는 형태의 건축을 계획하 고, 한 계단공간에서의 개

방감도 요시하 다. 조사 상 건물  SK-T 사옥은 

유리면으로 설치된 계단벽면은 시각 인 개방감을 주

며, 공간 내, 외부에서 서로 반 측의 공간이 투명하게 

보여 움직임을 쉽게 악하고 공간 인 개방성이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컬러유리벽을 사용한 I-PARK 타

워의 계단공간은 내부공간이 보이지 않아 시각  인지

도가 낮아 보행자들의 근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층과 통됨으로써 시각 인 개방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타워의 경우, 로비 공간에서의 개

방감은 강조하고 있으나 비상계단공간이 폐쇄 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계단공간으로서의 근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에서 에스컬 이터로 연결된 동

부 융센터는 이동동선에 따른 움직임은 쉽게 악할 

수 있으나, 폐쇄 인 계단공간은 시선과 동선을 차단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층과 열려있고 통되어지는 

스타타워의 계단공간은 시각 인 개방감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3]은 개방성이 나타난 업무공간 사

례이다.

    SK-T타워            I-PARK 타워          스타타워
 

그림 3. 개방성이 나타난 업무공간 사례

SK-T사옥 같은 개방 인 공간은 시각  투명성과 

련이 있는데 시각 인 투명성은 공간의 개방감뿐만 

아니라 공간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 공공성을 부여

하기 때문에 공간계획에 있어서 유용한 요인으로서 작

용하게 되며 반 인 경우 폐쇄성을 가질 뿐 아니라 사

인 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선과 동선을 차단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간과 공간사이에 개방성

을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  시각 인 편안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높이는 디자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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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개방성에 한 계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

와 같다.

그림 4. 개방성에 대한 관계분석

1.3 쾌적성
본 연구는 ‘쾌 성’의 표 특성을 ‘계단공간을 이용하

는 이용자가 공간 내부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심미 , 

조형 , 상징 인 장식 인 욕구와 심리 인 욕구가 

정 인 방향으로 충족되는 정도’로 정의하 다. [그림 

5]는 쾌 성이 나타난 업무공간 사례이다.

  SK-T타워      I-PARK타워      동부금융센터       스타타워
그림 5. 쾌적성이 나타난 업무공간 사례

쾌 성에 한 정의는 본 논문의 3장에서도 밝힌 바

와 같이 심미 인 측면과 심리 인 측면을 고려해서 보

면, 사례분석 상이 된 5개의 건축물   I-PARK 

타워, 동부 융센터의 내부 계단공간의 디자인은 재료

 측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심미 으로 아름

다운 디자인을 하여 사용자로 하여  심리  욕구가 

정  방향으로 충족되어졌다고 보인다. 공간의 조형물, 

난간, 벽 등의 요소들로서 시각 , 동선  차단이나 연

결로 개방성과 쾌 성을 주고 이용자들이 머물 수 있는 

역을 만들어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타워의 계단공간은 다른 업무공간에서 보이는 것

과는 달리 지하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다양한 종류

의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에스컬 이터와 계단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 편의시설이용자들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계단공간의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져 기능  

측면에서는 만족스런 계획이 되어져 있으나, 심미  측

면에서 공간 디자인  요소가 부족하다고 단되어진

다. 교보타워는 내부계단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쾌 성을 논할 수가 없었다.

SK-T 사옥도 1층에 시공간이 배치되어 있어 시선

을 유도하고 계단공간과의 활발한 이용으로 쾌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PARK 타워의 경우 1층과 2층

에 근생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근을 앙

의 에스컬 이터로 유도하고, 이 건물의 근무자들은 좌

측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동선을 분리

하고 있다. 한 채 과 시각  개방을 통해 쾌 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의 건축물 부분은 

계단 주변에 화단 등의 조경  식재공간을 설치하여 

쾌 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근성을 해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넓게 확보된 계단공

간도 쾌 성의 요소로 나타났으며 쾌 성을 높이기 

해 벽면을 미 으로 처리하거나 환경 조형물을 설치하

기도 하 다. 자연채 이 되는 아트리움과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상층부의 열린 공간도 계단공간의 쾌 성을 높

다. 쾌 성에 한 계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쾌적성에 대한 관계분석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업무공간의 공용공간  계단공간을 

심으로 선행 연구에 의하여 [표 3]에서 다룬 것과 같

이 근성ㆍ개방성ㆍ쾌 성 분석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기 로 하여 사례별 업무공간 계단의 공공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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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업무공간계단의 공공성 특성  근성을 분석

한 결과 SK-T타워,  I-PARK, 동부 융센터는 동

선에 의해 인지도를 높이고 공간간의 연결성을 높임으

로써 근성울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업무공간계단의 공공성 특성  개방성을 분석

한 결과 SK-T타워,  I-PARK, 스타타워는 시각

인 개방감과 재료의 투명성으로 공간에 개방성을 부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업무공간계단의 공공성 특성  쾌 성을 분석

한 결과 SK-T타워,  I-PARK, 동부 융센터, 스타

타워는 조형물, 자연요소 도입,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채    조명시설을 함으로써 장식성과 심리  측면을 

향상시킴으로써 쾌 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례 업무공간들은 ‘공공’의 성격을 활성화하기 

하여 건축 공간과 로비공간에 한 근의 용이함과 

쾌 함을 확보하여 공간  공공  요소를 공간에 부여

한 것으로 보이나, 계단공간은 타 이동 수단에 비하여 

근성, 개방성, 쾌 성의 공공  특성이 반 으로 소

외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의 체성을 경험하게 해주는 건축의 총체  아

이디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계단공간의 활용은 환

경 인 측면이나 심리 인 측면에서도 요한 요소이

다. 공간의 수직  팽창이 불가피하게 된 사회에서 

공공성을 강조하여 활성화되어지는 계단공간의 요성

을 인식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본 연구는 업무공간 공용공간  계단공간을 심으

로 공공  특성을 정리하기 한 단계이며 향후 계속되

는 연구에서는 공공  특성요소에 한 요도 설문조

사 분석결과와 이용자 만족도를 비교하는 조사가 필요

하며 결과의 객 화와 신뢰도를 높이기 해 유사 공간

의 조사연구와 문가의 의견수렴 등 보다 범 하고 

체계 인 연구를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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