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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문론을 이용한 단독주택 공간배치 변화*
- 1980년 이후 단독주택 중 유명건축가의 작품과 수상작품을 중심으로 -

The Change of Space Arrangement of Korea Detached House by Space Syntax

- A Focusing on the Detached Houses which were Designed by Famous Architects after 1980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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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ner space of detached houses from 1980 to 2016. It was used

‘space syntax program’ for analysis and analyzed with intervals of 10 years as 1980∼1990, 1990∼2000 and so

on. The research results will be summarized as follows: 1) Overall, all inner space that was examined shows a

trend that integration space tends to increase while segregating space tends to decrease. 2) In the case of the

master bedrooms(M·B) in 1980s, these were composed of 2 rooms as a front room(F·R) and a master bedroom

type, but as time went by, the F·R which was attached room to the M·B disappeared. While inside space of

M·B attached powder-room and wardrobe instead of the F·R of the M·B. And F·R was an integrated space at

first in 1980s, but it began to change to a segregating space to protect personal privacy. 3) The dining(D) and

kitchen(K) spaces were strictly separated in the 1980s but began to change to D+K and L+D+K types after 1990.

4) In the 2000s, the most typical living space in every house is continuing to change from an separate space in

the other space to an integrated space where it is clearly seen from the kitchen and the dining room in the

types as L+D and L+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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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은신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생존

경쟁에 있어서 일차적인 요소이다. 극심한 일기 변화와

기후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

간은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가지 주거유형을 발전시켰

다.1) 즉, 거주한다는 것은 인간과 주어진 환경 사이에 의

미있는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 관계는 어

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소속감이라는 측면에서 정체성의

작용으로 구성된다.2)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

는 주거 형태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어느 하나의 요

소에 의한 물리적인 결과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사

회 문화적 요소의 산물이라고 하였다.3) 따라서 우리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을 반영하는 거


 * 이 논문은 2016년도 동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울로서1)주거2)공간을3)파악할 수 있고, 특정 시대의 주거

공간을 이해함으로써 당시의 사회, 문화를 파악할 수 있

다.4) 특히 국내의 경우 86년 아시아 게임, 88년 올림픽

을 계기로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주거건축에도 많

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세계적 행사와 함께 건축계에도

외국의 다양한 건축기술이 전수 되면서 다양한 건축물이

선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내의 현대 주택의 디자인

역시 선진외국건축의 영향을 받아 왔고 또한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주택 내의 공간배치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내부 공간에 국내의 전통적인

공간배치를 반영하는 등 우리들만의 공간계획이 우리 주

택의 변화 양상에 표현되기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80년

1) Amos Rapoport(이규목 역), House Form and Culture(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1985, p.37

2) C.N.Schulz(이재훈 역), The Concept of Dwelling(거주의 개념),

태림문화사, 1991, p.14

3) Amos Rapoport, op. cit., 1985, pp.72-119

4) 이선민 외 1인, 1980년대 이후 한국 단독주택 공간 형태 변화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권, 5호, 2012.10,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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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후를 기점으로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단독주택들의

내부 공간배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결과를 통하여 단독주택 내에는 어떤 한국적 정서가

담겨져 있고, 발전 변형되어 왔는지를 재인식하여 국내

의 주거 건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대상의 포괄적인 범위설정에서는 주택의 여러 유

형 중에 단독주택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외형과 형태 등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이선민 외 1인5)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져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간략히 기

술하고 주택내부의 각 소요공간 배치 변화에 대한 분석

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연구 사례의 기간적 범위는 서

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1980년 이후 86아시아, 88올림픽

게임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우리 주거생활 환경

에 큰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기에 1980년부터 현재

2016년 까지 약 35여 년 동안의 대표적인 단독주택을 사

례로 분석하였다. 사례주택의 선정은 기존에 검정이 이

루어진 이선민 외1인의 연구 “1980년대 이후 한국 단독

주택 공간형태 변화 연구”에서 선정한 주택사례6)와 2010

년 이후의 작품들을 일부 추가하여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나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 사례 선정에서

는 그 범위가 광대하기에 본 연구의 사례로 선택한 주택

들에 대한 선정기준은 주택 전문잡지 및 수상작품들 중

에 2층 규모의 전용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사례선정

은 분명 연구자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주택과 관련된 연구는 2000년 이전까지는 건축 뿐 아

니라 주거학 전공분야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2010년 이후부터 단독주택 평

면에 대한 분석은 흔하지 않다. 특히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자의 주관적인 비교평가에 의해 이루어진 연

구이며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의 평면을 시대별로 공간

구문론으로 분석한 연구들이다. 연구방법은 3.1분석도구

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2000년 이전에 연구자들에

의해 주관적·정성적인 판단에 의한 비교·분석에서 벗어

나, 정량적이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

간구문론(Space Syntax)의 Convex Analysis 프로그램

도구를 이용했고, 평면 내의 공간들을 수치화하여 공간

구조를 비교·분석하여 객관성을 높였다.

5) 이선민, 허범팔, 1980년대 이후 한국 단독주택 공간형태 변화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2.10에 발표되었음

6) 기존 연구에서 “공간형태 변화”란 주택내의 현관, 복도, 계단 등

과 같은 주택의 각 구성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

를 분석한 내용이므로 본 연구의 목적인 공간의 배치의 변화와

는 다른 내용임을 밝혀둔다. 사례 단독주택들은 주택전문출판물

에서 건축상 수상 또는 비평된 주택들을 참조하였다.

2. 단독주택 현황과 영향요소

2.1. 주거인식과 환경의 변화

우리의 주거 건축은 서양이 200∼300년 걸려 완성한

근대화 과정을 우리는 지난 30∼40년 만에 압축적으로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그렇지만, 우리의 전통

성을 현대적인 새로운 유형으로 개발했다라고 보기에는

국제적인 영향 아래서 이끌려 왔음을 부인하기는 어렵

다.7) 또한 앞에서 기술된 것 내용에서도 알 수 있지만

매년 감소하는 도시의 단독주택들은 임대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다가구로 개조·신축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방의

면적을 줄여 방수를 늘리고, 독립적인 화장실과 부엌을

시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셋집의 주거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다가구, 다중주택, 다세대주택의 개념을

도입하여 임대주택의 건설과 환경을 촉진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고 가구별 독립성이

강화되었으나, 법적규제의 완화로 고밀화가 촉진됨으로

써 주거환경의 약화를 부추기게 되었다.8) 특히 80년대

이후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집중적

으로 공급된 아파트는 중상층의 주생활양식에 적합한 주

택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주거유형에 비해 높

은 가격상승율과 자산가치의 안정성 및 주거의 편리성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아파트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요

인이 되었다.9)

2.2. 시기별 주거문화 변환경향

1980년 이후 주거문화에 대한 경향을 분석한 김영주

외 3인의 연구에 의하면 시대별로 변화하는 사회적 변화

에 따라 주거유형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가족과 주거는 상호 역동적 관계에 놓여있는바, 가족

이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주거 기능과 구조도 변모해 갔

으며, 반대로 주거의 변화가 가족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했다.10) 이에 시대별 주택문화의 변화를 간략히 정리하

면 아래와 같다.

(1) 1980년대11)

1980년대의 선행연구 문헌을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는

주로 주거의 실용성과 편리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유형에서는 아파트

보다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와 관심이 더욱 높았으며, 개

인과 가족 중심적인 공간요구가 주를 이루었다. 당시의

7) op. cit., 이선민 외 1인, p.257

8)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002, p.338

9) 이중근, 한국 주거문화사, 우정문고, 2014, p.616

10) 김태현, 월간 건축, 가족과 주거건축, 1993.7. p.19

11) 김영주 외 3인,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주거문화에 관한 연구 경

향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2권, 4호, 2013.8, pp.106-107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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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공간은 개별 주택의 거실과 부엌 등 가족중심적인

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86 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게임의 개최로 급속히 빨라진 국제화 경향과 맞

물려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거문화와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던 시기였다.

(2) 1990년대12)

1990년대는 주택에 대한 과도한 수요 발생과 기존 주

택의 질적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좁은

땅에 많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이

지속되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급 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

나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공급 위주로 치우치면서,

소비자의 주거 가치와 선호에 근거한 다양한 주거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획일적인 주택 공급

이 아닌, 거주가구의 특성과 요구, 선호 등을 고려한 주

택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초고

속 통신망과 가족구성이 변화로 소규모 가족이 증가하면

서 아파트 평면에서는 침실 수가 감소되거나 주택규모에

따라 침실 수가 고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3) 2000년대13)

2000년대 후반에는 주상복합, 지속가능성, 주거문화 지

역성, 뉴타운, 커뮤니티와 같은 키워드들이 등장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거유형과 커뮤니티 개념을

다른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0년대

에는 주거문화의 세부주제(요소)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변화 경향 분석을 통해 미래 주거의 방향을 유추하는

내용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

으로 주장하는 바였다. 향후 주거문화는 양적인 발전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4) 2010년대

2010년대부터는 가구구성원의 변화, 즉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로 유년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인구의 큰

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1, 2인 소형가구의 대폭적인 증가

와 4, 5인가구의 큰 폭의 감소 등으로 도심 내 소형 주

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14)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주거환경 역시 변화하여 단독주

택의 감소와 이에 따른 방 2개인 소형 전월세 거처의 감

소, 소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15)

12) 김영주, op. cit., pp.106-107 요약정리

13) 김영주, op. cit., pp.106-107 요약정리

14)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개정 2009.11.5)으로 소규모 주거유형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새로운 주거형식이다.

15) 유해연, 심우갑, 도시형 생활주택의 계획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권, 5호, 2010.5, p.114

3. 80년이후 단독주택 공간배치

3.1. 사례주택 선정 및 분석도구

80년 이후 단독주택 공간배치 분석을 위한 사례주택선

정은 이미 이선민 외1인의 검정된 연구에서 선정된 주택

사례에서 부적합한 주택16)을 제외한 사례주택과 2010이

후 것은 앞의 연구의 기준에 준하여 대한건축문화대상

등 단독주택으로서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을 추가하였다.

년대
주택명
(건축가)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폐율)

주택
규모

준공
연도

비고-자료출처 위치

1980
이후

신내동 주택
(최동규) (A)

114.4㎡
304.9㎡(36.5%)

지상2
지하1

1981 AURIC
중량구
신내동

방배동B씨댁
(황일인) (B)

178㎡
405㎡(44.0%)

지상2
지하1

1985 건축문화8510
강남구
방배동

합정동 주택
(조성룡) (C)

113㎡
231㎡(48.9%)

지상2
지하1

1987 건축문화8802
마포구
합정동

역삼동J씨댁
(륜춘수) (D)

107.8㎡
285.8㎡(37.7%)

지상2
지하1

1987 건축문화8802
강남구
역삼동

성산동B씨댁
(조성렬) (E)

158.0㎡
- (-)

지상2
지하1

1988 건축문화8806
서대문구
성산동

1990
이후

수졸당
(승효상) (A)

117.54㎡
234.4㎡(50.2%)

지상2
지하1

1993
건축문화9307
한국건축문화대상

강남구
논현동

몽학재
(우경국) (B)

121.51㎡
340㎡(35.7%)

지상2
지하1

1994 건축문화9412
종로구
평창동

일산ㄱ자주
택

(조병수) (C)

112.13㎡
229㎡(48.97%)

지상2 1997
건축문화9707
한국건축가협회상,
아천상, 199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임거당
(김효만) (D)

107.77㎡
231.6㎡(46.6%)

지상2
지하1

1999
잘지은 집(현대건
축사) 2000.10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2000
이후

안진당
(임해민) (A)

156.65㎡
419,0㎡(37.39%)

지상2 2003 건축문화 2004
강남구
세곡동

연하당
(방철린) (B)

190,11㎡
675.0㎡(28.2%)

지상2
이하1

2004
2004한국건축문화
대상/건축사10

성북구
성북동

Three Court
주택(유건)(C)

275.04㎡
523.5㎡(52.5%)

지상2
지하1

2005
2005년건축문화우
수상

서초구
반포동

묵방리주택
(임재용) (D)

194.09㎡
1,586㎡(12.2%)

지상2
지하1

2006
건축과환경 2006
2006 한국건축문
화대상

충북
청원군
묵방리

LYANN주택
(이은석) (E)

136.79㎡
396.0㎡(34.5%)

지상2
지하1

2009
2009년
건축문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2010
이후

한옥3.0
(유현준)(A)

162.46㎡
303.9㎡(53.6%)

지상2
지하1

2010
2016년
건축문화 대상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레티스하우
스

(인의식)(B)

156㎡
368㎡(42.4%)

지상2
지하1

2011
2011년
건축문화 대상

서초구
내곡동

MADANG
HOUSE
(정재헌) (C)

113.01㎡
234.8㎡(48.1%)

지상2
지하1

2012 건축문화 2012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언덕위의
바람집

(선상희) (D)

151.3㎡
723.0㎡(20.9%)

지상2
지하1

2013
2013년대한건축사
협회상 /대한민국
신인건축대상

세종시
장군면
장군면

부산 S주택
(황준) (E)

131.20㎡
222㎡(59.1%)

지상2 2015
2015년
건축문화 대상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표 1> 시대별 분석대상 사례주택의 건축개요

(*道(도) 미기재=서울시)

또한 연구과 기준의 통일성을 위하여 주택 규모는 지

16) 3층 이상 또는 교외지역에 준공된 주택을 의미하며 이에 건축문화

에서 소개한 이달의 주택에서 지하층을 주생활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2층 규모의 도시주택으로 재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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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2층으로 한정17)하였고 앞에서 언급된 연구(주택 형태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주택 내의 각 공간 배치특성에

대한 내용인 만큼 평면도를 중심으로 분석되었음을 밝혀

둔다. 사례주택은 1980년대에서부터 10년 단위로 각 4∼

5개 주택을 선정하였고 총 19개 사례주택을 선정하였다.

사례주택의 공간 분석을 위하여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성적인 분석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량적이며 객관적

인 분석을 위하여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의 볼록공간

분석(Convex Analysis)과 J-P map18)을 이용하여 평면

내의 공간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공간구문론의 볼록공

간 분석(Convex Analysis)은 영국의 Bill Hillier교수19)

등이 제창한 것으로서 주거공간을 포함한 모든 건축공간

은 사회적 논리성(social logic)을 지니게 됨으로써 그 건

축공간이 속한 사회, 문화적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전제에서 출발, 각 공간의 상대적 심도를 통해 각 공간

에 내재된 사회, 문화적 기능, 의미의 위계를 정량적으로

산출해내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책

“The social logic of space"20)에서 19세기 후반에 지어

진 영국주택 내의 공간들을 j-map으로 당시의 주생활

양식을 고찰하였다. 1897년에는 Hiller, Hanson, Graham

은 프랑스 지방의 농가들의 평면만을 가지고 농가들의

각 공간 기능 및 주생활양식을 추출하였다.21)

3.2. 블록공간(Convex Analysis)작성법과 분석원칙

평면도에서 각 공간을 볼록공간으로 분할하는 방식에

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볼록공간으로의 분

절은 면적이 가장 크게 확보될 수 있는 볼록공간을 우선

만들고 차츰 면적이 작아지는 볼록공간의 순서로 분할

해 나가는 방법이 초기에 제안되었다. 장성준, 최두원에

의한 여러 분절법에 의한 연구결과 단변방식이 가장 적

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22) 그리고 볼록공간의 수가

적가 적은 경우(정확한 기준은 없음)에는 신뢰성이 떨어

진다는 일부의견도 있지만 최윤경이 소개한 주거건축 경

우에는 8∼9개로 나누어진 평면의 경우도 설명하고 있

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도 단변분절법을 우선적으로 적

용하여 사례주택들을 볼록공간으로 분절하였고, 이 외에

17) 기존 연구에서 사례로 선택된 주택 뿐 아니라 각종 수상작품에도

지하1층과 지상3층 이상의 경우도 있었다. 이에 연구의 객관성을

위하여 2층인 주택으로 재선정하여 대체하였다.

18) Justified permeability map 의 약자

19) Bill Hiller & Julienne Hanson,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20) pp.155-163쪽에 걸쳐 「Some examples of domestic space」라는

제목 기술하였음

21) 최재필, 한국 현대 사회의 주생활양식의 변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9호, 1996, 09, p.4 재인용

22) 장성준, 최두원, 공간통사에서의 볼록공간의 문제;4개 모델주택평면

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4호, 1996,4 pp.45-50

23) 최윤경, 사회와 건축공간, 스페이스 타임, 2003, pp.23-26, pp.101-107

언급되진 않은 내용은 연구의 객관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원칙을 정하였다. 1)주택은 모두 2층 규모이고

계단을 한 개의 단위공간으로 간주하였으나 3∼4단의 계

단으로 연결되는 공간인 경우에는 인접한 공간이 연결된

공간으로 간주하였다. 2)주택의 지하층은 주생활공간이

아닌 사례로 선정하여 볼록공간 분석에서 제외하고, 지

상층만을 분석하였다. 3)비록 현관 외에 외부에서 통하는

출입구(부엌 다용도실에서 통하는 출입구 등)가 있다고

해도 Convex Analysis 시작점은 현관에서 시작하였다.

4)2층 발코니 등 외기에 오픈된 공간은 볼록공간 분석에

서 제외하고 순수 내부공간만을 대상으로 공간을 분석하

였다. 5)전이공간은 공간과 공간사이에 생기는 여분의 공

간이며 복도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구분하

였다.<그림 1>

2000년대 연화당 2층 평면도 볼록

공간 구분 및 공간제외내용

- 중정 공간은 제외

- 2층 베란다 공간 제외

- 2침실-2 발코니 공간 제외

(2층의 2번째 침실이라는 의미)

- 전이공간과 복도의 차이 표현

<그림 1> 2004-연화당 2층 평면도 볼록공간 구분과 제외된 공간

3.3. 연도별 단독주택 내부공간 분석

시대별로 구분된 각 주택들의 평면도에서 볼록공간의

평균 개수는 N=18.37개 (’80=18.8개, ’90=16.5, 2000=19.6,

2010=18.6)로 90년대가 가장 적었고 2000년대가 19.6개

가장 많았다. 각 평면도에서 볼록공간의 성격은 비균제

도(RRA)를 반영하였다. 각 단위공간의 균제도 외에도

평균치, 최소치, 최대치 등의 수치가 중요하다. 이는 단

위공간의 비균제도 값이 평균값이하 이거나 평균 이상인

지 또는 최소치 또는 최대치인가는 명확한 비교기준이

되며, 이는 공간특성을 간단명료하게 구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4) 여기에서 RRA값이 1이상인 공

간은 상호 분리되어 있는 분격성이 강하다는 의미이고

0.4∼0.6이면 공간들이 서로 통합되는 통합성이 크다는

의미이다.25) 즉 RRA값의 평균이 1이상 이라면 분리된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이고 0.4∼0.6 정도의 값이

라면 통합도가 높기 때문에 주택 내의 어느 곳에서나 다

른 공간으로 접근하기가 쉬울 뿐 아니라 개방적인 공간

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주택 내의 공간

에서 평균 RRA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주택 내에서 통

합적이 성격이 높은 공간이고,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24) Ibid, p.4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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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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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년도
(타입)

비균제도(RRA =1을 기준으로 통합성과 분격성 분류)

분격성 공간 〉
RRA평균
(공간수)

〉 통합성 공간

1981
-
(A)

1안방W.C〉2침실W.C〉1다용
도〉현관〉2자녀방-2〉1안방침
실〉2침실-3〉 (7개)

1.6197
(N=16)

2자녀방-1〉1안방〉
2W.C(공)〉2복도〉1부
엌〉2전이〉1식당〉1
거실〉계단 (9개)

1985
-
(B)

1안방W.C〉2침실-3수납〉1다용
도〉1파우드R〉1식당〉2다용
도〉2침실-1〉1WC(공)〉2WC
(공)〉2침실-2〉2침실-3〉1세탁
실〉1부엌(13개)

1,4265
(N=23)

1안방〉현관〉1거실〉
2전이〉1전이-2〉2복
도-2〉1서재〉1전이-
1〉 2복도 - 1〉계단
(10개)

1987
-
(C)

1안방W.C〉2서재〉1부엌〉1안
방침실〉1현관〉2침실-1〉1식
당〉1현관전실 (8개)

1.3983
(N=17)

1안방〉2복도〉1WC
(공)〉2가족실〉2WC
(공)〉1거실〉1안방전
실〉계단〉1복도 (9개)

1987
-
(D)

1안방W.C〉1다용도〉1파우드〉
1부엌〉2침실-1〉2침실-2〉2침
실-3〉2WC(공)〉현관〉 (9개)

1.3408
(N=18)

1안방침실〉1침실-1〉
1WC(공)〉1식당〉2복
도〉1안방〉계단〉1전
이〉1거실 (9개)

1988
-
(E)

2안방W.C〉2옷장〉1식당〉1도
움이침실〉1부엌〉2침실-1〉2
침실-2〉2침실-3〉2WC(공)〉
1WC (공 )〉 1침실- 1〉 1거실
(12개)

1.4958
(N=20)

2안방〉현관〉1다용
도〉1복도〉2전이-1〉
1전이-1〉계단〉복도
(8개)

평균 9.8개 (52.1%)
1.45622

(N=18.8)
9.0개 (47.9%)

* 1981 (A)의 경우 RRA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은 평균보다 수치가 높아 분격
성 공간의 성격이 강하고 오른쪽은 RRA가 평균보다 낮아 통합성이 높아는
의미이다.(즉, (A)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1안방W.C가 RRA수치가 가장 높아
분격성이 가장 높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계단의 경우 RRA수치가 낮고 통
합성이 가장 높다는 의미이다.)
* (공)=공용, W.C=화장실, 전이-전이공간 / (공간수)=평면을 볼록공간으로 나누
었을 때 볼록 공간 개수 / 2(1)침실-2 : 2(1)층의 2번째 침실이라는 의미이다.

<표 3> 80년대 단독주택 RRA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공간 분석

분격성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기

준으로 본 연구에서 사례로 제시된 시대별 모든 주택 평

면도의 RRA값의 평균값이 1.0이상으로 분격성이 높은

공간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90년대의 경

우 다른 시대보다 볼록공간이 가장 적은 16.5개임에도

불구하고 RRA값이 약 1.49분격성이 가장 높았고 2010년

의 경우 N=18.6으로 90년보다 높았지만 1.31로 가장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26) 그리고 분석결과 특이한 점은

2층이 당연히 1층보다 분리된 성격이 강한 공간(분격성)

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1층 공간이 2층 공간

보다 분격성이 높은 공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조사되었다.

분류 N T.D M.D RRA Intergration

80년대 18.8 71.00966 3.865720 1.45622 0.749100

90년대 16.5 57.31325 3.680525 1.49300 0.729625

2000년대 19.6 75.41696 3.880460 1.44388 0.779120

2010년대 18.6 62.48842 3.535380 1.31014 0.837060

* MD = Total Depth(TD) ÷ space number(기준공간제외)
* TD = space number(N)×각 Level number
* RA = 2(MD-1)÷(ｋ-2) ｋ:분석대상 단위공간의 총수
* RRA = RA ÷ space number에 대한 D-Values /* Intergration = 1 ÷ RRA

<표 2> 사례주택 년도별 공간구문론관련 평균 수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 총 19개 평면도를 기준으

로 각 공간구조를 RRA수치로 조사·분석하였다. 각 공간

의 성격을 분류하는 기준은 1) 공동생활공간으로 가족이

함께 생활·이용하는 공간으로 각 공간이 주거 내의 공간

들과 원활한 연결 및 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들로,

거실(L), 식당(D), 가족실 등과 이에 부속되는 공간인 현

관, 복도(전이공간), 등으로 규정하였고, 2) 개인생활공간

으로 공간의 성격상 독립성과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어야

공간들로, 부부침실(안방), 아동실, 노인실 등의 침실공간

과 욕실, 화장실, 등 생리·위생공간으로 규정하였고, 3)

가사노동공간으로 부엌(K), 세탁실, 창고, 다용도 등 서

비스 야드로 주부에게 배려가 필요한 공간으로 구분하였

다. 이들 3개의 공간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

우도 있으나 평면 계획시 기본적으로 공간을 구분 하는

것이 요구된다.27) 즉 1)에서와 같이 공동생활공간은 통

합적(Integration)성격이 강한 공간으로, 2)와 같은 개인

생활공간은 주거공간 내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분리된 분격성(Segregation) 공

간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과 같은 가사노

동공간도 통합성보다 분격성 공간에 가깝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조사사례 평면도에서 거실, 식당(+부엌),

가족실, 복도 등(전이공간), 침실, 욕실(화장실) 등의 공

26) 볼록공간이 적다는 의미는 그 평면도내에서 나누어지는 공간이

적다는 의미이고 나누어지는 공간이 적은 만큼 각 공간이 분리

되기보다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이다.

27) 안영배 외 4인, 건축계획론, 기문당, 1995, p.99

간배치 특성을 기준으로 시대별로 공간 배치계획의 특성

을 j-map과 볼록공간 분석(Convex Analysis)을 이용하

여 정량적으로 분류·분석하였다.28)

(1) 1980년대 단독주택 내부공간

80년대 조사대상 주택의 내부 공간은 모두 식당과 부

엌 공간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고, 1층과 2층을 연결하

는 계단의 통합도의 평균은 1.16488로 사례주택의 공간

중에 통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80년대 조

사대상 주택의 평균 N=18.8개이며 T.D=71.00966, M.D=

3.86572, Intergration=0.7491이다.

<그림 2> 1980년대 (B)사례주택 (좌 1층, 우 2층)평면도

*녹색부분은 볼록공간으로 나눈 공간을 의미한다.

비록 사례주택들의 각 공간의 평균 RRA>1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격성이 높은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고 할 수 있지만, 각 내부공간들의 평균 RRA값을 기준

으로 분격성과 통합성 공간의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구

분하면 <표 3>과 같다. 5개 사례평면도의 볼록공간은

모두 94개의 블록 공간으로 나누어졌고 이중에 RRA가

28) 황용운,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농어촌 시범타운 시범사업 지구내의

주택평면 공간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2권, 5호 2013.10,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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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년도
(타입)

비균제도(RRA =1을 기준으로 통합성과 분격성 분류)

분격성 공간 〉
RRA평균
(공간수)

〉 통합성 공간

2003
-
(A)

2안방WC〉2WC(공)〉현
관〉 1부모침실드레스〉
1WC(공)〉1K+D〉2안방침실
(7개)

1.2462
(N=18)

2침실 -1〉2침실 -2〉2세
면〉2안방〉현관홀〉1부
모침실〉1세면〉1거실〉2
복도〉1복도〉계단 (11개)

2004
-
(B)

1침실-3WC〉1침실-2〉2침
실-3드레스〉1침실-3〉1안
방파우드〉2WC(공)〉2침실
-3드레스〉2드레스〉1식
당〉1거실〉1안방〉1안방
WC〉2파우드〉 (13개)

1,7645
(N=25)

2 전이〉 2 화장실〉 1 부
엌〉1복도-2〉2침실-2〉
2 침 실 - 1〉 2 가 족실〉
1WC(공)〉현관〉2복도〉
계단〉1복도-1
(12개)

2005
-
(C)

2침실-2〉1WC〉1가정부침
실〉2복도-2〉2침실-1W
C〉1안방침실〉1안방드레
스〉1안방WC〉1전이-2〉
2WC-1(공)〉2침실-1〉가족
실 (12개)

1.4464
(N=25)

1보조주방〉1안방〉2복
도-1〉1주방〉1복도-3〉
현관〉1거실〉1WC(공)〉
1복도-2〉계단〉1식당〉
1복도-1〉1전이1 (13
개)

2006
-
(D)

2안방WC〉1현관〉2D+K〉2
침실-1〉2안방〉2안방파우
드 (6개)

1.2837
(N=13)

계단〉2WC(공)〉2서재〉2
휴식공간〉2거실〉2안방
전이〉2복도-1 (7개)

2009
-
(E)

현관〉1거실〉2안방WC〉2
침실-1〉2침실-2〉2안방〉
1WC(공)〉2안방파우드
(8개)

1.4786
(N=17)

1D+K〉1전이 -1〉2전이
-1〉2가족실〉2WC(공)〉
2안방전이〉1전이-2〉계
단〉2복도 (9개)

평균 9.2개 (46.9%)
1.44388
(N=19.6)

10.4개 (53.1%)

<표 5> 2000년대 단독주택 RRA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공간 분석

1이하로 통합성이 높은 공간은 15개 공간으로 전체 16%

에 만이 해당된다. 특히 <그림 1>과 같이 시대의 사례

평면도에서 분격성 공간의 성격이 강해야 할 안방은 안

방 앞에 전실(서재)을 두거나 안방 외에 안방침실 공간

을 별도로 계획하여 안방공간을 구분하여 안방침실은 분

격성을 높인 반면에 안방(전실)의 경우에는 주택 각 공

간들의 평균 RRA보다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다른

공간들에 비해 통합적인 공간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와 같이 안방이 통합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

진 것은 당시 우리들의 전통적인 안방공간의 성격(가족

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의식이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

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엌이 식당보다 분

격성 공간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D제

외) 이는 식당과 부엌이 분리되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비록 식당과 부엌이 분리되었지만 공간의 연계

성 때문인지 통합적 성격이 강해야 할 식당이 분격성 공

간으로 분리된 경우(B, C, D)도 있었다.

(2) 1990년대 단독주택 내부공간

90년대 조사대상 주택의 내부 공간은 80년대 준공주택

에서 볼 수 있는 식당과 부엌 공간을 엄격히 구분하기

보다 D(식당)+K(부엌)로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계단은 80년대와 같이 1.172875로 통합도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90년대 조사대상 주택

의평균 N=16.5개, T.D=57.31325, M.D=3.680525, Intergration=0.729625

이다.

준공
년도
(타입)

비균제도(RRA =1을 기준으로 통합성과 분격성 분류)

분격성 공간 〉
RRA평균
(공간수)

〉 통합성 공간

1993
-
(A)

1다용도〉1안방〉2침실-3〉
2침실-2〉1K+D〉1복도〉2
복도-2〉 (7개)

1.4347
(N=16)

현관〉1WC(공)〉2복도-1〉
2WC(공)〉2침실 -1〉1거
실〉2전이〉1전이〉계단
(9개)

1994
-
(B)

2안방WC〉1부엌〉1서재〉
2침실-1〉2WC(공)〉2침실
-2〉2파우드〉현관〉1WC
(공〉1거실〉 (10개)

1,4823
(N=18)

1식당〉2전이〉1손님방〉2
안방〉1전이-1〉2복도〉1
복도〉계단 (8개)

1997
-
(C)

1다용도〉 2서재〉 1WC (
공)〉1침실〉1부엌〉2침
실〉2WC(공)〉2안방〉(8개)

1.3634
(N=15)

2거실〉현관〉1거실〉1식
당〉2복도〉계단〉1복도
(7개)

1999
-
(D)

2침실-1WC〉D+K〉2침실-
1〉1다용도〉1복도〉2복도
-2〉현관〉1WC(공)〉 (8개)

1.6916
(N=17)

2WC(공)〉2침실 -2〉2서
재〉1거실〉2복도-3〉2가
족실〉1전이〉계단〉2복도
-1 (9개)

평균 8.25개 (50.0%)
1.49300
(N=16.5)

8.25개 (50.0%)

<표 4> 90년대 단독주택 RRA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공간 분석

<그림 3> 1990년대 (B)사례주택 (좌 1층, 우 2층)평면도

90년대 역시 RRA>1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격성이

높은 평면계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평균 RRA

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분격성과 통합성 성격의 공간으

로 구분한 결과 <표 4>와 같았다.

전체 RRA평균 역시 1.49300으로 분격성이 높게 계획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4개 사례평면도의 볼록

공간은 모두 66개의 블록 공간으로 나누어졌고 이중에

RRA가 1이하로 통합성이 높은 공간은 10개 공간으로

전체 15%에 만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그림 3>에서와

같이 이 시대의 안방은 80년대와 달리 앞방의 전실과 침

실이 구분되지 않고 통합되어 계획되는 경우가 나타났

다. B)타입을 제외하고는 안방이 80년대의 단독주택에

비해 각 공간의 평균 RRA보다 큰 분격성 공간으로 많

이 계획되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부엌과 식당의 연계

성이 고려되어 D(식당)+K(부엌)이 합쳐진 형식(A, D)이

나타나면서 두 공간 모두 평균 RRA보다 높은 통합적

공간성격을 보이고 있었지만, 식당과 부엌이 분류된 경

우(B, C)에는 식당이 각 공간의 RRA 평균 보다 낮은 공

간으로 분류되어 통합적인 성격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즉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안방, 부엌과 식당의 공간에

대한 공간의 계획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2000년대 단독주택 내부공간

2000년대 조사대상 주택의 내부 공간은 90년대 보다

D(식당)+K(부엌) 형식이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

리고 안방 파우드룸, 드레스 룸 등 90년 이전에 계획되

지 않았던 공간들이 계획되기 시작하였고 중정과 주변의

자연경관 등을 주택 계획요소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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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년도
(타입)

비균제도(RRA =1을 기준으로 통합성과 분격성 분류)

분격성 공간 〉
RRA평균
(공간수)

〉 통합성 공간

2010
-
(A)

2안방드레스〉2안방WC〉
현관〉2다용도실〉2안방〉2
안방〉2아이방-1〉2아이방
-2 (7개)

1.3819
(N=19)

1WC(공)〉1부모침실〉1전
이〉2복도-2〉1부엌〉1L+
D〉2WC(공)〉2전이〉2거
실〉1복도〉계단〉2복도-1
(12개)

2011
-
(B)

2안방파우드〉2다용도〉1다
용도〉1서재〉2안방〉1WC
(공)〉1부엌〉1거실〉2침실
-2〉 2침실- 1〉 2WC (공 )
(11개)

1,39575
(N=20)

현관〉2안방WC〉2전이-
2〉1전이 -2〉1D+L〉2복
도〉2전이-1〉1전이-1〉계
단 (9개)

2012
-
(C)

2안방드레스〉2안방WC〉1
다용도 -2〉1D+K〉1WC(
공)〉1다실〉2침실-1〉2침
실-2〉2안방 (9개)

1.2515
(N=20)

현관〉 1다용도- 1〉 1거
실〉2가족실〉2WC(공)〉2
복도- 2〉 1복도-2〉 2전
이〉1복도-1〉2복도-1〉
계단 (11개)

2013
-
(D)

1안방WC〉1작업실WC〉2
침실-1드레스〉1안방파우
드〉1작업실〉2침실-2〉2작
업실〉2다용도〉 (8개)

1.2410
(N=18)

2침실-1

2WC(공)〉현관〉1L+D+
K〉1다용도〉1안방〉1서
재〉2복도〉계단〉1복도
(9개)

2015
-
(E)

1다용도〉1부엌〉2안방드레
스〉2안방〉2안방WC〉현
관〉1침실-1〉1WC(공)(8개)

1.2806
(N=16)

2침실-2〉2WC(공)〉2침실
-1〉1L+D〉2전이-1〉1복
도〉계단〉2복도-1 (8개)

평균 8.6개 (46.7%)
1.31014

(N=18.4)
9.8개 (53.3%)

* (D)타입에서 2침실-1은 볼록 개수에서 제외하였음

<표 6> 2010년대 단독주택 RRA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공간 분석

2000년대 조사대상 주택의 내부 공간은 90년대 보다

D(식당)+K(부엌) 형식이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

리고 안방 파우드룸, 드레스 룸 등 90년 이전에 계획되

지 않았던 공간들이 계획되기 시작하였고 중정과 주변의

자연경관 등을 주택 계획요소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00년 내부공간 역시 이전의 시대와 같이 1층

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의 통합도의 평균은 1.172875로

볼록공간 중 통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대 조사대상 주택의 평균 N=19.6개, T.D=75.41696,

M.D=3.88046, Intergration=0.77912이다.

<그림 4> 2000년대 (B)사례주택 (좌 1층, 우 2층)평면도

2000년대 역시 평균RRA가 1.44388>1보다 크기 때문

에 전체적으로 분격성이 높은 평면계획으로 분석되었지

만, 평균 RRA를 기준으로 통합성과 분격성 공간의 성격

으로 구분한 결과 <표 5>와 같다. 그리고 5개 사례평면

도의 볼록 공간은 모두 98개로 나누어졌고 이중에 RRA

가 1이하로 통합성이 높은 공간은 16개 공간으로 전체

약 16%에 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시대의

특징은 거실과 가족실과 같은 통합적 성격이 강하게 나

타나야할 공간들이 주택 내의 각 공간들의 평균 RRA보

다 높은 분격성 공간으로 나타나는 경우(B, C, D)를 보

이고 있다. 반면에 <그림 4>와 같이 1층에는 거실, 2층

에는 가족실 2개의 공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두 공간을 분격성과 통합성으로 분리시키는 계획으로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안방의 경우에는 5개 사

례주택 모두 분격성 공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

어 80, 90년에 비해 부부의 개인적인 프라이브시가 중시

되고 있는 계획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당과 부엌의 공간은 분격성과 통합성이 혼재되어 나타

나고 있었다. 즉 식당(통합성)과 부엌(분격성)의 공간적

성격이 바뀐 경우(B), D+K가 모두 분격성(A, D)으로 분

리된 경우 그리고 통합성(E)공간으로 분류된 경우 등 다

양한 계획방식으로 계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2010년대 단독주택 내부공간

2010년대 조사대상 주택의 내부 공간은 이전시대의

D(식당)+K(부엌) 형식에서 L+D+K와 L+D 형식으로 거

실과 식당 공간이 같이 계획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

했다. 2010년대 역시 계단의 평균 1.4995로 통합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2010년대 조사대상 주택의 평균

N=18.6개이며 T.D=62.48842, M.D=3.53538, Intergration

=0.83706이다. 위의 표는 평균 RRA로 기준으로 2010년

대 단독주택 공간을 볼록공간으로 구분하였고 RRA평균

이 1.31014>1보다 크기 때문에 분격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개 사례평면도의 볼록 공간

은 모두 93개의 블록 공간으로 나누어졌고 이중에 RRA

가 1이하로 통합성이 높은 공간은 18개 공간으로 전체

약 19.4% 만이 해당되었다.

<그림 5> 2010년대 (B)사례주택 (좌 1층, 우 2층)평면도

이 시대의 특징은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확연한 변화는

<그림 5>에서와 같이 부엌과 식당공간에 대한 계획이 이

전시대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C주택을

제외하고 D(식당)공간이 L(거실)공간과 합쳐지면서 통합성

공간의 성격으로 계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식당

과 거실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또한 각종 침실공간이 다른 시대와 달리 사례주

택 대부분이 평균 RRA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분격성

공간으로 확실히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3호 통권122호 _ 2017.0670

3.4. 소결

앞에서 분석된 연대별 단독주택의 내부공간분석 결과

각 시대별 내부공간의 계획방식은 그 시대의 문화가 반

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중 가장 큰 변화는 80년에

안방의 공간이 2개 공간으로 분리된 것이 하나의 공간으

로 독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안방 앞의 전실로 인하여

분격성이 높았던 공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공

간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연도별 주택 내

부 공간들의 개수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통합성공간과 분

합성공간의 성격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공간에 속한

공간의 수를 전체공간 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여 종

합적으로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그림 6>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1980년 이후 현재의 주택에 이르기까지 내부

공간은 통합성 공간의 성격을 가진 공간의 수가 증가하

였고 분격성 공간의 성격을 가진 공간의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통합성공간이 증가하였다는 의미

는 예전의 권위적인 가족구성의 의미가 반영된 공간계획

에서 가족 간의 친밀감을 우선시되는 현대의 가족관계관

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

은 가족중심의 사회문화가 지속된다면 단독주택의 공간

은 통합성 공간이 증가하는 건축 공간계획으로 변화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6> 종합공간분석

4. 결론

연도별 사례주택의 내부공간 분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80년대 안방의 경우에는 안방전실, 서재 등과 같

이 안방의 침실 전용공간과 그 외 공간 등 2개의 공간으

로 구분하여 침실 전용공간은 분격성이 높은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90년대

이후부터는 안방과 구분된 공간들이 안방과 통합되어 하

나의 공간으로 계획되면서 분격성 공간에서 통합적인 성

격이 높은 공간으로 변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공동 생활공간인 식당과 가사노동 공간인 부엌의

경우 80년대에는 엄격히 구분되어 계획되는 경향을 보였

고, 식당은 가족의 통합적인 성격을 가진 공간이 아닌

분격성이 강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이

후부터는 D+K 형식과 2010년에는 L+D+K 형식으로 결

합된 공간으로 계획되면서 통합성이 높은 공간으로 계획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가족들의 공동체공간이며 통합성 공간의 가장 대

표적인 거실 공간의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분석되었

다. 1)2000년대에 거실과 가족실을 모두 가진 주택의 경우

각 공간이 분격성과 통합성 공간으로 구분되어 계획되었

고, 2)2010년으로 가면서 가족실은 조금씩 사라지는 경을

보이고 이전까지 단독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거실(L)이 식

당(D) 또는 부엌(K)공간과 통합되어 계획되어 통합성이

높은 공간으로 계획되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넷째, 침실 공간은 80년 이후 세월이 가면서 통합성

이 높았던 공간에서 분격성이 높은 공간으로 계획되면서

이전시대보다 개인적 프라이브시가 강하게 보장되는 계

획으로 변해갔다.

마지막으로 각 시대별 공간수(N)는 큰 변화가 없었지

만 80년에 비해 2010년의 주택내부의 각 공간들이 통합

성이 높은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려는 계획방식과 가족의 통합

성을 중시하려는 현대적인 시대적 변화와 일맥상통하는

계획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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