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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중국의 상업건축 환경디자인은 큰 진
보를 이루며, 국내 각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이미지를 드러
내는 중요한 전시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
화”라는 사상의 끊임없는 확대에 따라, 상업건축의 공간 
속에서 단순히 디자인의 형식과 수법을 추구하게 되었고, 
상업건축 환경에서 인문적 함의 측면을 나타내는 이론 
연구는 매우 적고, 심지어 개별적 이론에 중복현상이 나
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상업건축의 문화적 함의 사상, 
중국 현대 상업건축 실내 공간의 표현적 특성에 기초하
여, 중국의 유명하고 전형적인 4개 현대 상업건축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와 같이, 중국 상업건축이 실
내의 공간에서, 문화의 정통적, 지역적, 대중적, 기술적, 
생태적, 등 표현 형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해하는 것
을 시도하고, 그 문화적 함의에 대해 연구와 요약·총정
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중국 현대 상업건축 실
내 공간의 이론과 실천 측면에 이론적 참고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주로 상업건축에서 소매상점의 
환경디자인에 집중하며, 예를 들어 요식업, 술집, 커피숍, 
서비스 등의 기타 상업건축의 유형은 본문의 연구대상으
로 삼지 않는다.
  연구의 방법은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 도시(상하이, 베
이징, 광저우, 선전)의 4개 상업건축 실내 공간 사례의 
현황과 특징을 수집, 분석, 총정리, 요약하는 것이다. 
Amos Rapoport[1]의 건축문화이론과 Mainland B ,Chris 

Van Uffelen [2]등의 상업건축 디자인사상을 회고하고, 
중국의 저명한 건축학자 라이쩡시앙(来增祥)교수[3]의 건
축공간문화이론을 결합하여, 그들의 이론을 추출해 중국 
현대 상업건축 실내 공간의 문화적 함의에 대한 이론을 
총정리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상업건축 공간 문화의 개념

요소1 전통성

출처
<Architectural Culture Market(2013)>、<A General 

Theory of Architecture(1992)>

개념

전통성이 두드러지는 시간 요소의 작용, 대대로 전해지

고 생성된 건축 속성.

전통은 창작에 참여하지만, 그 자체는 더 이상 창조적

인 것이 아니며, 오늘날 전통의 표현은 직관적으로 드

러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창작속에 녹아 있다. 

요소2 지역성

출처
《A General Theory of Architecture》<Cultural Identity 

and Architectural Design>

개념

지역성은 인문환경 및 문화적 특징으로, 지리적 요소와 

기후적 요소 등 지역적 요소의 여러 측면을 포함하고, 

그것은 공간 요소의 작용을 두드러지게 하면서, 자연적 

조건에서 생겨나는 건축의 속성이다. 

요소3 대중성

출처 《Culture and Society》, <The country and the city>

개념
대중문화는 한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비교적 통속

  관련 연구 결합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 공간 문화의 

특성을 평가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표 1. 문화 특성 평가 요소

중국 현대 상업건축 실내 공간의 문화적 표현특성에 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xpression in Interior 

Space of Contemporary Commercial Architectur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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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빅데이터 시대에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아래, 현대 디자인 문화가 내포된 건축사상을 바탕

으로, 중국의 4개 현대 상업건축 사례에 대한 디자인 문화 표현 특징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현대 상업건축 실내 공간의 문

화성은 주로 다섯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전통, 지역, 대중, 기술, 생태, 이것을 복합적으로 통합하여, 상업건축의 지속가능성

과 다양성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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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 현대 상업건축의 문화적 표현 실제
사례 분석

  상업건축 실내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로비부근을 선택
했다.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A. 전통성 B. 지역성 C. 대중성 D. 기술성  E. 생태성

  중국의 유명하고 전형적인 도시의 상업건축 사례 4개
를 결합했는데, 건축에 대한 문화적 함의는 전통, 지역, 
대중, 기술, 생태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한
다. 이러한 상업건축들은 각각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에 지어졌다.

2. 소결 

  위 4개의 중국 상업건축 사례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
업건축들이 개별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중
국의 몇몇 가장 발달된 도시에 있는 상업건축의 문화적 
특징을 드러내며, 지역의 전통과 시대적 문화의 동시성
을 구현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했다. 상업건축의 
국제화와 지역성이 각자의 활력을 나타내고, 대중문화의 
수요를 고려해 프리미엄상품 문화도 출현하고 있다. 빅
데이터 사회에서, 높은 기술과 생태적 사고는 중국 현대 
상업건축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다방면의 발전을 설명
한다[5].

Ⅳ. 결론  

  어떻게 하면 중국의 상업건축을 지속적으로 생기있게 
만들고, 더 전면적으로, 흥미성을 가진, 새로운 상업건축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는 상업건축 환경디자인의 문화적 
함의를 결합하여, 소비자들을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이 급속하게 발
전하고 있는 상황아래에서 상업건축 환경디자인 연구의 
초점이 되었고, 본문은 다시 중국 현대 상업건축의 문화
적 문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심층연구를 해 나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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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진 문화 분석내용

1
Guangzhou 

k11

广州k11

쇼핑 지역：92100㎡
A,영남(岭南)전통문화 

건축원소. B,광부(广
府)지역의 상업활동 

구현. C,레저,가벼운 

소비활동. D,전통재료

에 현대재료를 결합한 

구조기술 혁신. E,환경

보호 소재의 재활용.

2

  ShenZhen 

Mixc 

 Mall深圳湾万
象城

쇼핑 지역:94200㎡，
A,전통의 흑백회색조.

B,연해 개방도시의 문

화융합. C,글로벌 프

런티어에서 고급의 대

중 소비. D,하이테크 

재료와 공예의 많은 

응용. E,실내공간 녹화

의 다차원적 고려.

3

BeiJing JOY 

CITY

北京朝阳大悦
城

쇼핑 지역:232000㎡
A.북경식 원소를 건축 

공간에 융합. B.경제, 

정치, 문화 중심의 문

화통합지역. C.전위, 

실제, 레저 활동. D.원

재료와 현대재료를 결

합해 활용. E.자연광선

이 실내공간에 유입되

어, 건강하고 편안.

표 2. 전형적인 공간 4 개 사례 분

4
ShangHai

Super Brand 
Mall

上海正大广场

쇼핑 지역:247425㎡
A, 상해식 원소 융합 

응용. B.상해의 국제대

도시 형식의 프런티어 

문화 융합. C.국제 패

션 유행문화의 구현. 

D.일반 소재와 신형 

조형 스타일의 융합. 

E.자연환경과 공간의 

융합.

적이다. 그것은 세속화된 문화로서, 사람들의 일상생활

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환경의 통합화, 레

저화, 오락화와 기호화를 구현한다. 

요소4 기술성

출처
<Handbook of Environmental Design(2003)>、<A 

General Theory of Architecture(1992)>

개념

기술은 이성의 특징을 가지며, 각종 현상의 본질과 규

율의 지식 시스템을 반영한다. 건축의 기술은 건축 재

료의 확장 및 구조 기술의 혁신과 관련되며, 기술은 끊

임없이 혁신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대의 건축은 

분명하게 다른 예술과 문화적 특징을 보인다.[4]

요소5 생태성

출처
<The Meaning of the Built Environment(2003)>、

<Handbook of Environmental Design(2003)>

개념

생태성 건축공간은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

고,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이며, 편안하고, 건강하

고, 안전한 환경공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