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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ousingarchitecturehasformedvariousformaltypes,changedoradaptedwith
variousconditionsthatrequiredfrom times.Theseformaltyperevealsparticular
andregularimagetopeopleexperiencedduring history.Until now, the idea of 

dwelling that means the concept of residence is changing by lifestyle of 

modern people that are changed through not only development of technology, 

information, communication, transformation, but also multilayered and complex 

culture of contemporary society.

 The type of established institution cannot help having limit against 

transformation of social aspect and new requirements of conditions of 

residence, so there are many experiments that are adopted in different way in 

type of residence institutions. The form of these housing architectur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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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d as different figure in typical residences that are recognized through 

long history of housing architecture. In particular, the tendency to give 

emphasis to free sensitive experience of individual make these forms more 

uniquely. In contemporary some housing architectures what look unique, have 

tendency to not restrict within some established type. In the study, these 

formal aspects of housing architecture are asked and studied through the view 

of ‘transformation of formal type.'

Differentiationofform ismadefrom thelossofrelationbetweenprogram and
imageoftheinstitution.Exodusfrom typerevealsfrom redefinitionandmutationof
form thatfollow thechangeofsocialaspect.astheprocesstofindsomevarious
potentiality.Thebuildinghastransformedimagefrom regularandtypicalform,that
ismadesubstantialpotentialpossibilitywhatwasdeniedorunnoticed.Theexodus
from typeofcontemporaryhousingarchitecturecanbecharacterizeas'destruction
ofthreshold','mixtureofelements','mutation ofform',whatrepresentmodern
people's way ofthinking.These forms are recognized unfriendly through the
differencetotypicalform.Thatisrecognizedasrelationaldifferencefrom schematic
unityshowedestablishedtype.Individualelementlooksremarkableevennew formal
system is imported.Thiscan beseen asexodusfrom type,butthereis not
somethingchangeofessentialauthenticity.Thisformaltransformationmakesthe
domainoftypemorewideand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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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서서서 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111...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333연연연구구구 흐흐흐름름름도도도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건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요구조건에 대응 또는 순응하며 변화하여 오
면서 다양한 형태적 유형을 형성해왔다.주거건축의 유형은 인간의 주생활 뿐만 아니
라,시대의 사회적 상황,가치관,지역성 등을 나타낸다.이러한 주거유형 중 집합주거
건축은 현대 도시 사회에서의 주거생활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주거유형
이라고 할 수 있다.근대 산업혁명 이후,도시의 밀집화로 인해 집합주거에 대한 다양
한 유형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현대 사회에서도 집합주거의 개발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집합주거에 대한 형태나 형상이 존재한다.또한,20세기에
들어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가진 주거의 유형이 등장하게 되고 이는 도시의 환경에 영
향을 미쳐왔다.
최근 기술공학,정보,통신,교통 등의 발전뿐만 아니라,현대 사회의 복합적이고 다층
적 문화로의 변화는 현대인의 생활방식 또한 복합화,탈 중심화로 이어진다.이에 따라
기존에 고수되어오던 주거 시설의 유형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되며 접근되고 있다.
즉 거주에 대한 개념적 변화로 인해,주거시설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와 형식이 도입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최근의 건축은 극도로 특이한 ‘형태적’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형태들은 각종 시설들에서 보여졌던 기존 이미지와는 낯설고 이질적며,‘비 정
형적’형태로 받아들여진다.

특히,집합주거건축은 가장 형태적으로 변화가 어려우며 변환의 폭이 작은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집합주거는 프로그램의 제한성 때문에 다른 건물의 유형보다 형태적으로
가장 고정되어있으며 형태 변형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시설이다.집합주거는 시설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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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구조적 효율성,공간의 효율적 이
용,경제성,규모의 특징상 도시적 맥락(블럭,도로의 구조)등 여타 시설에 비해 디자
인의 제약이 커서 그 형태적 유형의 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이러
한 집합주거의 형태적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유
형적 형태를 이탈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집합주거의 형태적 변화에 대한 경향과 그 의미에 대해 분
석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축의 형태적 변천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함이다.현대건축형태의 변화의 양상은 무척 광범위하며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이 있으나,형태적 변화의 폭이 적은 집합주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현대건축의 극도
로 다양해진 형태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11...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연구의 대상에 있어서,‘거주⋅행복’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 욕구로서의 시설근거를 가
지며,현대 사회나 도시에 있어서 인간 생활의 다양한 양상을 불 수 있다는 점을 근거
로,집합주거건축을 대상으로 하였다.이에 있어 집합주거건축의 형태적 특성과 그 특
성과는 이질적인,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적 변화를 나타내는 집합주거건
축을 대상으로 하였다.집합주거건축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도시 인
구가 급격히 늘어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모던의 기능주의적 집합주택부터 다양한
이론을 배경으로 한 집합주택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CIAM 해체 이후 집합주거를
주제로 더욱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져 왔다. 특히,유럽의 집합주거는 이러한 모던 이
후의 흐름과 지역적 특성을 배경을 통해,대안적 사회 주택의 공급에서 오랫동안 선두
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따라서,19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집합주거건축 사
례를 통해 그 유형에 대해 고찰하였으며,그 중 최근 들어 볼 수 있는 유형적 형태에서
이탈하는 집합주거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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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Project Name 위치 연도

1 H.P. Berlage Plan Zuid
Amsterdam,

Netherlands
1902-20

2 Brinkman
Spangen 

주거단지

Rotterdam,

Netherlands
1919-21

3 Michel de Klerk
Eigen Haard 

집합주택

Amsterdam,

Netherlands
1917-20

4 Le Corbusier
Unite 

d'habitation

Marseilles,

France
1947-53

5 Atelier 5 Halen 주거단지 Bern, Swiss 1961

6 M.Naylan
Bishopsfield 

주거단지
Bern, Swiss 1961

7 Franz Oswald Bleiche 주거단지
Worb 지구

Germany
1977-1981

8 Various Architect
Weissenhof 

주거단지

Stuttgart,

Germany
1927

9 ˝
IBA 국제 

주거전시

Berlin,

Germany
1987

10 NL Architects Roof Road NT Hague 2001

11 MVRDV

WoZoCo's 

Apartment for 

Eldery People

Amsterdam,

Netherlands
1994-97

12 MVRDV Housing Silo
Amsterdam,

Netherlands
1995-2002

13 de Architekten Cie The Whale
Amsterdam,

Netherlands
1998-2000

14 KCAP Het Baken
Deventer,

Netherlands
1999-2002

15 UN Studio Water Villa's
Almere,

Netherlands
1999-2001

16 Rene van Zuuk Block 16
Almere,

Netherlands
2004

17 de Architekten Cie The Whale
Amsterdam,

Netherlands
1998-2000

<표1>연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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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33연연연구구구 흐흐흐름름름도도도

<그림1>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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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유유유형형형으으으로로로서서서의의의 집집집합합합주주주거거거건건건축축축

건축 시설들의 형태는 공통적인 특징이나 이미지가 있다.병원,학
교,주거 등의 시설에서 떠올릴 수 있는 특정한 이미지는 책,TV,
사진,또는 실생활 등에서 오랜 시간동안 경험되어 오면서 하나의
의 유형으로 인식된다.하나의 시설의 형태에 무한한 다양성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유형으로 인식되는 것은,시대,지역,건축가 개인
의 성향에도 변하지 않는 공통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유형으로서의 집합주거시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기
술하고자 한다.

222...111시시시설설설로로로서서서의의의 집집집합합합주주주거거거건건건축축축
222...222현현현대대대 도도도시시시와와와 집집집합합합주주주거거거건건건축축축



- 6 -

222...111시시시설설설로로로서서서의의의 집집집합합합주주주거거거건건건축축축

222...111...111사사사회회회적적적 요요요구구구로로로서서서의의의 시시시설설설

집합주거는 개개의 주택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군이 아닌,인위적인 계획에
따라서 집단을 이루어 공동적인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주거시설을 말한다.집
합주거는 집단적 성격과 도시적 규모라는 점에서 사회적 성격이 명확히 반영되는 건축
시설이다.또한 하나의 원형으로 지속해 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 속에서 느리게 여
과되고 두껍게 퇴적된 수많은 역사적 현실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왔다.특히,‘집합주거’
의 개념은 근대 유럽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건축이었다.19
세기 초 산업혁명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도시 노동자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
여 집합주택이 대량으로 건설된 이래 주거건축은 ‘집합체’로서의 개념이 더욱 중요시되
었다.이는 사회의 근대화과정에서 주거건축이 필연적으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밖
에 없었던 하나의 사례이다.

주거의 문제는 산업화 현상이 일어난 19세기 이후부터 일어난 것은 아니다.고대 로
마,중세시대에서도 오늘날 현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심각하였다.엥겔
스(Engels)는 대도시 전반의 문제는 산업화시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난은 오늘날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또 이제까지
의 모든 피지배 계층과는 달리 현대의 무산계급층만이 겪고 있는 특별한
고통도 아니다.오히려 주택난은 전 시대에 걸쳐 매우 일관되게 나타난,
모든 피지배 계층을 고통스럽게 한 문제다.”1)

전 시대에 걸쳐 있어왔던 주거에 대한 문제는 근대에 들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
하게 되었다. 근대의 집합주택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됨에 딸라 한정된 토지에서 대량
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요청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집합주거를 통한 주거난과 주거환경
의 개선 의지는 당시 노동자층,또는 피지배계층의 신분이 상승되고 있으며,사회주의
적 정치성향을 알 수 있다.이는 각 주호의 반복적인 평면형태,동일한 환경 제공과 같

1) Aldo Rossi, Architecture of the City, 오경근 역, 도시의 건축, 동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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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합주거의 공간구조와 형태에 반영된다.

<그림 2-1>J.J.P.OudSpangenSiedlung-사회주의적 공간구성

시설이 가지는 본래성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결합하여 특정한 유형으로 형성된다.지
극히 단순한 사실이지만 집합주거는 근본적으로 삶,거주를 위한 것이다.또한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을과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그러나 집합주거가
다른 주거군과 구분되는 것은 도시화,과밀화와 같은 사회적 상황의 영향이 정도가 다
른 시설보다 확연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특정한 사회나 지역에서 선호되어오며 오
랜 기간동안 축적되어 온 형태들이 유형을 형성하게 된다.

본성 삶 사회성 사회, 문화, 자연 등의 영향

방법 거주 공동체 형성 모음(collect)

시설 주거 주거군 집합주거

<표 2-1>집합주거 시설의 형성

역으로 말하면,집합주거의 유형을 통해 근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상,
문화와 형태 유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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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222근근근대대대사사사회회회의의의 변변변화화화와와와 집집집합합합주주주거거거건건건축축축

집합주거의 역사적 기원은 18세기말 산업혁명을 계기로 영국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등
장한 주거환경의 악화와 주택공급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하워드(E.Howard)
가 제창한 “전원도시”(1898)와 레치워스(Letchworth)에서 실현된 집합주택(1903)에서
찾아볼 수 있다.19세기 공업도시의 발달로 인한 도시의 성장,생활양식의 변화,인구의
도시집중현상,전후 상황에 따른 도시의 재정비 등에 있어서 집합주거에 대한 유형의
형성은 도시의 주거문제,자본주의적 도시에의 대안으로서 생각되기도 하였다.H.P.
베를라헤(HendrikPetrusBerlage)에 의해서 1902년부터 1920년에 걸쳐 이루어진 암스
테르담 남부의 개발(PlanZuiddeamsterdam)은 주거 단지 유형의 개발에 대하여,공
업화의 유입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질을 확보한 근린규모의 주택단지 대한 개발과 대
량 공급하는 것에 목표한 것이다.

<그림 2-2>H.P.Berlage,암스테르담의 ‘PlanZuid’,1902-20

베를라헤는 대규모 중정형 주택을 도입하고,내부중정을 개방함으로써 이러한 저소
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주거의 주요 단위는 커다란 중정을 둘러
싸는 블록으로 구성되어있으며,이들 대부분이 중앙에 위치한 중정으로부터 대칭적 평
면으로 배치되어있다.건물의 재료나 창,모서리 형태들은 지역 전체의 테마와 통일하
여 도시 맥락에 상호작용하게끔 되어있다.이러한 기본적 패턴은 암스테르담의 표현주
의 건축가 미첼 데 클러크(MicheldeKlerk)의 에이흔 하르트(EigenHaard)집합주택
에서도 볼 수 있다.베를라헤의 암스테르담 남부계획안과 같이 네덜란드의 전통재료인
벽돌을 사용한 이 집합주택은 삼각형의 대지를 둘러싼 평면으로 중심에 중정을 배치한
중정형 집합주택이다.이러한 배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스케일과 색체에 대한 분절,상
징적 첨탑을 사용하였다.클러크는 새로운 공간 변화와 함께 네덜란드 기존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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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감각을 유지하여 기념비화된 집합주택의 유형으로 도시의 구성을 굳히고자
한 것이다.2)

<그림 2-3>Brinkman,Spangen,주거단지 <그림 2-4>MicheldeKlerk,EigenHaard집합주택,1917-20

이와 같은 집합주거의 기본적 패턴은 근대 네덜란드 집합주거건축의 전형(prototype)
적인 형태로,네덜란드의 여러 집합주거단지의 디자인에 사용되어 왔다.또한 1,2차 세
계대전을 겪은 후의 유럽 도시들은 전란에 의해 파괴된 도시와 공공주택의 보급에 대
한 시급한 문제에 직면했다.네덜란드는 1차 세계대전과는 무관한 사회적 정치적 위치
로 인해 집합 주택을 주제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였으며,전(戰)후 주변 전쟁국에서
밀려오는 이민자들의 유입과 산업화로 인해 도시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어 집합주택
의 개발이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동안 고층 개발이 유지되다가 196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저층고밀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나아갔다.이러한 움직임은 ‘녹지 위의
고층주거'가 설득력을 얻고 있었던 상황에서 5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주거환경에 반발
하는 조류가 형성된데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3)스미슨 부부,알도 반 아이크(A.van
Eyck)등이 참여한 팀 텐(Team X)그룹은 전원도시운동의 결실인 대규모 신도시와 기

2) William J. R. 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90, Phaidon Press; 3 edition, 1996

3)  5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의 반 아이크와 영국의 스미슨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팀 텐 그룹은 대규모 신

도시와 비인간적인 고층주거환경을 거부하였으며, 1954년 뉴욕여성클럽에서는 뉴욕의 도시 재개발계획

이 도시의 슬럼지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심의 슬럼화를 촉진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층아파

트 위주의 대규모 재개발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50년대 중반 하버드 대학의 셔마이에

프를 주축으로 한 연구진은 환경적으로 우수한 고밀도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층보다는 저

층 형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는데, 이는 주거형식의 변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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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기능주의의 직접적 산물인 비인간적인 고층주거환경을 모두 거부했다.이들 그룹
은 소위 ‘시간-공간'의 개념대신에 ‘장소'의 개념을,그리고 소위 ‘녹지 위의 고층주거'
대신에 가로를 중심으로 하는 위계적인 공간구성을 주장했다.또한 인간적 만남이 가능
한 사회적 공간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중간적 성격의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60년대의 제인 제이콥스의 주장과 영국의 고층아파트 가스폭발
사건,70년대의 미국 프루트 아이고(Pruitt-Igoe)단지의 폭파해체 등으로 고층 아파트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이는 곧 저층고밀개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
였다.1961년,제인 제이콥스는 고층주택이 대중의 일상적인 도시생활 패턴을 모두 파
괴해버리고,건설비의 절감이라는 불확실하고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사회
병리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또한 영국에서는 1968년 런던 남부
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가스폭발사건이 발생하여 고층아파트의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었
으며,고층아파트가 공사비 측면에서 실제로는 저층주택보다 유리하지 못하며,공사기
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층아파트의 건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 당시 계속해서 발표되었던 행동학적,사회병리학적 연구의 결과도 저층고밀로 전환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4)

<그림 2-5>Atelier5,Halen주거단지,Bern,1961

60년대 초반의 할렌지구 주거단지,‘63년 비숍스필드(Bishopsfield)주거단지 등이 초기
에 개발된 저층주거단지 사례로 들 수 있는 것들이다.이들은 저층 주거단지를 통해 커
뮤니티와 프라이버시가 조화되고 단위주택의 독자성이 강조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
였던 것이다.5)이러한 서구에서의 경험과 실제 구현된 단지들의 인간적 환경은 자연스

4)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1993. 6, p.3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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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저층고밀개발방식을 주목하게 만들었다.특히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주
장들은 고층 고밀개발에 대한 비판과 그 유력한 대안으로서 저층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림 2-6>M.Naylan,Bishopsfield주거단지,Bern,1961

이와 같이 집합주거건축은 커뮤니티,주거환경,건설 환경,기술적 상황과 같은 근대
이후의 사회적 상황과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등은 집합주거건축의 형태에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공통적인 형태적 특성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
에게 사용되고 선호됨으로써 그 결과 특정한 유형을 형성하였다.

5)  "Tower in the Park"의 개념을 전 세계에 전파시켰던 르 꼬르뷔지에는 1949년 저층고밀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게 되며, 고층주거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한 경사지 테라스주택인 생트바움과 로크에

로우 주거계획안을 제시하게 된다. 1959년 건축가 그릅 아틀리에 5가 계획하여 60년대 초반 스위스 베

른 교외에 실현한 할렌지구 주거단지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저층공동주택으로 이후 다른 나라

에도 이와 유사한 계획을 하게 되며, 다른 건축가들도 이와 유사한 주택단지를 계획하게 된다. 1960년 

영국의 네일란이 계획,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1963년 할로우 뉴타운에 실현한 비숍스필드 주거단지 역

시 저층고밀주거단지를 실현하였다.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1993. 6, p.3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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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현현현대대대 도도도시시시와와와 집집집합합합주주주거거거건건건축축축

222...222...111현현현대대대사사사회회회의의의 다다다중중중성성성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변형하려는 의지는 그 시대의 가치관,그것을 이루고 있는 패러
다임과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있다.패러다임은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거주공간의 반
영이면서,역으로 패러다임이 거주공간을 개편한다.패러다임이 정보의 질서라고 한다
면,거주공간은 인간을 둘러싼 물질적 질서라고 볼 수 있다.인간의 의식변화는 생활스
타일의 변화로 나타나며 이는 곧 거주 공간의 형태에서 드러난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20세기 초반 근대사회의 집합주거건축은 현대사회
에 들어와 가치관의 다양화,생활양식의 개성화가 활발히 진행되어,풍부한 생활을 목
표로 한 표준모델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이에 따라,근대사회로부터
의 탈구축적 전략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6)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현대 사회에
있어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휴대전화,인터넷,고속열
차의 개통 등과 같은 통신과 기술의 발달은,거주 공간에 대한 기존의 범위를 더욱 확
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이는 도시의 확장 뿐 아니라,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살게
되는 주거 개념의 확장도 포함하는 것이다.생산,판매,소비 등이 분리되어 도시의 다
른 영역,다른 시설에 위치한 공적 생활들이 현대사회에서는 개별 운송수단의 발달,정
보와 매체의 발달로 인해 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거주의 영역에도 들어오게 되었다.
현대 도시생활에서 주거의 개념은 가족이나 친지들 간의 생활에서 더욱 다양하고 복합
적인 사회적 생활의 의미로 변화되었다.

구성원간의 밀집된 사회적 관계나 집중의 특성은 기존의 전통적인 공동사회의 특징이
라 볼 수 있다.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대중사회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자본의 집중
과 생산규모의 증대에 따라 대량(mass-)의 개념이 발전된 사회의 유형으로서,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규격화,획일화되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도 밀집되는 특성으로 나타

6) Paradigm  그리스어의 패러다이그머paradeigma에서 유래하는 말로 원래는 ‘규범’이나 ‘본보기’를 의미

한다. 미국의 과학사가인 토마스 사무엘 쿤Thomas Samuel Kuhn(1922~)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

러다임은 과학이론의 역사적 발전을 분석하는 열쇠로 도입하고, 그 이후 패러다임을 현장의 과학연구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라든가, 해석방법을 도입하는 이론 방침 및 절차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

이라고 논하고 있다. 패러다임을 분야에 따라 사고의 체계, 조직 혹은 사물을 보는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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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그러나 현대 공동사회에서는 운송수단 뿐 아니라,정보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정
보의 양이 늘어나고,각 개인의 정보흐름이 중요시되고 있다.따라서 각 개인들 간의
관계는 네트워크체계로 인해 더욱 복합적이고 다중심화 되며,공공의 개념 또한 모호해
지고 있다.전자 네트워크로 인한 복합적인 생활으로의 변화는 공과 사의 경계를 바꾸
며 변형시킨다.인간과 인간,인간과 환경간의 관계를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의미에서
이탈시키고,이차적이고 간접적이며 가변적인 관계로 드러났다는 의식은 공공성이 가지
는 의미와 그 건축공간의 형식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즉,건축 공간
과 형태가 생성하는 장소의 의미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특정한 물리적 경계의 감각도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의식을 유도한다.

<그림 2-7>전통적인 공동 사회의 구조 <그림 2-8>현대 공동사회의 네트워크 구조

특히 집합주거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이러한 관계
의 변화는 집합주거의 공간적,형태적 변화와 같은 물리적 변화로도 이어진다.
현대사회에서 주거는 안식처로서의 공간,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각종
업무⋅여가⋅문화 활동 등 다양한 인간 행태를 담음으로써,거주 내부에 적극적으로 도
시적 요소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222...222...222주주주거거거형형형태태태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주거(住居)의 개념은 어원상 dwell,house,home등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인간이
일정한 장소에 거처를 정하여 내부적 형태를 지니고 개인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터
전인 동시에 안식처역할을 하며 일상생활의 본거지로서 사회제도의 기본적인 모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7)주거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천되어 왔다.사

7) 이명호, 건축 개론, 기문당,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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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조직이 형성되고 도시가 발달하면서,주거에서 이루어지던 생산행위가 별개의 시설로
분화되었으며,그 외의 정치적,문화적 기능도 분화되면서,주거는 주로 일상생활의 터
전으로 자리잡아왔다.Porteous(1977)에 의하면 주거는 인간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구성되는 현상적 환경의 기본 단위이고,개인의 성격,태도,기호,가치관,경험 등에 의
해 구성되는 행태적 환경(behavioral environment)과 경험적 환경(experiential
environment)의 기본단위이며 또한 가족,동일 생활양식 집단,사회계층,문화집단의 일
원으로서 경험에 주로 영향을 받는 상황적 환경(contextualenvironment)의 기본단위라
고 하였다.따라서 주거는 거주자의 의⋅식⋅주생활과 사회생활의 양상 및 사회적 요인
에 의하여 그 형태의 유형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현대사회의 변화와 주
거양식의 변화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회여건의 변화 인구구조,가족구조,정보통신,경제주체,
기술발전,의식전환

기술의 발달 정보화,첨단화,masscustomization,자연친화

생활양식의 변화
가족해체 ↔ 가족생활 개인위주 ↔ 집단위주
인공환경 ↔ 자연환경 독립생활 ↔ 커뮤니티
국제주의 ↔ 지역주의 노동업무 ↔ 여가레져

주거양식의 변화 다양하고 다원적인 생활양식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 개발

<표 2-2>사회적 변화와 주거양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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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집집집합합합주주주거거거건건건축축축 형형형태태태유유유형형형의의의 일일일관관관성성성

2장에서는 집합주거건축이 유형으로서 형성되는 배경과 의미를 살
펴볼 수 있었다.어떠한 건물도 동일한 용도와 프로그램을 가지는
시설이라 해서,같은 형태로 재현되지 않는다.그러나 이러한 시설
들의 형태는 공통적인 특징이나 이미지를 갖는다.이러한 건축물의
다양한 형태는 유형의 맥락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최근의 집합주
거에서는 이러한 공통적인 감각,이미지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즉,
유형에서 이탈하는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집합주거건축에서도 규모,주호의 조합⋅배치방식,구조,
평면유형 등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유형이 있지만,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를 형태의 다양성과 구분하여 ‘유형으로부터 이탈’
의 개념으로 이해하고,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인 건축물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며,현대 집합주거건축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변화의
양상과 특징에 대해 분석한다.

333...111시시시설설설의의의 유유유형형형과과과 형형형태태태체체체계계계
333...222형형형태태태적적적 변변변형형형의의의 제제제한한한
333...333소소소결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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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유유유형형형과과과 형형형태태태체체체계계계

333...111...111시시시설설설의의의 형형형태태태와와와 유유유형형형의의의 형형형성성성

 시설로서의 건물을 유형으로 보는 것은, 건축이 

인간의 모든 기본적 생활상을 담아내는 것으로부

터, 사회와 관련을 맺는 장소로서 본래의 목적에 

대해 보는 것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

택, 학교, 병원, 교회 등과 같은 것을 말하며, 나

아가 주거단지나 보다 큰 규모의 시설 등이 복합

된 도시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기능적 차원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간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활동들과 사회적 공동성을 연결하

는 프로그램(program)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유형은 건축의 인식 영역과 실행영역을 형태의
측면에서 일체화시키는 현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
다.이러한 공통적인 성질은 집합주거를 다른 시
설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으
며,집합주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하지만,집합주거의 형태적 유
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없다.앞에서
설명한 집합주거는 고정된 형태적 유형(type)에
대한 유추적인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형의 사전적으로는 어떠한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하나의 틀.
또는 그 틀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철학에서는 유개념의 하나로 단순한 추상 개념이 아
닌 어떤 현상의 공통적 성질을 형상으로 나타내며,추상적인 보편성과 개별적인 구체성
이 통일되어 있는 것을 이른다.

“유형(type)”은 model,matrix,imprint,mold,figure를 의미하는 일반적 수
용을 표현하는 단어이다.따라서 이는 많은 뉘앙스나 같은 개념의 다양성에
적합하다.
Typecomesfrom theGreekword"typos,"awordwhichexpressesby
generalacceptance(andthusisapplicabletomanynuancesorvarieties

<그림 3-1>Laugier,Primitivehut,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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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hesame idea)whatone means by model,matrix,imprint,mold,
figureinrelieforinbasrelief...8)

로지에(M.A.Laugier)는 모든 건축의 근원으로 원시 오두막을 제시하며,건축을 궁극
적으로 자연의 기초적인 질서를 모방하는 것으로 바라봄으로써,건축의 요소들을 자연
의 요소들로부터 유추한 형태로 묘사하였다.
이와 같이,유형은 일련의 사례 또는 구체화된 형태들을 통하여 연역되는 것이며,그
러한 상황들은 유형이 형성되는 방식을 설명한다.유형의 결정은 같은 필요에 의해 지
어진 시설들의 통일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서로 형태적·기능적으로 유사(analogy)
한 일련의 건물들의 존재에 의존한다.9)이는 건물의 개별적 형태들을 비교하고 겹치는
과정에서 각각의 특성들을 제거하고,공통적인 단위를 남겨 통합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따라서,유형(type)은 형태적 다양성에 대한 공통된 형이상학적 형태(rootform)
이며,이미지,기억,역사적 연속성을 상기시키는 재현적 구조의 형태언어이다.

Root

Form

변형

variation

Form 1 비교(comparing), 

중첩(superimposing)  TypeTypeTypeType

도식적, Schema  

내부적 구조

Form 2

Form 3 각각의 특성들은 제거

⋮

<표 3-1>.유형의 형성 과정

즉,건축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 원리와 건축계획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프로그램이 서
로 충돌할 때 건축 유형학은 건축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10)
이에 따르면,유형은 구체화된 형태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한 유추적(analogy)개념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집합주거의 일반적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 형태요소를 말하기 보다,
형태가 구성되는 성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집합주거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의해 공동체적 생활영역이 생성되며,이러한 공동
적 생활영역은 도시적 규모의 형태적 단일성을 이루게 된다.

8) Quatremere de Quincy, Type, oppositions.8  

9) Giulio Carlo Argan, On the Typology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no 33, 1963

10) Martin Symes, Ordering Space: Types in Architecture and Design - Typological Thinking in 
Architectural Practic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4, p 16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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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Laugier

작은 시골의 오두막은 그 속에서 모든 건축의 경이들을 생각

해볼 수 있는 모델이다. 실제적인 작업에서도 이 최초의 모델

이 갖는 단순성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근본적인 오류를 피하고 

진정한 완전성을 얻을 수 있다. 수직으로 일으켜 세운 나무는 

우리에게 기둥의 개념을 보여준다. 그 위에 올려진 수평의 부

재는 엔타블레이쳐(entablatures)의 개념을 보여준다. 마지막

으로, 지붕을 이루고 있는 경사진 부재들은 우리에게 페디먼트

(pediments)의 개념을 보여준다. 이 모든 기술적인 완성이 이

미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Q. de Quincy

스스로 모델을 위한 규칙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요소의 아이
디어
유형은 건축을 과거와 연결시키고...그것이 일정한 체계를 지
니게 함으로서 최초의 불변성을 의미하는 개념

Aldo Rossi
유형학은 개개 건물들은 물론 도시의 경우에 있어서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이론이다

Alan Colquhoun

 건물 유형학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행위를 보호해 주며 

적절한 형태를 만드는데 기여해 온 사회 집단 구성원의 ‘사회 

공간적 Schema'

G.C. Argan
유형은 공통된 근원형태root form에 대한 형태적 변이variant

들을 축소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Rafael Moneo

함께 분류되고 구별되며 반복되는 건축적 오브제를 가능하게 

하는 내재적인 구조적⋅형태적formal질서

유형은 구축적 해결을 포함하는 장황한 개념이다-그것은 공간

을 만들고 주어진 도상적인 것 속에서 용해된다-그러나 유형은 

또한 그러한 기능에 명백한 내용을 파악하고 보호하고 이해하

는 능력을 증명해준다. 이렇기 때문에 유형이 궁극적으로 형성

하는 유형을 통한 이미지들에는 감정이 스며들게 된다.

<표 3-2>.유형(type)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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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222유유유형형형과과과 주주주거거거단단단지지지 계계계획획획

주거 단지 계획에서 소위 ‘마스터플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마스터플랜은 미래
의 어떤 시점과 목표를 미리 결정하여 정해진 수순에 의해 채워나감으로서 일정부분이
완성된 다음에야 작동을 시작하는 도시와 건축을 지향하고 있다.경계가 뚜렷한 구획된
부지에 단기간 완성형의 주거 단지 계획에 가장 편리한 방안으로 사료되어왔다.
도시의 집합주거 계획과 마스터플랜의 과정에서 근린주구 이론은 거의 절대적 근거로
서 역할을 해왔다.특히,페리(C.A.Perry)의 근린주구 이론은 특정한 단위가구를 설정
하여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 시설의 기준을 제안하여 단지 계획,도시 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이는 지역 공동체를 목표로 하여 초등학교 교구를 기준으로 보행 거리
권을 물리적 척도로 삼아 기본 단위를 설정하고 주구 내 생활의 안정성,편리성,쾌적
성을 추구하고 있다.따라서 주거단지는,지역적,장소적 커뮤니티로서,주구단지가 분
할되고 각 단지의 경계가 도시 내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림 3-2> 근린주구의 기본개념 <그림 3-3> Neighbourhood Unit 

이러한 단지간의 경계와 배치방식은 주동의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주동의 형태적
특성과 배치유형은 베를린 국제 건축 전람회(IBA,1987)에서 잘 드러난다.IBA의 집합
주거는 근대 전후부터 1900년대 말까지 개발이 되어 집합주거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
는 대표적인 주거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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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주택의 대규모화,획일화 경향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주거의 질 확보를 위한 움직
임을 불러일으켜 도시 내 중층 아파트 건설과 함께 녹지로 이루어진 도시 외곽의 단독
주택단지를 탄생하게 하였다.고층아파트에서도 보차분리 및 넓은 공용 녹지공간 확보,
오픈스페이스와 단위주호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근
대 산업화시대의 주거개발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개성화,다양화,그리고 전통적인 가치
체계와 역사적인 맥락의 회복 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고,근대 건축의 시대를 벗
어나 포스트 모던이 건축의 새로운 경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기에 대단위를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건축가들이 총망라하여 개최된 국제 건축전이 1987년 베
를린 국제 건축 전람회이다.11)

IBA에서 주호의 구성방식 및 평면 계획적 측면에서 다양성과 변형적 특성을 내포하
는 주동의 형태는 탑상형,일자형,L자형,T자형,C자형 등이며,각 유형들이 서로 연
결되어 형성되기도 한다.탑상형 주동은 일자형 또는 L자형 주동과 혼합되어 블록 내
에 함께 배치된다.탑상형 주동이 일자형 주동과 결합된 주동형태는 블록 189-7에서
나타난다.

<그림 3-4>베를린 국제 건축전 개발지역

11) 베를린 국제건축전은 1910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1910년에는 신생독일제국의 수도에 알

맞은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여, 베를린 개발을 위한 신구상 계획잭정 현상설계 성과를 중심으로 종합도

시개발전이 계획되었다. 1931년 독일 건축전에서는 저소득자용 주택과 대단지 집합주택건설 등을 주제

로 하여 건설경비 절감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나 나치에 의해 개발이 저지되었으며, 전쟁에 의한 도시

파괴 후 근대 저밀도시로의 재건을 목표로 삼은 1957년 INTERBAU(인터바우) 국제 건축전은 서독의 

복귀와 동구 공산권나라의 개발과 대비된 동베를린을 재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80년

대 근대도시계획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모범적 도시건축을 추구하고, 주거장소로서의 인간적 예술적 

이너시티의 부활과 파괴된 공간조직을 회생하고자 IBA 국제 건축전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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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도 로시(AldoRossi)와 롭 크리에(RobKrier)는 중복도를 갖는 부분 일자형의 탑상
형 주동 1동과,2개의 탑상형 주동이 일자형 주동과 결합된 5+6동을 배치하였다.혼합
된 주동 형태는 전체 블록 구성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 되었으며,내부 평면들도 독자성
을 갖고 다양하게 조합되어있다.

<그림 3-5>남부 티어가르텐(SouthernTiergarten)

또한 가로에 접한 주거동은 재조직된 가로체계에 순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잇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블록 내부에 위치하는 주거동의 배치와 중정을 형성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계획되었다.탑상형 주거동의 열린 배치는 중정을 형성하는 주거동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유형으로,IBA에서는 분동형식의 탑상형 주거동으로 단지를
형성하기도 한다.189-7단지는 8개의 탑상형 주거동이 2줄로 배열되어 중정이 형성된
다.중정공간은 각 주거동 사이로 외부와 직접 연결되어 판상형 주거동보다 개방적이
다.

(1)남부 티어가르텐지구 Rauchstrasse주거단지

대사관이 많은 남부 티어가르텐 지구의 북서쪽에 위치한 이 단지는 동서로 긴 형상이
다.남북방향 주도로 앞에 롭 크리에(RobKrier)의 주택이 위치하고 서쪽 가장자리에
알도 로시(AldoRossi)의 아파트가 단지를 둘러싸고 있다.그리고 이들 두 주택사이에
남북으로 각각 3개씩의 주택이 배치되어 있다.단지 중앙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공공 정
원이 있고 대지의 동서로 긴 방향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남북으로는 차량도로
가 가로지르고 있다.블록의 주변부는 도로를 둘러싸도록 디자인되었으나 사회적 교류
는 도로보다는 중정에서 일어난다.단지로의 출입은 이 단지의 주출입구 역할을 하는
롭 크리에 아파트의 필로티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중앙공원에 난 도로를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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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Rauchstrasse주거단지 배치도

동쪽 가장자리의 크리에의 아파트 주동의 형태는 두 개의 매스를 굴곡된 형상의 원형
주거동이 연결하는 형태로,이 단지로의 주출입구 역할을 한다.알도 로시 동은 륵셈부르
크 대사관이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대칭적인 형태를 사용하였다.우진각 지붕
으로 된 2동의 ㄴ자형 주동이 마주보고 있다.가운데의 6동은 21m의 정사각형으로 된 5
층 건물이다.허버트 헤르만(HerbertHermann),한스 홀라인등(HansHollein)에 의해 지
어진 이들 6개동은 박스형 건물로 주동의 외관에 코어가 드러나 정면성을 드러내고 있
다.색상 및 재료의 변화,지붕의 다양한 디자인을 통하여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그림 3-7>롭 크리에 주동형태 <그림 3-8>허버트 헤르만 주동형태

주호의 평면은 중앙의 티어가르텐 공원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평면구성을 보인
다.각 동이 공통적으로 정방형 혹은 장방형의 주호로 구성되어 있으며,층별 5∼6주호
를 수용하고 있으나 2∼3면을 외기에 면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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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Rauchstrasse주거단지 평면도

(2)남부 프리드리히슈타트지구 리터스트라세(Ritterstrasse)주거단지

베를린 국제 건축전(InternationalBuildingExhibitionBerlin1987)은 베를린 자체가 전
시회장으로,전시회장은 New IBA지역과 OldIBA지역으로 나누어진다.남부 프리드리
히슈타트 지역은 New IBA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2차 대전 때 크게 파괴된 이후 무
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개발됨으로써 역사적 요소와 무질서한 현대적 요소들이 혼재한
곳이다.1979년 IBA 당국은 역사적 근거나 중심부로부터 분리된 이 지역에 주택과 부
대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역사적인 도시상의 회복하고자 하였
다.따라서 이 곳의 중심과제는 기존의 도시계획과 배치를 고려한 비판적이 도시의 재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12)

리터스트라세 28지구는 백화점을 수복 재개발한 주택단지다.기존의 도시구조를 보존
하고 직주근접,기능 혼재라는 재개발의 기본 강령에 따라 수복 재개발된 것이며,이에
따라 베를린이 가진 도시구조를 유지하고 베를린의 전형적인 주택유형인 중정형 주택
을 구현할 수 있었다.과거의 베를린 시의 블록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동은 도로에
면하여 ㅁ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외부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지만 내부 중정으로는 개
방되어 있어 공적공간(도로)-반공적 공간(중정)-사적공간(주호)이라는 공간의 위계를
갖는 전형적인 중정형 주택이다.도로에 면한 주택은 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도록 하였으
며,1층 진입구를 통과형으로 하여 도로에서 중정으로의 진입,중정에서 주호로의 진입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주호의 평면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다수의 건축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했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주동의 모서리 부분은 발코니 혹은 계단실로 처리하여 공간의 낭비

12) IBA:베를린 국제건축전 ’87, A+U, 기문당,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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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소화하였으며,복층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채광량을 높였다.

<그림 3-10>Ritterstrasse주거단지의 배치도

위 사례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집합주거의 주동을 형태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판상형과 탑상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이 두 가지 형태가 변형,조합하여 다양한 배치
방식을 만들고 있다.이는 집합주택의 역사나 외국 집합주택 사례에서 오랜기간 공통적
으로 사용되어 왔으며,판상형과 탑상형의 주동은 공동주택의 형태적인 유형으로 형성
되었다.이러한 집합주거의 형태적인 유형을 조합하고 배치하는 방법은 <표 2-3>과
같이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을 조합하거나 혼용함으로써,다양한 형태
적 변형,또는 변형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여기서 제시한 6가지의 배치형식을 ‘유
형’이라 칭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는 물론 외국의 공동주택의 많은 사례들이 6가지의 원
형적 배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혹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변형의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판상형 건물의 배치는 선적인 반면,탑상형 건물의 배치는 점적이다.또한 두 양 끝의
두 원형은 형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동 주변의 외부공간은 열려있다.그
러나 두 원형을 혼합하여 배치하면 점점 형태적 독립성이 줄어들며,주동의 외부공간도
점점 닫힌 공간이 되어,클러스터를 형성하거나 완벽한 중정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
다.공동주택 유형의 6가지 배치형식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배치방법을 의미할 수 있지
만 각 경우 수의 배치방법이 상호 조합되어 다양한 배치로 현실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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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형태 형태 형태 유형유형유형유형 배치방식배치방식배치방식배치방식
외부공간에 외부공간에 외부공간에 외부공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공성공성공성공성////사성사성사성사성
형태적 형태적 형태적 형태적 특징특징특징특징

병렬배치

클러스터형 배치

점적 배치

Public

Private

Public

개방적

폐쇄적

개방적

<표 3-3>집합주거의 배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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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형형형태태태적적적 변변변형형형의의의 제제제한한한

333...222...111개개개별별별요요요소소소의의의 반반반복복복

근대 이후,주거와 도시건축 개념에서 집합주거의 공간,형태의 구성은 본질적으로 하
나의 주거단위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이를 반복,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즉,하나의 단
위세대가 기본 단위가 되어 동일하게 복제된 집합체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집합주거
는 주거유형에 상관없이 각 주호들에 동일한 거주환경을 제공해야하므로 집합주거의
공간들은 연속적이며 규칙적인 배열을 취한다.이러한 공간구성은 입면 상에서 반복성
이 강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3-11>집합주거건물의 반복적 이미지
<그림 3-12>LeCorbuisier,Unitéd'habitation,

Marseilles,1947-53

벽체상의 창문 요소들이 이질적이라도 창들의 비례,벽체에서의 위치,벽체들과의 관
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공통점으로도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이러한 형태의 반복성
은 단지 기능적 필요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반복성은 전체 건축형태에 있
어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 원리로 사용된다.또한,통일성은 단순히 대
량 생산에 의하여 효율적 산물이 아닌 집중화된 디자인으로서 형태적 통제의 산물이다.
건축이나 도시계획에서 경계가 없거나 분명한 시작과 끝이 없을 경우 혼란스럽게 된다.
이는 전체적 통일성을 가지지 못한 채 디테일에서만 일관성을 가지는 것과 같다.재료
와 텍스쳐의 통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강화시켜
준다.
또한,공동주택단지에서 동일한 주거동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서구의 경우 근대
건축운동이 시작된 이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식이다.중정형 주택이 일반적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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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근대건축운동을 주도하던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그로피우스(W.
Gropius)등과 같은 건축가들은 합리적인 주거형식으로 일자형 주거동을 제시했으며,
일자형 아파트와 그것의 반복적 배열에 의한 주거단지 구성안은 20년대와 30년대 초반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시행되었다.

<그림 3-13>Weißenhof주거단지,Stuttgart,Germany,1927

1930년대 이후 유럽의 대도시 주변에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에는 일자형 아파트가
반복 배치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이러한 주거동과 단지계획 방식의 배경에는
일조조건의 개선과 넓은 외부 공간,도로율의 축소로 인한 경제성 획득 등의 이점이 작
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이들의 주거동과 단지계획에서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
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계획적 조건들이 내재하고 있다.주거동을 반복 배치하는 방식
은 물론 설계상의 이점이라 할 수 있는 효율의 문제뿐만 아니라,공간의 형평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 볼 수 있다.주거의 반복배치 방식에 대한 특성을 단순히 경제적
인 측면에서만 접근되어서는 계획의 특성과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즉
주거동을 반복 배치하는 방식이 폭넓게 확산된 배경에는 설계노력의 경감과 각 세대가
동일한 조건의 단위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효율'과 ‘형평'의 문제는 집합주거에서 동일한 개별적 요소가 반
복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효율의 문제는 설계노력의 경감으로 집
약된다.그리고 형평의 문제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인 경우 향이나 내부공간구조 등 단
위세대가 동일한 조건을 갖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모든 주택을 조건에 따라 각
기 다른 가격으로 분양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각기 다른 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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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교가 이루어짐으로써 특정 조건의 단위주택만이 선호되어 분양에 문제가 생기
고 이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안게 되기 때문이다.13)이러한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서 동일 주거동을 반복 배치함으로써 분양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전략이 택해졌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추론이 적절한 것이라면 우리나라 공동
주택 단지에서 동일 주거동의 반복배치가 관행화되는 데에는 쾌적한 외부공간의 형성
보다는 단위주택의 조건이 선행하는 계획상의 고려사항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주거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33...222...222동동동질질질요요요소소소의의의 통통통합합합

집합주거건축에 있어서 형태는 공간의 기능적 구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하나의 단
위세대가 기본 단위가 되어 동일한 요소들끼리 통합된다.
각각의 다른 주거유형들을 모아서 결합하게 되면 외벽의 요철이 심해지고,구조적으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외관도 산만해지기 쉽다.따라서 집합주거에서는 하나의 단위세대
가 기본 단위가 되어 동일한 요소들끼리 통합된다.
뿐만 아니라 도로를 간결하게 이용함으로써 외부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동일한
거주환경의 조성으로 커뮤니티형성에도 용이하다.이러한 방식으로 동일한 요소와 건설
방식을 반복하고,정렬하면서 집합주거건축물에 질서를 부여한다.

<그림 3-14>FranzOswald,Bleiche주거단지,Worb지구,1977-1981

일반적으로 집합주거는 건물 구성의 산업적 대량생산(mass-production)의 기초 하에

13) 주택 도시 연구원, 공동주택 계획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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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되어왔다.각 개별 요소들은 포괄적 구조로서의 주호로 생산되었다.이런 점은 구
조적인 치수나 크기에 있어 매우 제한된 모듈을 가질 수밖에 없다.대량생산적 요소들
은 독립된 부류(창호,기둥,보,벽돌,설비,재료 등)로 체계화 되어왔다.집합주거의 설
계과정에서 modularcordination은 건축물의 미적 질서를 갖게 한다.집합주거에서의
모듈러 코디네이션은 구조적으로 유리할 뿐 아니라,전체적인 공간구성에 통일성을 부
여하는 기본적인 설계방식이다.

333...333 소소소결결결

산업혁명이후,도시주거는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로 경제적이어야 했으며,풍부한
장식적 표현은 낭비로 간주되고,형태의 단순함,명료함,검소함이 추구되었다.또한 공
업의 발전은 건축분야에서 경제성의 원리에 따르는 ‘건축형태언어’를 확립하게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강철이나 콘크리트 구조의 발전은 구조체계와 표피체
계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즉,신기술과 새로운 재료의 발전은 단위 주거가 수직
적으로 적층되는 형태를 이루게 하는 물리적인 배경이 되었다.즉,근대의 주택단지는,
자연의 배치,위생적인 생활공간의 실현 등과 같은 문제에 집중한 것이었다.주거의 원
형에 기초한 합리적인 산업적 대량생산에 노력하였으며,주거의 외부공간으로부터 개별
주거 내의 최소 비품까지 생산과 적용의 문제를 최대한의 노력으로 세심하게 연구하였
다.이러한 근대 집합주거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기술적 방향전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배치나 외관에 있어서도 주거단지는 전원도시의 삼각지붕이나 시골식의 단독주택
과 역시 거리가 있다.블록의 형태로 각각의 단지들이 연결되고 있으며,주거사이에 출
입구와 계단실 등 공용시설을 공유하는 형태의 배치가 일관적으로 나열되어있다.그 결
과 표준화된 모듈과 건설부재에 의한 단순한 반복이 형태를 결정하는데 유리하게 되었
으며,그에 따라 건축가들은 비례나 스케일,빛,그늘,세부 등에 대한 세세한 디자인을
통하여 인간미를 주려하였다.이와 같이 전원도시 사상과 새로운 건축으로부터 추상화
된 형태는 계몽적인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결합되었다.근대사회의
정치와 이념,사회적 구조,기술 등의 영향과 집합주거건축의 근본적 성질은 각각 다른
지역들,다른 건축가에 의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적으로 공통된 속성을 나타
나게 하였다.

주거의 대량생산과 보급,건설의 효율성을 근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집합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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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개발은 공업사회의 기술이나 가능성,가치관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상황에 따른 합리성과 효율성,형평성 도시 맥락적 구조를 따
르는 것이 집합주거의 형태유형을 형성하는데 크게 작용해왔으며.그에 따른 반복적,
동질요소간의 통합적 형태 특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되고 선호되면서 일반적인 이
미지로 고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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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현현현대대대 집집집합합합주주주거거거건건건축축축의의의 형형형태태태적적적 유유유형형형 이이이탈탈탈

건축의 역사는 양식과 형태체계의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다.시
대,사회가 가지는 속성은 건축의 양식,형태를 형성하는 데 끊임없
이 관계하며 일련의 근거를 제시한다.양식과 체계의 변화는,건축
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개념의 변화로써 이루어져왔다.즉,
단순히 기존의 형태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건축의 잠재적 요소,
즉 기존의 유형을 형성하는 형태요소의 개념에 대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표현체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이러한 이탈의 과정에서,
유형은 실용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요구의 총체성에 대한 대응에서
형성된 명확한 표현의 도식(schema)으로 간주되어왔다.현대 사회
의 복합적이고 다층적 문화,다양한 lifestyle,기술적 발전 등은 건
축의 범위에 있어서도 새로운 유형을 요구하고 있다.즉,기존의 체
계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하는 시도인 것이다.

444...111사사사회회회적적적 변변변화화화와와와 유유유형형형의의의 이이이탈탈탈
444...222개개개별별별적적적 이이이탈탈탈
444...333형형형태태태체체체계계계의의의 확확확장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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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11사사사회회회적적적 변변변화화화와와와 유유유형형형의의의 이이이탈탈탈

444...111...111경경경계계계의의의 파파파괴괴괴

집합주거에 있어서는 특히,개인의 영역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주거단지를 계획할 때,각각의 주호에 균등한 외부
공간을 제공하며,외부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위계를 정
하는 것을 통해 경계가 형성된다.경계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영역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영역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특히,집합주거단지의 외부공간은 개인적이라기보다
는 공공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므로,개별주호가 외부공간을 가지는 데 많은 제약이 따
른다.밀도가 높은 거주공간에 외부공간을 제공할 경우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생기
며,공간의 위계를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림 4-1>주호-외부 간의 일반적 접근 유형1
R.vanDonk블록,스포른뷰르흐

<그림 4-2>주호-외부 간의 일반적 접근 유형1
보르네오 지구의 주거 블럭,스포른뷰르흐

이러한 경계의 모호성은 NLArchitects의 RoofRoadNT 계획안에서 볼 수 있다.이
계획안은 네덜란드의 VINEX 주거개발에 의해 진행되었으며,네덜란드 근교인 Hague
의 주거단지에 대한 계획안이다.VINEX는 밀집된 도시 내에서의 주거단지에 최대한
자동차를 억제하고자 하였으며,따라서 대중교통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심에서 쉽게
연결되어야 한다.단지 내로 유입되는 차량이 많아질수록 외부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그러나 Hague와 같은 교외주거는 교통상의 여건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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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공적 공간 -사적공간의 접근 방식의 변형

많은 차량에 대한 공간을 불가피하게 계획할 수밖에 없다.RoofRoadNT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면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접근 도로와 주차공간
을 집합주택의 지붕 위로 올리고 도로와 주택을 결합시킴으로,즉 지붕을 도로로 전환
함으로써,전체 면적에 25%가 증가되었다.이는 일반 VINEX와 비교하면 4/1에 해당하
는 추가면적이다.이를 통해 더 넓은 외부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공간 구
성의 경계는 모호해진다.내·외부 경계가 직접적으로 만남으로써,단위주호와 외부 공
간 사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 져있는 기존의 접근 체계가 압축·생략되어있다.이는 공적
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에 있어 완충적 경계역할(bufferzone)을 해주는 개별정원은 그
경계성이 모호해졌으며,진입도로에서 바로 개별 공간으로 진입함으로 인해,주거의 사
성(privacy)이 크게 침입됨을 알 수 있다.또한,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는 내·외부 공
간의 단순한 연결로서 작용할 뿐이며.이에 따라 집합주거의 블럭은 단방향으로만 이어
져있다.

인인인인

접접접접

도도도도

로로로로

단지 단지 단지 단지 내 내 내 내 도도도도

단 단 단 단 위 위 위 위 주 주 주 주 호호호호

개별 개별 개별 개별 정정정정

<그림 4-4>Rowhouse의 내-외부 진입 유형

     

단 단 단 단 위 위 위 위 주 주 주 주 호호호호
인인인인

접접접접

도도도도

로로로로

<그림 4-5>RoofRoadNT의 진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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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체계 진입체계 진입체계 진입체계 조직 조직 조직 조직 변화에 변화에 변화에 변화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블럭의 블럭의 블럭의 블럭의 변화변화변화변화

<그림 4-6>NLArchitects,RoofRoadNT,TheHague,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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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은 집합 주거의 계획적 측면에서,가로나 광장,공원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집합주거 외부공간 구성요소들은 공공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닌,다수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요
구에 따라 사람들의 행위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을 알 수 있다.외부가 갖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필요성은 내⋅외부 간의 접근성
에 대한 단축의 요구에 의해 압축되며,파괴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요소로서 집합주택의 가로,현관,반 외부적 성격의 테라스와 같은
것은 경계면에 대한 조정으로 생략되며 모호해 지고 있다.14)이와 같은 중간영역의 부
재 -주체와 객체의 직접적인 연결 혹은 모호한 경계는 현대인의 생활상에 대한 건축
시설로서 반영으로 나타난 사례이다.이동 수단과 통신 기술의 발달은 도시의 공간적,
시간적 확장을 가져온 반면에,장소와 장소,생산자와 소비자,주체와 객체간의 경계나
위계를 무력화하였다.이러한 개념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도시나 건축을 고정된 경계나
시설들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15)대신 도시를 대상으로 사람과 정보의
흐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트워크가 주된 요소로서 등장한다.이 경우 유
형이나 패턴,도시적 맥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16)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대
표적 상업시설이라 할 수 있는 창고형 매장,키오스크형 매장은 현대 도시에 내재해 있
는 물류 및 정보의 네트워크를 통한,중간영역의 단축이 건축시설로 나타난다.

공공영역에 대한 경계의 파괴는 집
합주거 뿐만 아닌,공공의 기능을 가
진 다른 시설에서도 나타난다.
KazuyoSejima의 카나자와 미술관
은 도시의 한 지역을 예술과 관련된
거리로의 개발을 위해,미술관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서의 프로
그램이었다.‘마을로 열린 공원같은
미술관’을 개념을 바탕으로 계획된 이
미술관은 다양한 공간들의 독립적인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7>

14) Bernard Tschumi,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류호창⋅서정연 역, 시공, 1996, p.25

15) 가라타니 고진, 은유로서의 건축, 한나래, 1998, p.97-98

16) 정인하, 현대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그림 4-7>KazuyoSejima,
KanazawaMuseum,Japa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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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듯이 투명한 외피로 인해 내-외부와의 경계는 모호해진다.또한,원형의
평면은 방향성을 갖지 않아 각각의 공간들은 방문자의 개별적 선택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림 4-8>평면 -독립적 개별공간 (좌),투명한 외부와의 경계 (우)

사회적 현실의 단편화,개별화 현상의 결합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개
인과 조직,생산과 소비의 소통적 효율성이 현대인의 의식구조에 내재해있다.이러한
사회적 요구,현대의 소비성향 즉,주체와 객체,생산과 소비,정보제공자와 수용자간의
소통적 단축을 통한 경계의 이탈과 같은 특성은 구체화된 시설의 공간적 차원에서 경
계의 파괴로 나타난다.

444...111...222요요요소소소의의의 혼혼혼재재재

2장에서 언급한 집합주거건축의 특징 중 요소의 통합은 개별주호의 같은 유형끼리의
통합을 통해 구조,공간,설비적 효율을 높이며,전체적 통일성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
었다.이와 같이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한 건축 요소들은 크기와 치수에 있어서 제한된
모듈을 가지며,자체적으로 공간을 수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그러나
최근 현대인의 생활성향이 급격하게 다양화되고 개인화됨으로써,집합주거의 획일적이
며 정형적인 공간은 이와 같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없다.현대 공동사회에서의 개별적
인간관계가 복합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들은 각자의 개성을 중요시하게 되며,이
는 주거건축의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따라서 대량 생산 Mass-Production중심의 집
합주거건축은 현대에 들어 차츰 Mass-Customization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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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현대 집합주거건축에서 일률적인 개별 공간의 통합성에 대한 형태적 특성을 배제하
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9>MVRDV,WoZoCo'sApartmentsforElderyPeople

  

보조코 노인 아파트(WoZoCo'sApartmentsforElderyPeople)는 암스테르담 서부의
전원도시에 계획된 100세대를 수용하는 아파트이다.MVRDV는 100세대라는 주호의 수
용,채광의 양호성과 같은 프로그램의 요구에 대한 해결로써 형태를 결정했다고 말한
다.주호의 채광에 대한 문제는 정방형의 매스를 분절하여 전체 매스의 입면에 캔틸레
버형식으로 돌출되게 함으로써 해결하였다.이러한 캔틸레버부 주호의 구조는 기존의
집합주거의 개별주호부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트러스 구조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림 4-10>WoZoCo집합주택,Mass의 분절 <그림 4-11>WoZoCo집합주택,단면,캔틸레버 주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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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집합주거는 적층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는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며 시공상 효율적이고 설비시설의 간결함을 가질 수 있게 한다.또한 공간을 효율
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전체 주호 간 동등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뿐만 아
니라,지각적인 차원에서,전체 매스에 대한 간결성과 일관성,입면상의 반복적이며 규
칙적인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이러한 형태적 질서는 건물이 중력에 순응하여 서있다는
느낌을 통해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한다.중력은 구성상의 균형을 지배하는 근본
요인들이다.이는 모든 구축물들이 저항하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
기 때문이다.이러한 유형의 구축물들은 정당함,‘자연스러운’평형을 확신케 하며,안정
감을 지각하게 한다.이러한 수직적 이미지는 ‘거주함’의 안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거주함’에 있어서의 안정적 이미지에 대해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집의 수직성을 통해 설명한다.

‘집’은 인간에게 안정의 근거나 또는 그 환상을 주는 이미지들의 집적체이
다...집은 수직적인 존재로 상상된다.집은 위로 솟는 것이다.그것은 수직의
방향에서 여러 다른 모습들로 분화된다.그것은 수직성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
에 호소하는 것의 하나이다.
Ahouseconstitutesabodyofimagesthatgivemankindproofsorillusions
ofstability....A houseisimaginedasaverticalbeing.Itrisesupward.It
differentiatesitselfintermsofitsverticality.Itisoneoftheappealsto
ourconsciousnessofverticality.17)

이에 따르면,세워져있는 공간은 사람의 심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한 합리적 영역으로
서,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임을 의미한다.반면에 WoZoCo집합주택에서의 형
태 구성에서는 일반적 집합주택에서의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있다.
WoZoCo집합주택에서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돌출된 유닛부이
다.돌출된 유닛는 기둥을 사용하지 않으며,트러스 구조를 외관에 드러나지 않게 처
리하여 과도한 켄틸레버의 형태를 띠고 있다.이러한 형태에서는 집합주거의 속성인
구조적 공간적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유닛의 3면 이상이 외기에
면하여 냉,난방에 대하여 더 우수한 설비가 요구되며,배관 등의 설비시설이 복잡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특히,돌출된 유닛의 형태는 중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구축되어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여,거주자에게 있어 구조적 긴장감이나

17) Gaston Bachelard,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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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형성할 수 있다.따라서 WoZoCo집합주택은 거주함에 있어서 안정성이
결여되어있는 형태이다.‘집’에 있어서의 수직성을 파괴한 형태는 공포감이 극대화된
공간에서도 거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거주 개념의 변화는 Vidler의 das
Unheimliche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신 이러한 형태적 특성을 통해 각각의 개별적 주호의 아이덴티티는 극대화된다.각
각의 개별 주호의 환경이 일관적이지 않으며,공간적 구성은 통일되지 않아 개별적 특
성이 강조된다.이는 공간을 통합된 형태 안에서 나누거나,같은 유형의 주호끼리 통합
시켜 개별적 요소를 통해 전체로 통일되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유형의
유닛을 그대로 노출시켜 전체 속에서 개별적 요소를 부각시킨다.따라서 개별 요소를
통합하는 위계나 규칙이 특별히 보이지 않으며,구성 요소가 그 자체로서 공존하여 개
별적 요소로서 존재한다.집합주거는 사적인 영역의 명확한 확보가 필요한 시설이며,
그 단위주거의 조합으로 공동체를 이룬다.집합주거의 전체적 통일성은 주호의 형식,
규모,조합체계에 밀접히 관련되며 이에 따라 주거 시스템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UN Studio의 WaterVilla's에서는 규칙적이며 구조적으로 통합화된 형태를 벗어남으
로써,각각의 개별 공간들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개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자 하였다.네덜란드 Almere에 위치한 이 집합주거는,기본 유닛의 크기는 가로 6m,
너비10m,높이 3m인 두 개의 콘크리트 모듈로 이루어져 있으나 전체를 구성함에 있어
규칙적인 구조를 배제하고 각 유닛을 돌출시킴으로 집합주거 내에서 개별공간의 아이
덴티티를 극대화하였다.

<그림 4-12>UnStudio,WaterVillas,Almere,199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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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아이덴티티의 극대화는 집합주거에서 이질적 요소들의 혼재의 양상으로 나
타난다.즉,개별 또는 주체성을 인접 요소와의 ‘차이’를 통해 극대화시키려는 양상이
집합주거의 형태를 통해 나타나며,각각의 이질적 요소들을 전이공간 없이 배치함에 따
라서 불규칙적인 볼륨과 리듬을 형성한다.

<그림 4-13>이질적 요소의 혼재와 주동의 볼륨

따라서,이와 같은 형태는 단일한 구조시스템으로 건설하는데 한계가 있으며,때로 2-3
가지 이상의 복합적 구조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근대 이후,구조적 효율성,시공의 편리
성의 원리에 따라 집합주거는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벽식 구조 시스템을 바탕으로 건
설되었다.따라서 설비 배관 등의 시공이 간편화될 수 있었으며,각 주호의 냉,난방 효
율도 향상되었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주호에 동일한 채광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
다.따라서,이와 같은 조적식 구조의 집합주거는 개별 주호들이 적층된 형태를 띄게
되며 수직 수평적으로 규칙성을 가지게 된다.이는 모든 주호의 유형들이 동일한 평면
을 가짐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그러나,최근 집합주거건축에서는 다양한 주호유형을
한 번에 수용하려하는 경향이 있으며,이는 기존의 조적식 구조시스템으로 해결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따라서,집합주거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구조시스템이 적용됨을 볼 수
있다.실제로 일부에서는 철골구조나 트러스,켄틸레버 구조 등의 활용으로 적층적 집
합주거의 형태에서 이탈함을 볼 수 있다.

MVRDV의 WoZoCo집합주거는 대지면적의 제한,채광문제의 해결을 구조적 방식으
로 해결하고 있다.이 집합주거는 두 가지 구조방식이 혼합되어 있다.9개 층으로 이루
어진 주건물은 벽식 구조로서 층고를 줄여주며 시공 상 효율성이 있는 경제적 구조이
다.그러나 건물 높이의 제한과 채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5m,5.6m의 블록을
트러스로 매달아 전체 건물에서 돌출된 형태를 만들었다.따라서,돌출부의 벽에는 사
선부재가 들어가며,복도는 비워져야 하므로 사선의 부재는 두 부분으로 분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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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선 부재의 사용은 입면에 창호를 내는 것에 큰 영향을 준다.사각형의 벽면에
사선 부재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창호는 수직,수평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이룰 수 없으
며,크기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입면 전체의 구성은 불규칙적이거나 비위계
적 형상을 띄게 된다.

구조 구조 구조 구조 및 및 및 및 형태형태형태형태 창호의 창호의 창호의 창호의 배열 배열 배열 배열 형태적 형태적 형태적 형태적 특징특징특징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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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구조시스템과 형태

동일한 단위 주거의 조합은 건설과 설계의 경제성,방향성과 일조 조건의 양호와 같은
물리적 효율성을 가진다.또한,계단실형,편복도형,중복도형 집합주거 등의 동일한 거
주유형끼리의 조합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등한 접근성을 획득할 수 있다.또한 전체적
통일성을 통해 영역성과 소속감을 가지게 함으로써,커뮤니티 형성과 같은 인간의 사회
적 성향을 충족시킨다.

<그림 4-14>동일한 주호조합과 주동분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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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지역의 대규모 주거 단지인 DeResident(그림,4-12)는 주거,상업,업무의 복합
적 프로그램을 수용한다.이 프로젝트는 헤이그 도심 재개발의 일환으로 네덜란드의 부
동산 개발회사인 MAB의 시행으로 진행되었다.이 단지의 전체적 마스터플랜은 롭 크
리에가 계획하였는데,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서 도시주거
설계의 유형적 원칙이 반영되고 있다.315호의 주거시설을 포함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거 프로그램을 수용해야 함에 있어서 블럭형,타워형 등으로 그룹화되어,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매스를 가진다.

<그림 4-15>주호의 프로그램에 따른 주동 유형의 구분,DeResident,

즉,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더라도 하나의 집합주거 시설은 각 주호부의 연결,입면
의 구성,외부의 마감재료 등을 통해 전체적 통일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복합화,개별적 요구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프로그램 간 이질적 요소의 혼재를 야기하며,이는 결국 집합주거에서 볼 수 있는 개별
적 요소들의 통합을 통한 통일성과 대립되는 상황으로 각 요소들의 차이를 만든다.전
이공간을 제거 또는 이질적 요소들을 혼재시켜 공간 구분 소멸,정보공유,혼성된 공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합 주거 내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이러한 개별적 요소의 혼재는 MVRDV의 SiloHousing에서도 볼 수 있다.157호에 이
르는 주호들과 사무실,작업 공간,상업 공간,그리고 공공 영역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프로그램이 암스테르담(Amsterdam)의 IJ둑 위에 놓인 20미터 폭과 10층 높이의
매스 속에 배치되어 있다.이 프로젝트는 주택 개발업자,주택 회사,작업장 개발업자,
암스테르담 시가 건축주로서,네 집단의 건축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요구조건을 일련
의 데이터로서 분석한다.



- 43 -

<그림 4-16>.MVRDV, HousingSilo,Amsterdam,1995-2002

MVRDV는 스튜디오,아파트,다락 형식,중정 주거,복층식 주거 등,각각의 이질적
주거 유형들을 혼합시켰다.각 유형별로 네 채에서 여덟 채까지의 주호가 평탄한 단면
과 근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합되어 있다.
일반적 유형의 집합주거에 있어서는 각 주호
의 유형을 분리하여 동일한 주호유형을 하나
의 매스로 처리하며,동일한 내부 가로를 중심
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비하면,Silo집합주택에서는 진입 체계
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그림 4-13),이것
은 갑판과 같은 형식의 길로부터 복도,브릿
지,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좁은 통로 등 복합
적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다. 거주 공간의 다
양성에 대한 요구는 한편으로 다양한 유형들
을 낳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개별성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거의 전무한 이
웃관계’로 거주 공간의 서로 다른 유형들이 모
여 있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림 4-18>HousingSilo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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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프로그램의 혼성과 이질성,MVRDV, HousingSilo
복합적 프로그램들이 관계성을 갖지 않으며 혼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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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종류 정도의 똑같은 주거 유형들은 동일한 재료의 사용으로 전면에서부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복도의 특정색채에 의해서도 인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질화(differentiation)’는 각각의 색채를 통해서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각각
의 부분들의 색채는 특정한 유형의 주거를 위해 할당되고 있다. 방파제 위에 지어져
있으므로 멀리서 바라보면 이 블록은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있는 배와 같은 이미지를
가진다.이러한 색채구성은 단일 매스의 입면에 일정한 위계나 규칙없이 배치되어있는
듯 보인다.색채의 배치에서 정형적인 규칙 뿐만 아니라,일정한 통일감도 볼 수 없다.
각자의 색은 집합주거 내의 주호 유형이 각각 다름을 암시하며 단지 꼴라쥬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디자인 과정,공간과 프로그램을 조합하는 블루칩(bluechip)의 사용방식을 보
면,기존의 설계방법론에 의존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주어진 상황과 필요에 따르는
다양한 가능성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유형적인 형태에서 변형된 결과를 낳는다.
많은 경우에,프로그램의 혼성을 통해 전개시키는데,이들이 핵심적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은 결국 건축의 유형(type)을 재고하는 것이다.즉,기정된 조건에 대한 즉각적 해결
보다는,주어진 상황에서 부정되거나 간과되던 잠재적 가능성을 실체화하는 것이다.프
로그램의 이질성을 의미하는 복합성과 하나의 통일성을 요구하는 대립상황은 연속성을
띤 바탕 위에서 각 요소들의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는 연속적인 구성을 취
하고 있는 현대 도시 안에 내재한 이질적 요소들의 복합적인 혼재상황과 유사하다.현
대 도시와 같이 프로그램의 요소들은 분명히 나뉘어야 할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이는
동질적 프로그램을 이해해서는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요구를 충
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444...111...333개개개별별별 정정정체체체성성성의의의 강강강조조조

현대 사회의 구성원 간 조직으로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공-사적 개념의 경계에
모호성을 줄 뿐만 아니라,사회적 현실의 단편화,개별화를 야기한다.현대 사회의 복합
적이고 다층적인 관계 내에서는 개인의 주체성이 더욱 중시된다.이로 인해 사회와 문
화의 대중성은 점점 약해지며,문화적 다양성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일방향적 매
스 커뮤니케이션은 현대인의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없으며,기술개발로 발
생한 다양한 방식의 뉴 미디어를 통해 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예를 들어,인터넷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수집⋅교환하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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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개개인이 정보를 선택하고 재각색하여 개인의 홈페이지에 자신만의 관심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즉,대중 수
신자는 미디어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대상으로 전환하였다.

<그림 4-19>Google의 개인 맞춤형 홈페이지 <그림4-20>i-pod의 다양한 디자인

이러한 점은 현대 소비문화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특정 집단과의 유대나 타인과의
차별성을 나타내고 유지하려는 소비자의 욕구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대량 생산
(mass-product)되어오던 제품들은 소비자의 개인취향에 맞출 수 있는 대중 맞춤형
(Mass-customized)디자인이 증가하고 있다.이는 현대의 소비문화에서 특정 상품이
특정한 개인의 정체성 기호로 작용하는 소비의 지위 상징성,이미지의 물화 등으로 볼
수 있다.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고 지속시켜온 동인으로는 크게 자본주의의 상품생산
확장에 기초한 것이다.

이와 같이,문화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이 강조되는 것은 현대의 집합주거
형태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주거에 대한 개념은 현대의 소비문화와 관련되어
일종의 소비품,혹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의미가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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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개개개별별별적적적 이이이탈탈탈

444...222...111형형형태태태의의의 변변변이이이

20세기의 첨단기술들을 통해,건축은 조형적 측면에서 커다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
었다.이는 건축 그 자체가 조각품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근대 건축 역사가이며 비평
가인 Peter Collins는 ‘근대건축의 이념과 변화(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에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추상예술의 새로운 이론은 예술장르 상호간의 교류를 이끌어냈다.뿐만 아
니라,그것은 유용성이나 견고함이라는 비트루비우스의 원칙이 각 건물들이
잠재적으로 소유하는 미학적 추상적 가치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
실을 제안하게 되었다.추상회화와 조각을 현대 기술과 완전히 융합하려는
이상은 1921년에 간행된 미래건축에 관한 J.J.P.Oud의 선언문 속에서 잘 나
타난다.그가 선언하기를 “자율적인 건축이 마침내 가능해져서 건축에 다른
예술이 더 이상 종속되지 않으며,그 반대로 예술들은 건축과 유기적인 방식
으로 협력하게 되었다.18)

구축적이고 기능적 목적들을 제거할 경우,기하학적이고 형태적인 수단들에 내재된 고
유한 잠재성에 대해 일시적으로 주목될 수 있다.건축적 형태는 분명 기술과 기능,프
로그램에 연관되어있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eventer의 HetBaken의 집합주거 블럭에서는 이러한 형태적 자율성이 그대로 드러
난다.이 건물은 22개의 주호와 탁아소를 제공하는 매시브한 형태와 표석,석판의 표피
를 가진 비대칭적 큐브로 나타난다.깎인 결정체의 외형은 시선의 기초와 그림자효과를
통해 완성되며,스케일과 디자인의 구체화에 의하여,전체적으로 스펙타클한 형상을 드
러낸다.블럭은 Vinex단지의 단조로운 경관을 절벽과 같은 형태를 통해 깨트리며,어
떠한 면에서 보이더라도 특수한 랜드마크를 제공한다.정형적인 입방체의 형태를 의식
적으로 변형시켜 비대칭적인 큐브의 형태를 취하여 주변과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18) P.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 Hudson, 

London, 1980, 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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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KCAP,HetBaken,Deventer,2002

또한,평면계획의 요소는 건물의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는다.주거공간의 구성적인 연속
성만이 유지될 뿐이며,건물의 형태는 평면으로부터 자유롭다.입면의 개별적 요소들은
이러한 비정형적인 프레임 내에 불규칙하게 배열되어있다.이는 건물 형태를 결정하는
데 평면의 영향이 크지 않다.오히려 건물의 외부 프레임이 평면의 형태를 결정한다.
여기에서는 위계적이거나 일정한 법칙에 대한 정당화의 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각각
의 개별적 요소들은 단조로운 형상으로 흩어져있어 건물의 전체적 형상만을 인식하게
한다.이는 집합주거건축물 전체 매스의 단일한 오브제적 특성을 강조하며 보여지는 경
관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이 건물의 주요 구조를 이루는 코어와 내력
벽은 각층에 크게 변화가 없다.화장실이나 주방과 같은 배관설비부분은 계단실과 붙어
있으며 수직적으로 통일되어있다.따라서 이 건물의 경사 각도는 코어에 의해 정해짐을
알 수 있다.형태적 긴장감을 줌과 동시에 상징성을 주고자 기울어진 형태를 사용하였
지만,코어의 수직적 배치를 깨트릴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집합주거에서 코어
가 수직으로 배열되지 않게 되면,설비와 구조에 대해 상당한 비용의 증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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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HetBaken의 코어와 외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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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개별주호의 진입에도 형평성을 떨어뜨리고 공간의 효율적 이용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들은 공간구조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단지
외벽이 기울어져 있으며,방의 모서리 부분이 예각으로 되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림 4-23>HetBaken의 구조와 내부공간의 비정형성

특히 벽의 수직으로 서있지 않다는 점은 현대의 거주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집
합주거와 같은 수직⋅수평성을 깨뜨리고 구조적 긴장감을 주는 형태나 곡선의 사용 등
은 주변 맥락과 이질적 이미지를 줌으로써,특정한 상징성을 부여한다.이와 같은 형태
적 변형을 통한 집합주거의 건축물은 주로 주변적 상황과의 이질화를 꾀한다.기둥들,
개별주호의 형태적 특성이 통일되어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시적 맥락과도 분리되
어있음을 볼 수 있다.

건축의 형태에 있어 자체의 오브제적 속성만을 언급하고 있으며,이러한 건물에서는
구조는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사선과 기울어진 표면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따르고 있
는데,이는 구조가 형태에 종속되어 만들어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때문에 이러
한 건물들은 내부에 비 정형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이러한 형상들은 건축가의 창조적
직관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건물의 형상이 만들어내는 독특하고 개인적인 ‘생소함’의
차원을 만들어낸다.

렘 콜하스Rem Koolhaas는 20세기 현대 도시가 만들어 낸 미학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형태와 이용간의 상호 의존이 있을 필요가 없거나 건축이 내부와 외부 사이의 일대일
대응을 유지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개념을 강조한다.그러므로 콜하스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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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건축에 대한 생각은 전통과의 과감한 단절을 꾀하면서 경제와 시간의 문제,그리
고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관심을 돌리지 않는 영역에 주목한다.

도시의 혼돈과 미확정성을 수용하는 데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는 태도는 안정된
질서로부터 벗어나 건축공간에 역동성,변화,복합성을 부여한 그의 건축이론에서 잘
나타난다.AlejandroZaerara는 그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구조로부터의 자유,정형화된
모델(전형)으로부터의 자유,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질서로부터의 자유,프로그램으로
부터의 자유,그리고 계통이나 계보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건축가라고 평가한다.

이와 같은 건축 형태의 추상성,모호성은 현대사회의 미학에 대한 맥락과 연관되어있
다.만프레도 타푸리는 우리가 흔히 근대 건축이라 칭하는 것을 해석하는 문제를 제기
하면서,20세기 건축을 포괄하고 있는 현대의 경험은 다원적,다형적,복잡한 경험의 해
석이라고 말한다.20c건축의 다양한 경험은 내재적인 복잡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근대성을 기반으로 한 예술,과학,건축 등의 현실은 보편적인 합리성에 기초하여 구축
될 수 있었다.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즉 보편적 체계를 확립할 수 없게 된 현대의
상황에서는 절대적 참조체계는 인정되지 않는다.이러한 현대 문화의 위기 상황에서
‘차이difference’라는 시각으로 현대의 건축적 상황을 설명하고자하는 실무 건축가이자
건축 이론가인 이냐시 데 솔라 모랄레스(Ignaside Sola Morales)는 ‘유약한 건축
WeakArchitecture'에서 미학에 주어지는 역할을 강조한다.

현대의 경험에서 ‘미학’은 의미있는 참조를 형성한다.우리가 그 경계가
모호한 현실과 관련하여 가장 풍요롭고 활기찬,가장 ‘진정한’경험의 전
형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미학을 통해서이다....가장 ‘충만’하고 가장 ‘생
기’있는 것,경험 자체로서 감각되는 것,그 속에서 지각하는 주체와 지각
되는 현실이 강력하게 융합되는 것,그것이 예술 작품이다.19)

이는 참조체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닌,주변적 위치이며 패러다임적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로 해석해야한다.현대의 건축 상황에서 미학적인 경험은 실제적
대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모델이 되고 있으며,따라서 현대 문화의 가치체계 내에서
도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현대의 미학적 경험이 표준적인 것
은 아니다.

19) Ignasi de Solà-Morales, Weak Architecture, Difference: Topographie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 MIT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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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대중사회와 예술의 관계에서 예술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선호,예술 이미지들
에 대한 대량의 소비,이와 같은 것들은 점증적으로 현대인의 여가시간이 늘어가는 사
회를 반영하지만 또한 서로 다른 시점,가장 다양하고 이질적인 상황에 의해 생산된 경
험들로부터 지각된 것이며,결과적으로 미학에 대한 이해는 유약하며 주변적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44...222...222의의의도도도적적적인인인 이이이질질질화화화

프로그램과 형태간의 분화는 인간의 지각적 경험을 확장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
도와 연계되어있다.이것은 건축 형태와 공간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여 예술적 경험의
차원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현대의 미학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형상
이 주는 지각과 생소화 효과는 수용자의 능동적인 해석과정이 근본적으로 간과되어 있
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이러한 점은 현대 집합주거건축에 대한 주된 가치관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거주의 안정감 형성,균등한 환경 조성,설계⋅시공의 효율성
등은 약해졌으나,건물의 조각적 형태를 통한 상징성과 아이덴티티가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이는 현대의 사회의 소비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과거 집합주
거 건축은 과밀한 도시에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적 주체의 산물이었던 반면에,현
대의 사회는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건물도 하나의 소비적 산물로 여겨짐으로써 거주성
이 약해지더라도 형태적 변형을 통한 상징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4-24>규칙성 속에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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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징성은 주거단지의 주변 맥락에서 분리됨으로서 획득하게 된다.도시의 하
부구조는 도시계획가 및 도시 설계가 등에 의해 만들어진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도시의
하부구조가 결정되고,그에 의한 도로가 그려지며,필지가 구획된 다음에야 건축 디자
이너가 개입하여 건물을 설계해왔다.근린주구 이론에 근거하여 마스터플랜의 방법으로
주거 단지를 건설해오면서,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특정한 유형을 받아들여 왔다.
이러한 주거단지들은 광장,보차분리,녹지와 공원,지역적 전통 등의 컨텍스트
(context)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따라서 주거의 배치는 도로,주변 교통 환경,외부공
간과의 관계에 맞춰 계획되었지만 현대의 주거 배치에는 그 이상의 조건들이 배치에
영향을 끼친다.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건물이 위치하는 땅의 지형과 지세,태양의 오리엔테이션,바
람의 흐름,주변의 풍경 등을 포함한 모든 특별한 조건들이 건축 공간과 장소를 디자인
하는 조건이 된다.따라서 ‘어떤 특정의 공간 또는 장소’는 기능적 관점으로는 ‘다른 것’
과 다를 바 없이 중성적이며 불확정적 공간이다.하지만 그것의 주변환경의 특별한 조
건들을 특정 건축가의 지적 감수성에 의해 주목되고,선택되며,새롭게 해석되어,그것
들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됨으로서,‘다른 공간 또는 장소’와 구별되는 고유한
정체성을 획득한다.바로 ‘특별한 불확정성 공간’이다.따라서 형태는 대지가 가지고 있
던 제한조건들과 예민한 관계를 맺도록 새롭게 편집하는 일이다.결국 이러한 공간을
통해 나온 건물은 공간의 형상이 아니라 주변과의 상대적 관계들이다.그래서 경계들은
유연하게 와해된다.이 공간의 동선 역시 특정한 위계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따
라서 이 공간의 동선은 예상한 흐름에 조금씩 어긋나있고 그 때마다 긴장된 풍경을 연
출한다.따라서 이러한 형태와 생활 관계는 역동적이며 긴장감이 유발된다.

<그림 4-25>deArchitektenCie,TheWhale,Amsterdam,198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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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deArchitektenCie,TheWhaleresidentialcomplex,Amsterdam,2000

Amsterdam의 TheWhale의 두드러진 배치와 사선형 매스는 의도적으로 컨텍스트를
회피한다.태양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지붕선을 디자인 하여 블럭의 중심부까지 빛이 들
어오고,건물의 양 측면이 들어 올려져 저층에서도 건물하부로부터 유입되는 햇빛을 받
는다는 것이 의도이다.즉 어느 위치에 있는 방에서도 빛을 빠짐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이 이 건물의 특징이다.이러한 매스는 건물 상하부의 단부에 다양한 주거유형이
생겨나게 했으며,이로 인해 각 위치마다 다른 조망이 제공된다.

이는 건물이 주가 되어 주거를 수용할 목적으로 대지 또는 장소를 변형하기 위해 존
재하는 것이라기보다,환경의 조건들이 건물을 변형시키는 것이며,건축은 자연의 힘들
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따라서 한시적 생활이 수용된 공간이라기보다는,공
간 자체가 생활의 협조를 받아 순간의 특유의 분위기를 창조하고 있다.그래서 공간으
로 진입한다기보다는 공간과 생활이 일체화하여 안정될 때까지 갈등상황을 만들어 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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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형형형태태태체체체계계계의의의 확확확장장장

하나의 유형은 형태의 다양한 변화를 내재하고 있다.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특정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건축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항상 전제하므로 건축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관계된 사회적 문제와
부딪친다.또한 공공의 영역을 구성하고 사회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명확한 사회적
내용을 포함한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합주거건축의 형태유형의 확립된 규칙성
은 예외들이 중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탕을 제공한다.모든 경우에 있어서,통합된
형태유형은 내부 공간 구성을 경직되게 하고 작은 규모의 수리와 변형을 불가능하게
한다.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는 인간의 생활방식과 지속적으로 관계하며 이러한
인간의 거주를 수용하는 시설로서의 건축 역시 지속적인 변화가 요구된다.현대에 들어
기술공학,교통,정보 전달 매체 등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생활방식 또한 다양하
고 복합적으로 변화하였다.따라서 기존의 시설유형은 사회상의 변화,거주조건의 새로
운 요구에 대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거주에 대한 개념적 변화 즉,거
주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와 형식이 도입되는 것이다.

444...333...111이이이탈탈탈과과과 차차차이이이

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형(type)은 형태적 다양성에 대한 공통된 형이상학적 형태
이며,이미지,기억,역사적 연속성을 상기시키는 인습적인 형태 언어이다. 집합주거의
형태적 유형으로부터 이탈은 인간이 인습적으로 지각해왔던 집합주거시설의 공통적이
며 근본적인 속성대해 ‘이해’된 형태와 이질적일 때 느끼는 지각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
다.따라서 이탈에 대한 한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다르다’또는 ‘새롭
다’라는 것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으며,여기서 느끼는 ‘차이’는 역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적 ‘구조 틀’과 관계하여야만 확인될 수 있다.

차이는 어떤 대상의 특정한 조건을 밝혀준다.그로써 각 대상의 특이성을 선명하게 인
식하게 된다.여러 개체들이 하나의 동일성 속에 포함되기보다 각기 복수화(複數化)된
상태로 존재할 조건을 부여하며,삶의 다양성을 그 자체로 긍정하게 한다.각각의 개인,
주체,혹은 예술 작품의 특정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의 차이들이다.
주어진 상황이나 대상에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이에 그 토대를 둔다.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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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은 복수적 문화로 유도한다.복수적인 문화는 차이들을 자신의 모습,자신의 뚜
렷한 윤곽,자신의 특성으로 만드는 문화이다.건축의 현재 상황을 차이들의 문제로 기
술하려는 접근방식은 복수성을 출발점으로서 뿐 아니라,동시대 현실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단편도 다양성 중의 하나로 위치한다는 것을 뜻한다.이러한 담론들은 한 시대,
한 지역을 지배하는 주거의 어떤 “유형”에 크게 열린 유연성을 강조한다.

이탈(離脫,exodus)의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지역이나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일’을 뜻한
다.그 어원은 기독교 성서의 출애굽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기존 세력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위해 탈출한 사건에서 유래하며,현대 건축의 유형학적 관점을 통해 볼
때 이탈(exodus)이라는 단어는,유형과 같은 기존의 체계,형식은 표현에 있어서 한계
를 가진다는 점과,현대 건축의 형태구성요소가 자의적으로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맥락을 같이 한다.

새로운 형태체계가 도입되었다 해도 당연히 당분간은 개별적 요소가 두드러져 보인다.
전체가 지닌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의식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개별적 대상은
여전히 하나의 특수 존재로 여겨져 전체 안에서 두드러지게 마련이다.20)이를 유형에
서의 이탈로 볼 수 있으나,각각의 변형된 형태는 그것의 형성과정의 맥락 속에서만
‘변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인습적인 것을 비 인습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평범한 대
상들을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배열하며,친숙한 요소들을 친숙하지 않은 맥락 속에 놓
음으로써 이것들이 옛 의미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들로 지각되는 것이 가능하다.21)
그 결과 하나의 새로운 제안이 되며,그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그 유형의 지
속성에 있어서 일련의 시리즈를 형성할 수 있다.

형태체계의 구성요소는 개별적인 형태가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형태의 종류이
다. 하나의 표현체계는 하나의 형태체계와 하나의 의미체계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그 두 가지가 상호 연관된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다.이 매트릭스는 각각의 의미
들이 관련될 수 있는 형태는 어느 것이며,어울릴 수 없는 형태는 어느 것인지를 결정
해 준다.그러나,관습적인 상관성의 매트릭스는 표현체계의 영역과 풍부함을 제한한다.
형태 및 의미의 체계는 어느 정도 상호 의존적이다.아주 명료화된 표현체계에서는,형
태와 의미의 체계가 상호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완벽할 정도로 서로 적응되어 있다.때

20) Heinrich Wölfflin, 미술사의 기초개념/ 박지형 역, 시공사, 1994, p.259

21) R. Venturi, Robert Venturi, 1966,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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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새로운 유형의 건물은-아주 형식적인 건축들을 특징짓는,예술적 범주의 관점에
서 지역성(vernacular)이 설명될 때처럼-다른 분야의 연구에서 유래된 비평적인 도구들
을 매개로 하여 접근되기도 한다.하나의 표현체계는 형태 및 의미의 체계가 어느 정도
의 상호 적응하게 되었을 때만 확립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건축적이고 예술적이
표현체계들의 ‘개방성’과 ‘완벽성’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가장 독창적인 형태조차도
그 형태가 생겨날 무렵 결정된 어떤 한계를 넘어 설 수는 없다.모든 형태는 새롭게 형
성되는 것이 아니며,이질적 형태의 요소들은 단지 유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청각과 시각이 제한된 주파수 범위내의 자극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제
한된 범위의 형태와 의미,그리고 그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만 반응하게 된다.
지각의 발단은 대체로 생리학에 기초하고 있지만 우리의 표현체계의 한계는 문화에 기
초하고 있으므로 변화하기 쉽다.22)특히 집합주거건축은 근본적으로 형태의 체계가 강
한 시설이며,따라서 형태적 다변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이러한 변화의 폭
이 적은 체계에서 유형의 이탈은 사회적,문화적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됨과 그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444...333...222건건건축축축 형형형태태태유유유형형형의의의 지지지속속속과과과 복복복합합합

공간이나 파사드를 ‘다르게’하기 위해 평면이나 입면을 불규칙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도시 구조와 방향성을 바꾸어 버리거나 유행이나 취향에 따른 상징물들을 덧붙이는 방
법 또한 시도되고 있다.이런 류의 시도들은 대부분 확립된 질서를 저해하고,깨트려버
린다.리듬의 변주나 단절,도시 구조의 방향성의 변화는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장소와 프로그램을 고려한 결론이어야 하며,주된 구축적 분절 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23)생활환경으로서의 주거는 지속적인 변화와 적응을 통해 존속한다.
암스테르담의 17세기 운하주택은 보존과 변형을 거쳐서 현재의 유형으로 형성되었다.
일련의 형태적 공통성은 수세기에 걸쳐 축조된 것이며,그 동안의 주거 생활,기술,가
용자원,양식에서 많은 변천이 있었다.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된다는 점에서 유형
은 유기조직체와 흡사하다.변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적 공통성은 전 세대
의 가치관과,시설의 정체성을 설명한다.

22) Juan Pablo Bonta,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 서유석 역, 기문당, 1999

23) Pierre von Meiss, 형태로부터 장소로, spacetim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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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유형의 이탈과 확장,복합

따라서,유형의 지속성은 계속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유형은 유기적이라 할 수 있는데,개별세포의 계속적 갱신과 대체에 의해 스스로를 유
지하며,확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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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유형의 이탈과 관련된 건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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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결결결 론론론

오늘날의 주거 환경은 근대 건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오늘날의 집합주거
환경은 그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다양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근대건축 초기의 양
상과 다를 바가 없다.주거환경에 관련된 오늘날의 작업은 기능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변
화하는 것이며,지역적인 특성을 주거환경의 구성에 반영하는 것이다.이러한 관념 속
에 집합주택에서는 획일적인 대량공급에서 탈피하여 개별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로 요약된다.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근대 건축가들이 가졌던 생각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근대 건축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주거환경의 목표는 전체
환경을 총체적으로 바꾸어서 인간의 자유와 정체성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하는 주거환
경의 전반적인 창출을 목표로 하였던 것이다.같은 맥락에서 오늘날의 건축가들은 주거
환경의 총체적인 구성 속에서 다양한 외부 공간,장소의 구현,개성의 표현 등을 목표
로 하고 있는 것이다.결국,근대 건축가들이 설정한 '새로운 정신'은 그 구체화를 위
한 세부적인 방법상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지 그 목표와 이념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다.즉,역사란 본질적으로 현재 눈으로,
현재의 문제에 비추어 과거를 보며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앞에
서 제시한 근대 건축의 '새로운 정신'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앞으로의 주거 환경을 생
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또한 주거환경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내려져 오
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역사 속의 집합주택에 관한 회귀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현대 집합주거건축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변천에 대한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고,이를 통해 현대인의 의식구조,거주개념 등 현대의 사회상이 어떻게 건축의
형태에 반영되는가에 대한 고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이러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에 있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거주’를 근본으로 하며,현대인의 다양한 생
활상을 통시할 수 있는 집합주택의 형태를 통해 분석하여 이를 통해 현대 건축 전반에
서 나타나는 형태적 변화의 의미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그 결과 현
대 집합주거건축에 있어서 형태적 변천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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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계의 파괴 -사회적 변화
(2)형태적 변이 -개별적 이탈
(3)의도적 이탈 -이질적 상징성

이와 같은 변화는 유형으로부터의 이탈하고자 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으나,유형의 범
위가 더 넓어지며,복합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그 변화는 일련의 유형을
토대로 한 변형의 ‘맥락’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결국 형태체계가 더욱 확장됨을 의
미한다.현대의 건축 전반에서 볼 수 있는 극도로 다양한 형태적 특징도 이러한 맥락에
서 이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건축의 유형의 이탈은 다양한 사회·문화적,인식적 변화로 인한 건축
의 근본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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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해왔던 N437호 성훈형,을한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현대 건축 디자인 연구실
에서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같은 길을 가는 동료로서
대학원 생활에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또한 진정한 건축인의 체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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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며 많은 가르침을 전수해주신 연구실의 해결사,DSCA의 소대장님,김용화 소장
님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연구실의 맏형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신,한창수 선
배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항상 해주신 격려의 말은 대학원 생활동안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연구실은 달랐지만 같은 테두리 내에서 동고동락했던 박사과정 용수형,승우형,
수환,성제,봉건형,경일,성택,덕민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많은 시간을 함께하
진 못했지만,저에게 큰 재산이 되는 동료들입니다.또한 멀리서 항상 응원해주었던 99
동기들,환규,성종,태기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가끔 만나 소주 한잔 기울이며,듣기 지겨웠을 법한 대학원 생활의 불평들을 언제나
말없이 들어줬던 죽마고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같은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조언
자 역할을 해준 주환,까칠하지만 속 깊은 규년,묵묵히 성실한 용욱,준만이...멀리서나
마 힘이 되어주었던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학업에 빠져 가정을 소홀이 했던 막내아들에게 무한한 지원과 믿
음을 주신 어머니에게는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또한,알게
모르게 뒷바라지 해준 형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실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하늘에 띄웁니다.

200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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