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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applicable design characteristics and methods of communal spaces in

vertical urban multi-family housing. With this goal, several overseas'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are

selected and their communal spaces are identifie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al spaces are

analyzed with a special focus on the territories such as an individual unit boundary, building interior and

exterior boundary. In terms of the framework for analysis, territoriality, openness, and unique characteristics

are reviewed. As a result, the communal spaces are created using various spatial composition methods such as

addition, subtraction, connection, extension, accumulation, and isolation. The communal space programs are

integrated in plans and sections throughout the buildings. Visual openness and connection with surrounding

urban environments are articulated by void spaces, transparent and translucent building materials, green

spaces, and applications of graphical images. Communal identities and aesthetics are emphasized by unique

building forms and space arrangements. The uses of finish materials, colors, objects, and images add strong

characters to the communal spaces. For a further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ombine a design method study

with residents' behaviors and community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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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시 공동주거는 사회 활동의 최소 단위인 가족 관계와

이웃 공동체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 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대규모 도시 공동주거 단지 개발이 확대되면서

단위세대의 익명성 증대와 공동체 교류 부재 현상이 사회

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회복하고 거주자 커뮤니티의 관계 개선을 증진시키

는 방안으로서 공유공간의 중요성이 재조명 받고 있다. 또

한 경제력과 사회, 문화적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주거환경

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평가에 있어서도 공유공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고급 연

립주택 단지나 신축 및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중

심으로 공유공간 시설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

공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토

지가 부담과 한정된 대지면적에 용적률, 세대수, 전용율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로 공유공간의 시설 확충은 대

체로 미비한 수준이다. 공유공간은 주로 주거단지 내 설치

된 조경공간과 주민 부대 복리시설1)의 개념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공동주거 단지 외부공간 계획에 집중되고 있다. 반

면에, 주거동 내 공유공간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출입구 홀 등의 단순 통과경로 수준으로 계획

되는 실정이다.2) 더욱이 거주자의 프라이버시와 향, 인동간

1) 주민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

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

소,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김인, 박수진, 최병두 외, 도시해석: 도시와 주거공동체, 푸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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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시선 처리 등의 문제로 단위세대와 주거 배치의 폐쇄성

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주거동 내 거주자들의 자연

스런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켜는 커뮤니티 구심점으로서 공

유공간 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

서는 거주자 공동체의 사회적 소통과 유대 증진을 목적으

로 현대 도시 공동주거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공유공

간의 계획특성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국외 대도시

지역에 건설된 선진 공동주거 사례를 중심으로 거주자 공

동체의 수직적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적용된 공유공간의

세부 계획특성을 분석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유공간

의 계획방법을 제언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절차

연구를 위한 사례조사의 범위는 먼저 2005년 이후 국

외 대도시 지역에 준공된 최신 공동주거 사례 중, 수직적

커뮤니티 형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이상(세대수 50세대

이상, 중층 이상)이며 공유공간이 도입된 총 18건을 샘플

링 하였다3) 이 중, 수직적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유공

간 계획개념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으며 다양한 공간계획

방법을 도입하여 공유공간을 구성한 6사례를 선정하였

다.4) 각 사례는 단위세대 경계부와 주거동 내부 및 경계

부의 공간 범위로 한정하여 중점 연구대상 공유공간을

추출한 후 연구대상 공유공간에 대한 세부 계획방법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절차는 1장의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이어 2장에

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도시 공동주거에서 공유공간의 개

념과 공간구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였다. 또한

‘커뮤니티’, ‘공유공간/시설’, ‘공용공간/시설’, ‘주민 부대

복리시설’, ‘계획특성/방법’을 키워드로 선행 연구문헌을

검토하여 공동주거 내 수직적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

유공간의 세부 계획특성에 대해 분석의 틀(framework)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공동주거 사례 샘플링을 바탕으로

조사대상 공동주거를 선정하고, 선정 사례 각각에 대해

중점 연구대상 공유공간을 추출한 후 2장의 분석 틀에

따른 세부 계획특성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유공간의 계획방법을 제언하였다.5) 5장

초판, 2003.3, pp.80-81

3) 공동주거 내 수직적 커뮤니티 형성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을 국

외 유럽, 아시아 대도시 지역에 건설된 중층규모(8층이상), 세

대수 50세대 이상의 아파트형 공동주거로 한정하였다. 세대수

는 국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50세대 이상부터

주민복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참조하여 커뮤니티 공

간계획을 위한 세대수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보았다. 층수규

모는 국내 건축조례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

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중층: 8층이상-12층이하, 고층: 13층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4) 본 연구에서는 도시 공동주거에서 시도되는 공유공간의 다양한

공간계획수법 조사를 위해, 주거규모를 중층, 고층형으로 세분

화하여 샘플링 하였다. 이 중 공유공간 계획개념이 주요 계획

이슈로 작용하였고 공유공간의 다양한 공간계획방법을 보여주

는 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샘플링 중 다수를 차지하는 블

록형과 타워형 중심으로 최종 6사례를 선별하였다. 이는 공동

주거 내 공유공간의 계획이 주거유형과 무관하지 않으며, 공유

공간의 규모, 용도, 위치, 구성수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현행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을 정리하였다. 단계별 연구 절차에 따른 연구

항목 및 연구 방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문헌

고찰

공유공간의 개념 및
공간구조 국내외 선행 연구문헌조사:

‘공동주거, 공유, 공용, 공동, 복
리 공간/시설, 커뮤니티, 공동
체, 계획특성/방법’을 키워드로
조사

수직적 커뮤니티 형성과
관련된 공유공간의

계획특성에 대한 세부
분석의 틀 도출

↓

사례

조사

·

분석

·

제언

사례조사: 조사대상
공동주거 및 중점

연구대상 공유공간 선정

조사대상: 2005년 이후 유럽,
아시아, 미주 등 국외 대도시
지역에 건설된 일정 세대수 이
상 및 중층규모 이상3)의 공동
주거 샘플링 18건 선정. 이 중
공유공간을 주요 건축계획개념
으로 하며 공유공간의 다양한
공간계획방법을 보여주는 최종
6사례 선정4). 각 사례에서 중
점 연구대상 공유공간을 추출
하여 세부 계획특성조사, 분석
조사방법: 온·오프라인상의 도
면, 이미지, 설계 설명서 자료
를 토대로 연구대상 공유공간
의 세부 계획특성 다이어그램
과 조사표 작성

분석: 세부 계획특성분석
단위세대 경계부,

주거동 내부
및 경계부 영역을

중심으로 '영역성, 개방성,
개성화'의 계획특성 분석

↓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공간 계획방법 제언

↓

결론 연구결과 종합 및 후속연구 제언

표 1. 연구의 절차 및 방법

2. 문헌고찰

2.1 공유공간의 개념과 공간구조

1) 공유공간의 개념

공동주거의 공유공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소유의 개념을 강조하면 공유

공간, 사용의 개념을 강조하면 공용공간이라 명명한다.6)

다시 말해 공동주거에서 개인의 사적 공간인 단위세대

이외에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에 대한

권한을 갖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 공동주거에서

단위세대의 사적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으로서 공유

공간을 정의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현대 공동주

거에서는 공, 사의 행위가 상호 접촉하고 반응하여 사성

과 공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게 되는데7) 사

5) 사례조사가 일부 주거유형(중층/고층형, 블록형/타워형 주거) 중

심으로 선정되었고 이들 사례에 나타난 공유공간 계획방법을

조사, 분석한 결론을 토대로 공유공간 계획방법을 제언하는 것

으로 하였다.

6) 조성룡, 공유영역, Space, 1993.8, pp.70

7)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소유, 점유, 방어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

적 특성으로서 ‘영역'으로 표기하였다. 이연숙 외, 밀레니엄 커

뮤니티 센터,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7,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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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위의 비중이 크면 준사적, 공과 접촉하는 비중이 크

면 준공적 성격의 영역이 형성된다.8) 예를 들어 거주자

공동체가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개인이 오랜 시간의 사용

을 통해 그 공간을 자신이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심리적 소유의식을 공유하면 준사적 영역으로서의 개념

이 적용될 수 있다.9) 또는 공공 공간에 해당되지만 직,

간접적인 외부 행위와의 물리적, 시각적 접촉과 빈도에

따라 준공적 영역의 성격이 부여될 수 있다. 이는 현대

주거공간에서 공, 사 공간의 물리적, 인식적 경계 개념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건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변적

구조, 투영적 재료, 혹은 프로그램의 조절을 통해 경계를

불명확하게 처리하는 경향과도 관계 깊다. 이에 따라 서

로 다른 영역의 개방, 접근, 연계 관계가 강화되고 각 공

간 기능이 전이적으로 침투되는 매개 영역이 형성되기

때문이다.10)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공동주거 단지 전체를

범위로 하여 거주자 집단이나 개인의 공, 사적 행위가 물

리적, 시각적으로 빈번히 접촉하고 반응함으로써 일종의

공유의식이 형성되는 매개적 성격의 준사적, 준공적 영역

모두를 공유공간이라 정의할 수 있다. 공동주거에서 공유

공간은 거주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도 개인과 공

동체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외부의 사용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 집단의식의 향상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타 집단에 대한 구별이 가능하며 공간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직, 간접적으로 통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공동주거에서 거주자 집단의 상호 접촉

과 교류에 의해 일종의 공유 의식 및 커뮤니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준사적, 준공적 성격의 공동체 영역을 공

유공간이라 정의하며, 도시 공동주거의 공간구조를 보다

세분화하여 각 공간구조에 존재하는 공유공간을 규명하

고 연구대상 공유간의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한다.

2) 공유공간의 공간구조

도시 공동주거 공유공간의 공간구조를 범위와 기능요

소에 따라 세분화하면 첫째, 개인의 사적 생활이 주가 되

나 공동체나 외부와의 신체적, 시각적 접촉이 허용되는

단위세대 경계부, 둘째,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주거동

내부 및 경계부, 셋째, 주거동 외부에서 거주자 공동체와

8) 사적, 공적 경계는 자신의 행위에 맞추어 영역이 형성되는 것

이며 행위가 개인적인 것이면 사적영역, 공과 접촉하는 행위를

하면 공적영역이 되어야 한다. 김광현 외 4, 현대 주거에 나타

나는 私性과 公性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6권 제11호, 2000.11, pp.3

9) 이효원 사회통합적 공동주택 모델을 위한 환경친화형 공유공

간 구축기술, 2010.7 pp.10

10)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 들뢰즈는 공간을 일회적이고 우연적인

유동성을 지닌 공간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현대 공동주거에

서 물리적, 인식적 경계가 불확실한 공간 개념이 출현하는 배

경이 되었다. 공, 사 행위가 접촉하는 공유영역의 경계가 분

리, 단절과 같은 비연속적 공간구조를 취하거나 경계의 불투

명성이 강조되어 안정, 방어, 프라이버시가 강조되기도 한다.

반면 연결, 중첩과 같이 연속적 공간구조로 계획되거나 경계

의 투명성이 강조되어 개방적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김리나,

관계적 경계확장에 의한 매개적 공유공간에 관한 연구, 건국

대학교 실내건축설계학과 석사논문, 2008, p.31 최미옥, 공간

의 경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석사논문, 2000

pp.11, 35-36

경우에 따라 외부인들과의 접촉이 발생하는 주거단지 내

부 및 경계부로 구분할 수 있다.11) 단위세대 경계부는 개

별 가구의 사적 영역에 최근접한 공유공간이다. 현대적

개념의 공유공간은 외부와의 직, 간접 접촉에 따른 공, 사

성의 교차와 공존 여부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데 단위세

대 현관부는 공적 접촉의 빈도가 가장 적으며 사적 영역

의 개념이 강한 준사적 개념의 공유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12) 주거동 내부 및 경계부의 공유공간은 단위세대

경계부와 직, 간접적으로 연결된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

터/홀, 로비, 출입구 등 이동형 공유공간과 휴게, 집회, 놀

이, 대피, 조경, 녹지 등 시설형 공유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동형 공유공간은 주거동 경계부에서 주거동 내부

의 단위세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거주자들의 접촉과 교

류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공간이다. 시설형 공유공간은

일정 장소에 소요 공간이 형성된 경우로서 건축가나 공급

자에 의해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데 거주자들의 접촉과 교류가 의도된, 목적적 공유공

간이다.13) 주거단지 내부 및 경계부의 공유공간은 단지 외

부의 공공 영역과 물리적, 혹은 시각적 수단에 의해 구분

되는 공간이다. 거주자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단지 내

보행도로나 외부 조경 공간, 지하나 지상부의 커뮤니티 복

리시설이 이에 해당된다<표 2>.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단위

세대 경계부와 주거동 내부 및 경계부에 존재하는 공유공

간에 집중하여 공유공간의 계획특성을 고찰하도록 한다.

영역14) 범위15) 기능요소

Private

space

단위세대

내부
침실,욕실,거실,주방,발코니 등

공

유

공

간

Semi-

Private

space￬
Semi-

Public

space

단위세대

경계부
단위세대 현관부

주거동 내부

및 경계부

복도, 계단/실, 브리지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

주거동 출입구, 중정 출입구,

주민복리시설, 필로티 하부 등

주거단지

내부 및

경계부

보행도로, 산책로, 출입구 등

중정, 조경시설, 광장 및 공원,

주민복리시설 등

Public

space
단지외부 단지주변 가로, 조경시설, 공공시설

연구범위 공유공간 영역

표 2. 공유공간의 공간구조

11) 이효원은 공동주거의 공간단위를 주거동, 주거단지, 주거지역

으로 구분하였고 이중 주거동 내 공유공간은 단위주거 앞 생

활공간, 주거동 내 이동공간, 주거동 출입 경계 공간으로 분

류하였다. 이효원, 앞의 자료, pp.27

12) 사적, 공적 영역은 매우 상대적이며 사람의 시각과 상황에 따

라 전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N.J. Habraken, Transformation

of the Site, Awater Press, 1983, pp.46

13) 이연숙(2000)은 주거단지 스케일에서 공유공간을 공간형과 시

설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공간형은 특정 목적을 갖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자연스러운 접촉과 대면이

행해지는 공간이며 주로 단지내 외부에 조성되는 공유공간이

다. 시설형 공유공간은 단지 내 설치를 요하는 부대, 복리시

설을 의미하며 이웃과의 교류를 위해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된 공간으로서 프로그램이 병행되어 효율적으로 관리되

는 공간이다. 이연숙 외, 앞의 책, pp.22-23

14) 공유공간과 관련된 공동주거의 영역구분 방식을 살펴보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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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유공간의 계획특성 분석의 틀

공동주거 거주자들의 수직적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

유공간의 세부 계획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커뮤니티’, ‘공

유공간/시설’, ‘공용공간/시설’, ‘주민 부대 복리공간/시설’,

‘계획방법/요소’를 키워드로 선행 연구문헌을 검토하였다.

이 중 단위세대 경계부와 주거동 내부 및 경계부의 공유

공간에 대한 계획특성들을 추출하여 상호 유사 개념과

어휘들을 정리한 결과 영역성, 개방성, 개성화로 압축할

수 있었다. 공유공간의 계획특성에 대한 분석의 틀은

<표 3>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연구자 계획특성

C.M

Deasy

(1996)16)

교류,

프라이버시,

아이덴티티,

방어, 전이

⇒

영역성:

소유, 방어,

위요, 안전

프라이버시

a.공간구축

b.공간배치

c.공간점유

대한도시

주택공사

(2001)17)

개방, 연계,

접근, 연속,

프라이버시,

위요
개방성:

경계, 연속,

접근, 근접,

쾌적, 교류

a.경계구조

b.접근방식
남용훈,

신중진

(2005)18)

교류, 안전,

심미, 정체

박정은,

이효원

(2010)19)

일상, 접근,

쾌적, 개방,

연계, 위요
개성화:

정체, 심미,

아이덴티티

a.아이덴

티티

b.심미
조성희,

최인영

(2011)20)

소유, 경계,

근접, 개성

(영역성)

표 3. 공유공간 계획특성 분석의 틀

트만(Altman, 1975)은 사적인 1차영역과 공적영역 사이에서의

배타적 성격을 갖는 2차영역에 대해 언급하였고, 뉴먼(O.

Newman,1978)은 사적, 공적 영역 사이의 반사적, 반공적 매

개영역에서 방어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손세관(1986)은 사적,

공적 영역 사이의 공유영역 개념을 정면, 친밀, 활용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상준(1991)은 신체, 공유, 공공 영역으로 구

분하면서 사회적 접촉과 집단의 안정을 위해 공유영역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손세관, 사회적 장소의 구성패턴과 서민

주거단지계획의 기본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21권

제3호, 1986, 6, pp.154-155, 조성희, 최인영, 영역성 측면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

집, 제22권 제1호, 2011.1, pp.59

15) 공동주거 공간과 관련하여 강지명(1988)은 공유공간을 반사,

반공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반사적 영역은 단위세대로 옮겨가

는 공간, 반공적 영역은 단지 내 친밀화된 공동체 공간으로

파악하였다. 권민수(2004)는 공유영역을 주호 및 주동 주변의

반사적 영역과 단지 내부의 반공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효원(2010)은 반사적, 반공적 공유영역에 대하여 각각 주거동,

주거단지, 주거지역에서 세부 영역을 지정하여 설명하였다.

조성희, 최인영, 앞의자료, p.60, 이효원, 앞의 자료, 2010.7, pp.21

16) C.M Deasy, 인간행태와 건축디자인, 한필원역, 기문당, 중판,

1996.9, pp.70-71

17)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아파트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

안연구, 2001.10, pp.9

18) 남용훈, 신중진, 커뮤니티 개념을 고려한 아파트 계획기법에

관한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6권 제3호, 2005.9, pp.9

19) 박정은, 이효원, 사회통합형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공유공간의

디자인 요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통권 제26권, 제6

호, 2010.6 pp.19-20

1) 영역성

개인이나 거주자 공동체가 소유, 방어, 안전, 위요, 프

라이버시 확보를 통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얻게 되

는 공간적 특성이다. 공유공간의 영역 형성과 관련한 계

획방법은 공간구축방식21), 공간배치방식(평면배치방식, 단

면배치방식)22), 공간점유방식23)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A. 공간구축방식: 주거동 매스계획에서 공유공간을 형

성하는 방식이며 첨가형, 삭제형, 연결형, 돌출형, 적층형,

독립형으로 구분한다<표 4>.

가. 첨가형(addition): 주거동 매스에 덧붙임

나. 삭제형(subtraction): 주거동 매스에서 공간을 삭제

하여 보이드 형성

다. 연결형(connection): 분리된 두 개 이상의 주거동

매스를 서로 연결

라. 돌출형(extrusion): 주거동 매스에서 실내부의 기능

이 밖으로 연장되어 돌출

라. 적층형(accumulation): 공간을 수직적으로 쌓아올림

바. 독립형(island): 주거동 매스의 경계부에 인접하여

독립적으로 분리

공

간

구

축

방

식

첨가형 삭제형 연결형

돌출형 적층형 독립형

표 4. 공간구축방식

B. 공간배치방식: 주거동 평면과 단면에서 공유공간을

조닝하는 방법이며 평면배치방식과 단면배치방식으로 구

분한다<표 5>.

가. 평면배치방식: 공유공간의 평면배치방식으로서 집

중균재형, 집중편재형, 분산균재형, 분산편재형으로 구분

한다.

나. 단면배치방식: 공유공간의 단면배치방식으로서 저

층형, 중층형, 고층형, 분산혼합형으로 구분한다.

C. 공간점유방식: 공간 사용자의 범위에 따라 개별점

유, 그룹점유, 거주자 전체 점유공간으로 구분한다.

가. 개별점유: 단위세대 하나 당 하나의 공유공간을

점유

나. 그룹점유: 2개 이상의 단위세대가 소규모로 그룹

핑을 하여 한 공유공간을 점유

다. 전체점유: 전체 거주자가 점유

20) 조성희, 최인영, 앞의 자료, 2011.2, pp.60

21) 서유진, 김진균, 현대 고층 집합주거 건축물 내부에서 나타나

는 새로운 공유공간 구축 효과에 관한 연구, 2007, pp.134, 참

조 추가하여 재구성

22) 이연숙,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2000, pp.255 참조 재구성

23) 서유진, 김진균, 앞의 자료, pp.135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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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준공 동/층수 시설면적(㎡) 세대수 형태유형 주요 공유공간 조사대상

Housing for Residetapes '09 3/11 4,400 137 불록형 데크정원, 커뮤니티룸

Frosilo '05 1/10 9,800 84 슬래브형 로비, 아트리움

Living in Park '09 4/4,10 20,683 184 블록형 노인정, 다목적실

Celosia '09 1/10 21,550 146 블록형 중정, 공용테라스 √

Mosler Lofts '07 1/12 22,557 148 타워형 커뮤니티시설, 루프가든

Levent Loft '07 1/5,8,12 30,000 144 슬래브형 로비, 커뮤니티시설

Mountain Dwellings '08 1/11 33,000 80 슬래브형 지상주차장, 아트리움

Parkrand '06 5/12 33,500 223 타워형
슬래브형

중정, 데크테라스 √

8 House '10 3/10 61,000 476 블록형 중정, 보행로, 현관부 √

Newton Suites '08 1/36 11,834 118 타워형 커뮤니티시설, 스카이가든, 그린월 √

Mirador '05 1/22 19,300 156 슬래브형 스카이가든, 복도, 내부계단/브리지

The Ascent
@ Roeblings' Bridge

'08 1/20 28,800 70 타워형 정원, 수영장

A'Beckett Tower '11 1/33 29,700 287 타워형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Illa de la Lume '05 3/5,18,26 47,166 230 블록형
타워형

중정, 커뮤니티시설 √

The Met '09 3/66 112,833 370 타워형 커뮤니티시설, 스카이가든

Linked Hybrid '09 9/14-21 220,000 644 타워형 스카이브리지, 루프가든 √

the Pinnacle @ Duxton '10 7/50 233,657 1,848 타워형 스카이브리지, 스카이데크

Strata SE1/BFLS '10 1/43 306,000 408 타워형 로비, 커뮤니티시설

:중층형 :고층형

표 6. 공동주거 사례 샘플링 및 조사대상 공동주거 선정

평

면

배

치

방

식 집중균재형 집중편재형 분산균재형 분산편재형

단

면

배

치

방

식 저층형 중층형 고층형 분산혼합형

표 5. 평면, 단면배치방식

2) 개방성

공유공간 구획을 이루는 경계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시

각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간이 차단 또는 연속되는

특성이다. 주거동 내외부에서 공유공간으로의 접근성 증

대를 통해 공간의 이용과 활용성을 높이고 주변 실내외

환경의 연속성을 향상시키는 계획방법을 의미하기도 한

다.

A. 경계구조24): 공유공간의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공간의 경계 표출 방식이며 공간의 확장과 주

변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획방법이다. 보이

드, 투영/반투영, 녹지, 그래픽 경계 구조로 구분한다.

가. 보이드: 공간을 비우거나 생략함으로써 물리적, 시

각적으로 공간의 개방성

나. 투영, 반투영: 투영, 반투영성 재질의 표면을 통해

시각적, 물리적으로 형성되는 공간의 개방성

다. 녹지: 자연환경 요소인 녹지 도입을 통해 실내외

공간의 연속성과 개방성

24) 김리나, 앞의 자료, pp.61-64 참조 추가하여 재구성

라. 그래픽: 슈퍼그래픽 이미지나 디지털 영상물 요소

를 도입

하여 불확정적 경계와 다의적 해석을 불러일으켜 심

리적으로 형성되는 교류와 소통에 의한 개방성25)

B. 접근방식26): 거주자나 건물 사용자가 주거동 출입구

나 단위세대로부터 해당 공유공간으로의 물리적 진입이

용이하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방법이다. 공유공간으로

의 자연스런 진입을 유도하는 동선, 진출입으로 구분한

다.

가. 동선: 공유공간에 접근하는 주거 내외부의 이동 동

선경로

나. 진출입: 공유공간 진출입구의 위치 및 개소

3) 개성화27)

개인이나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여 공유공간을 구

체화하고 주변 환경과의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식별성과

소속감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방법이다. 공유공간의 매스

배치, 형태, 색채, 재료, 이미지, 오브제 등의 디자인 요소

들을 차별적으로 계획함으로써 공간의 심미성, 쾌적성,

장소성을 확보할 수 있다.

A. 아이덴티티: 매스 배치와 형태의 차별적 계획을 통

한 커뮤니티와 개인의 정체성과 장소성 표현

B. 심미: 색채와 재료, 이미지, 오브제 등의 특색 있는

적용을 통한 공유공간의 개성적 표현

3. 사례조사와 분석

3.1 조사대상과 방법

먼저 사례조사를 위한 샘플링 추출을 위해, 최근 2005

년 이후 국외 대도시 지역에 준공되었으며 일정 세대수

(50세대)이상28), 주거규모 중층형(8층 이상), 고층형(13층

25) 김리나, 앞의 자료, pp.63-64, 최미옥, 앞의자료, pp.11



수직적 도시 공동주거 커뮤니티에 적용된 공유공간의 계획특성 연구 / 조민정

Journal of the KIEAE Vol. 11, No. 5  2011. 1060

기호 A B C D E F

이미지

프로젝트명 Celosia
Newton Suites

Parkrand Illa de la Llum 8 House Linked Hybrid

준공년도 2009 2007 2006 2005 2010 2009

건축가 MVRDV WOHA MVRDV Ignacio Paricio,
Lluís Clotet

BIG Steven Hall

위치
Sanchinarro,

Madrid, Spain
Novena,
Singapore

Amsterdam,
Netherlands

Barcelona,
Spain

Copenhagen,
Denmark

Beijing,
China

지역성격 대도시 외곽,
주거지역

대도시 중심,
주거, 상업지역

대도시 외곽,
공원, 주거지역

대도시 외곽,
상업, 주거지역

대도시 외곽,
공원, 주거지역

대도시 중심,
상업, 주거지역

주거유형 중층형/
블록형

고층형/
타워형

중층형/
타워형+슬래브형

고층형/
블록형+타워형

중층형/
블록형

고층형/
타워형

대지면적 7,720㎡ 3,842㎡ 19,600㎡ 32,940㎡ 21,000㎡ 61,800㎡

시설면적
(용적률)

21,550㎡
(278.5%)

11,834㎡
(308.0%)

33,500㎡
(170.9%)

47,166㎡
(143.2%)

62,844㎡
(299.2%)

221,000㎡
(357.6%)

동수, 층수 1동, 10층 1동, 36층 5동, 12층 3동, 5, 18, 26층 3동, 10층 9동, 14-21층

세대수
(호수밀도)

146세대
(18.9)

118세대
(3.1)

240세대
(12.2)

230세대
(6.9)

476세대
(22.7)

644세대
(10.4)

시설용도 주거, 상업 주거 주거, 업무, 교육 주거, 상업, 업무 주거, 업무, 상업 주거, 상업, 교육,
체육, 문화, 숙박

공
유
공
간
현
황

단위세대
경계부 *단위세대 현관부 *단위세대 현관부 *단위세대 현관부 *단위세대 현관부 *단위세대 현관부 *단위세대 현관부

주
거
동
내
부

및

경
계
부

이
동
형

*주거동 출입구
*중정 출입구

*주거동 출입구
*환경데크 출입구

*주거동 출입구
*중정 출입구

*주거동 출입구
*중정 출입구

*주거동 출입구
*중정 출입구 *주거동 출입구

계단실,엘리베이터 계단실,엘리베이터 계단실,엘리베이터 계단실,엘리베이터 계단실,엘리베이터 계단실,엘리베이터

복도 복도 복도 복도 복도(보행로/자전거
로)(1-10F) 복도, 브리지

시
설
형

지하주차장
(B1F)

지상주차장
(1-4F)

지하주차장
(B1,1F)

지하주차장
(B1F)

지하주차장
(B1F)

지하주차장
(B1, B2F)

*중정(1F) *환경데크(5F) *중정(2F) *중정(1F) *중정(1F) -

*공용테라스
(1-10F)

*그린월
*스카이가든(10,14
,20,24,28,31,36F)

*데크테라스(3F) *커뮤니티
시설(1F) -

*루프가든(5, 10F)
*스카이루프

(12-17F)

* 굵은 글씨체: 중점 연구대상 공유공간, -: 해당 없음, 중정,환경데크: 주거동 경계부에 면한 외부 중정, 환경데크 영역, 호수밀도:
세대수/대지면적

표 7. 조사대상의 건축개요 및 공유공간 현황

이상)으로서29) 주거동 내부 및 경계부에 공유공간이 도입

된 18사례의 공동주거를 샘플링하고 기본 건축사항과 주

요 공유공간을 조사하였다<표 6>. 샘플링 자료 중 수직

적 도시 공동주거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유공간 계획

개념이 주요 계획 이슈로 작용하였고 다양한 공간계획방

법이 공유공간 디자인에 적용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샘플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블록형

과 타워형 주거 중심으로 최종 6사례를 선정하였다<표

6>30). 이어서 각 6사례들의 세부 건축개요를 조사하여

26) 박정은, 이효원, 앞의 자료, pp.20 참조 재구성

27) 조성희, 최인영, 앞의 자료, pp.60 참조 재구성

28) 세대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장 복리시

설 조항)>을 참조하여 50세대 이상으로 하였다. 최종 조사대

상 선정에서는 동일 법규 조항에서 규정한 주민복리시설(주

민운동시설, 보육시설, 소도서관 등)설치 기준인 300세대 이상

및 5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29) 층수규모 기준은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

에 관한 조례(제2조5,6,7항)>를 참조하여 중층:8층이상-12층이

하, 고층:13층 이상으로 중층과 고층 공동주거를 구분하였다.

30) 건축가의 설계설명서를 참조하여, 공유공간이 주요 계획 이슈

지역, 규모, 공유공간 현황을 파악고 단위세대 경계부와

주거동 내부 및 경계부 범위에 집중하여 공유공간의 실

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공간 범위에서 커뮤니

티 공간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공유공간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추출한 후<표 7>31), 앞장에서 도출된

영역성, 개방성, 개성화의 분석의 틀에 따라 세부 계획특

로 작용하였으며 다양한 공간계획방법(영역성, 개방성, 개성화

의 세부 계획)을 통해 공유공간을 구성한 사례들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시되었다. 또한 최종 사례 선정에 있어 중층형 주거

중 슬래브형인 Frosilo(중앙부의 거대 아트리움 보이드 공간

외 특이사항 없음), Leven loft(커뮤니티시설 위치정보 불분

명), MTN(단면방식상 테라스형으로서 일반적으로 도시 공동

주거에서 많이 적용되지 않음)와, 고층형 주거에서 슬래브형

인 Mirodor (Parkrand 사례와 공간구축방법이 거의 유사한 것

으로 판명)를 제외한 블록형과 타워형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31) 분석의 단위는 공통된 계획요소로서는 단위세대 경계부의 단

위세대 현관부와 주거동 내부 및 경계부의 이동형 공유공간

인 주거동 출입구, 중정/환경데크 출입구(중정이나 환경데크

가 있는 경우)를 선정하였고, 특화된 계획요소로서는 사례별

로 주거동 내부 및 경계부의 시설형 공유공간(주차장 제외)들

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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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정/중정 출입구, 주거동 출입구, 공용테라스, 단위세대 현관부

영

역

성

*

공간구축방식 적층형 평면배치방식 분산균재형 단면배치방식 분산혼합형

적층(2층 규모 주거 블록을 체크보드

형식으로 적층하여 중앙부 중정과 각 층의

공용테라스 보이드 형성)

분산혼합형(중정:1층, 공용테라스, 단위세대

현관부:1-10층)

공간점유방식 전체점유(중정/중정 출입구, 주거동 출입구) + 그룹점유(공용테라스) + 개별점유(단위세대 현관부)

개

방

성

경계

구조
보이드

중심부 중정은 주거유닛에 시각적, 물리적으로 개방되고 주거단지 내부의 위요감 형성, 각 층마

다 공용테라스 공간을 두어 중정, 단위세대 현관부, 외부 도시를 시각적으로 개방하여 연계, 공

용테라스 보이드를 통한 자연환기로 주거의 쾌적감 증대 및 그룹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 형성

접근

방식

동선
1층 주거동 출입구→중정

1층 주거동 출입구→계단실/외부계단/브리지→공용테라스→단위세대 현관부→단위세대

진출입
중정(1층 출입구 6개소), 공용테라스(각층 계단실 6개소 또는 외부계단, 브리지로 진입), 단위세

대 현관부는 공용테라스와 연결

개

성

화

아이덴

티티

균일하게 교차하는 주거 매스의 입체적 배열로 솔리드와 보이드 패턴의 규칙적 반복에 의한 입

면의 리듬감 형성, 각 세대마다 계단실 코어 주위에 공용테라스와 연계된 단위세대 현관부를

두어 사적 개성화 공간 제공

심미

단조로운 노출 콘크리트 외벽에 광택 마감처리, 각 층 슬래브 바닥의 흰색 수평띠, 긴 수직적

창문과 투명유리의 창문 파라핏에 의한 입면의 변화 추구, 단위세대 현관부 내부 흰색 벽면은

외부 노출 콘크리트 벽면과 대조

B 환경데크/환경데크 출입구, 주거동 출입구, 그린월, 스카이가든, 단위세대 현관부

영

역

성

*

공간구축방식 독립형 + 돌출형 평면배치방식 분산편재형 단면배치방식 분산혼합형

독립(환경데

크/지상주차

장 매스를

주거 매스에

인접하여

분리) +

돌출(그린월

과 4개층

마다 외부로

돌출된

스카이가든)

공간점유방식
전체점유(환경데크/환경데크 출입구, 주거동 출입구, 그린월) + 그룹점유(스카이가든) + 개별점유(단위세대

현관부)

개

방

성

경계

구조

보이드
외기에 노출된 남측 계단실 측벽의 그린월과 계단은 그린월의 입면 돌출로 인해 보이드 효과 형

성, 주거동 1층 출입구는 4개층이 오픈된 거대 보이드 필로티 처리

반투영 스카이가든 남측은 수평 띠 난간 처리하여 개방감 확대

녹지

환경데크 상부 바닥녹화와 식재 처리, 지상주차장 벽면녹화를 환경데크 난간까지 연장, 그린월은

계단실 측벽을 전 층에 걸쳐 벽면 녹화하고 외부에 개방, 스카이가든 바닥은 식재와 수공간 처

리

그래픽
주거동 출입구 로비는 그래픽 패널로 벽면, 천장, 바닥 마감하여 주거동 출입구의 일체감 형성,

주거동과 외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거영역을 구체화

접근

방식

동선
1층 지상주차장→계단실→환경데크, 1층 주거동 출입구→엘리베이터/계단실→연결 브리지→환경

데크, 1층 주거동 출입구→엘리베이터/계단실/복도홀→그린월/스카이가든/단위세대 현관부

진출입
환경데크(계단실 1개소, 주출입구 1개소), 주거동 출입구(주출입구 1개소. 계단실 2개소, 엘리베

이터 2개소), 스카이가든/그린월/단위세대 현관부(각 층 엘리베이터 복도홀에서 직접 연결)

개

성

화

아이덴

티티

주거매스와 분리된 4개층의 지상주차장 상부에 커뮤니티 시설(수영장, 자쿠지, 짐, 운동실)이 삽

입된 환경데크를 조성하고 상부 녹화 및 수공간 처리, 환경데크 하부 주차장 매스 벽면, 그린월,

스카이가든, 주거동 출입구 등 연면적의 130%를 녹화하여 도시속의 공원형 주거타워 형성

심미
스카이가든과 그린월의 돌출된 매스는 입면의 변화요소로 작용, 스카이가든은 주거유닛의 발코

니 돌출매스 및 입면의 수평띠 루버과 함께 수직적 타워에서 수평성 강조

* 참고문헌 이미지 출처의 도면을 편집하여 재구성함

표 8. 공유공간 계획특성 분석 -1 (계속)



수직적 도시 공동주거 커뮤니티에 적용된 공유공간의 계획특성 연구 / 조민정

Journal of the KIEAE Vol. 11, No. 5  2011. 1062

C 중정/중정 출입구, 데크테라스, 주거동 출입구, 단위세대 현관부

영

역

성

*

공간구축방식 연결형 평면배치방식 분산균재형 단면배치방식 분산혼합형

연결(5개의 주거 타워를 저층, 고층부의

수평적 주거 매스로 연결하여 거대

보이드의 중정과 데크테라스 형성)

공간점유방식 전체점유(중정, 데크테라스, 주거동 출입구) + 그룹점유(단위세대 현관부)

개

방

성

경계

구조

보이드
5개의 주거동 타워와 고층부, 저층부의 연결 매스로 보이드의 중정, 데크테라스 형성, 중정과

데크테라스는 주거 단지의 위요성과 외부 개방감 확보

투영 데크테라스 경계부에 투명 유리 난간을 사용하여 외부 개방성 확대

녹지 데크테라스의 어린이 공간 바닥 일부에 녹지를 사용하여 외부 공원과의 연계성 확대

접근

방식

동선
1층 주거동 출입구→1층 중정→실외 계단/브리지/계단실→3층 데크테라스

1층 주거동 출입구→1층 중정→주거동 계단실→각층 홀/복도→단위세대 현관부

진출입
주거동 출입구(1층 2개소), 중정 출입구(1층 7개소), 데크테라스(1층 중정 및 실내 계단실 10개

소), 단위세대 현관부(1층은 중정에서 진입, 그 외 층은 계단실이나 복도로부터 연결)

개

성

화

아이덴

티티

5개의 주거동 타워를 저층부(2개층)와 최상층(2개층) 매스로 연결한 거대 주거 매스 형태로 재

개발 지역의 랜드마크화, 보이드 내부의 준사적 공유공간에 면한 외벽은 흰색 패턴벽돌을 사용

하고 외부 공적공간에 면한 외벽은 어두운 콘크리트 패널을 사용하여 영역을 대조적으로 표현

심미

데크테라스는 어린이 공간, 거실공간, 다이닝공간 컨셉으로 디자인하여 나무, 화분, 샹들리에,

테이블, 소프트 퍼니쳐, 조명기구, 슬라이드 등의 흰색, 파란색, 붉은색의 원색 계열 오브제 배

치, 중정의 외벽 벽돌 패턴과 사인 그래픽 디자인 사용

D 중정/중정 출입구, 커뮤니티 시설, 주거동 출입구, 단위세대 현관부

영

역

성

*

공간구축방식 첨가형 + 독립형 평면배치방식 분산균재형 단면배치방식 저층형

첨가,

독립

(주거매스

3동에

커뮤니티

매스들을

첨가,

독립하여

중정을

공유하는

주거블록

형성)

공간점유방식 전체점유(중정/중정 출입구, 커뮤니티 시설) + 그룹점유(단위세대 현관부)

개

방

성

경계

구조

보이드
3개의 주거동을 5면의 대지경계선에 면해 배치하여 중앙에 거주자들을 위한 보이드 중정을 형

성, 주거동 경계부는 중정 출입구와 저층부 매스의 보이드 공간에 의해 형성

반투영
주거 매스의 발코니 외벽은 슬라이딩 셔터로 투영과 반투영 상태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사적 영역과 공적 외부공간(가로 및 내부 중정)에 대한 개방관계 조절

녹지 중정은 녹지와 각종 운동, 휴게시설을 두어 도심속에 거주자들을 위한 휴식공간 형성

접근

방식

동선
1층 중정 출입구→중정

1층 주거동 출입구→홀→엘리베이터→복도→단위세대 현관부

진출입 중정 출입구(1층 외부 2개소, 내부 다수), 주거동 출입구(1층 6개소)

개

성

화

아이덴

티티

저층형 주거 매스 1개동과 고층형 주거 타워 2개동의 외피 시스템을 통일하여 전체적으로 일

체화된 입면구성, 1층 중정 내부는 상업 및 업무시설과 차단하고 외부 및 내부 출입구를 통해

진입 허용, 저층부와 중정에 거주자 커뮤니티 시설(커뮤니티룸, 테니스코트, 운동시설, 수영장,

어린이 놀이공간) 배치

심미

저층부 커뮤니티 시설 및 주거등의 슬라이딩 알루미늄 셔터는 변화하는 불규칙적 입면의 파사

드 패턴 형성, 알루미늄 셔터로 빛의 투과와 그림자 조절, 기능성과 입면에서 공간의 다양한

깊이감 형성

* 참고문헌 이미지 출처의 도면과 3D 모델을 편집하여 재구성함

표 9. 공유공간 계획특성 분석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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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중정/중정 출입구, 주거동 출입구, 단위세대 현관부

영

역

성

*

공간구축방식 적층형 + 삭제형 평면배치방식 분산균재형 단면배치방식 분산혼합형

적층(보우타

이형태 주거

매로 이중

중정 형성)

+ 삭제

(터널통행로,

단위

세대 매스

및 현관부)

공간점유방식 전체점유(중정/중정 출입구, 주거동 출입구) + 개별점유(단위세대 현관부)

개

방

성

경계

구조

보이드

2개의 중정은 보행로/자전거로 및 단위세대에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나 1층 상업시설과는 차

단되어 있어 내부의 개방성과 위요감 형성, 외기에 면한 터널 형식의 보이드 통행로가 단지 외부

와 주거동 내부 중정을 연결

녹지
중정의 녹지 및 조경과 경사 지붕면의 녹지는 단지 외부 자연환경과 연계, 보행로/자전거로에 면

한 단위세대 앞 현관부에는 사선형의 화단(녹지+외벽) 설치하여 시선차단 및 개방감 조절

투영 단위세대 현관부 주변 외부계단 및 중정에 면한 난간은 투명 유리패널 설치하여 개방감 확대

접근

방식

동선
1층 주거동 출입구→터널/외부계단→중정, 1층 주거동출입구→1층 외부계단/계단실→보행로→단

위세대 현관부

진출입
중정(터널 통행로 5개소: 터널 3개+외부계단 2개), 주거동 출입구(계단 3개, 중앙 계단실 코어 1

개와 연결), 단위세대 현관부(보행로/자전거에서 직접 연결)

개

성

화

아이덴

티티

보우타이(bowtie) 형태의 건물 배치를 기본으로 일조건을 반영하여 지층면으로부터 10층 높이까

지 힐사이드형 경사 지붕면과 케스케이드형 단위세대 형성으로 차별화된 디자인 시도, 단위세대

현관부에 사선형의 화단을 설치하여 사적 개성화 공간 제공

심미

단위세대 외벽 및 현관부 화단은 밝은 은회색 메탈 쉬트 패널, 보행로 바닥은 밝은 무채색 계열

의 타일로 처리하여 경사 지붕면의 녹지와 주거 매스를 구분, 1층 주거동 출입구과 중정 출입구

(터널 통행로) 실내부는 오렌지색 계열의 메탈 쉬트 패널로 통일하여 심미성 고려

F 루프가든, 스카이루프, 주거동 출입구, 단위세대 현관부

영

역

성

*

공간구축방식 연결형 평면배치방식 분산균재형 단면배치방식 분산혼합형

공간점유방식 전체점유(루프가든 일부, 스카이루프, 주거동 출입구) + 그룹점유(루프가든 일부, 단위세대 현관부)

개

방

성

경계

구조

투영 철골구조의 스카이루프 외벽은 투명 유리 처리하여 공간의 시각적 확장과 개방성 강조

녹지 주거동 타워의 중층부 옥상 4개소에 녹지를 계획하여 루프가든화 하고 주변도시와의 연계성추구

접근

방식

동선

1층 주거동출입구→로비→엘리베이터→17층, 또는 12층 진입라운지→스카이루프→순환

1층 주거동출입구→로비→엘리베이터,실외에스컬레이터→퍼블릭,시네마루프가든→퍼블릭루프가든

1층 주거동출입구→로비→엘리베이터→복도→단위세대 현관부

진출입

스카이루프(주거동 타워 2개소 16층,17층 진입, 호텔동 타워 1개소, 12층 진입),

거주자 루프가든(주거동 타워 4개소 5층, 10층 진입), 퍼블릭 루프가든(거주자루프가든 중 2개소

는 일반인에 개방, 1층 외부 에스컬레이터 1개소 진입, 브리지로 시네마/어린이루프가든 연결)

개

성

화

아이덴

티티

8개 주거동 타워와 1개 호텔동을 8개의 실내 브리지로 고층부에서 연결하고 다양한 공공 프로그

램을 삽입하여 도시 상부 마이크로 어바니즘(micro urbanism)화로 차별화 시도, 단순한 수평적

연결 브리지가 아닌 수직적 단면 변화를 통해 공간의 교차와 다양성 추구

심미

고층부는 격자형 콘크리트 패널의 주거블럭과 대조되는 투명한 유리매스로 스카이루프 디자인

차별화, 스카이루프의 외피 하부 바닥면을 원색계열의 칼라 알루미늄 패널로 마감하여 변화와 생

동감 조성, 중층부는 루프가든의 조경디자인 특화

* 참고문헌 이미지 출처의 도면을 편집하여 재구성함

표 10. 공유공간 계획특성 조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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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온·오프라인 상의 도면, 이

미지, 설계 설명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다이어그램

과 분석표를 작성하였다<표 8, 9, 10>.

3.2 공유공간의 계획특성 분석

1) 영역성

영역성에서는 공간구축방식, 공간배치방식(평면배치,

입면배치), 공간점유방식에 대한 계획방법을 분석하였다.

공간구축방식은 적층형(A, E), 삭제형(E), 연결형(C, F)

첨가형(D), 독립형(B, D), 돌출형(B)이 주로 적용되었다.

A사례의 경우 4-6개의 단위세대 그룹과 계단실 코어로

구성된 2층 규모의 기본 주거 매스들을 체크보드 형식으

로 적층하여 주거동을 구성하였다. 중앙부에는 거주자 전

체를 위해 전 층에 오픈된 보이드형 중정을 두고 각 층

마다 그룹별 공용테라스들을 6개씩 배치하여 전체 프로

젝트에서 공유공간이 비중 있게 다뤄졌음을 알 수 있다.

E사례는 주거 매스를 연속적인 보우타이(bawtie) 형태로

적층하는 방식을 통해 2개의 내부 중정을 형성하였다. 또

한 아트리움과 중정 출입구의 터널 통행로 공간를 위해

매스를 삭제하여 보이드를 형성하고 이곳을 주거동 및

중정출입구로 계획하였다. 연결형인 C, F사례는 공간구축

방식은 유사하나 전혀 다른 성격의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C사례의 경우 12층 규모의 주거 타워 5개 동을 각

각 저층부와 고층부의 주거 매스로 연결하는 공간구축방

식을 적용하였다. 이로써 2개의 거대 오픈 보이드가 형성

되었으며 모든 단위세대는 시각적으로 외부에 개방되도

록 하였다. 또한 저층부에 2개의 중정과 데크테라스를 설

치하여 커뮤니티 전체를 위한 공유공간으로 할애하였다.

F사례는 8개의 주거 타워와 1개의 호텔 타워를 고층부에

서 공유공간 브리지 매스로 연결하여 스카이루프를 형성

하는 공간구축방식을 적용하였다. 저층부의 상업 및 공공

정원 시설, 중층부의 스카이가든에 이어 고층부에는 스카

이루프의 3단계 수직적 도시 커뮤니티 존을 형성하였다.

첨가, 독립형의 혼합인 D사례는 2개동의 고층 주거 타워

와 1개동의 저층형 주거동을 중앙부 중정을 위시하여 배

치하였다. 저층부에 공유공간 매스를 주거동 경계부에 첨

가하거나 인접한 방식으로 계획하였으며 중정을 둘러싸

고 커뮤니티룸, 테니스코트, 운동시설, 수영장, 어린이 놀

이공간 등 거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유공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B는 주거동 경계부에 인접하여 4층 규모의

독립된 거주자 주차건물 옥상에(5층) 환경데크를 두어 녹

지 및 데크, 수영장, 자쿠지, 운동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

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돌출형의 공간구축방식도 적용되

었는데, 외기에 면한 계단실 측벽 전체를 건물 입면 밖으

로 돌출하여 그린월을 두거나, 10층 이상부터 4개층 마다

주거동 내부 엘리베이터 앞 공용홀을 건물 외부로 연장

함으로써 돌출된 매스의 스카이가든을 계획하였다. 스카

이가든에는 식재와 수공간을 두어 중, 고층부에서도 소규

모 거주자 그룹을 위한 공유공간을 조성하였다. 스카이가

든이 없는 층에서는 스카이가든과 동일한 위치에 발코니

형식의 소규모 공유공간을 층마다 두어 엘리베이터 앞

공용홀의 자연채광과 환기조건을 고려하였다.

공간배치방식은 평면배치방식과 단면배치방식으로 구

분하여 조사하였다. 대다수의 사례에서 건물 규모와 형태

유형의 구분 없이 분산균재형 평면배치(B형은 분산편재

형)와 분산혼합형 단면배치(D형은 저층형)가 적용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동의 수평, 수직적 영역 전반에

걸쳐 공유공간이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또

한 B, D, F사례의 경우는 거주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

그램의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되었다. 따라서 공유공간의

수평, 수직적 배치 관계를 비교적 균일하게 하고 프로그

램을 다양화함으로써 거주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커뮤

니티를 형성하는 계획적 관점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A, B사례와 같이 이동형 공유공간

에 면한 중, 고층부의 시설형 공유공간은 인접한 단위세

대 현관부의 채광, 환기 등 환경적 조건에 밀접한 영향이

있어 평면 계획 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공간점유방식은 F사례의 스카이루프를 제외하면(일반

외부인에게도 개방) 일반적으로 저층부에는 거주자 전체

점유형 공유공간을(A, B, C, D, E, F), 중, 고층부로 갈수

록 소규모 단위의 그룹 점유형이나(A, B, C, D, F) 개별

점유형(A, B, E) 공유공간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유공간의 수직적 조닝과 공간점유방식의 관

계를 살펴보면, 저층부에는 거주자 전체를 위한 시설형

공유공간을 두고 중, 고층부에는 코어 및 홀, 복도의 내부

가로형 공유공간에 면해 소규모 그룹이나 단위세대를 위

한 시설형 공유공간을 배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선이 집중되는 저층부나 내부가로에 인접해 공유공간

을 집약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

하는 한편, 각 층별, 혹은 조닝별로 공유공간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개방성

개방성에서는 경계구조, 접근방식의 계획방법을 분석하

였다.

경계구조는 보이드(A, B, C, D, E), 투영(B, C, E, F),

반투영(B, D), 녹지(B, C, D, E, F), 그래픽(B) 방식이 적

용되었다. A를 제외하면 각 사례마다 두 가지 이상의 다

양한 경계 구조를 혼합하여 공유공간의 시각적, 물리적

개방감을 확대하였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거주자들의 접

촉과 교류를 증대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주변 도시환경과

의 연계를 강조하는 계획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32) 보이드형 경계구조는 주거동 출입구, 중정, 테라

스, 그린월, 터널 통행로와 같이 주로 외기에 면한 공유공

간 계획에 적용되었다. A, C, D, E사례에서는 주거 매스

공간구축방식에 의해 중앙부에 보이드형 중정이 조성됨

에 따라 주거동 전 층에 걸쳐 내부로 오픈된 개방형 공

유공간이 조성되었다. A사례의 경우 중정과 함께 각 층

32) MVRDV, WOHA, Ignacio Paricio, Lluís Clotet, BIG, Steven

Hall의 프로젝트 설명서에 따르면 공유공간의 배치, 건축 경

계면의 재료, 프로그램 선정과 동선 계획 등에 있어 외부 도

시환경과의 시각적, 물리적 개방성과 연계성에 대한 계획개념

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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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6개의 공용테라스 보이드를 두어 주거동 내부의 중

정과 외부 도시환경을 매개하는 개방성과 연계성을 극대

화하였다. 또한, 단위세대 현관부는 공용테라스를 거쳐

진입하도록 배치하였는데 거주자들의 물리적 접촉을 증

대시켜 커뮤니티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계획되었

다33). B사례에서는 주거동 출입구에 4개층 높이의 필노

티 보이드 공간을 두어 진입부의 개방성을 높였으며 외

기에 면한 계단실 측벽 전체를 주거동 외부로 돌출하여

그린월을 조성함으로써 수직적 보이드 공간을 강조하였

다. 투영성 경계구조는 투명 유리 외벽(F)이나 유리 난간

(C, E), 반투영 난간(B)과 같은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여

공유공간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대하고 주변 도시 환경과

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녹지 경계구조의 경우 B, C,

D, E, F 사례에서 주거동 출입구, 중정, 환경데크, 그린

월, 스카이가든, 데크테라스, 루프가든, 단위세대 현관부

화단에 식재, 녹화, 수공간 등 자연적 재료를 도입함으로

써 도시주거에서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그

래픽 경계구조는 B사례에서 주거동 출입구 로비에 반복

적 색조의 외벽 마감 패널과 바닥 타일을 통해 적용되었

는데, 주거동 출입구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한편, 단지 외

부와 주거동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짓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접근방식에서는 공유공간으로의 동선이동방식과 진출

입구 위치 및 개소를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외

부로부터 공유공간의 진입은 제한하는 한편, 주거동 내부

에서 공유공간으로의 접근 동선은 다양하게 제공하였다.

이는 외부에서의 실질적인 진출입 동선을 제한함으로써

공유공간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증대시키고 내부적으로

는 공유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접근경로를 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A사례에서는 단위세대로부터 중정

으로의 출입구홀을 다수 설치하여 내부로부터 중정의 접

근성을 높이고 있다. 모든 단위세대의 출입은 4-6세대가

공유하는 공용테라스를 통해 진입할 수 있어 거주자들의

접촉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B사례는 지상 주차건물 내

부의 계단실을 통해 환경데크로 진입하는 부출입구와 주

거동과 브리지로 연결된 주출입구를 두었다. 주거동 내부

의 스카이가든과 그린월은 엘리베이터 앞 공용홀과 오픈

평면으로 연결하여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였다. C사례에서

는 내부로부터 중정과 데크테라스의 진입은 외부계단, 브

리지, 계단실 등 다양한 접근 경로를 두었다. D사례 또한

주거동 내부에서의 중정 진입 동선에 비해 외부로부터의

중정 출입은 출입구 개소를 제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E사례의 단위세대 현관부는 지상층에서 9층까지 이어진

노출형 외부계단과 복도를 통해 진입할 수 있어 단지외

부와 단위세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접근

성을 강화였다. F사례의 고층부 스카이루프는 총 3개소의

진입 라운지를 통해 출입 가능하며 거주자 뿐 아니라 외

부인에게도 개방된 공적 성격이 강한 공유공간으로 계획

하였다. 중층부 루프가든의 일부 구간도 외부인에게 개방

되며 1층의 외부 에스컬레이터로부 직접 진입할 수 있고

33) http://www.mvrdv.nl 프로젝트 설명서 참조

퍼블릭 루프가든(시네마/어린이 루프가든)와도 브리지로

연결되었다. 루프가든과 스카이루프는 주거동선과는 분리

된 출입 동선을 두어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공유공간을

계획함으로써, 각 주거동의 중, 고층부에 공공적 요소가

가미된 도시 스케일의 수직적 커뮤니티 조성을 시도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3) 개성화

개성화 계획방법으로는 커뮤니티의 아이덴티티와 심미

성 표현을 분석하였다.

아이덴티티 표현에서 A사례는 노출 콘크리트 마감의

솔리드 주거 매스와 보이드 공유공간을 규칙적으로 반복

하여 리듬감 있는 입면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공용테라

스와 단위세대 현관부는 각각 거주자 그룹과 개인의 사

적 개성화 표현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B사례는 36

층의 타워형 주거동의 경계부인 주거동 출입구, 그린월,

스카이가든과 저층부 환경데크 및 하부 주차장 외벽에

녹지를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도심속의 공원형 주거 타워

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아이덴티티가 부각되고 있다. 저

층부 주거동 출입구의 조경공간과 환경데크의 녹지는 주

거동 경계부의 입면에도 수직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또한

돌출된 스카이가든 매스의 흰색 난간 벽은 단위세대 발

코니 및 띠형 루버와 함께 수직적 주거 매스에서 수평성

을 강조하는 입면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C사례는 총

130m길이의 연결형 주거 매스와 보이드 공간을 계획하여

재개발 도시지역의 랜드마크화를 시도하였다. 주거동 내

부 공유공간에 면한 주거 매스 외벽은 흰색의 패턴 벽돌

로 마감하였고 외부 공적 공간에 면한 외벽은 어두운 콘

크리트 패널로 마감하여 두 영역을 대조적으로 부각시켰

다. 데크테라스는 어린이 공간, 커뮤니티 거실 공간, 다이

닝 공간의 3가지 테마로 계획하였는데 영역 별로 원색

계열의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하여 세 영역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D사례는 전반적으로 다소 복잡한 주거 매스

형태에 3개동의 입면을 동일한 외피 시스템으로 통일함

으로써 일체화된 주거단지로 인식되게 하였다. 특히 외피

의 알루미늄 슬라이딩 셔터는 단위세대의 환경 조절 효

과와 함께 변화하는 입면 패턴을 형성하여 주거 커뮤니

티를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E사례는 보우타이 형태

의 건물 배치를 기본으로 지역의 일조건을 반영하여 힐

사이드 형태로 높낮이를 변형함으로써 특색있는 주거동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단위세대 현관부의 사선형 화단 또

한 개인의 개성화 공간 표현 공간이자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계획되었다. F사례는 고층부의 스카이루프와 중

층부의 루프가든 및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복합적 요소가 가미된 공유공간을 시도하였다. 스카이루

프 하부의 외부 마감 또한 원색의 칼라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하여 중층부 루프가든의 조경 디자인과 함께 커뮤니

티의 생동감과 개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분석 결과 모든 사례에서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적

용하여 차별성과 개성이 뚜렷한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있

었으며 이들 공유공간이 공동주거 커뮤니티의 아이덴티

티 확보와 주거 공간의 심미성 표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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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주거 매스 및 배치 계획

시 보이드나 솔리드 형태로서 공유공간을 부각시켜 특화

시설로 계획하는 한편, 차별화된 색채 및 재료, 오브제 요

소들을 사용하여 커뮤니티의 일체성과 개성을 표출하였

다.

4. 공유공간의 계획방법 제언

6개의 공동주거 사례에 대하여 단위세대 경계부와 주

거동 내부 및 경계부에 도입된 주요 공유공간의 계획특

성을 영역성, 개방성, 개성화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공유공간의 계획방법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공동주거의 공유공간은 동선 교차나

단위세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주거동의 저층부나

주거동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적 공간에 주로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사례 조사 결과 저층부 뿐 아니라 중층, 고

층 영역에서도 다양한 스케일의 공유공간이 제공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자들이 주거동 경계부의 출

입구를 거쳐 내부의 단위세대로 진입하는 수평, 수직적

이동 과정에서 다양한 이웃과 접촉하고 상호 교류가 이

루어지도록 이동형 공유공간과 연계하여 시설형 공유공

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거 매스의 적

층, 삭제, 돌출과 공유공간 매스의 연결, 첨가, 독립 등 다

양한 공간구축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주거 매스

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공간 계획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다. 공유공간 배치 시 분산균재형 평면과 분산혼합

형 단면 조닝을 적용하여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에 다양

한 스케일의 공유공간을 고르게 배치함으로써 거주자 전

체, 소규모 그룹, 개별 단위세대가 준공적, 준사적으로 공

간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거주자 집단과 개

인의 사회적 교류 및 아이덴티티와 개성을 표출하는 공

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대다수의 사례에서 녹지 공간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친환경적 공유공간 계획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

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 공동주거에

서 주변의 자연환경 여건이 제한된 경우, 주거동 옥탑층

이나 저층부의 포디움(podium) 상부, 또는 블록형의 주거

동 배치를 통해 녹지 공유공간을 계획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때, 주거동 경계부의 재료는 투영성으로 처리하

여 시각적 차단을 줄여 녹지와의 연계성을 증대시키고

벽면 녹화를 활용하여 수평적 녹지 공간을 수직적 입면

에 확장시킬 수 있다. 중정, 스카이가든, 루프가든, 데크테

라스 등 녹지 공간으로의 진출입 동선계획 시 거주자들

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보호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접근경

로는 제한적으로 두되 주거 내부에서의 접근은 다양화하

며 공유공간과 인접한 단위세대의 시각적 차단을 위한

버퍼(Buffer) 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판매, 숙박, 운동, 상업 등 주거 이외의 타 용도

도입이 가능한 지역에서 대규모 주거 단지를 계획할 때

일반 외부인들도 이용 가능한 복합적 (mixed use) 공유

공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용도의 혼합과 시설

공공화에 따른 동선 혼란과 프라이버시 보호 및 안전 문

제 차원에서 저층, 중층, 고층부의 일부 구간을 주거 시설

과 분리하여 외부에 개방된 공유공간으로 조닝할 수 있

다. 또한 주거 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된

외부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를 두거나 엘리베이터 코어를

분리하는 동선계획이 필요하다. 대도시 중심지역의 공동

주거에서 입체적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할 경우 주

거의 고밀화를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 뿐 아니라,

거주자만을 위한 폐쇄적 주거 단지가 아닌 지역 공동체

를 아우르는 개방적사회 통합형 주거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커뮤니티 형성과 관련하여, 선정

된 국외 공동주거 사례들을 분석하여 현대 도시 공동주

거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공유공간의 계획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한 유형의 공동주거에 대한

공유공간의 계획방법을 제언하였다.

사례 조사 및 분석 결과 첫째, 영역성 계획특성 측면에

서는 첨가, 삭제, 적층, 분리, 연결, 돌출 등 다양한 공간

구축방식을 시도하여 공유공간 영역을 구성하였다. 공간

배치방식은 평면배치에서는 중앙부에 보이드 중정을 두

거나 코어 및 복도 인접부와 같은 이동형 공유공간에 연

계하여 시설형 공유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공유공간의 집

약화와 공간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단면배치에서

는 일반적으로 분산균재형으로 계획하여 저층, 중층, 고

층부에 다양한 스케일의 공유공간을 두고, 저층부에는 주

로 전체점유형을 중, 고층부에서는 그룹점유형이나 개인

점유형 점유방식으로 계획하여 단면구조에 따른 점유방

식의 변화를 보였다.

둘째, 개방성 계획특성 측면에서는 보이드, 투영, 반투

영, 녹지, 그래픽 등 다양한 경계재료를 활용하여 공유공

간의 시각적 개방감을 증대하고 주변 도시환경과의 연계

성을 강조하였다. 보이드와 투영 및 반투영 경계부는 공

동주거 내외부와의 시각적 개방성을 확대시키며 녹지는

자연과의 연계성 및 친환경 계획을 위해 적용되었다. 그

래픽 이미지는 주거 공간의 일체성과 경계성 표현을 위

해 사용되었다. 접근방식에서는 외부로부터 공유공간의

진입은 제한하는 한편 주거동 내부에서는 다양한 접근

경로를 제공하여 개방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

는 시각적으로 개방하되 물리적 차폐성을 유지하여 안전

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코어와 공유

공간의 위치관계, 출입구 개소 확대 등 접근성을 높임으

로써 공유공간 이용의 활성화와 커뮤니티 교류를 도모하

였다.

셋째, 개성화 계획특성 측면에서는 모든 사례에서 차별

화된 매스 형태와 배치방식을 시도함으로써 공유공간 디

자인을 통한 커뮤니티의 아이덴티티 확보와 주거공간의

심미성 표현을 강조하였다. 이 때 공유공간의 색채 및 재

료, 오브제, 이미지 요소들을 개성적으로 사용하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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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특화된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소규모 그룹이나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개성화 공간도 제

공되었다.

계획특성 분석을 종합하여 공동주거 공유공간의 계획

방법을 제언하면, 첫째, 저층부 위주의 공유공간 배치에

서 확대하여 중층이나 상층부에도 다양한 스케일의 공유

공간을 형성하되 적층, 삭제, 연결, 첨가, 분리, 돌출 등

다양한 공간구축방식과 평면, 단면에서의 적절한 분산배

치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일

반적 주거 매스 형태에서 새로운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다양한 거주자 그룹의 사회적 교류와 아이덴티티 및 개

성 표출을 도모하는 거주자 맞춤형 공간을 제공할 수 있

다. 둘째, 녹지 공간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친환경적 공

유공간 계획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투시성 경계부 재료

의 사용 및 수평, 수직적 녹지 공간 제공을 통해 공유공

간의 시각적 확장과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도시 공동주거 단지의 폐쇄성을 지양하고 지역 공동

체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반 외부인들에

게도 개방된 입체적 복합 공유공간 도입을 고려할 수 있

다. 이 때 공유공간의 조닝과 동선 및 경계부 재료 계획

을 통해 주거공간의 독립성과 공유공간 내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을 조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 도시 공동주거에서 공유공간의 물리적

건축 계획특성 분석과 계획방법을 제언함에 있어 소수의

국외 공동주거 사례에 기초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샘플 사례를

주거규모와 유형별로 다양화고 분석의 사례를 확대해서

보다 일반적인 공유공간의 계획방법과 제언 사항을 도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주자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를 병행함으로써 물리적 계획방법과 공간의 사회적 기능

과의 관계성 및 효과를 교차 검토하는 세부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유공간의 기획 및 계획

과정에서 거주자 행태와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을 다각도

로 반영하고 단순한 건축적 장소 제공이 아닌 커뮤니티

구심점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

는 공간 계획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김인, 박수진, 최병두 외, 도시해석, 도시와 주거공동체, 푸른

길, 초판, 2003.3

2.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초판, 1993

3. 윤혜정, 장성수, 주거와 주택, 초판, 2003

4. 이연숙,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연세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0

5. 이연숙,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경춘사, 초판, 1995

6. Albert Ferre, Total Housing: Alternatives to Urban Sprawl,

Actar, New York, 2010.10

7. Aurora Fernandez Per, Javier Arpa, Density Projects, a+T

educuibesm 1st ed., 2007.10

8. Bjarke Ingels, BIG, Archilife, 1st ed., New York, 2010.10

9. C.M Deasy, 한필원역, 인간행태와 건축디자인, 기문당, 중판,

1996.9

10. EL Croquis No.141:Steven Holl (2004-2008), Hybrid

Instruments, 2009.3

11. H illary French, N ew Urban H ousing, 1st ed, Yale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6.10

12. MVRDV, MVRDV: KM3, Art Pub Inc, 1st ed, New York,

2007.3

13. Roger Sherwood, Modern Housing Prototype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1.4

14. 김광현 외 4, 현대 주거에 나타나는 私性과 公性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6권 제11호, 2000.11

15. 김리나, 관계적 경계확장에 의한 매개적 공유공간에 관한 연

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08

16. 김은희, 현대 집합주거의 내부가로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2008

17. 남용훈, 신중진, 커뮤니티 개념을 고려한 아파트 계획기법에

관한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6권 제3호, 2005.9

18. 박정은, 이효원, 사회통합형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공유공간

의 디자인 요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통권 제26권

제6호, 2010.6

19. 서유진, 김진균, 현대 고층 집합주거 건축물 내부에서 나타나

는 새로운 공유공간 구축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2007.10

20. 손세관, 사회적 장소의 구성패턴과 서민주거단지계획의 기본

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21권 제3호, 1986.6

21. 유창윤, 도심 집합주거 공유공간의 프로그램 조직 및 구축방

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10.8

22. 조성희, 최인영, 영역성 측면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계획요

소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2권 제1호, 2011.2

23. 최미옥, 공간의 경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축학

과, 2000

24. 이효원, 사회통합적 공동주택모델을 위한 환경친화적 공유공

간 구출기술, 한국연구재단 연구결과 보고서, 2010.7

25. 이미지 출처:

http://www.mvrdv.nl

http://www.vmbjerget.dk

http://www.big.dk

http://www.stevenholl.com

http://www.archdaily.com

http://www.archined.nl

http://www.architecturenewsplus.com

http://www.arcstudio.com

http://www.dezeen.com

http://sketchup.google.com/3dwarehouse

http://www.whoadesignes.com

http://www.skyrisegreenery.com/index.php/home/awards

/awards_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