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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문론을 이용한 Frank Lloyd Wright 주택작품의 공간 구성

분석 연구*

- 유소니안 주택 작품들의 평면도를 심으로 -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Space Analysis of Usonian Houses of Frank Lloyd Wright Using the

Space Syntax
- Concentrated on the Usonian House Floor Plans -

Author 황용운 Hwang, Yong-Woon / 정회원, 동양 학교 건축실내학과 교수, 건축사, 공학박사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rganization of ithe internal space of Usonian houses that were designed

by Frank Lloyd Wright between the 1930s and the 1950s. The Space Syntax Program was used to analyze

spatial structure of these Usonian houses. The research range has been done on 9 case studies of Usonian

house floor plans, which were designed from the 1930s to the 1950s. The shape of unit floor plans of Usonian

house are usually in various L types, ― types and transformed types etc..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service space(Kitchen etc.)is located at the center of house and it

plays a role in separating the private space(bedroom etc.) and public space(living room etc.). 2) All of the

bedrooms of Usonian houses have common characteristic : they are connected by a galley(corridor). 3) The

organization of the inside space of most of these houses showed a tendency segregation space. 4) The galley

inside space of Usonian house is the most integrated space in the house 5) The living room of the 1930s

houses was analyzed as segregation space but it of 1940s and 1950s houses was analyzed as integration space

6) Although bedrooms are connected by galley, which is the highest integrated space of the inside space, this

space is analyzed as a segregated space

Keywords 공간 구문론, 유소니안 주택, 평면 계획, 공간 개념

Space Syntax, Usonian House(U-house), Floor plan, Space Concep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19C 랭크 로이드 라이트(이하: 라이트)는 사무실과

같은 형건축물의 건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시카고에서

그의 건축인생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축가들

과 달리 그의 작품 부분은 주택건축이 주를 이루고 있

다. 그 지만 미국 건축가 회(AIA)에서는 “모든 시

를 통틀어 미국에서 가장 한 건축가”로 평가하고 있

다. 이는 그가 단순한 건축가로서가 아니라 당시에 유행

했던 유럽스타일의 건축양식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미국

의 문화와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반 하여 당시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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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2011년도 학술 진흥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

부임. 과제번호 : 2011-0010023

인 주택 유형을 미국 스타일로 정착시켰기 때문이다.1)

뿐 만 아니라 라이트는 그의 주택작품들을 통하여 유기

건축 원리를 정립한 근 건축 거장으로 융통성 있는

공간구조는 그가 설계한 주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2)

특히 70년이라는 그의 건축 인생 유소니안 시 에 그

의 작품 반 이상인 약 500 이상의 건축물을 디자인

했을 뿐 아니라 당시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미국인에

게 높은 질의 주거를 렴하게 공 하고자 하는 주거유

형으로 창의성 있는 새로운 주거유형인 유소니안 주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3) 이에 가장 많은 작품 활동이

1) 황용운, 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주택답사, 시공문화사. 2013, p.14

2) 민나라 외 3인, 시각 인지 범 에서 본 랭크 로이드 라이트 주

택의 공간 구조 분석 연구, 한 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 제33

권(2), 2013. p.71

3) 황용운, 랭크 로이드 라이트 유소니안 주택 평면의 공간 개념 분

석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23권(2),, 2014.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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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유소니언 시 를 기 으로, 그의 작품이 상징

하고 있는 유기 인 건축 공간구성이 어떻게 주택평면에

서 표 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라이트의 후기

작품시기인 유소니안 시 의 기 주택 작품에서 후기

작품에 이르기까지 표 주택작품을 공간구문론을 사

용하여 주택의 공간구성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 방법

일반 으로 라이트의 주택 작품 유형은 크게 3시

-“Prairie"시 (1899-1910), 암흑의시 (갈등의시기, 1911〜

1936)측시 “Usonia(1937- 1959)”시 -로 나 고 있다.

이 연구의 범 는 제2의 황 시 인 유소니안 시 를

연구의 범 로 설정하여 1937년에서 1959년 사이에 건설

된 작품을 기 으로 선정하 다. 그러나 그의 작품 반

이상이 유소니안 시 에 이루어진 만큼 분석을 한 작품

이 범 하므로 다음과 같은 기 으로 설정하 다. 윤지

의 연구4)와 Rosenbaum House(1939)의 홈페이지5)에서

언 하고 있는 유소니안 주택을 기 으로 선정하 다. 주

택 선정은 1930년, 1940년, 1950년 로 10년 단 로 구분

하여 각 년 별 3개씩 선별하 다. 그리고 평면유형은 유

소니안 주택의 기본평면인 L자형, 일자(―)형, 변형 평면

도를 선택하 다. 한 주택의 층수는 공간구조의 비교의

편리성과 유소니안 주택의 기본 층수인 1층을 기 으로

하 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분석은 ‘The Frank Lloyd

Wright Companion’6)에서 수록된 평면도를 기 으로 하

다. 분석방법은 정량 이며 구체 이고 객 인 평가를

하여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의 Convex Analysis을

이용하여 평면 내의 공간구조를 비교·분석하 다.

2. F. L. 라이트의 주택건축

2.1. F. L. 라이트의 건축사상과 기주택 경향

라이트는 어려서부터 창조 인 공간조형을 만들어내는

뢰벨 교육을 받았다. 뢰벨은 교육7)의 심원리를 어

린이의 창조 인 자기활동에 두었다. 그리고 뢰벨 블

록을 ‘은물8)(gifts, Spielgabe)’이라 하 다.9) 이 뢰벨

4) 윤지 , 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소니안 주택의 생태 특성, 한

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제10권(3), , 2010. p.24

5) http://wrightinalabama.com : A beginner’s guide to Usonian

architecture

6) William Allin Storrer, The Frank Lloyd Wright Compan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7) 뢰벨 교육은 1876년 필라델피아 100주년 기념박람회에서 독일의

사상가이자 교육가인 뢰벨이 미국에 처음 소개되는 계기가 된다.

8) 은물이란 유치원의 창시자인 뢰벨이 창안한 체계화된 교육용 놀

이감을 통들어 일컫는 것을 의미함. 오장환 외 1인, Frank Lloyd

Wright의 건축작품에 나타난 라이트의 공간 해석과 구성방법에

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 1998. 12 p.38

9) 황태주, 뢰벨 은물의 형식범주에 나타난 건축공간 계 형태

학습은 본질의 형태에 한 심원한 감각을 훈련하는 건

축의 도구로써, 모든 자연의 실질 인 단 시스템이며,

이는 라이트의 건축 형태를 발 시킨 원천이 되었

다.10) 그리고 뢰벨의 빌딩 블록 시스템(Building Block

System)의 교육 이론은 “세계를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

하고 자연세계에는 통일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개

념을 가르침으로 라이트의 디자인 감각의 기 를 다지도

록 하 다.11) 이와 같이 뢰벨 교육에 한 건축

감은 그의 자서 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 “어린 시

어머니와 같이한 불록 놀이는 나의 삶 동안 나의 손

가락에 향상 머물고 있다.”「For several years I sat at

the little Kindergarten table-top… and played… with

the cube, the sphere and the triangle - these smooth

wooden maple blocks…. All are in my fingers to this

day….」12) 라고 할 정도로 건축의 도구로써 모든 자연

의 실질 인 단 시스템이었으며, 라이트 건축 형태

를 발 시킨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1887년 시카고로

떠난 라이트는 당시 시카고학 의 거장인 루이스 설리반

을 만나 자연에 근거한 유기주의 이론과 당시 미국건축

에 만연되어 있던 상업 복고주의에 항하는 의미로의

‘유기 건축’의 개념을 정립하 다.13) 이 후 유기 건

축 개념은 1897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시된 일본

술과 건축을 하면서 차 구체화되어갔다. 여기에서

습득한 일본주거의 단순성, 구조체계에 의한(가구식 구

조), 오 랜닝, 외부 공간(정원)과 주거배치와의 계,

주택의 수직, 수평척도 등의 개념은 그의 기 리

(Prairie: 원) 주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라고 신승

기14)의 연구에서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리 주

택은 리의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고향이면

서 어려서부터 생활한 스콘신 주에 활하고 푸르고

넓게 펼쳐진 평원의 자연이 라이트에게 가장 많은

향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

의 리듬, 패턴, 색채에 한 사상을 심어주었고, 이는 물

질 이고 정신 인 성취의 원천이 자연세계라고 믿음으

로 정리되어 주변 부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재료에 한

상학 해석을 근거로 색채나 재료를 용하 다.15)

이런 개념에서 이루어진 그의 리 스타일의 주택으로

그의 제1의 황 시 를 맞이하게 된다. 이후 가정사 문제

구축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1호, 2002. 4, p.13

10) 라윤지, 랭크 로이드 라이트 주택건축에 나타난 공간 표 특성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11. 제6권(4), p.178

11) 황철호, 월간건축, F.L.W의 디테일 & 디자인, 2000, 9, p.156

12) Hersey, George. Architecture and Geometry in the Age of the

Baroqu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p.205

13) 라윤지, op. cit., p.178

14) 신승기, 김형우, 그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 에 나타난 일본풍

의 향과 수용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9권

(1), 1999, p.243

15) 라윤지, op. cit.,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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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국의 공황으로 인하여 그의 활동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암흑시 를 지나 1937년 이후부터 미국 국민

들에게 ‘높은 질의 주거를 렴한 가격에 제공’하고자는

개념의 유소니안 주택을 선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

(1937-1957)에 설계된 주택들을 ‘Usonian’ 주택이라 부른

다. 이 시기는 라이트의 제2의 황 기라고도 할 수 있다.

라이트의 한 건축의 시작은 시카고 오크 크에 자

신만의 주택 겸 작업실을 오 하고 시카고의 도심에서 일

어나는 형건축물과 달리 주거건축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건축언어를 찾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라이트만의 건축

감각을 살리기에는 부족한 경험 때문인지 그의 기 주택

작품들은 그의 표 인 작품 스타일인 리, 유소니안

주택과 달리 미국에서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일반 인 주

택양식인 유럽스타일 – 높은 지붕, 지붕 의 창 등 -

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작품들을 많이 볼 있다.<그림 1>

라이트의 주택 겸 작업식1889
(Chicago, Oakpark)

Bruce Price(1845-1903)가 뉴욕의
Tuxedo Park에 설계한 Chandler
House(1886)

Walter M. Gale House, 1893
(Chicago, Oakpark)

Thomas H. Gale, House 1892
(Chicago, Oakpark)

Robert P. Parker-Oak Park, 1892
(Chicago, Oakpark)

Charles E. Roberts 주택 - Oak Park,
1896 (Chicago, Oakpark)

<그림 1> F. L. 라이트 기주택과 그의 주택 겸 작업실

실제 사례로 그의 기 작품인 시카고의 주택 겸 작업

실16)의 경우에는 슁 스타일로 루스 라이스의 첸들

하우스를 모방한 듯하다.(그림 1. 上, 左·右) 뿐 만 아니

라 그의 작업이 있는 오크 크 주변에 치하고 있는 그

의 표 인 기 작품들의 외향 인 구성요소들을 살펴

보면 미국의 평원의 수평 이고 고요함을 표 하기

하여 리 주택과 유소니안 주택에서 사용한 표 인

16) 싱 스타일 건축가인 루스 라이스(Bruce price 1845-1903)이

뉴욕의 턱시도 크(Tuxedo park)에 설계한 챈들러 주택(Chandler

House)의 박공지붕과 재료 그리고 체 형태가 매우 흡사함

건축구성 양식인 수평 인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고 그 정

반 의 개념으로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럽의 고

주의 스타일로 사각형 평면형의 박스 형태에 다락방으

로 인하여 하늘 높게 치솟은 지붕과 지붕창 등의 외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찰스 로베르트 주택(그림 1, 下, 右)

경우에는 주택이 면도로 벨보다 높은 곳에 치하고

앞에 포치의 지붕을 지지하는 기둥을 나란히 세우는

등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콜로니얼 스타일의 주택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그의 기작품에서는 뚜렷하고

통일된 자신만의 작품 경향을 찾아가는 과정인 만큼 당시

의 유행 스타일과 많은 갈등이 존재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라이트는 이와 같은 자신의 기 작품들을 “기

후는 강열한 열기와 추 , 습기와 건조함, 어둠과 빛과

련된 문제로 나는 이를 해 거 한 형태의 지붕을 제

안했다. 이 시기의 집은 멋진 쉘터 의 내부공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17)

2.2. Usonia 주택의 의미

라이트는 1920년 의 공백기를 보내면서 캘리포니아를

심으로 주택들을 건축하 다. 그 후 30년 들어

리 시기와 별되는 작품 활동을 개하 는데 이는 라

이트가 건축한 작업 에서 최소한의 면 에서 최고의

쾌 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목 을 둔 유소니안라고

불리는 주택이다. 일반 으로 유소니안 주택은 건축비용

을 감하기 해 실내공간의 치수를 모듈 그리드에 의

해 계획함으로써 표 단 를 사용한 평면구성이 특징이

다.18) 특히 유소니안 시 (1956∼1959)에는 세계2차

으로 인하여 미국에 건축자재 등의 공 에 제한이 있는

등 경제 어려움이 있었을 시기에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의 최소공간과 렴한 비용을 바탕으로 한 자

신만의 주택(유소니안 주택)구성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당

시 미국인들의 생활양상을 변했다고 할 수 있다. 한

기존의 주택공간과 달리 공간의 통합성을 해 필요 이

상의 벽과 문 등을 최소화했지만 각 공간의 독립성이 확

보되었다는 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Usonia’라는

단어는 새뮤얼 버틀러가 미국을 지칭하는 단어로 ‘일치’

를 의미 Union에서 생되었다고도 하지만19) 다른 의미

로는 미국에서 건 한 산층이 합리 인 가격으로 지을

수 있는 미국 시민을 한 주택(Architectural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f North America20))을 유소니안라고

17) 윤지 , op. cit., p.19 재인용

18) 미, 그리드 래닝에 의한 F.L라이트의 공간패턴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7호1998. 12, p.184

19) 황용운, op. cit., 2014. p.15

20) 유소니안 주택은 미국 북부지역이면서 그의 고향인 스콘신 주와

그의 작품 활동 무 인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주에 집 되어 있

다. 재 그가 디자인 한 400여 주택 작품 일리노이 주에 115작

품, 스콘신 주에 46작품 총 161개 작품(약 41%) 이 북부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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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다. i는 음 상 발음하기 편리하게 추가된 것이다.21)

Jacobs house, 1936

(Wisconsin,Madison)

Lowell Water House, 1945

(Iowa, Quasqueton)

Isadore J. Zimmerman House.

1951(New Hampshire, Menchester)

TJhon A. Gillin. 1958

(Texas,Dallas)

<그림 2> F. L. 라이트 시 별 표 유소니안 주택

표 인 유소니안 주택은 라이트의 고향이기도 한

스콘신 주의 메디슨에 치하고 있는 제이콥스 주택

(Jacobs House 1936)으로 최 의 유소니안 주택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나주택(Paul R. Hanna House 1936),

월터 주택(Lowell Water House, 1945), 짐멀맨 주택

(Isadore J. Zimmerman House. 1951), 그리고 그의 마지

막 유소니안 주택이면서 유소니안 주택 에 가장 규모가

큰 존 길린 주택(Jhon A. Gillin. 1958) 등 이외에도 미국

의 여러 지역에 많은 유소니안 주택들이 분포되어 있다.

2.3. 유소니안 주택의 평면 특징과 변화

앞에서 언 된 기작품과 달리 기 리 주택인

슬러 주택(Arthur Heurtley House 1893)의 설계를 맡

게 되면서 <단순성, simplicity>이란 곧 <유기성,

organic> 이라는 건축 개념을 정립하게 된다. 그 후

라이트는 건축물의 가로면(the horizontal plan), 다시 말

해 땅과 함께 나란히 달리는 면(지평선)이 자연 친화

이고 건물과 땅이 상호 조화 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

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주택은 높이와 련된 세부

사항은 아주 의미 있는 반면에 폭과 련된 것은 그 지

않았다. 그래서 높이에 한 기 은 인간의 신체 치수를

제일 요한 지표로 삼아 최 한 실내 공간을 으로 넓

시원한 느낌이 들게 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났

다. - “만약 내가 3인치만 더 컸다면 내가 지은 집의 비

례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한 실내공간을 최 한

넓 시원한 공간의 느낌을 주기 해 기존의 벽의 개념

을 완 히 괴하고 그 신 스크린(screen)과 같은 역

할을 하는 벽을 생각하게 된다. 22) 이러한 수평 인 그의

개념은 외형 인 형태에서 뿐 아니라 내부공간에서도 기

분포되어 있다. Thomas A. Heinz,, F.rank Lloyd Wright FIELD

GUIDE, Northwestern University, 2010 p.13

21) 윤지 , op. cit. p.21

22) 이종인 역, 랭크 로이드 라이트 자서 , 미메시스, 2006. pp.233-237

하학 인 선과 직선을 아주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었다.

스크린과 같은 벽의 역할은 주택 내부 공간을 상호 유기

이며 수평 으로 연결하여 각 공간의 수평 인 요소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표 되도록 하 다. 이러한 유소니안

평면도의 기 주택 평면도는 기하학 가장 기본 인

사각형을 기본 형태로 계획되었으며, 이를 기본으로 차

으로 리 스타일에서 유소니아 스타일로 변화하 다.

유소니안 주택의 공간구성은 심공간인 부엌공간

(workplace)을 기 으로 식당은 부엌공간과의 동선의 편리

함 등을 고려하여 인 시키고, 동 이며 공 공간인 거실

공간과 정 이며 사 공간인 침실공간은 부엌공간을 심

으로 양쪽에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유소니안 주택의 공

간 구성계획의 기본개념이다. 즉 L지형인 경우에는 90도로

꺾이는 부분 즉 평면의 심부에 부엌을, 일(一)자형은

간부분에 부엌을 배치하여 공간의 심을 이루도록 계획하

고 있다. 이때 벽난로는 부엌공간에 하여 배치됨으로써

벽난로 역시 평면의 심에 치하게 된다. 유소니안의

형 이고, 처음으로 시도된 평면 형태는 앞에서 언 하

듯이 90도 각도를 가진 L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사

각형 그리드 모듈을 용시켜 계획하 다. L자형의 기본

인 유소니안 평면 형태는 경우에 따라서 조 씩 변형되어

120도, 는 180도(일자형)으로 변형되어 계획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각도를 가진 복잡한 평면의 경우에는 육각형,

는 이등변 삼각형 모듈이 사용되거나 원형부분이 추가되

기도 한다.23) 즉, 리 주택의 2층에 치하 던 공간(침

실 등)들이 1층으로 내려오면서 각 공간들이 보다 콤

팩트해졌고, 이 콤팩트 한 공간에 개방감을 주기 하여

거실 한 면에는 큰 개방 창을 계획하여 외부공간을 최 한

내부로 유입하 다. 시 별로 유소니안 평면들의 변형을

살펴보면 유소니안 시 가 시작되는 30년 에는 기본 인

L자형 평면유형과 변형된 형식이 조 씩 나타났고, 40년

후반에 어들면서 평행사변형, 삼각형 등의 모듈 그리드

를 사용한 변형된 주택과 일자형을 기본으로 하는 주택들

이 다수 계획되었다. 그 후 50년 ·후하여 일부 변형된

주택 평면들도 있었지만 일자형 배치를 기본으로 하는 유

소니안 주택들이 다소 계획되었다.<표 1 주택사례 참조>

3. 유소니안 주택의 공간분석

3.1. 유소니안 주택의 공간 분석 방법과 기

연구 상인 유소니안 주택 내의 공간을 비교·분석하기

하여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의 볼록공간 분석

(Convex Analysis)24)을 이용하 다. 볼록공간 분석은 공

23) 황용운, 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주택답사, 시공문화사, 2013, pp.76∼77

24) 볼록공간 분석(Convex Analysis)의 공간구문론은 국의 Bill Hillier

교수 등이 제창한 것으로서 주거공간을 포함한 모든 건축공간은 사

회 논리성(social logic)을 지니게 됨으로써 그 건축공간이 속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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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구문론(Space Syntax)에서 평면의 공간구조 분석에 가

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한 체계 으로 평면도의 공

간을 정량 ·객 인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주택명칭(소재지) 평면도
평면
유형

연도

1) Jacob House 1

(Madison, Wisconsin)
L자형 1936

2) Paul R. Hanna House

(Stanford, California)
변형
평면

1936

3) Rosenbaum House

(Florence, Alabama)
L자형 1939

4) Sara & Melvyn Smith

House (Bloomfield Hills

Michigan)

L자형 1946

5) Lowell Walter House

(Quasqueton, Iowa)
일부
변형

1945

6) Edward Serlin House

(Plesantville, New York)
변형
평면

1949

7) Donald and Mary Lou

Schaberg House

(Okemos, Michigan)

일자형 1958

8) Paul & Ida Trier

House

(Johnston, Iowa)

일자형 1956

9) Don & Virginia

Lovness House

(Stillwater Minnesota)

일자형 1956

* 각 주택의 평면도는 William Allin Storrer, The Frank LLoyd Wright Compan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에 수록된 평면도를 기 으로 하 음

<표 1> 년 별, 평면유형별 유소니안 주택

회, 문화 속성을 그 로 반 한다는 제에서 출발, 각 공간의 상

심도를 통해 각 공간에 내재된 사회, 문화 기능, 의미의 계

를 정량 으로 산출해내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 1>은 연구 상 주택 평면도를 볼록공간(Convex

Analysis)분석을 하여 평면도 내의 각 공간을 볼록공간

으로 구분하여 각 단 공간을 색깔로 표 한 것이다. 그

리고 색깔로 표시된 블록공간에는 J-P map으로 환하기

한 번호를 ①처럼 원 번호를 각 공간에 부여한 후,

J-P map을 통하여 T.D(Total Depth), M.D(Mean Depth),

RRA (Real Relation Asymmetry : 실질 상 비 칭

성), Integration(통합도) 등을 분석하 다.

∴ MD = Total Depth(TD) /space number(기 공간제외)

∴ TD = space number×각 Level number

∴ RA = 2(MD-1)/(ｋ-2) ｋ:분석 상 단 공간의 총수

∴ RRA = RA / space number에 한 D-Values25)

여기에서 RRA값이 1이상인 공간은 상호 분리되어 있

는 분격성이 강하다는 의미이고 0.4∼0.6이면 공간들이

서로 통합되는 통합성이 크다는 의미이다.26) 분석 상

평면도는 제2의 황 시 인 30여 년 동안 설계한 유소니

안 주택을 상으로 하기에는 그 범 가 무 범 하

기 때문에 그 주택 에서 윤지 논문27)의 표 1. 랭

크 로이드 라이트 유소니안 주택의 특성에서 언 된 주

택과 A beginner’s guide to Usonian architecture

(http:// wrightinalabama.com)에서 언 하고 있는 유소

니안 주택의 1층 주택을 기 으로 시기별(1930년, 1940

년, 1950년 )로 나 고, 그 시 에 표 작품들을 평

명유형(L자형, 일자(―)형, 변형 평면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1) 주택 내의 평면도 공간구조 비교기

각 평면도의 공간을 비교하기 하여 평면도의 분석기

다음과 설정하 다. 1) 출입구가 2개 인 경우에는 침

실로 곧바로 연결되는 경우를 부출입구로, 거실로 연결

되는 경우를 주출입구로 설정하고. 2) 기 평면도에서

후세에 증축된 부분은 분석에서 제외(3번 주택). 3) 부속

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동을 제외(2, 5, 8번 주택)하고

주된 건물만 분석 상으로 설정 4) 공간과 공간 사이에

특정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볼록 공간의 경우에

는 이공간으로 설정하 다. 이와 같은 기 에 따라 내

부공간을 분석한 결과, 앞에서 언 된 유소니안 평면도

의 공통된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1) 평면도 모두에서 서비스 공간인 부엌(식당 공간과

25) D-Values - "The social logic of space" Hillier & Hanson (1984),

pp.112 Table 3. 참고

26) Hillier & Hanson,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113 「of the order of 0.4 to 0.6

will be strongly integrated, while values tending to 1 and above

will be more segregating.」

27) 윤지 , 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소니안 주택의 생태 특성, 한

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0.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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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Jacob House 경

는 솔리드한 벽으로 분리된 공간으로 계획)이 체 평면

도의 심 치에 배치되어 있었고(평면도에 선 원으

로 표기) 2) 반면에 라이트 주택의 내부 공간형성에서 구

심 역할을 담당했던 벽난로(평면도에서 붉은색 원으로

표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치가 심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즉 내부공간의 심인 부엌과 인

하여 배치된 벽난로가 부엌과 분리된 치(5, 6, 8, 9번 평

면)로 변경 배치되었고 3) 심 치에 자리한 서비스

공간인 부엌을 심으로 좌·우로 사 공간인 침실과 공

공간인 거실을 확연히 분리 배치하는 개념을 알 수 있

었다.(개념 : 공 공간 ⇄ 서비스공간 ⇄ 사 공간) 4) 사

공간인 침실은 일자형, L자형, 변형 평면도 등 모든 평

면도에서 길게 연결되는 복도에서 근할 수 있게 계획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5) 거실의 향은 동남향이 4개(3, 6,

7, 9번), 남향 3개(4, 5, 8번), 동향 1개(1번), 남서향 1개(2

번)으로 부분 에 지 측면에서 유리한 남향을 기 으로

배치하 고, 거실의 주된 향의 벽면은 지면에서 천정까지

연장된 여러 개의 분 된 창( 치 도어) 는 모든 벽

면이 개방될 수 있는 창이 설치되어 자연을 내부공간으로

유입하여 내·외 공간의 유기 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계

획되어 있었다.28)<그림 3> 6) 비록 2)평면도가 6각형 그

리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각형 그리드를 사용하고 있

었지만, 그리드라는 공통된 계획요소를 이용하여 평면 내

의 공간분할에 균형, 조화, 통일감을 주고 있다.

<그림 3> 거실 향이 면 개방될 수 있는 치 도어( 이 유리문)으로

계획된 모습 (직 방문 촬 , 좌: 1)자콥주택, 우: 4)스미스 주택)

(2) 주택 공간의 통합성과 분격성 공간 비교

다음으로 연구 상 주택의 공간구문론에 의한 공간분

석은 통합성(integration) 공간과 분격성(Segregation) 공

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즉 특정 공간이 통합성이

높다는 의미는 주택 내의 각 공간 간에 연결성이 높고

개방성이 높다는 의미( 근성이 유리하고)이며, 분격성이

높다는 의미는 고립도가 높은 공간으로 부분 시각 ,

청각 라이버시가 요구되는 공간(개인 공간)으로

타 공간에 비해 폐쇄성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28) 라이트에게 있어 유리는 건축재료 가장 역설 인 재료이다. 라

이트는 유리를 매우 좋아했는데 내·외부를 유기 으로 연 시켜주

면서 외부의 경치를 개방시켜주기도 하고 풍경을 반사시켜주기 때

문이다. 한 유리를 장식의 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식물문양이나

곤충의 날개 도는 인디언의 깃털 등을 응용하여 창을 기하학 으

로 디자인 하 다. 서수경, 랭크 로이드 라이트 자연을 품은 공

간디자이 , 살림, 2004, p.19

일반 으로 체공간의 10～25%를 통합성(integration)

공간이라 하며 50%정도를 분격성(segregation) 공간으로

평가하고 있다.29) 연구 상 평면도의 공간 T.D(Total

Depth)는 최 49.22에서 최소 23.80으로 분석되었다. 즉

T.D가 수치가 높다는 의미는 평면 내에 나 어지는 공

간 수(볼록공간)가 많고 특정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 거쳐 가는 공간이 많다는 의미로 공간의 깊이가

깊어 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분격성 공간으로 분리되

는 공간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3.2. 연구 상 유소니안 주택의 공간 분석

(1) Jacob House (1936)

평면 유형은 형 인 L자

형 평면형으로 유소니안 주

택의 시작을 알리는 주택으

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서쪽의 주차공간에서 진입

하여 동쪽으로는 침실이, 남

쪽으로는 거실이 배치되어

있고 침실과 거실사이에 서비스공간인 화장실과 부엌 등

이 배치되어 있다. 본 주택의 경우 볼록공간(space

number=N) 수가 14개로 나 어졌다.

번호 공간 명칭 T.D RRA Integration

4 복도-1 24 0.5282 1.8933

5 복도-2 25 0.5762 1.7355

2 부출입 외부 이공간 27 0.6722 1.4876

13 식당 31 0.8643 1.1570

6 복도 - 3 32 0.9123 1.0961

1 외부공간 (주차공간) 35 1.0564 0.9466

7 침실 -1 36 1.1044 0.9055

8 안방(M.R) 36 1.1044 0.9055

11 공용 화장실 37 1.1524 0.8678

3 주출입구 홀 38 1.2004 0.8330

14 거실 39 1.2484 0.8010

12 부엌 43 1.4405 0.6942

9 알코 44 1.4885 0.6718

10 서재 44 1.4885 0.6718

평균 35.07 1.0598 0.9436

* 회색은 25%의 통합성 공간, 아래 회색은 50% 분격성공간이며 / 번호는

표 2의 평면도에서 지정한 번호 / 표내부의 선은 평균 통합도를 기 으로

평균 이상과 이하로 2분하는 구분선 / integration=1/RRA

<표 2> 자콥 주택의 통합성 공간 분석 (D-Values = 0.267)

통합성 공간의 성격이 강한 공간으로는 복도-1, 2, 식

당, 부출입구 앞의 외부 이공간이고 분격성 공간의 성

격이 강한 공간으로 RRA가 1이상인 외부공간, 침실-1,

안방, 공용화장실, 주출입구 홀, 거실, 부엌, 알코 ,

서재 공간이다. 이 에 복도-1의 경우는 안방(M.R), 침

실-1, 복도-2와 연결되는 곳으로 가장 통합도가 높은 공

간으로, 서재의 경우에는 L자형 평면의 가장 동쪽 끝에

치하고 있으며 분격성이 가장 높은 공간으로 분석되었

29) 김승제, space syntax에 한 기 연구, 한 건축학회논문집

제4권(3), 1988. 6,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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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anna House 경

<그림 6> Rosenbaum House 경

<그림 7> Sara & Melvyn Smith

House 경

다. 주택 공간의 체 RRA 값의 평균은 1.0598로 1이

상이므로 주택 내의 공간이 분격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2) Paul R. Hanna House (1936)

한나 주택은 1950, 1957년 두

차례에 걸쳐 증축되었다. 그

리고 1989년 캘리포니아 지

진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

본 주택은 스탠포드 학의

Palo Alto 캠퍼스 부지의

조그마한 언덕 에 치

(사진- 면 유리부분은 동서방향을 면한 거실 부분)하고

있으며, 라이트가 샌 란시스코 지역에서 계획한 첫 번

째 주택이다. 평면 형태는 L자형에서 변형된 것으로 자

콥주택과 같이 사각형을 그리드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

바닥에 육각형을 기본 모듈 직 그리고 이것을 기본 모

듈로 사용하 을 뿐 아니라 외기에 면하는 창문 외곽

임 역시 육각형 그리드에 맞추어 계획하 다. 본 주택

의 경우 볼록공간(space number=N) 수가 19개로 나 어

졌고, RRA가 0.4∼0.6의 범 에 포함되는 공간은 1개도

없었고 RRA>1이상으로 분격성 공간의 성격을 보인 공

간은 침실복도와 부엌을 제외한 17개 공간이 분격성 공

간의 성격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RRA 체 평균도

1.3275로서 분격성 성격이 강한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통합성 공간 (0개) 분격성공간 (9개)

-

(17)침실-2 > (8)침실-3 > (10)옷장 > (5)가족실 > (19)침

실화장실 > (1)차고 > (9)침실-1 > (4)거실 > (9)화장실

-1>(6)식당 > (12)화장실-2 >(14)놀이방 > (2)외부 이공

간 > (15)침실복도-2 > (11)MR > (8)내부 이공간 > (3)

홀

* (번호)는 표 2에 삽입된 평면도 내에 각 공간에 표기된 번호이다.

<표 3> Paul R. Hanna House 주택 내부공간 분석

(3) Rosenbaum House (1939)

샌 란시스코 지역의

로젝트 력자이면서

탈리어신에서 공부했던

Green의 제안에 의해

Rosenbaum 부인이 라이

트에게 의뢰한 주택이다.

형 인 L자 평면이

었지만 1948년에 북동쪽에 로젠바움의 아이들을 한 도

미토리가 증축되면서 +형 평면으로 변형되었다.(분석에

서 증축된 부분은 제외) 그리고 증축된 도미토리 앞에

일본식 정원을 계획했다. 지 재의 모습은 1970년 탈

리어신 회 건축가들에 의해 완성된 모습니다. 본 주

택의 경우 볼록공간(space number =N) 수가 15개로 나

어졌고, RRA가 0.4∼0.6 범 의 통합성 성격이 강한

공간으로는 (5)침실복도, (3)복도-1 2개의 공간이고

RRA>1인 분격성 공간은 10개의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통합성 공간 성격이 가장 강한 공간은 침실복도-1 이고

분격성공간의 성격이 가장 강한 공간은 안방화장실 공간

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RRA 체 평균은 1.1258로서

분격성 성격이 강한 주택공간으로 분석된다.

통합성 공간 ( 2 개) 분격성공간 ( 7 개)

(5)침실복도 > (3)복도-1

(11)안방화장실> (15)서재 > (10) 안방 이공간 > (13)

부엌 > (14)거실 > (8)침실-2 > (7)침실-1 >(6)공용화

장실 >(4) 이공간-1 > (1)외부차고

<표 4> Rosenbaum House 주택 내부공간 분석

(4) Sara & Melvyn Maxwell Smith House (1946)

최 주인인 맥스웰 스

미스는 1938년 우연히 사

진으로 스콘신의 탈리어

신 주택과 작업실을 한

후 라이트 작품세계에 빠

져들게 된다.

이후 그가 결혼을 하게 되

자 부인 사라와 같이 라이

트에게 멋있는 신혼집을 의뢰하게 된다. 이 주택의 형태

는 형 인 유소니언 L자형 형태이며, 붉은 치장벽돌,

사이 러스 보드, 이 주요 재료로 사용되었다. 규모는

1층이지만 지붕이 2단의 이어로 이루어져 이어와

이어 사이에 천창으로 계획되어 거실로 햇빛을 끌어들인

다. 그리고 주택의 높이보다 길이가 많이 길어 실제 건물

높이보다 아주 낮게 느껴져 주택이 거의 지면과 맞닿은

듯 수평선이 유난히 강조되고 있다. 본 주택의 경우 볼록

공간(space number=N) 수가 17개로 나 어졌고, RRA가

0.4∼0.6의 범 의 공간은 (5)부출입구, (6)침실복도, (10)

부엌 3개이고 RRA>1이상으로 분격성 공간의 성격을 보

인 공간은 7개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RRA 체

평균은 0.9643으로서 분격성이 강한 공간으로 계획된 주

택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합성 공간 ( 3 개) 분격성공간 ( 7 개)

(5)부출입 복도 > (6)침실복도

> (10)부엌

(17)침실화장실 > (16)MR(안방) >(14)침실-2 >

(13)침실-1 > (11)공동화장실 > (2)외부 이공간

>(3)주출입 홀

<표 5> Sara & Melvyn Maxwell Smith House 주택 내부공간 분석

(5) Lowell Walter House (1945)

Lowell은 Road Building 회사의 사장이었지만 1944 년에

모든 것을 매각하고 시골에서 삶을 보낼 주택으로 1942

년부터 라이트를 만나 주택을 의뢰하여 1945년에 설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세계 2차 시 이라

거의 모든 건설자재가 제한 으로 지 되어 5년 후 1950

년부터 Walter이 살기 시작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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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Lowell Walter House

경

<그림 9> Edward Serlin House

경

<그림 11> Paul & Ida Tier

House 경

<그림 10> Donald and Mary

Lou Schaberg House 경

배치는 L자형에서 일부 변

형된 것으로 남-북을 축으

로 침실과 갤러리를 배치하

고 거실은 서쪽을 기 으로

남쪽으로 약 30도 기울어지

게배치되어 있다. 바닥난방

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벽난로는 거실 체를 한 것이기 보다 벽난로를 심

으로 한 알코 가 형성되어 있다. 지 은 Cedar Rock

Park 로서 알려져 있다. 본 주택의 경우 볼록공간(space

number=N) 수가 13개 이며, RRA가 0.4∼0.6의 범 에

포함되는 공간은 (4)침실복도, (3) 홀, (7)부엌 3개이

고 RRA>1이상으로 분격성 공간의 성격을 보인 공간은

5개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RRA 체 평균은

0.9713으로서 분격성이 강한 공간으로 계획된 것은 아닌

주택으로 분석되었다.

통합성 공간 ( 3 개) 분격성공간 ( 5 개)

(4)침실복도 > (3) 홀 >

(7) 부엌

(1)외부공간 > (6)거실 알코 > (11) 침실-2

> (8)다용도실 > (2) 앞 이

<표 6> Lowell Walter House 주택 내부공간 분석

(6) Edward Serlin House (1949) - 변형

형 인 L자형 평면에

서 부엌과 식당부분이 일

부 변형된 평면이다. 거실

과 침실은 동남향으로 부

엌과 다용도실은 북서쪽에

치시켰다. <표 2>의 평

면도에서 거실 벽난로와

마주하는 외부공간은 장래 스튜디오로 계획될 공간으로

남겨두었다. 본 주택의 경우 볼록공간(space number=N)

수가 12개로 나 어졌고, RRA가 0.4∼0.6의 범 에 포함

되는 공간은 (2)복도, (4)부엌, (11)안방 이공간 3개이

고, RRA>1이상으로 분격성 공간의 성격을 보인 공간

은 4개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RRA 체 평균은

0.9250으로서 분격성이 강한 공간으로 계획된 것은 아닌

주택으로 분석되었다.

통합성 공간 ( 3 개) 분격성공간 ( 4 개)

(2)복도 > (4)부엌 > (11)안방 이공간
(12)안방 > (10)안방 화장실 > (6)식당

> (5) 부엌다용도실

<표 7> Edward Serlin House 주택 내부공간 분석

(7) Donald and Mary Lou Schaberg House (1958)

이 주택은 1950년에 Schaberg 가 라이트에 설계를 의

뢰한 것을 1957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1년 후인 1958년에

완성된 주택이다.

체 인 배치의 경우 기

에는 L자형 이었지만 후에

ㄷ자로 증축되었고 1968년

에 40피트 높이의 타워가 주

택 끝부분에 증축되었다. 향

은 거실을 심으로 동남향

으로 배치되었고 동남쪽에는

넓은 잔디밭이 계획되어 거실과 동선 연결이 가능하고

거실에서 넓은 잔디와 울창한 숲을 감상할 수 있는 호사

로움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30) 본 주택의 경

우 볼록공간(space number=N) 수가 16개로 나 어졌고,

RRA가 0.4∼0.6의 범 에 포함되는 공간은 (3)침실복도,

(4) 홀 2개이고, RRA>1이상으로 분격성 공간의 성

격을 보인 공간은 5개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RRA 체 평균은 1.0292으로 체 으로 분격성이 강한

공간 계획된 주택으로 분석되었다.

통합성 공간 ( 2 개) 분격성 공간 ( 5 개)

(3)침실 복도 > (4) 홀
(8)거실과 식당 이공간 > (1)외부차고 > (15) 안방

화장실 > (9)식당 > (7)거실

<표 8> Edward Serlin House 주택 내부공간 분석

(8) Paul & Ida Trier House (1956) - 일자형

이 주택은 오하이오의 Feiman

(1954)주택 평면도와 거의 흡

사하다. 이 두 주택은 1953 년

뉴욕의 유소니안 주택 시

회에서 발표된 형식에서 거실

면 이 좁아지고 침실부분에

서는 갤러리(복도) 끝에 치한 MR(안방)이 추가되는 형식

으로 확장되었을 뿐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계획되었다. 재

는 북쪽에 치하고 있는 차고(carport)가 놀이방으로 증축되

어 있다.

본 주택은 볼록공간(space number=N) 수가 12개로 나

어졌고, RRA가 0.4∼0.6의 범 에 포함되는 공간은

(4)침실복도 1개이고, RRA>1이상으로 분격성 공간의

성격을 보인 공간은 8개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RRA 체 평균은 1.2334로서 분격성이 강한 공간으로

계획된 주택으로 분석되었다.

통합성 공간 ( 1 개) 분격성공간 ( 8 개)

(4)침실 복도
(10)다용도 > (9)안방화장실 >(11)부엌 > (1)외부차고

>(7)침실-3 >(6)침실-2 >(5)침실-1 >공동화장실

<표 9> Paul & Ida Trier House 주택 내부공간 분석

(9) Don & Virginia Lovness House (1956) - 일자형

이 주택은 화공학자인 Don Lovness의 주택으로 다른 주

택들과 내부공간의 특이한 은 유소니안주택 부분에

30) 황용운, 라이트 주택답사, 시공문화사, 2015, 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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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Don & Virginia

Lovness House 경

서 침실을 연결하는 복도가 없고 거실에서 곧바로 안방

침실과 연결된다는 이다. 한 복도(갤러리)에 의해 연

결되어야할 침실이 완 히 분리되어 안방 외의 다른 침

실은 입구 바로 에

치하고 있다는 이다. 거

실 창은 다른 주택들과 같

이 완 히 오 할 수 있는

투명한 유리 도어로 이루어

져 있다. 본 주택의 볼록공

간 (space number=N) 수가

12개로 나 어졌고, RRA가 0.4∼0.6의 범 에 포함되는

공간은 (2)거실+식당 1개이고, RRA>1이상으로 분격성

공간의 성격을 보인 공간은 7개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RRA 체 평균은 1.3435로서 분격성이 강한 공

간으로 계획된 주택으로 분석되었다.

통합성 공간 ( 1 개) 분격성공간 ( 7 개)

(2)거실+식당
(5)안방화장실 >(7)다용도실 >(10)침실-1 >(8)공용화장실

> (4)안방 > (1)외부차고 > (6)부엌

<표 10> Don & Virginia Loveness House 주택 내부공간 분석

3.3. 유소니안 주택의 공간 분석 결과

연구 상 범 의 평면도에서 공간구성은 공 공간과

사 공간 사이에 완충공간 기능을 담당하는 서비스공간

인 부엌이 공간의 심에 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간

의 구심 기능을 담당한 건축구성요인 벽난로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서비스 공간(부엌)에서 멀어지면서 공간의

심성을 상징하는 구성요소로서의 역할이 감소하는 공

통 을 가지고 있었다. 반 으로 유소니안 주택은 거

실과 같은 공용공간이 체주택의 통합성을 높여주는 공

용역할을 하지 못하고 침실을 연결시켜 주는 갤러리(복

도)가 통합성이 높은 공간으로 분석되는 반면에 거실은

시 별로 분격성 공간에서 통합성 공간으로 그 성격이

변해갔다. 즉 거실과 같은 공용공간의 경우 통합성이 낮

은 하나의 독립된 공간에서 시 가 변화함에 따라 각 공

간들을 연결시켜 주는 통합성이 높은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이다.

평면번호 Intergration 평면번호 Intergration

6 (1949) 1.0811 3 (1939) 0.8883

5 (1945) 1.0295 8 (1956) 0.8108

4 (1946) 1.0370 2 (1936) 0.7533

7 (1950) 0.9716 9 (1956) 0.7443

1 (1937) 0.9436

<표 11> 각 시 별 평면도의 Intergration 수치비교

연구 사례 주택 <표 11>에서 통합도(integration)가 1

이상인 경우는 3개의 주택 뿐 이고 부분 1미만으로 조

사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인 개념 - 라

이트의 유기 인 건축 공간이라 함은 공간 상호간의 연

계성이 높아 통합성이 높을 것이다. -와 달리 사례 평면

도 66%이상<표 11>이 분격성 공간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유기 」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모든 공간이 연계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주택 내의 각 공간의 성격

에 따라 독립 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라이트의 기 건축은 당시 유럽의 고 주의 양식-다

락방에 의해 높은 지붕, 지붕창 –등에서 크게 벗어나

못해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는 당시 건축경험이

많이 않은 시기 고 자신만의 건축언어를 찾아가는 과정

이었을 것으로 단된다. 그 후 자신만의 건축언어를 통

하여 고 주의와는 다른 건축세계 – 리, 유소니

안 스타일–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스타일은

내부공간까지 이어지면서 당시 유행한 고 주의가 아닌

유기 인 건축으로 변해갔다.

연구 범 의 주택들의 단 공간 분리에서는 서비스 공

간인 부엌을 심으로 사 ·공 공간을 분리하고, 갤러

리(복도)룰 통하여 각 침실들을 연결시키는 등 유소니안

주택의 공통된 특징들이 잘 나타났다. 그리고 공간구문

론을 이용한 주택 내부공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상 9개 주택의 각 공간분석에서 RRA값이

1이상인 공간의 수가 많은 경우가 5개인 반면에 통합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는 0.6이하의 공간은 각 평면도에서

1∼2개의 공간 밖에 되지 않아 반 으로 분격성이 높

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각 공간의 독립성 확보에 유리

하도록 배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9개 평면도 에 모두에서 공통 으로 통합성이 가

장 높은 공간은 복도가 없는 9번과 변형 평면도인 2번을

제외하고 모든 평면도에서 각 침실을 연결시켜 주는 갤

러리(복도)가 통합성이 가장 높은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즉 다른 공간에 비해 복도를 거쳐 도달할 수 있는 공간

들이 많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3) 반면에 RRA>1 과 하면서 각 평면도 공간에서

50%에 포함되는 분격성 공간에 가장 많이 포함된 공간

으로는 개인의 라이버시를 요시하는 침실(안방포함)

안방과 침실이 체 분격성 공간 52개 14개로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안방화장실, 거실, 공용

화장실, 외부 차고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4) 30, 40, 50년 시기별로 분격성이 높은 공간을 분

석하면 30년 사 평면도에서는 거실 공간이 모두 분격

성 공간으로 분석되는 반면에 40, 50년 로 가면서 7번

평면도 1곳에서 만 분격성 공간으로 조사되어 시 별로

거실의 공간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3호 통권116호 _ 2016.0620

5) 평균 RRA를 기 으로 40년 (4, 5, 6번 평면도)를

제외하고 30, 50년 에서 RRA>1 과로 분격성이 높은

주택 공간으로 계획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참조)

주목할 은 주거공간에서 가장 요한 공간인 침실과

거실 공간이다. 침실은 통합성이 가장 높은 공간인 복도

에서 곧바로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분격성이 강한 공간으로 분류되고, 거실

은 통합성이 강한 공간(9번 제외)이라는 일반 인 생각

과 달리 분격성 공간 는 통합성과 분격성의 간 성

격을 가진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40년 에는 세

계2차 등으로 건설자재 공 제한과 개인 가정사

등으로 거의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한 시 의 유소니안 주

택은 가족들의 간의 동 등이 요시 되었는지 주택내

부 공간이 통합성이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었고, 그 외에

서는 미국의 개인 라이버시를 시하는 문화 때문인

지 분격성이 강한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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