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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has the aim of studying that the problems of space․time, effectiveness of space, economic 

characters in the architectural space that should be 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multi-purpose furniture in 

the multi-purpose rooms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method.

 The scope of this study is on the space of houses, schools and churches. The possibilities of using the 

methods between the multi-purpose rooms and multi-purpose furniture were tested. And the real furniture 

designed by the author was introduced among the pages.

 References, observations and the feedback from the users were used as the method of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the contents of this study; 1. Background and the characters of the space in the 

multi-purpose rooms. 2. Present and potential features of the multi-purpose rooms. 3. Design method of 

the multi-purpose rooms. 4. Real multi-purpose furnitures designed and the evaluation on those good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ulti-purpose furniture could be recommended as a good method to improve 

the spacial enhancement for the multi-purpose rooms. From now on, the researches like this could be 

studied as good problem seek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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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의 경향을 한마디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흐름 의 하나는 인간의 사상이나 사물

체계가 복합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유니섹

스같은 상이 그 단 인 이다. 남녀의 의상

은 이제 구분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축에

서도 이러한 Trend는 벌써 찾아 왔다. 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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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연구되었음

건축물,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원룸 등 우리 주

변은 이러한 복합화 상으로 바 어 가고

있다. 마치 퓨 (Fusion)이란 말이나 멀티

이어와 같은 용어가 우리 귀에 익숙한 것처럼

는 다용도, 다목 이라는 용어를 친숙

하게 사용하는 시 로 변천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에 한 주된 심 의 하나는 공간이다.

공간은 구조체와 더불어 건축을 이루는 양 요

소임에 틀림없으나 건축의 주체가 공간이라는

인식은 다분히 공간에 편 된 사고체계에서 비

롯된 것이다.

 공간과 시간과의 계도 마찬가지다. 공간․시

간 개념에 있어 체로 공간을 그 자체로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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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공간은 항상

시간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건축은 시간 차

원을 공유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 건축공간

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온 한 이해가 될 수 없

는 것이다. 시간․공간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의 계로 결합되어 있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건축학

의 선행연구에 있어 시간과 함께 공간을 다룬

연구는 그 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건축계획에서는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많

은 노력을 기울인다. 공간의 효율성은 곧 공간

의 경제성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건축에서

는 공간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요한 문제로 부

각되는데 이는 건축의 속성 상 어쩔 수 없는 과

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건축공간을 사용할 때 이용패턴의 고정화 상

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건축공간의 용이 나

름 로 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만 실제로 그 용으로 인하여 얼마나 공간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지에 하여는 많은 검토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건축공간이 형화될 때 용에서 나타나

는 비효율성 문제가 경우에 따라 의외로 크게

증가되는 것 한 사실이다. 그 다면 공간이용

에 하여 다목 성을 부여하는 것은 공간의 효

율성 내지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시

도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을 문제 해결의 시간

근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를 들어서

형교회의 배실은 공간 규모가 단히 큰

것에 비해 이용율은 히 낮은 상태에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용되는 는 극히 드

물고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로 장의자로 고정되

어 있어 앞에서 얘기한 이용 패턴의 고정화

상이 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 공간의 효율성, 경제성과 같은 문제가

단히 심각한 상태로 제기 되는 단 인 이다.

학교건축, 특히 학 시설 문화 이나 강당,

합동강의실, 그리고 종합체육 같은 스포츠 시

설과 같은 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 까지 거론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물

론 여러 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건축

철학 으로 공간을 시간과 함께 어떻게 충분히

고려해야 할지, 건축의 주체라고 생각될 정도로

요한 공간과 더불어 구조체를 어떻게 충분히

고려해야 할지, 그러한 구조체의 상과 家具는

어떠한 계에 있는지 등등에 한 본질 인 사

유가 요구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연구가 건축

계획학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목 실에 한

문제를 본질상 건축계획 으로 고찰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한 가지

의도는 가구까지 건축계획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서 다목 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이다.

여기에 부분 으로 제기되는 과제가 건축을 가

구와의 계로 푸는 것이다. 건축공간을 공간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

니라 가구와의 존재형식에 의해서 그 공간성의

일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려는 것이다. 그러므

로 건축공간의 효율성 내지는 경제성을 높이려

고 할 때 부분 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가구에

여하히 다목 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로 귀착이

된다. 건축 는 공간은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구조체나 가구와 극 으로 공

존되는 것으로 보며 그 때 공간의 효율성은 증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는 지 까지의 건축계획학

분야에서 소홀히 취 해 온 공간․시간, 공간의

효율성과 경제성, 건축공간의 가구와의 문제를

다목 실 설계에 한 건축계획 인 근과 다

목 실과 다목 가구라는 계에서 새롭게 정립

해 보려는 연구 목 을 갖고 있다.

1.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여덟가지 질의

에 한 논리 추리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다목 실과 잠재 다목 실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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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목 실은 공간이 통합 는 분화하는 과

정에서 어떻게 출 했는가?

(3) 다목 실의 공간 특성은 무엇인가?

① 시간성과의 계에서의 공간성

②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의 공간성

③ 구조체 가구와의 계에서의 공간성

(4) 어떤 실이 다목 기능을 갖고 있는가?

① 재 다목 실로 사용되는 경우

② 잠재 으로 다목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

(5) 재의 다목 실에서 그 기능이 충분치 못

한 이유는 무엇인가?

(6) 다목 기능을 갖는 실로 만들기 한 설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① 건축계획 으로 근하는 방법

② 다목 가구로 근하는 방법

③ 기타방법

(7) 다목 실에 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① 평가의 항목과 방법

② 다목 실 설계에 한 평가

③ 다목 실 거주 후의 평가(POE)

(8) 다목 실의 활용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연구 상으로 삼을 건축물의 종류는 주택, 학

교, 교회로 한정하 다. 이들 건축물에서의 다목

실은 우선 연구자의 심이 컸던 건축물이고

조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 도 있는 건

축물이다. 물론 다목 실은 이들 외의 건축물에

서도 찾아볼 수 있겠으나 연구기간이나 기타 여

건에 의해 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택, 학

교, 교회를 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건축물의 다목 실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주택에 있어서는 이미 다용도실이라는 이름으로

다목 실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1차 으로 이

에 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침실

이나 거실 한 잠재 다목 실로 여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학교건축에서는 연구의 목 에서 잠깐 언 한

것과 같이 주로 학시설 문화 이나 강당,

합동강의실, 종합체육 과 같은 스포츠시설이 1

차 인 연구 상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다목

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공간이 있을 것이다.

교회건축도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배실을

비롯한 친교 , 교육 등의 건축물과 공간이

연구 상이 될 것이다. 교회는 일주일 단 로

사용패턴이 형성되어 있어 특히 상세한 연구가

요구되는 상이다.

기본 인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찰, 사회조사

방법 등이다. 연구주제와 련된 문헌을 조사하

고 이들의 내용과 연구 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의 다목 실에 한 찰 사이에 어떤 상들이

발견되는지 주목할 것이다. 실제로 다목 실

을 이용하는 사용자(User)와 잠재 사용자들에

한 환경-행태 상의 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2. 다목 실의 출 배경과 공간성

2.1 다목 실의 출 배경

다목 공간 는 다목 실, 그리고 다목 가

구의 출 은 는 근 로부터 기인된 것은

아니다. 쉬운 로 우리나라 통가옥에 있어

소 『안방』이란 공간개념은 다목 실의 개념

과 상통하는 것이다. 안방은 침실이자 식당이었

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가정교육이 이루어

졌고 주부의 작업공간이기도 했다. 한 마디로

다목 실로서의 안방의 기능은 다목 공간의

특성을 두루 갖춘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

양식주택에 있어서는 공간이 기능 으로 분화

되어 있어 다목 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지

만 별도로 다용도실이라는 것이 Utility라는 이

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Utility안에서 세탁,

건조, 다림질과 같은 주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주택에서는 이를 보다 극 개념으로 발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다목 실

은 이런 주택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다목 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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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은 오래 고건축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본격 으로 확 되는 시 은 아무래도

근 이후의 건축 특히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활발하게 용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아 건

축으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다목 실의 출 배경은 가장 큰 Background로

서 경제 인 이유에서 확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는 건축 활동에서 단히 큰

향력을 갖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공간의 활

용도면에서 그 만큼 유효성을 높이는 문제가 경

제 인 배경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 인 이유 외에 인간의 생활이 복잡해지고

복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를 편리하

게 해결하려는 욕구에 의해서 다목 공간이 환

받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간 활용

에 있어 시간의 유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인 것이다.

2.2 다목 실의 공간성

다목 실의 공간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으로 유리하다.

여러 가지의 생활상의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것은 곧 여러 개의 방

신에 하나의 방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생활상의 편리나 불

편을 떠나 그 자체로서 공간이 약되기 때문에

경제 이라는 논리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건축에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은 단히 요한

인자이다.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경제성이 높다

는 말과 같은 것이다. 공간을 시간에 따라 그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곧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

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 공간의 경제성을 높이

는 것이다. 공간의 이용률은 공간과 시간을 하

나로 보는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어느 공

간의 효율성이란 어느 일정한 시간에 따라 그

시간 체에 사용되는 공간의 효율을 가리키는

것이다. 공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려면 공

간의 다목 기능을 높이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시간 으로 유리하다.

여러 공간을 왕래하며 일어나는 행 는 시간의

소모 한 유발시킨다. 공간과 시간의 분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의 분화는

자연스럽게 시간의 분화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

나 다목 실에서의 공간개념은 공간을 축소시키

는 효과와 더불어 시간에서의 축소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가령 한 방에서 여러 기능이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다목 실의 공간성은 시간성과 한 계를

갖고 있다. 공간과 시간은 상호 한 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목 공간개념이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공간의 시 스 개념으

로 나타난다. 공간과 시간은 본질상 하나인데

그 공간에 다목 기능이 부여된다는 것은 시간

상의 단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 으

로도 가능하고 실제 으로도 입증되는 것이

다. 다목 실이 경제 이고 시간의 약에 유리

하고 생활에 편리하다는 것이 이런 것을 나타내

는 것이다. 공간상의 약이 시간상의 약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

셋째, 구조체 家具 설계의 융통성을 내포하

고 있다.

건축물은 공간과 구조체로 이루어진다. 그러므

로 공간만을 상으로 건축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공간과 구조체는 일체로 이루어진다. 다

목 실의 문제는 공간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목 실에서 주로 검토해야 할 문제는 다목

공간이지만 공간은 구조체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건축구조에 한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므로 다목 실은 Passive 형식

으로서는 구조체에 하여 검토해야 하고

Active 형식으로서는 다목 실내에 설치되는 다

목 가구에 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구조체는 변경이나 변화의 정도가 어려운 신

극 인 의미에서의 공간을 규정하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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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나름 로의 장 이 있는 반면에 다목

가구는 변경이나 변화의 정도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극 인 변화의 가능성

을 주기 때문에 Active System에서는 상당한

다목 실의 융통성을 기 할 수 있다. 건축구조

상의 역할보다는 극 인 융통성을 지니고 있

다고 보여 진다.

3. 다목 실의 실태와 잠재 다목 실

3.1 다목 실의 실태

(1) 주택

주택에 있어서 지 까지의 다목 실은 다용도

실에 국한되어 실행되어 왔다. 주로 공동주택에

용한 다용도실은 거의 변함없이 설계되어 시

행되는 추이이다. 그러나 다목 실에 한 검토

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실이나 침실에 하여

도 다목 실 개념의 용은 필요한 부분이다.

원래 거실은 다목 공간의 개념이 강한 공간성

을 지니고 있다. 손님을 맞이한다든지 가족의

모임 장소, TV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서의 거실의 기능은 다분히 다목 공간의 성격

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생활과 공

간의 분화된 내용을 극 으로 수용하며 더욱

진 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침실은 수면이라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독

립된 공간이지만 역시 다목 공간으로 변조시킬

수 있는 잠재성이 다분히 있다. 특히 소규모 공

동주택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극 화 될 수 있

다. 경제성이나 생활의 편리성을 해서도 소규

모 주택내의 침실의 다목 실로서의 기능의 개

발은 으로 필요하다.

(2) 학교

학교건축에 있어서도 다목 실의 개념이 존재

해 왔으나 그 정도는 미미하 다. 그러나 강당

이나 체육 , 시청각실에 한 요구가 차 늘

어나 학교에 있어서도 다목 실에 한 연구가

으로 필요하다. 학년교실, 특히 유치원

에서는 다목 실에 한 요구가 지배 으로 나

타난다. 이것이 원룸형식과 같은 다목 공간개

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고학

년으로 갈수록 독립된 교실의 요구가 강하게 나

타나지만 공간의 효율성으로 보아 문제가 심각

하기 때문에 역시 다목 실에 한 연구가 실

한 부분이기도 하다. 학건물에 있어서의 Hall

이나 합동강의실 같은 부분을 다목 실로 유용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히 많다.

(3) 교회

교회건축은 다목 실에 한 요구가 가장 실

한 분야이다. 교회는 체로 일주일에 한번 내

지 두 번 회집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공간의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건축 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건축물 체 으로 Community에서의

다목 공간의 유용성에 하여 연구할 부분이

무 많고 특히 배실 부분에 하여 집

으로 연구할 과제가 많다.

교회당을 Community 시설로서 활용할 경우

지역사회 체 으로도 큰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도나 선교 인 차원에서도 고려할 가

치가 크다. 교회건축 내에서 배실이 차지하

는 비 이 크지만 이의 활용 면에서는 그 효용

성이 지극히 하되기 때문에 일 부터 이 부분

에 한 다목 공간 근이 요구되어 왔다.

3.2 잠재 다목 실

재는 다목 실로 사용되지 않지만 이 연구에

서 극 으로 검토되어 다목 실로 사용가능한

방들이 잠재 다목 실이다. 지 까지 검토된

부분의 공간들이 사실은 잠재 다목 실에

속한다고 보여진다. 주택에서의 거실, 침실, 학

교에서의 Hall이나 합동강의실, 교회에서의

배실 등이 바로 그 표 인 들이다. 이러

한 의미에서 보면 건축물의 상당한 부분이 잠재

다목 실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들을 다목 실로 환시킬 수

있다면 기타 나머지 방들도 잠재 다목 실로



6 韓國農村建築學會論文集 通卷 制8券 1號 通卷22號 2006年 2月

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게 보면 다목 실 일변도로 건축공간을 고

려하는 극단 인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것

은 한 무 지나친 사고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공간은 다분히 독립된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

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간이

잠재 다목 실로 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 하더라도 면 히 검토하여 다목 공간이 발

휘할 수 있는 장 을 충분히 나타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다목 실 설계방법

4.1 건축계획 근 방법

건축계획은 보다 범 한 역 안에서 건축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지만 여기

에서는 주로 구조체와 공간사이에 존재하는 부

분에 용하는 말로서 규정한다. 다시 말하면

구조체로서 공간을 형성할 때의 건축계획을 얘

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간의 종류, 규모, 형

태, 상호 계, 배치 등이 망라된다. 공간의 종류

란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종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규모, 형태 등은 그 안에서 생

활하는 사람들과 계가 있다. 상호 계도 기능

인 계에서 공간과 공간 사이에 나타나는 생

활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목 실로서의 공간

개념과 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을

설정할 때 다목 공간으로 결정한 것인가의 여

부는 구조체의 계획과정에서 건축계획 기부터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4.2 다목 가구 근 방법

건축계획 근 방법이 Passive type의 결정

방법이라면 다목 가구 근 방법은 Active

type의 결정 방법이다. 가구는 구조체에 비하여

Active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극 인 건축계획 방법이라고 볼 수 있

다. 사실 다목 가구에 따라 다목 실의 기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목 가구에 한 연

구는 단히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구

가 고정화되어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그 가

구가 존재하는 공간 역시 고정 인 기능을 소유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다목 가구에 한 연구

는 다목 실의 활용방안에 상당한 비 을 차지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3 기타 방법

다목 실 설계방법에는 이상과 같이 건축계획

방법과 다목 가구 근 방법이 있을 수 있

는데, 이를 개별 으로 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 두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아 보

일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하면서 오

히려 난해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5. 다목 실 평가

5.1 평가의 항목과 방법

다목 실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느냐

에 한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목 기능의 종류에 한 평가이다. 다

목 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상의 기능의 종

류와 수효, 그 편리도나 향에 한 평가가

이에 속한다.

둘째, 다목 실의 경제성에 한 평가이다. 경

제 으로 어느 정도의 이윤이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목 실에 일어나는 행 에 하여 시

간상의 평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선의

단축이나 생활과 생활 사이의 변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시간 사용에 있어 약을 주는가 하는

에 착안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2 설계 평가

이는 시공 에 다목 실의 설계에 하여 미

리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목 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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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도면과 모형으로 만들어 Simulation을

할 수 있게 제작하면 시공 에 합리 인 평가

를 내려 그만큼 다목 실에 하여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5.3 거주 후 평가(POE)

이는 다목 실을 사용한 사람들을 상으로 실

제 생활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심으로 평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건축은 반드시 그 공

간 내에서 살아보고 생활상에 나타나는 장단

들을 비교 평가해야만 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 후 평가는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 기법은 이미 발표되어 있는 연구사례

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6. 다목 실 활용방안

주택에 하여 다목 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은 무엇보다 소규모 주택의 침실을 다목 실

로 만드는데 있다. 주택의 거실을 다목 실로

만드는 것은 원래의 실의 용도상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다용도실이라는 것도 다목 공간

의 성격을 지닌 만큼 어느 정도 고안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극 인 의미에서 다목 실을 계획하는

경우 보다 효과 인 사례가 소규모 주택의 침실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림 1 주택의 소 모 다목적실과 

다목적가  실례(1)

침실에 있어 특히 아동용 침실에 설치되는 가

구를 침 , 책상, 책장, 테이블 등으로 구별할

때 이 모든 가구를 다목 가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침 는 Wall-bed 개념으로 만들 경우

분명히 침 가 차지하는 공간을 여타의 공간으

로 사용할 수 있으며 책상, 책장, 테이블 등도

그 유니트(Unit)를 합치고 푸는 과정 속에 다목

실의 기능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림 2 주택의 소 모 다목적실과 

다목적가  실례(1)

학년을 한 학교,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다목 공간 개념으로 설계될 수 있음

을 먼 지 한바 있다. 여기서는 역시 쉽게 다

목 실화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제시키고 다목

실로 만들기에 어려운 경우를 상정해 보는 것이

요하다. 를 들어서 독립성이 강한 학 시

설 에서 특히 Hall이나 합동강의실 는 스포

츠시설 등에 이러한 다목 실 개념을 도입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Hall은 Hall로서의 기능을

1차 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이 Hall을 시

공간, 더 나아가서는 시청각실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 가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합동강의실도 강의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실 는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극

인 유도가 요구된다. 그리고 스포츠시설 한

스포츠시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목 강당

이나 Community 시설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

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회당 안에는 여러 가지의 공간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배실, 친교실, 교육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그들이다. 이 에서 친교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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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 등은 다목 실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공간이다. 실제로 친교실은 여러 가지

의 기능을 갖도록 고안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허

다하다. 그러나 배실은 거의 고정화되어 사용

되고 있다. 소규모 배당 특히 소 개척교회

라는 곳에서는 배실이 거의 다목 으로 사용

되는 경우가 많으나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공간

의 분화 정도가 심하여 그 기능이 고정화되어

배실로서만 사용되는 가 부분이다.

이 부분이 교회에서는 다목 실화 할 수 있는

좋은 가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고

정화되어 있는 장의자(Pew)가 제거만 될 수 있

다면 공간의 다목 화는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의자를 개별의자로 설치하되 이를 조립하

면 장의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고안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시행되는 가 있는데, 배

실 안에서의 다목 가구는 더욱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Community 시설로서의 교

회당으로 생각해볼 때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배실을 개조할 수

있다면 공간의 다목 화는 아주 범 하게 시

도될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소규모 주거공간의 다목 실 활용방안은 공간

의 경제성과 시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하여

고려된 하나의 작은 제안이다. 건축에서

다목 실은 그 필요성이 증 되어 가고 있

는데, 이는 건축이 지향하는바 경제성과 시간성

과 편리성의 요구 때문에 그 다. 다목 실은

건축계획 으로 구조체와 공간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다목 가구를 통한 해결방안이 건축계획의 일

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보다

극 인 방법으로서 다목 가구를 해결방안으로

모색해 보았다.

모든 건축에 있어 다목 공간 개념의 도입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주택, 학교, 교회에 국한시

켜 그 가능성을 검토하 다. 자세한 객 인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제시해야하지만 여기서는

우선 그 체 인 개념정리만을 시도하 다. 그

리고 실제로 소규모 주택의 침실에 용할 수

있는 다목 가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여 보았다.

주택이나 학교, 교회 등은 사람들의 생활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건축물들로서 이 건축물들

의 일부 공간을 다목 실로 환 했을 때의 효

과는 무 크다고 보여 진다. 주택은 가장 기본

인 건축물인바 그 소규모 주택의 침실을

다목 가구를 이용한 다목 실로 개조했을 때

국민경제나 서민들의 경제성 향상에 지 한

향을 미치게 되고 학교 역시 마찬가지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교회는 독특한 종교시설로서의 치를 유하

고 있으나 이를 Community와 연결시켜 볼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향과 상당한 효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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