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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Huber(2003)의 논문에 따르면 사회통합의 요성은

주로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 약자를 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주거공간의 사회혼합과 더 나아가 사회통합이 요

한 이슈 하나이다.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

합리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여 공동체에 한

귀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1)

사회의 규모 도

시에서 공동체 형성은 집합주택이라는 주거유형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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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화를1)이루어 살고 있지만 이웃 간의 생동감 있는 교

류와 의사소통은 상실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통합의

주요 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노인, 청년 등

소득이 낮거나 가용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도시에

서 한 주거를 획득하기 어렵고, 상 박탈감과 소

외감을 유발하여 사회 배제를 창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배제 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실 하기 하여 추진된 국민임

주택은 소득가구의 집단주거지라는 기존 인식을 극복

하고 자연스럽게 계층 간 혼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

양주택을 단지 내에 유사한 비율로 공 하는 사회혼합

1) 다음백과사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v050mc611a6

2) Schwartz, Taibakhsh, Mixed-income housing as social policy:

The case for diminished expectations, New York: New School

Universit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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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ix)의 개념을 반 한 것이다.3) 이러한 주거단지

의 사회혼합은 사회통합을 한 하나의 안이다. 그러

나 도시의 주거 고 도화로 인해 주거단지의 사회혼합은

양 확 뿐만 아니라 질 측면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사회통합형 공동주택4)은 다양한 거주자간의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거주자들

이 이러한 공간을 자연스럽고 용이하게 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요하다. 즉, 거주자가 공동체

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많은 공유공간을 제공하

고, 이러한 공유공간이 자연스럽고 극 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유공간은 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조경공간과 주민복리시설을 의미한다.5)

주민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주거단지 내 따로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집합주택의 공유공간은 한

정된 지면 에 용 율, 세 수, 용율 등을 확보해야

하는 도시 고 화의 문제로 주거동 내 복도, 계단, 엘리

베이터, 출입구 홀 등의 단순 통과경로 수 으로 계획되

고 있다.6) 따라서 사회통합을 한 도시 집합주택은 주

거동 내 거주자들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켜

주는 수직 커뮤니티 형성을 한 공유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 복지 에서 사회통

합에 한 물리 근방안을 모색하기 해 도시 집합

주택의 주거동 내 공유공간 계획특성을 살펴보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

다. 도시 도화는 MVRDV의 설계 방법론에 요한 도

구이자 배경이 된다. 본 연구에서 MVRDV의 집합주택

사례를 조사 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

다. 본 논문에서는 MVRDV의 집합주택 사례를 심으

로 수직 커뮤니티 형성을 해 용된 공유공간의 계

획 특성을 분석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한 도시 집합주택 주거동 내 공유공간의 계획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1.2 연구 방법 범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선행연구의 고찰과 사례조

사를 통한 분석이다. 구체 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을 한 도시 집합주택의 공유공간을

계획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문헌 선행연구를 통한

3) 서수정, 김주진, 정경일, 임 주택단지의 사회통합 계획을 한

사회 배제 실태 조사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04,

p.31

4) 박정은, 이효원, 사회통합형 공동주택 개발을 한 공유공간의 디

자인 요소, 한건축학회논문집, 제26권, 제6호, 2010.6, p.12

5) 조민정, 수직 도시 공동주거 커뮤니티에 용된 공유공간의 계획

특성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2011.10, p.55

6) 김인, 박수진 편, 도시해석 - 2.5 도시와 주거공동체 : 최병두, 푸른

길, 2006, pp.261-262

사회통합의 이론과 개념, 사회통합과 주거공간의 연계를

살펴보고 사회통합을 고려한 집합주택의 계획 특성을

악한다.

둘째, 분석의 틀을 도출하기 해 선행연구를 통해 기

존의 집합주택에서 공유공간의 개념과 공간범 를 분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고 화로 인한 주거문제에 직

면하여 수직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유공간의 계획 특

성을 심으로 고찰한다. 즉, 집합주택의 주거동 내 공유

공간(단 세 입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홀 등)

에 집 하여 분석한다.

셋째, MVRDV의 집합주택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 상

을 선정하고 각 사례에서 공유공간의 계획특성을 추출하

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의 틀에 용하여 분석한다.

MVRDV의 집합주택 사례 수평 주거동의 형태와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이 포함된 복합 인 집합주택은

제외하고 조사 상을 선정하기로 한다.

넷째, 조사 상 집합주택의 사례분석 결과를 토 로

공유공간의 사회통합 계획특성을 살펴보고 사회통합을

한 도시 집합주택의 주거동 내 공유공간 계획방법을

제안한다.

2. 이론 고찰

2.1. 사회통합 이론과 개념

고 이론가들은 사회 분화가 진 되면 새로운 형태

의 통합에 한 요구나 압력이 생겨난다고 말한다. 즉,

증하는 사회 분화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통합을 요구

하며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의 해체를 경험한다

고 하 다.7) Durkheim(1949)의 경우, 사회에 들어

심화된 분업구조를 반 하는 새로운 유기 인 유 감이

필요한데 이러한 유 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 아노

미가 생겨난다고 설명하 다.8) 기의 사회통합 이론은

사회 으로 배제된 다양한 계층들을 어떻게 빈곤이나 실

업과 같은 사회 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포용할 것인가

를 심으로 연구하 다.

1994년 UN은 사회통합을 두 가지 의미로 다차원 으

로 정의하 다. 첫째, 배제와 비되는 포용이라는 의미

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의, 물질 복지, 정

치 자유의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해체와

비되는 조화와 유 라는 의미로서 가족과 공동체 등이

해체되고 사회질서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

통합이다.9) Jenson(1998)은 사회통합을 사회 응집

7) Archer, M. S.,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developing

the distinction, Sociology 30(4), 1996

8) Durkheim, E., Division of labour in society, Glencoe, 1949

9) 이재열, 조병희, 장덕진, 유명순, 우명숙, 서형 , 사회통합: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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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hesion)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

하 다.10) 사회통합을 정의하는 다른 방식은 갈등을

수용하고 제도화하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일이다. Rodrik

(1998)은 잠재 사회갈등 요소는 경제 불평등과 인종

/언어 갈등, 그리고 사회 불신이라 하 고, 갈등을

제도화할 수 있는 자원은 민주주의의 수 과 정부의 거

버 스 능력,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지출의 비

에 있다.11) 통합이 잘 이루어진 사회는 공동체성이 잘

유지되는 사회이다. 사회통합은 개인의 인격완성과 자아

실 은 건강하고 자유로운 공동체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믿는 공동체 주의와 연결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사

회통합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생성과 재생산

의 상이 되는 ‘사회 계들의 집합 형성과정’이

다.12) <표 1>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연구자들에 따른

사회통합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선행연구를 통한 사회통합의 개념

<표 1>에서 보듯이,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통합의 개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2014, pp.117-119

10) Jenson, J., Mapping social cohesion,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 Ottawa, 1998

11) Rodrik, D., Globalization, social conflict and economic growth,

The World Economy, 21(2), 1998, pp.143-158

12) 이재열 외, op. cit., pp.119-120

념을 강조했다. 이것은 사회통합의 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면서도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간 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2. 사회통합을 고려한 집합주택의 계획

사회계층의 분화는 특정 장소를 매개로 나타나기 때문

에 사회 배제는 공간 인 측면과 한 계를 맺는

다. 특히 주거에서 공간 분리는 소득에 따른 계층 간

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사회 배제의 결과로서 계층 간

주거공간의 분리가 나타나고 공간 분리가 다시 사회

배제와 낙인을 래하는 것이다.13) 즉, 주거의 공간 분

리는 사회 배제를 유발시킴으로써 막 한 사회 비용

을 래할 수 있고 사회통합을 해하는 요한 걸림돌

하나이다. 따라서 주거공간에서의 사회 배제를 해

결하기 한 많은 연구와 정책 시도가 있었다.

서수정(2004)의 논문14)에 따르면, 도시나 주거공간의

계획에서 사회통합은 주로 주거단지를 개발하면서 공간

분리를 완화하기 한 사회 혼합 계획이 시도되고

있다. 이연숙(2009)은 주거환경에서의 사회통합 계획으

로 모든 아 트 건물에 일정 비율(5∼10%)의 커뮤니티

공간을 의무화하여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노인주거시설,

녹지 공간, 생활거 센터, 보육지원시설 등 복지 문화

공간 인 라를 사용하는 ‘사회통합 기능 유닛 삽입 건

물시스템’을 제안하 다.15) 이러한 시도는 사회문제

개인 인 사회불안을 경감시키고 사회 반에 안정을 가

져오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주거공간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한 방안으로 공간 배제를 유발시키지 않는

계획 고려가 필요하다. 집합주택에서 사회통합 계획

은 소득층의 집단 주거지로 인식되지 않도록 공 방식

을 변화시키거나 다양한 계층의 혼합으로 입주민들의 교

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회 배제의 악순환

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16) 입주민들의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의 주거지에 한 주민 당

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변 지역사회와의 교류기회를

확 함으로써 주거지의 격리나 고립 상이 나타나지 않

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을 고려한 집합주택 계획은 공간

배제를 유발하지 않는 계획에 을 두어야 한다. 일상

13) 배순석 외,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6, pp.15-17

14) 서수정 외, op. cit., pp.30-32

15) 이연숙,「아 트 주거문화 신을 한 사회통합 기능유닛삽입

응형 건물시스템」생태학 기와 인구학 기에 응하는

미래 아 트 주거문화 신,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사회통합·녹색

성장을 한 도시공간건축 명 심포지엄, 2009.10

16) 김 정, 공공임 주택 주민들에 한 사회 배제 연구 -주거지격

리를 통한 사회 배제를 심으로-,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연구,

제9권, 2004.4, pp.89-90

연구자 사회통합의 개념

Wolfensberger

(1983)

정상 인 지역사회 안에서 한 개인이 가치 있는 방법에 의해

성공 으로 그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통합이란 어

떤 사회의 한 부분이 되며, 배제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람

들이 사는 곳에서 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수 에서 불필요

한 어떤 명칭이 붙여지지 않는 것

Moen (1989)

집단의 다양한 국면에 개인이 구체 으로 여하는 것, 친구나

친척과 같은 비공식 계와 고용, 클럽, 기타 조직과 같은

공식 인 사회 계로 구분하는 것

Lockwood (1999)
공동체의 수 에서 친족이나 지역의 자발 조직과 같은 강한

네트워크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

김 석 (2000)

사회통합을 사회에서의 차별과 격리의 상이었던 장애인들이

주거환경, 직업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하는 사회 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의미하는 것

Beauvais &

Jenson (2002)

다원 인 사회통합 개념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며, 선택 가능

성을 제안함

(1)공동의 가치와 시민문화로서 사회통합 (2)사회 질서와 사

회 통제로서의 사회통합 (3)사회 유 와 부의 격차 축소로

서 사회통합 (4)사회 네트워크와 사회 자본으로서 사회통

합 (5) 장소 애착과 정체성으로서 사회통합

Zunzunegui

(2003)

친 한 사이에서부터 보다 확 된 범 에 이르기까지 계되

는 것

김주진 외 (2005)

바람직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해 물질 결핍의 해결뿐만 아

니라 사회구성원의 사회 배제 상을 임으로써 계층 간

불평등과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궁극 으로 구성원 모두

가 하나의 체 사회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상태

Chan et al.

(2006)

다양한 개념 정의 검토를 토 로 사회통합을 신뢰, 소속감, 참

여와 도움을 주려는 의지와 규범으로 사회구성원 상호간 수직

, 수평 교호작용과 련된 상으로 정의함

박 근 (2007)

사회갈등이나 사회해체, 그리고 사회 배제나 이질성의 문제

와 연 되며,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기를 진

작시킴으로써 함께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연 의식과 책임성을

불러일으켜 사회의 존속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Ware (2007)

정신 장애가 있는 개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으로 연결

되고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 나가고 훈

련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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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활공간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거주자들이 의도하

지 않은 만남과 교류로 자연스러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표 2>에서는 사회통합을 고려

한 집합주택의 계획특성을 단 세 , 주거동, 주거단지,

공유공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

단 세 는 거주자의 요구를 최 한 반 하여 다양한

주거유형을 공 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용하여 불편

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거동은 사회 배제를 방지하

기 해 외 상 임 와 분양의 구분을 두지 않는 마감

재, 색채 등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주어야 한다. 주거단지

의 경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 정, 발코

니, 테라스 등) 계획으로 거주자들에게 개방감을 주어 지

역주민과의 교류를 유도해야 한다. 공유공간은 부분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두어 이용하게 하는데 실제 거

주자들에게 외면 시 되거나 제 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 주거와 단 주거를 이동하는 통로,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의 공간, 연결다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통합을 한 집합주택의

계획은 다차원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주로 하나의 주

거동으로 계획된 도시 집합주택은 이러한 모든 차원을

동시에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

커뮤니티 형성을 해 용된 공유공간의 계획 특성에

연구의 을 맞추기로 한다.

2.3. 공유공간의 개념과 공간범

집합주택의 공간구성은 크게 공유공간과 사유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유공간은 주거단지 내 주민들의 복지

와 문화 수 의 향상을 해서 이루어지는 주민 공동

의 공간으로 주민들이 사용권, 소유권, 역권을 가지는

반공 , 반사 역을 의미한다.17) 그러나 각 공간으로

역을 확장하고 연결시키는 매개공간으로의 반사 공

간, 반공 공간에 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공유공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공간범 에 따른 세부 계획 특성을 분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18)를 살펴보면, 집합주택에서의 공유공간은

단 세 의 용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커뮤니티 공간, 휴게 공간, 매개 공간, 연결 공간으로 구

분하 다. 박정은(2010)19)에 의하면 공유공간은 역화가

필요하며 일상 인 생활을 유하면서 근린간의 상호 교

류가 행해지는 공간이자 개인의 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효원(2010)20)은 반사 , 반공 공유

역에 하여 각각 주거동, 주거단지, 주거지역으로 구분

하 고 주거동 내 공유공간은 단 주거 앞 생활공간, 주

거동 내 이동공간, 주거동 출입 경계공간으로 공간의 범

를 설명하 다.

집합주택의 공유공간21)은 크게 주거동 내 공유공간,

주거동 주변 공유공간, 주거동 밖 공유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더 구체 으로 출입구 앞 생활공간, 통

행 공간, 공용시설 설비로 세분화된다. <표 3>은 선

행연구의 집합주택 공유공간의 범 를 재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동 내 공유공간, 주거동 주변 공유

공간을 심으로 하는 사례분석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다. 주거동 내 공용시설 설비 역은 단 세 의 생

활공간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거주자들의 활용측면에서

공간 인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7) 정지향, 이옥순, 주상복합아 트 공 공간의 특성에 한 연구, 한

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 제1호, 2008.2, pp.12

18) 이민석, 해외 집합주택의 공유공간 계획특성 연구 -유럽, 일본,

미지역사례를 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제3

호, 2013.6, pp.177-178

19) 박정은 외, op. cit., pp.13-14

20) 이효원, 사회통합 공동주택모델을 한 환경친화 공유공간 구

축기술, 한국연구재단 연구결과 보고서, 2010.7

21) 박정은, 이효원, 집합주택의 실내외에 한 공용 공간 구성과 그

이용특성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2006.10, p.158

구분 사회통합을 고려한 집합주택 계획특성

단 세

다양한 주거유형의 개발과 거주자의 의견 수용에 기반 한 단 평면

에 한 공간 계획

거주자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반 한 오 디자인, 높은 천장과 수납

공간의 최소화를 해 좁은 공간의 한계 극복, 장애물이 없는 공간

으로 계획

주거동

단 세 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주거동의 입면만으로는 분양주택과 임

주택을 구분할 수 없도록 계획(동일한 마감재와 색채, 재료 등의 사용)

거주자간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마주하거나 인 한 주거동은 동일 규

모 는 단 주택의 규모의 차이도 최소화

거주자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주거동 간 연결

다리, 주거동의 여러 방향으로 난 출입구 등)

주거단지

혼합단지는 주변의 공원 공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과의 극 인

연계를 통한 물리 인 연속성 유지

단지 내 지역에서 요구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개방하여 지역주민

과 공유를 통해 사회통합 유도

단지 통 보행로, 공용마당과 보행로 연결 등 거주자간의 잦은

의 기회를 증

공유공간

공 공간과 사 공간의 이공간으로써 거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의

도되지 않은 만남이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계획(단 세 와

단 세 를 이동하는 통로,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의 공간)

분양주택과 임 주택의 거주자가 자유롭게 근할 수 있도록 주거동

주변의 옥외공간과 보행 네트워크를 형성

주동 1층 지세 의 용 과 앞마당 계획, 단지 내 소규모 집

회 공간, 층부의 상가나 부 복리시설 배치 등 공유공간을 계획

<표 2> 사회통합을 고려한 집합주택 계획특성

구분 공간범 내용

주거동 내

공유공간

단 세 출입구 앞 생활공간 입구

주거동 내 통행 공간 복도, 계단, 홀

주거동 내 공용시설 설비 엘리베이터, 지하실, 옥상

주거동 주변

공유공간
주거동 출입구 앞 생활공간

출입구 주변, 경사로, 테라스, 계

단, 화단

주거동 밖

공유공간

주거동 밖 통행 공간 통행로, 산책로, 도로

주거동 밖 공용시설 설비 주차장, 쓰 기 집하장, 휴게공간

<표 3> 집합주택 공유공간의 공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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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조사

3.1. 조사 상

본 연구에서는 MVRDV의 집합주택 사례를 조사 상

으로 선정하 다. MVRDV의 집합주택 사례 네덜란

드의 사회주택22)인 Wozoco 집합주거, 스페인에 치한

Mirador, Celosia 사회주택은 본 논문에서 을 맞추고

있는 사회통합을 한 공간 인 계획 특성들이 잘 나타

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 상을 선정한 것이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총 11개의 집합주택23) 에서 상업

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포함한 집합주택(Silodam, Teda

urban fabric, Library quarter)과 여러 개의 주거동이 수

평 으로 연결된 집합주택(Hagen island, Patio island)을

제외한 6개의 사례(음 으로 표시한 부분)를 선정하 다.

3.2. 조사 상의 건축 특징과 공유공간의 계획

MVRDV의 집합주택에 표 된 건축 특징은 수직

미로, Void, 층구조, 발코니, 조합구조 등이다.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직 미로는 Mirador에서 두드러지게 표 되어 있

는데 건물 내의 수직선들이 층된 블록 사이를 이어

으로써 체로 융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미로와 같은

통로공간의 교차가 발생하는 곳에서 기치 않은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더 많은 우연한 만남을 수용하 다.

Void는 단 세 들 사이의 내·외부 소통의 공간으로

Parkland의 거 한 수평 Void에 잘 표 된다. 주변 공

원을 내부로 끌어들여 하나의 정원을 형성하고 빛과 조

망, 각 세 들의 근로가 되어 개방감을 다.

22) 유럽에서 사회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에서는 정한 임차

료로 주택을 리하는 비 리조직이 소유하고 간소득 이하의 임

차인들을 주 상으로 하는 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 주택으로

정의된다.

Priemus, H., How to abolish social housing? The Dutch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9(1),

1995, pp.145-155

23) http://www.mvrdv.nl

층구조는 기하학 형태의 단 세 들 간의 조직

계로 체 집합체의 성격을 나타낸다. Mirador의 층

구조는 다양한 주거 유형을 몇 개의 커뮤니티로 구성하

여 하나의 건물로 조합하는 방식이다.

발코니는 공 공간과 사 공간의 경계에 있으며 외부

와의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다. Wozoco의 발코니는

크기, 재료, 색채를 다양하게 하여 공동체 안에서 자의식

을 형성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조합구조는 공동주택의 연속 공간 계가 조합 계

로 치환되어 건축 외 의 형태를 만들어간다. Celosia는

다양한 단 세 의 조합구조로 공간 형성의 다양성과

우연히 만들어진 발코니 등이 특징이다.

<표 5>에서는 조사 상 건축공간의 특징과 건축물의

외 도면에서 나타나는 공유공간의 세부 계획내용을

구체 으로 설명하 다.

4. 사례분석

4.1. 분석의 틀

사회통합을 한 도시 집합주택 공유공간의 계획 특성

을 분석하기 해서는 선행연구24)를 통하여 일반 인 공

동주택 공유공간의 계획 특성을 분석하고 추출하여 사회

통합 계획요소를 용하여야 한다. <그림 1>은 사회

통합을 한 공유공간 계획특성의 분석 틀이다. 선행연

구를 통해 공간의 구성 배치, 이용, 경계 진입방

식, 외 , 조망방식 등에 따라 공유공간의 계획특성을 도

출하 다. 공유공간의 사회통합 계획요소25)는 소속감

과 공동체 의식, 공간의 차단과 연속, 공유공간으로의

근, 외부(경 , 지역)와의 연계, 시각 인 개방형태, 공유

공간의 이용, 시각 인 연속과 공간 간의 연결 등으로

구분하 다.

24) 박정은, 조민정, 이민석의 선행논문에서 나타난 공유공간의 계획 특

성을 종합하여 교류성, 연계성, 일상성, 역성, 쾌 성, 일체성, 개

방성, 근성, 조망성, 심미성 등 10개의 계획 특성을 도출하 다.

- 박정은, 이효원, 사회통합형 공동주택 개발을 한 공유공간의

디자인 요소, 한건축학회논문집, 제26권 제6호, 2010.6 / 조민정,

수직 도시 공동주거 커뮤니티에 용된 공유공간의 계획특성 연

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5호, 2011.10 / 이민석, 해

외 집합주택의 공유공간 계획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

집, 제22권, 3호, 2013.6

25) 박정은 외, op. cit., p.16에서 공유공간의 공공성 요소의 내용을 바

탕으로 세부항목에서 사회통합을 한 공유공간에 합한 항목으

로 구분하 다.

No. 로젝트명 완공 계획면 세 수 치

1 WOZOCO 1997 7,500㎡ 100 Netherlands

2 SILODAM 2003 19,500㎡ 165 Netherlands

3 HAGEN ISLAND 2003 - 119 Netherlands

4 PATIO ISLAND 2005 - 48 Netherlands

5 FROSILO 2005 17,500㎡ 84 Denmark

6 PARKLAND 2006 35,000㎡ 240 Netherlands

7 MIRADOR 2006 18,300㎡ 156 Spain

8 CELOSIA 2009 21,500㎡ 146 Spain

9 WESTERDOK 2009 6,000㎡ 46 Netherlands

10 TEDA URBAN FABRIC 2009 280,000㎡ - China

11 LIBRARY QUARTER 2013 17,000㎡ 41 Netherlands

<표 4> MVRDV의 집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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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성은 커뮤니티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교류하

는 공간 특성이며, 연계성은 서로 다른 시설 공간

간의 연결, 내외부의 연결 등을 의미한다. 일상성은 공유

공간이 주거공간과 같이 일상 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

는 공간이용의 특성이며, 역성은 사람의 출입과 공간

형태와 련된 것으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얻게 되

는 공간 특성이다. 쾌 성은 환경 요소로써 공간이

용에 즐거움과 용이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휴게성과 련

이 있다. 일체성은 동일한 주거공간에 소속되어 있다는

동질감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외부 경 의 통

일 인 디자인 요소와 련 있다. 개방성은 시선과 출입

의 통제에서 공간의 연속과 차단을 의미하며 거주민들만

의 폐쇄 교류, 지역주민과의 개방 교류, 혼합 교류

등의 계획방법이 있다. 근성은 사 공간에서 공 공간

으로의 매개 역할을 포함하는 공유공간으로의 근을

의미한다. 조망성은 외부 공간과의 연계, 자연과 인공 경

의 조망을 공유하는 것이고, 심미성은 개별 공간이나

공동체 공간의 강조, 차별화된 외 형식을 통해 아이덴

티티를 표출하고 식별성과 소속감을 나타내는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동 내 공유공간으로 연구의 범 를

한정하 기 때문에 공간의 구성이나 경계구조, 진입 측

면에서 련성이 많고 공유공간의 사회통합 계획요소

를 포함하고 있는 연계성, 역성, 개방성, 근성 등 4

개의 공유공간 계획특성을 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기 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

것이다.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공유공간의 이용

측면의 교류성, 일상성, 쾌 성은 제외한다. 한 일체성

과 심미성은 외 의 형식이나 통일 인 디자인으로 동질

로젝트명 건축공간의 특징 건축도면 공유공간의 세부 계획내용

WOZOCO

- 100세 의 노인 아 트가 제안되었지만 법규의 제약으

로 87세 만 실 되었고, 남은 13세 는 철골 트러스

구조의 캔틸 버형식으로 해결

- 주변 건물에 충분한 일조 제공과 열린 공간의 생성을

한 공 에 매달려있는 구조

- 유리창 치와 발코니 크기, 재료, 색채를 변화시킴으

로써 독특한 이미지 확보

- 공유공간은 캔틸 버와 지면 사이에 존재하는 사

이공간으로 이 두 공간은 입면을 사이에 두고 양

쪽에서 면

- 입면을 내·외부, ·아래로 각각 다른 시 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시각 유사성을 공유하고 이

웃 간의 소통을 유도

FROSILO

- 건축물 내부 원형은 거 한 보이드 공간을 이루고 있

어 공공성 부여

- 두 사일로 코어는 거 한 로비공간이 형성되고, 자연

채 을 한 오 된 로비 아트리움은 엘리베이터, 계

단, 단 세 에 근할 수 있도록 각 층에 연결

- 내부 계단은 이웃 간의 수직 소통공간이 되고

수평 복도와 함께 각 세 에 내·외부의 최

망

- 내부 원형은 거 한 로비 공간으로 거주자들의

흥미로운 만남과 교류를 유도

PARKLAND

- 3개의 L자형 건물로 이루어져 주거공간은 작지만 하나

의 볼륨으로써 구획하여 녹지를 배치

- 거 한 정, 공동 테라스, 옥상 펜트하우스 사이의 5

개 탑을 포함하여 오 된 통풍 블록을 생성하고 모든

방향에서 다른 망 제공

- 내부 정원은 야외 거실의 역할로 외부 공원에서

의 자유로운 진입을 통해 개방 인 공간

- 모든 세 가 공원의 망을 공유하고 모든 방향

에서 다른 망을 제공

- 벽면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있어 주변과 소통이

가능한 공유 공간을 형성

MIRADOR

- 총 35가지 주거유형을 유형별로 묶어 마치 하나의

고 블록처럼 그룹화 하고, 이 게 생성된 9개의 주거

블록을 쌓아올려 슈퍼블록을 형성

- 수직, 수평, 사선의 동선으로 이루어져 시각 다양성

- , 아래 2개 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의 치는 망

의 방향성은 제공

- 건물 상층부의 거 한 보이드 공간은 거주자들과

이웃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정원의

역할

- 블록 사이마다 연결된 붉은 색의 수직 동선은 각

공간으로 진입이 용이한 엑서스 존으로써 여러

가지 주거유형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성

CELOSIA

- 단 세 들로 이루어진 박스들과 정원으로 이루어진

보이드 공간이 번갈아 등장하여 독특한 구조의 입면

- 지상 출입구마다 벽체의 마감 색채를 다르게 하여 공

간의 인지성을 높임

- 콘크리트 에 코 을 하여 빛을 받으면 건축 표면이

반짝이도록 함

- 블록과 블록 사이의 열린 공간이 바람과 빛을 통

하게 하고 주변과의 소통이 가능

- 보이드 공간은 공공 정원의 역할을 하며 이웃 간

의 만남과 교류를 유도

WESTERDOK

- 사드의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유리 외 이 특

징이며 발코니와 같은 부분은 벽돌로 구성

- 주거유형의 내부 형태를 거주자가 원하는 로 바꿀

수 있는 가변 공간 형성

- 외부 계단은 , 아래의 상호 계를 연결하며 서

로 소통하며 모든 방향에 다양한 크기의 발코니

가 있어 주변과의 근성이 용이

- 외부 모든 방향의 창이 오 가능하여 공기 순환

성이 좋고 개방감을

<표 5> 조사 상 건축공간의 특징과 공유공간의 세부 계획내용

<그림 1> 사회통합을 한 공유공간 계획특성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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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다는 에서 소속감과 련이 있는 역성에 포

함시키고, 조망성은 외부와의 교류를 유도하는 특성이므

로 개방성에 포함시킨다.

4.2. 사례분석

MVRDV의 집합주택 사례를 상으로 주거동 내 공유

공간의 범 에 따른 건축 특징과 공유공간의 계획특성

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4.1. 분석의 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유공간의 계

획특성은 연계성, 역성, 개방성, 근성으로 구분하고,

본 연구에서 한정한 주거동 내 공유공간의 범 에 따라

MVRDV의 집합주택 사례에서 용된 건축 특징(수직

미로, Void, 층구조, 발코니, 조합구조)과 이에 연

되는 공유공간 계획특성을 분석하 다. 단 세 출입구

앞 생활공간은 단 세 의 입구로 Void, 발코니 등

을 계획하여 공유공간으로 근하는 연결 공간이 된다.

주거동 통행 공간은 복도, 계단, 홀 등으로 , 아래의

수직 상호 계를 연결하는 소통의 공간이 된다. 주거

동 출입구 앞 생활공간은 외부계단, 테라스, 화단 등을

의미하며 외부와의 소통 공간이 된다. <표 6>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유공간의 계획특

성을 사회통합 계획요소에 용하여 분석한 것이 <표

7>이다.

Wozoco는 커다란 매스에 불규칙 인 형태와 다양한

색채의 캔틸 버(발코니)를 입면에 사용하여 독특한 이

미지를 확보하여 역성의 특성이 보인다. 떠있는 공간

과 지상과의 사이공간이 잠재 인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

지는 공간으로 개방성의 특성이 나타난다. Frosilo는 건

축물 내부 원형의 Void와 , 아래 2개의 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이 공간 간의 연결과 망의 방향성을 주어 연

계성과 개방성의 특성이 있다. Parkland는 주변 공원과

인 해서 모든 단 세 에서 공원을 볼 수 있도록 구성

하여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어 공 공간을 개방

한다. 따라서 개방성과 연계성의 특성을 보이며 조합구

조를 이 역성의 특성도 나타난다. Mirador는 외 의

색채로 공간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수직으로 층된 블

록들이 체를 융합하여 역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수

직, 수평 가로가 만나는 곳은 공간의 시각 연결로 개

방성과 연계성의 특성도 보인다. Celosia는 다양성을 가

진 단 주거들이 박스의 형태로 분배되어 번갈아 배치

함으로써 개방성의 특성을 갖고,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

어 역성의 특성이 나타난다. 한 Void를 두어 연계성

과 개방성의 특성도 보인다. Westerdok은 좁은 발코니의

연장된 공간이 내·외부의 연결 역할을 하며 외부 계단이

, 아래의 상호 소통하는 연계성, 개방성, 근성의 특

성이 나타나고 층구조로 역성의 특성도 보인다.

MVRDV의 집합주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거동 내

공유공간에서 사회통합 계획요소를 용한 연계성, 개

방성, 근성, 역성의 특성들이 반 으로 잘 나타나

있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개방성 계획특성은 Void, 투

명유리, 발코니, 티오, 녹지 등 다양한 경계 공간을 활

용하여 공유공간의 시각 차단과 연속을 표 하 다.

한 시각 인 개방감으로 주변 도시환경과의 연계를 강

조하여 연계성의 특성도 함께 나타났다. 연계성 계획특

성은 시설 간의 연결, 공간 간의 연결, 내·외부의 연결

등에 의해 나타난다. 로비, 내부계단, 수직 수평의 가

로 등에 의해서 사 공간과 공 공간을 포함하여 공유공

간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연결을 나타냈다. 역성 계획

특성은 돌출, 층, 연결, 분리 등 공간의 다양한 구조로

공유공간의 역을 구성하고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는 구

축방식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 독특한 외 의 형태

나 다양한 색채로 강조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

성을 나타냈다. 근성 계획특성은 공유공간으로의 진입,

출입구의 설치 장소나 이동통로의 연결성에 련된다.

내부 Void 공간과 수평, 수직, 사선의 다양한 동선 계획

으로 공간 간의 원활한 연결이 있다.

5. 결론

사회통합을 한 도시 집합주택은 거주자들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공유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과 주거공간의 연계를 이론

고찰하고 사회통합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계획 특성을 도출

하 다. 한 집합주택의 주거동 내 공유공간의 범 를 한정

하고 MVRDV의 집합주택 사례를 조사하고 공유공간의 계획

특성을 분석하 다. 이에 사회통합을 한 공유공간의 계획에

을 맞춰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공유공간의 계획방법에

한 논의를 개하 다.

사례분석 결과, 건물의 내·외부 Void와 발코니를 통한

시각 인 개방감을 주어 거주자들 는 지역 주민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계획하여 개방성과 연계성의

공유공간의

범
건축 특징

공유공간의

계획특성

단 세

출입구 앞

생활공간

Void, 발코니를 계획하여 단 세 에서 공유공간

으로 근하는 연결 공간이 되며 망 역할

연계성, 개방성,

근성

다양성과 복잡성의 불규칙한 단 세 들의 조

합 형태의 공간
역성, 연계성

주거동

통행 공간

수직 미로의 역할을 하는 내·외부 계단, 코어

등을 계획하여 우연한 만남의 시나리오 설정

공간

연계성, 개방성

단 세 들의 층구조로 인해 움직임의 연속

공간들의 이동
역성, 근성

주거동 출입구

앞 생활공간

발코니, 내부 정원을 계획하여 공·사 공간의

경계, 외부와의 소통 공간

연계성, 개방성,

근성

<표 6> 공간범 에 따른 건축 특징과 공유공간의 계획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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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보 다. 한 주변의 환경(빛, 바람 등)과 공원,

녹지 등을 연계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유도하 다. 역

성 특성은 단 주거의 층구조나 조합구조로 하나의

집합체를 형성하고 건물의 외 을 강조하여 소속감과 공

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 다. 공유공간으로

의 근은 내·외부 Void와 계단, 발코니 등 공간 내·외부

의 연결과 시각 , 물리 개방으로 커뮤니티 형성 공간

을 계획하 다.

도시 고 화에 따른 공유공간의 부재와 사회통합을 한

주거 환경으로의 환이 실히 요구됨에 따라 이에 합한

사례인 MVRDV의 집합주택의 주거동 내 공유공간 계획특성

을 분석하고 계획 방법을 제안하 다는 것이 본 논문이 갖는

차별 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심으로 공유

공간의 계획특성을 분석하 기 때문에 재 우리나라의 환경

, 도시 , 주거 정책 으로 차이가 있어 용하기 어렵다는

과 실제 거주자들의 에서 느껴지는 공유공간의 계획특

성이 아닐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사회통합을 한

도시 집합주택의 공유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물리 근 방안과 함께 거주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 등을 인터뷰를 통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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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공간

계획특성

사회통합

계획요소
WOZOCO FROSILO PARKLAND MIRADOR CELOSIA WESTERDOK

근성

공유공간으로의

근 단 세 출입구

→ 발코니, 계단

단 세 출입구

→ 계단, 홀 →

Void

주거동 출입구 → Void →

계단 → 공동 테라스

단 세 출입구 → 홀,

복도 → Void

단 세 출입구 →

Void, 계단

주거동 출입구 → Void

단 세 출입구 →

발코니 → 계단

단 세 출입구 →

발코니, 계단
진입 경로

경계 구조 떠 있는 공간과 지

상과의 사이공간

에서 커뮤니티 형

성

거 한 원형 Void는

로비 공간으로 커

뮤니티 형성

층부와 고층부의 수평

연결로 거 한 Void와 공

동 테라스 형성

상층부의 Void는 커

뮤니티 형성이 가능

한 정원의 공간

심부의 Void는 단 세

에 시각 , 물리 으로

개방되고 커뮤니티 공간

형성

좁은 발코니의 연장

된 공간이 내·외부

의 연결
시각 인 공간의

치 거리

개방성

공간의 차단과 연속 단 세 마다 발코

니를 두어 개방감

을 확보

내부 원형의 Void와

내부 계단은 공간

간의 연결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하여

공동 테라스의 유리 난간

으로 외부 개방성을 확

수직, 수평의 가로가

만나는 곳에서 시각

으로 개방

각 층마다 발코니를 두어

내·외부를 시각 으로

개방

모든 방향의 창이

오 가능하여 개방

감 확보

시각 인

개방 형태 정도

외부와의 연계
발코니를 통한

외부와의 연계

외부 도시와의 공

간 연계

일부 녹지를 사용하여 주변

공원과 연계

외부 도시와의 공간

연계
외부 도시와의 공간 연계

외부 도시와의 공간

연계

연계성

시각 인 연속 단 세 들을 각각

다른 시 에서 바

라보게 하여 시각

유사성 부여

1, 2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은 시각

인 연속으로 수

직 소통 공간으

로 연결

주거동 단 세 출입구

는 Void와 공동 테라스로

근하여 시각 인 연속과

공간 간의 연결을 유도

수직, 수평, 사선의

동선으로 이루어져

공간의 내·외부를

연결

Void, 계단, 단 세

부는 공용 발코니와

연결되어 공간의 내·외

부 연결

외부 계단의 , 아

래 수직 연결로

시각 인 연속과 유

사 공간 간의 연결

공간 내·외부 연결

유사 공간 간의

연결

역성

외 의 강조

조합구조
유리창 치, 발코

니 크기, 재료, 색

채를 변화시켜 독

특한 이미지 확보

두 개의 사일로 코

어는 거 한 매스

를 형성

오 된 통풍 블록의 조합구

조로 거 한 주거 매스를

형성

건물 내의 수직선들

이 층된 블록 사

이를 이어 으로써

체를 융합

단 주거의 입체 배열

로 규칙 인 반복에 의

한 하나의 집합체 형성

단 주거의 층구

조로 집합체를 형성

하여 공동체 의식

부여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표 7> MVRDV의 집합주택 사례의 공유공간 계획특성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