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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대량생산과 공용화로 본 한국 근대 집합주택의 전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권 용 찬
지도교수   전 봉 희

이 연구는 1876년의 개항을 기점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근대화를 세계적 자본

주의 체제로의 편입의 시작으로 보는 인식을 바탕으로, 1905년 이후 관 주도로 한

반도에 대량으로 건설된 집합주택의 변천을 대량생산과 공용화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인 한국 근대 공영 집합주택으로는 일본인 관사, 조선주택영단 

주택, 미군정기의 DH주택(Dependents Housing)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의 대한주택영단 및 대한주택공사가 보급한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의 대량생산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야기된 주택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안

이었다. 주택의 공용화는 한정된 도시공간에 최대한 많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단위주호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기능공간을 공용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이었다. 이러

한 주택의 대량생산과 공용화는 근대국가를 이룬 사회에서는 대체로 정부가 주도

하여 진행되었는데, 한반도에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택의 대량생산과 공용화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서구 사회에

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 논의들을 종합하여 한국 근대 공영 집합

주택의 변천을 고찰하기 위한 관점을 형성하였다. 주택의 대량생산과 관련된 논의

는 테일러리즘과 같은 제조업의 효율성 제고방법을 건축물 생산에 도입하는 논의

이다. 즉, 건축물을 이루는 부분이 부재, 컴포넌트 및 공간 단위로 전문화되고 이

들이 공장에서 대량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부재, 컴포

넌트, 공간이 전문화되는 정도에 따라 건설방식의 성격이 규정되는데, 전문화의 정

도가 높아서 각각의 요소가 범용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열린계 건설방식



- ii -

이라고 한다. 반대로 각각의 요소가 특정한 유형의 건물이나 형태에만 적용 가능

할 경우 이를 닫힌계 건설방식이라고 한다.

한편 도시에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적 조절기제는 공

용화였다. 공용화는 다층위의 공간적 스케일에서 논의되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단위주호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논의였다. 이를 위해 인체 

치수에 근거한 단위주호의 계획 방법이 논의되었고, 단위주호의 용적에 관한 주제

는 위생 혹은 보건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단위주호의 최소화 논의와 더불어 생활 영위의 측면에서 필요한 기능공간을 

공유하여 공용공간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이는 근대 이후 새로운 구법

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중층 및 대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최소화

된 단위주호와 함께 단위층 혹은 단위동에 공용화된 기능공간을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인한다. 공동주택 기능공간의 공용화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현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즉, 위생 및 보건의 측면, 핵가족 

체제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측면, 가사노동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두어서 여성 

인권 신장을 주장하는 측면, 특정 종교 단체의 교리 구현을 위한 측면, 그리고 생

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이에 해당한다.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공동주택 내에 존재하는 공용공간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 그래서 주거지 차원에서 거주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정 단위주거지를 계획하고 이에 소속된 각 시설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논의의 연원은 에벤에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특정 주거지역 내의 공동체적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하워드는 세 

종류의 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들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학교였다. 이밖에 상점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설로서 중요하며, 공원은 휴식의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학교, 상점, 공원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그 중 학교의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후 1920년대 후반에 발표된 클

라렌스 페리의 근린주구론에서도 동일하다.

근린주구론으로 대표되는 단위주거지 계획 논의는 이후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보였는데, 근대 이후 한국 주거지 계획과 관련해서는 단계구성론이 중요하다. 단계

구성론은 페리의 근린주구 단위 논의에서 더 나아가, 단위주거지가 다층위의 공간

적 규모를 지니는 구성요소로서 부분과 전체를 이루는 관계에 대한 논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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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공용공간 및 공동시설의 계획을 다룬다. 

정리하면, 주택의 대량생산은 부재･컴포넌트･공간의 전문화 및 표준화로 인해 

진행되며, 이들의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열린계 혹은 닫힌계 건설방식의 성격이 

결정된다. 공용화는 단위주호, 공동주택, 집합주택, 단위주거지의 다층위의 공간적 

범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은 생활영위를 위한 기능공간의 분배의 측면에서 상

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 

대량생산 및 공용화의 논의의 구현 양상은 일제강점기 이후 1970년대 초반까

지의 한국 공영 집합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서구의 논의와 동일한 측

면도 있고 상이한 측면도 있다. 동일한 측면이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반적

인 모습이거나 서구의 건축･도시 계획적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라면, 상이

한 측면은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문화적･경제적 상황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쳐 1970년대 초까지 한국 공영 집합주택을 이루는 

부재･컴포넌트･공간은 점진적인 전문화 및 표준화의 과정을 거쳤다. 일제강점기에

는 건설시장 전반에 걸쳐 목재 및 목재 이외의 종류로 건축 자재가 구분되어 상품

화되어서 카탈로그를 통해 유통되었으며, 1930년대 말이 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

가 상품화되어 벽, 담 등의 컴포넌트로 매매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 공영 집합주택의 구법 및 공간계획의 효율성 제

고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우선 외피를 이루는 부재가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으

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독립된 물품으로서 대량생산에 적합해지는 상황을 20세기 초

반의 일본인 관사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외피 이외에도 독립된 컴포넌트가 표준

화를 거쳐 대량생산되었던 정황을 볼 수 있다.

한편 지붕구조 및 설비의 변화에 따라 평면 내부의 기둥 및 벽체를 더 자유롭

게 계획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선 지붕구조의 경우 1900년대 초의 일본인 관사에

서부터 경골목구조 혹은 대량식 목구조의 기둥부 위로 트러스가 설치되어 내부공

간에 기둥을 세우지 않아도 됨에 따라 내부공간의 전문화가 진행되었다. 한편 

1920년대 중반 이후 온돌을 도입한 일본인 관사에서는 철제 아궁이가 발달하기 

전에는 온돌방 옆에 흙바닥이 항상 붙어있어야 했으나, 철제 아궁이의 발달 이후 

온돌방은 비교적 자유롭게 계획될 수 있었다.

공영 집합주택의 단위주호 평면계획과 관련하여, 공간을 표준화하여 대량생산

하는 방법으로 서구에서는 표준화된 단위공간의 조합을 통해 주택을 계획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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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한국 공영 집합주택의 단위주호를 살펴보면 이런 원리 

이외에 장방형의 표준화된 평면을 설정하고 내부공간을 분할하는 구성 원리를 파

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관사의 경우 두 가지 구성원리가 혼재했지만, 그 

이후로는 대체로 후자의 구성원리가 적용되었다. 이는 요철이 없는 평면이 대량생

산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율성 제고의 양상은 건설방식과 연관이 있다. 한국 공영 집합주택의 

경우 닫힌계 건설방식이 우세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열린계 건설방식이 다양한 

부재에 대한 표준화 작업의 방대함 때문에 지체된 반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

널조로 대표되는 닫힌계 건설방식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정착하였다.

한편 한국 공영 집합주택에서 진행된 공용화의 전개양상은 서구와 동일하게 

다층위의 공간적 스케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중 우선 단위주호의 최소화 및 

공동주택에서의 기능공간의 공용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한국 공영 집합주택

의 단위주호는 일본인 관사부터 DH주택에 이르기까지 거주자의 직급에 따라 규

모가 정해졌으며, 규모가 커지면 접객공간과 개인공간이 확충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인체 치수 중심의 단위주호 계획은 늦어도 1941년 이후 조선영단주택의 영

단주택에서부터 적용된 이후 시행 양상에 있어 부침이 존재하다가, 1960년대 후반 

들어 대한주택공사의 단위주호 계획을 통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 공영 공동주택의 계획 사례 중 단위

주호의 최소화 경향을 살펴보면, 단위주호 내 저장공간의 규모를 줄여서 최소규모

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전통적 식문화가 강력하였고, 음식 조리의 

상업화가 더디게 진행되어 이러한 시도는 실패하였다. 오히려 이는 장독대를 저장

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한 기능공간을 집약하는 

한국적인 아파트 평면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기능공간의 공용화 경향을 살펴보면 변소를 공용공간으로 두었던 경

우가 있다. 이는 협소한 단위주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설비 집중에 의해 건설

비용이 감소하는 등의 이점을 가졌던 사례이다. 한편 커다란 복도 및 중정과 같은 

공용공간의 특정 건축형태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건축 계획적 의

도를 내포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건축 계획적 인식은 미비했다.

1960년대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는 공영 공동주택을 통해 공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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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실험이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공영 공동주택의 실제 거주자가 중

산층으로 고정됨에 따라, 단위주호의 최소화가 추구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공용공

간을 설정하는 것이 주택 매매의 기준이 되는 단위주호의 면적을 확보하는데 불리

하며 단위주호의 독립성을 원했던 거주자의 경향과도 상충했기 때문이다. 그리하

여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공영 공동주택에서 단위주호의 최소화 및 기능공간의 

공용화 경향은 소멸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클라렌스 페리의 근린주구론의 내용을 분석하여 요소 및 세부

요소로 이루어진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주거지 계획안 구상 자료를 검색하여 1928

년부터 1938년에 걸쳐 발표된 토지구획정리계획 자료들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

과 192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서울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근린주구론

과 유사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늦어도 1938년경에는 페리

의 근린주구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근린주구론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시점에 대한 논

의의 기준이 되는 1940년을 기점으로, 1940년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알려진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중 돈암·대현·영등포지구와, 1940년 이후에 계획된 것으로 알려

진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지구 중 신촌·상도·금호지구의 계획안 및 1953년의 실

행 상황을 담은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페리의 근린

주구론에 영향을 받은 정도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클라렌

스 페리의 근린주구론은 1930년대 후반부터는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서

울의 주거지 계획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린주구론의 응용을 통해 정립된 것으로 알려진 단계구성론은 1930년대 초반 

독일 나치당의 고트프리트 페더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것이 일본의 주택 및 도

시계획의 주요 실무진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일본의 실무진

들의 논의에서 보이는 도식적인 단계구성 논의의 내용은 페더의 논의에도 담겨있

으나, 전자의 논의에서 보이는 확연한 단계구성의 도식이 후자의 논의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단계적 구성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계획했던 것은 일

본의 실무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주택 건설 계획은 고트프리트 페더에 의해 입안되었고 페더의 실각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 이 계획은 방공 차원의 대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

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즉, 각 단위주호마다 경작을 위한 토지를 부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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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서로 거리를 두고 배치되게 되는데, 이는 폭격시 폭탄의 명중률을 낮추는 

방공 대책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의 관학자들은 유럽 및 미국

의 방공 건축 및 도시 계획을 시찰하였는데, 이 중 독일의 국토 및 주택 계획에 

대해 방공적 차원에서 매우 유리한 주택 배치 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참조하도

록 일본 정부에 보고하였다.

일본에서는 1937년에,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1940년에 실행되었던 방공 체제로

의 전환은 단위주거지로서의 근린주구와 학교, 시장 및 공원의 계획 및 보급 양상

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단위주거지와 공원, 시장 및 학교는 경성의 경우 1937년부터 시행된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결부되어 계획 및 설치되었다. 공원은 1920년대 후반에 단계구성론과 

유사하게 다층위적 스케일을 지니며 경성의 주거지 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

되는 계획안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1937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부터 각 사업지

구 별로 공원을 설치하였다. 

일본 정부가 설치 및 관리했던 공설시장의 경우, 경성에서는 1930년대 중반 

이전에는 대체로 일본인 거주지 주변에 공설시장을 설치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각 주거지마다 공설시장이 담당하는 영역이 겹치지 않게 

배치되도록 계획 및 설치되었다. 공설시장 건물은 1930년대 중반 이전에는 일정한 

평면 유형이 없었으나,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2열 배치에 중간에 아케이드가 있

는 장방형의 평면으로 규격화되어 조적조로 건설되었다. 

경성에서 학교는 1920년대 후반 이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어졌는데, 1940년 

방공 체제의 도입 이후 건물의 내구성이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주요 대피소의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학교는 황국 신민화를 위한 교육의 중심으로서 기능하였

고, 1940년대 총동원 체제에서 대국민 동원 및 물자보급의 중심시설로서 기능하기

도 하였다. 한편 1920년대 후반에 이미 일본에서는 밀집된 도시환경에 적합할 수 

있도록 운동장의 규모를 작게한 고층의 교사가 건설되었지만, 한반도에서는 경성

부의 경우 1939년과 1942년 두 차례의 학교 건축 표준안을 통해서도 운동장의 규

모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방공체제에서 학교 운동장이 지니는 다수의 역할 즉, 

유사시 대피시설을 설치하며, 운동장에 수영장을 두어 유사시 저수조로 활용하고, 

방공 대책으로서 도시 공간 내에 공지를 둠으로써 폭격의 명중률을 낮추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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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군정기에는 미국 서부의 교외주택지의 단지계획 방법을 적용한 DH주

택이 일본 및 한국의 주요 도시에 지어졌으며, 한국전쟁 이후 대한주택영단(대한

주택공사)에 의해 공급된 주택들은 점진적으로 근린주구와 공동시설들을 갖춰나가

는 양상을 보이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신도시 개발과정을 통해 앞서 언급했듯이 

단계구성론이 점진적으로 적용되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보급된 일본인 관사는 비교적 단위주호가 온전하게 구성되

었던 반면, 1941년 이후 보급된 조선주택영단의 영단주택은 서민 및 노동자 계층

을 위해 보급된 최소한의 규모를 지닌 주택이었다. 이들을 비교해보면 일본인 관

사 주택지는 상점이 함께 계획되지 않지만, 영단주택지의 경우 각 주택지에 상점

이외에도 공원 및 학교가 함께 계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소화된 

단위주호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능공간이 결핍

되었던 1950~60년대의 국민주택 및 시민아파트의 경우에도 집합주택의 건립 이후 

상점 등을 구비하여 공동시설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계단실형 단위층 평면이 대다

수를 차지하게 된 이후 어린이 유희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촉발된 집합주택의 공

동시설에 대한 요구는 결국 1977년 서울의 경우 각종 공동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

제화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도시 집합주택의 상

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량생산과 공용화에 초점을 두고 서구 근대 집합주택 계획 논의와 

한국 근대 공영주택의 변천을 비교･고찰해보면, 한국 근대 공영주택의 역사는 대

량생산과 공용화 논의의 일반적 양상과 특수한 양상이 파편적으로 존재했던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반성과 특수성은 대량생산과 공용화의 일반적 양

상과 특수한 양상이 조합되어 각 항목들이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는 

연속적인 관계를 갖는다.

主要語 : 한국 근대 공영 집합주택, 대량생산, 공용화, 최소주거, 공유주택, 근린주구론 

學  番 : 2006-3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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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1. 연구의�배경과�목적�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많은 수의 학자들은 한국의 근대가 언

제부터인가를 이야기할 때 1876년의 개항을 언급한다.1) 이들은 개항 이후 외래 

특히 서구의 문물이 도입되면서 한반도에서의 삶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

다고 본다. 이러한 의견은 한반도에서의 삶의 변화의 양상이 현재의 삶과 유사하

게 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시기 구분이기도 하고, 개항 이전의 문물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시기를 구분해주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1) 1876년의 개항을 근대사의 기점으로 보는 관점은 특히 경제사학계에서 많은 동조를 얻고 있

다. 이는 개항 후 서구 자본주의 문화가 유입된 후에야 한반도의 사회경제가 이문화(異文化)를

받아들여 개혁을 진행시켰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 사회경제 체제가 붕괴되어 갔다고 보기 때문

이다. (박용환,『한국근대주거론』, 기문당, 2010,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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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역사학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근대화(近代化)에 대한 논의들은 대체로 타자

화(他者化)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건축물을 탐구할 때 구조, 외관, 평

면 등의 물리적인 양상에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서구 혹은 일본 등 외국으로

부터 유입된 건축 양식에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외래 건축 양식은 개항 

이전부터 한반도에 존재했던 전통 목가구조 건축물과 동일하지 않은, 소위 타자

(他者)에 해당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변화와 삶의 방식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택의 근대화를 전근대 시기의 전통 목가구조 건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삶의 방식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진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한반도 주택의 역사에 있어 전근대와 근대의 관계는 단절된 것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해왔다. 

한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건축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근대화에 관한 논의

들은 대체로 서구 모더니즘 건축2)양식이 어떠한 연결고리를 통해 한반도에 전파

되었는지, 혹은 이렇게 전파된 서구 모더니즘 건축양식이 실제 구현된 양상은 어

떠했는지를 물리적으로 고찰한다.3) 그리고 범위를 다시 좁혀서 주택에 대한 선행

연구들로 한정하면, 이들은 대외교섭에 의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주택 유형이 

한반도에 전래된 과정과 그 영향관계를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택의 평면

과 외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4)

그런데 시각을 조금 달리하면, 개항 이후 건축 혹은 주택의 근대화가 타자의 

유입으로 인해 벌어진 상황으로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예를 

2) 한국 전통 건축의 목가구조와 달리 철근콘크리트조 혹은 철골조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서구

로부터 전래된 건축양식을 일컫는 말로서 현재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송석기, 『한국근대

건축에서 나타난 모더니즘 건축으로의 양식변화 -1920년대〜30년대에 신축된 비주거 건축물

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p.8〜10.)

3) 김정동,『韓國近代建築에 있어서 西洋建築의 轉移와 그 影響에 관한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0.

송석기, 앞의 논문, 1998.

강상훈,『日帝强占期 近代施設의 모더니즘 受容 : 博覽會·普通學校·아파트 建築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4) 안성호,「1910년 이전 일식관사의 이식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6권1호, 1997, pp.47

∼65.

안성호,「일제강점기 관사의 주거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7

권 11호, 2001. 11.

유재우,『韓國 都市單獨住宅의 形成過程에 나타난 平面特性 : 住樣式의 近代的 過程을 中心으

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이경아,『日帝强占期 文化住宅 槪念의 受容과 展開』,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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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19세기 서구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과 주택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 환

경은 개항 이전의 한성(漢城) 역시 유사하게 겪고 있던 것이었다.5) 즉, 19세기에

서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산업화, 도시화 및 양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서구 사회가 

겪었던 도시 주거환경의 문제는 동일한 시기의 한반도의 도시들에서도 유사하게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국 한반도의 건축 혹은 더 좁게는 주택의 근대화에 대한 

고찰을 좀 더 통시적이고 광범위한 시각을 통해 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19

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도시 주거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구의 건축적 

논의 중 주택계획과 관련된 논의들은 크게 두 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주택 대량생산 계획과 도시 집합주택6) 계획이다. 즉, 주택을 대량

으로 생산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를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

에 대량으로 건설할 수 있는 건축 계획 ‧ 도시 계획적 방안을 함께 모색한 것이다. 

주택의 대량생산은 주택과 이를 이루는 건물의 부분들이 대량 생산을 통해 상

품화되어 유통된 정황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7) 이와 같은 각종 재화의 상품화는 

자본주의화의 대표적이고도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데,8) 이는 한반도 건축 혹은 

5) 개항 이전 서울의 인구밀도는 이미 매우 높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점점 협소해지는

상황이었다.(고동환, 『조선시대 서울 도시사』, 태학사, 2007, p.158.)

6) 공동주택은 한 건물 내에 두 개 이상의 단위주호가 있는 것을 말한다.(집합 주택의 한 형식.

복수 주택에 의해 한 동을 구성하고 각 주택은 대지를 공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 · 고층

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건축용어사전』, 성안당, 2011.) 집

합주택과 공동주택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어휘로 정의되기도 하고, 집합주택이 좀 더 넓은 의

미를 지닌 어휘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유사한 어휘로서 집단주택이 있는데, 이는 동일 부지

내에 집단적으로 세워진 주택의 집합을 의미한다.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1.) 본 연구에서는 단독, 연립, 공동주택을 포괄하여 집단적으로 특정 지역을 점유하면서

지어진 주택 건축물들을 집합주택이라고 하였다.

7) Bergdoll, Barry.,「Home Delivery: Viscidities of a Modernist Dream from Taylorized Serial

Production to Digital Customization」, Home Delivery: Fabricating the Modern Dwelling,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2008, pp.12～26.

Pai, Hyungmin., The portfolio and the diagram : architecture, discourse, and modernity

in America, Cambridge・Massachusetts, London・England: The MIT Press, 2002, pp.13∼
25.

8) ‘…자본주의 이전에는 이러한 ‘자본순환’의 과정들(이를 월러스틴은 모든 사회과정 또는 모든

생산활동 이라고 부르고 있다)의 연쇄 중 어떤 요소들(화폐 형태로 축적된 재화, 이용 가능한

노동력, 판매자의 조직망, 구매자인 소비자 등)이 결핍되어 있거나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지 않

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상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연쇄가 완전하지 못했다. 역

사적 자본주의는 이 과정 –비단 교환과정만이 아니라 생산과정, 분배과정, 소비과정 그리고

투자과정까지-에서 재화, 용역, 노동, 자본, 기술, 지식 등 모든 것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즉, 개인 간의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매매되는 것을 요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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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근대화를 고찰함에 있어 좀 더 광범위하고 통시적인 시각을 설정할 수 있

는 단초를 제공한다. 즉, 개항 이후의 근대화 과정을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세계체

제에 한반도가 편입되었던 과정으로 보면, 자본주의화의 주요 특징들이 유사하게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는 있다. 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하에서도 한반도에서는 독

특한 양상이 일어났음을 인지할 수도 있게 된다.9) 

건축역사 연구에 있어 한반도에서의 삶의 양상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근대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세계체제에 

관한 논의를 염두에 두면, 한반도의 도시 환경에서 주택이 겪은 근대화의 경험 역

시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측면 즉, 주택 대량생산 계획과 도시 집합주택 계획의 

측면에서 고찰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우선 주

택 대량생산 계획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특정 자재(資材) 혹은 부재(部材)10)의 

생산 양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11) 생산 양식의 변화는 생산 관계

의 변화가 동반되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주택은 어떠한 건축적인 변화를 겪게 되

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12) 

마련이었으며, 또 꾸준히 이를 위하여 노력해왔다. 이리하여 역사적 자본주의의 발전은 ‘만물

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everything)로 나아가려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월러스틴은 이를

자본주의 발전의 ‘장기적 추세’(secular trend)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나종일,「월러스틴

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론」,『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1992, p.91.)

9) 월러스틴은 세계체제가 크게 나누어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로 구성된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세계체제론을 주장하는 여타 학자들과 구별되는 점이다. 월러스틴에 따르면 한반도는 주변부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본 논문에서 ‘자재(資材, materials)’는 ‘건축물의 부재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金平卓 編, 『新版 建築用語大辭典』, 技文堂, 1996, p.908. 참조)

‘부재(部材, member)’는 ‘자재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건축물의 골조를 구성하는 단위’의 의

미로 사용하였다.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AR+건축용어사전』, 성안당, 개정판1쇄,

2005, p.449. 참조)

‘부품(部品, parts)’는 ‘건축물이나 부재 및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제품’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5, p.511. 참조)

‘컴포넌트(component)’는 ‘부품의 조립으로 이루어졌으며 조립된 전체가 하나의 물품으로 취

급되며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것’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5, p.144. 참조)

11) 김석순,『1920년∼1945년의 建築 主材料인 목재와 벽돌의 生産史에 관한 비교硏究』, 명지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박운정,『日帝强占期 建築用 木材의 生産과 需給에 관한 硏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2) 여기서 생산 양식이란 특정 사회에서 물질적 생산을 위해 영위하는 총체적 삶의 방식을 말한

다. 즉, 자연(自然)에 인위적인 노동을 가하여 재화를 만들어내는 생산 도구, 그리고 이 생산

도구의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에 형성되는 생산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한국철학

사상연구회,『철학 대사전』, 동녘, 1989, pp.671∼6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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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시 집합주택 계획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주택이 상품화됨에 따

라 민간영역에서 대량으로 공급한 주택에 주목한다.13) 혹은 관(官) 주도의 주택에 

대해 고찰하더라도 일부의 사례에 대해서만 면밀하게 고찰하거나, 여러 사례를 개

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14) 이외에 근대화과정의 도시계획 중의 일부로서 주택지 

개발에 대해 다루기도 한다.15) 그런데 예를 들어 서구 국가, 일본, 한국의 경우 대

체로 근대화과정에서 주택의 대량생산과 대량공급은 관 주도하에 이루어졌기 때문

에, 주택 대량생산 및 도시 집합주택 계획의 두 가지의 관점에서 근대 한국 공영

주택(公營住宅)의 근대화 과정을 고찰해야 한국 주택의 근대화과정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고찰의 대상과 관련하여, 주택건축 계획과 주거

지 계획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며, 주택건축에 있어서도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공

동주택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개항 이후 약 100여년 간의 근대화로 인해 형성된 한국 

도시 주거환경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한국 

주거문화를 근대로의 변환기를 기점으로 단절된 실체로 파악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서, 한국 주거문화의 근대화에 영향을 주었던 다양한 외래적 · 내재적 요인들을 포

괄적으로 이해하여 온전한 한국 주거 통사(通史)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

이 된다. 가령 한국 도시 주거환경의 변화 양상 중 어떠한 부분은 산업화를 경험

했던 사회라면 어디에서든 일어났던 양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것일 수 있다. 

혹은 다른 부분은 서구 근대 건축 및 도시계획 논의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또는 이러한 서구의 논의에 영향을 받은 일제강점기의 전문가 집단 및 

해방 이후의 한국인 전문가 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산업화를 시행하거나 서구 근대 건축 및 도시계획 논의의 영향을 받았어도 그것이 

한반도에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특수한 해법으로 발현되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도시 주거환경의 근대화 과정을 고찰하고 그 일반성과 특수성을 확인하는 것

은 결국 한국 도시 주거환경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준비 작업

에 해당할 것이다.      

13) 송인호,『都市型韓屋의 類型硏究 : 1930년∼1960년의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1990.

김대일,『1950年代 서울지역 簡易韓屋의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4) 김명숙,『日帝時期 京城府 所在 總督府 官舍에 關한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박용환,『한국근대주거론』, 기문당, 2010.

15) 염복규,『日帝下 京城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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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주택 대량생산 계획 및 도시 집합주택 계획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 공영주택의 근대화 과정을 고찰하여 그 일반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대상�및�방법

개항 이후 외국의 양관(洋館), 대사관・공사관 저(邸), 성당 등이 한반도의 주

요 도시에 건설되면서 전통 한옥 위주의 도시 풍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면, 

도시 주거문화의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시점은 1905년 이후 일본인을 

위한 관사(官舍)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것을 언급할 수 있다. 일본인 관

사는 도시 내의 여러 대형 필지를 분할하거나 작은 필지들을 합치는 등의 방식으

로 다수의 주택이 집단을 이루면서 도시 공간을 점유했는데16), 이와 같이 대량의 

주택이 면적(面的)으로 보급됨에 따라 일본인 관사는 외관, 구법, 평면 및 공간 형

식 등의 측면에서 이후의 한국 주거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17)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관사 이외에 도시 공간을 면적으로 점유하며 대량으로 

공급되어 도시 주거문화의 양상에 변화를 주었던 것으로 영단주택을 들 수 있

다.18) 일본의 총동원 체제에 맞추어 1941년에 설립되어 1945년까지 존재했던 조

선주택영단이 보급한 영단주택은, 한반도가 일제의 전쟁 수행 지원을 위한 후방지

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이 

대량으로 공급한 주택으로서,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1941년부터 추진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기반으로 공급

되었다. 이는 도시공간에 대량으로 면적으로 집단을 이루며 건설되어 한국 도시 

주거문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된 바 있다.19) 

16) 김명숙, 앞의 책, 2004, pp.11～15.

17) 일본인 관사의 속복도 평면 형식과 의양풍 외관은 이후 중산층 혹은 그 이상을 대상으로 민

간영역에서 주로 도시 외곽의 경관과 환경이 빼어난 지역에 건설하였던 문화주택과 관련이 있

다. (안성호, 앞의 논문, 2001. 11.)

18) 川端貢,『朝鮮住宅營團의 住宅에 關한 硏究 : 文來洞(舊 道林町) 住宅地를 中心으로』,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19) 冨井 正憲, 『日本 韓國 台灣 中國の住宅營團に關する硏究–東アシア４か國における住居空

間の比較文化論的考察』, 동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유재우, 앞의 책,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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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의 미군정기(美軍政期)에도 중앙행정처가 서울에 350동의 주택을 2

가지 평면 유형으로 건설한 사례가 있지만20), 이 시기에 한국 근대 주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주택은 미군(美軍)주택(Dependents Housing, 이하 DH주택)21)

이다. 선행 논의를 통해 DH주택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지어졌으며 소위 

‘양옥’이라고 널리 알려진 주택 유형의 근간(根幹)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22) DH

주택은 미군에 의해 일본과 한국에 함께 보급되었는데, 한국의 주요 대도시에도 

다수의 건물이 지어졌거나 혹은 기존 주택을 접수하여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23) 

DH주택은 평면, 외관, 단지 계획의 측면에서 당시의 미국 서부 교외주택의 영향

을 받았으며,24) 이로 미루어보아 한국의 ‘양옥’은 DH주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

구 근대 건축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는 주택의 절대수가 부족

했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을 무상으로 보급했고, 이후에는 외국의 원조 자본을 바

탕으로 주택을 지어나가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였다.25) 무상 보급부터 

20) 주택행정처 보급주택은 1947년 11월30일 완공 예정으로 주택행정처가 서울 시내에 350동을

보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주택영단이 설계를 했고, 갑 을 형 주택이 있었다. (김용

범,「1946년 조선건축기술단 주최 국민주택 설계도안 현상모집의 재고찰」,『한국주거학회논문

집』22권6호, 2011.12, pp.21∼30.)

21)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미군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였는데, 군인과 가족(dependent)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단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기존의 건물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Dependents Housing에 대해 기록한 일차사료는 현재 2개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중 하

나는 일본어로 작성된 보고서인(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省工藝指導所 編,

『Dependents Housing』, 技術資料刊行會, 1948.)이다. 다른 하나는 발행년도는 미상으로서

ENGINEER SECTION FEC.에서 저술 및 발행한 영문판 보고서 (ENGINEER SECTION

FEC., Dependents Housing, ENGINEER SECTION FEC., 발행년도 미상)이다. 이 중 후자의

경우, 일본을 주된 대상으로 하되 조선에서의 공사내용도 게재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2장에

게재된 조선에서의 DH주택의 공사상황을 찍은 사진은 귀중한 자료이다.(小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 『占領軍住宅の記錄(上)』, すまいの圖書館出版局, 1999, p.4, 29.) 애당초 계획은 2만

호의 주택을 짓기로 했고, 그 중 조선에는 전체의 20%인 4천호의 주택을 짓는 것으로 계획했

으며, 이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및 기타 지역에 있는 군인 가족 총 1,582세대를 대상

으로 하는 것이었다.(小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 앞의 책, 1999, pp.35～54.) 이들 중 실제로

지어졌던 주택의 개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22) 『월간현대주택』, 1984. 8.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공동주택 생산기술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5, p.7.에서 재인용)

23) 小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 앞의 책, 1999, pp.35∼39.

24) 小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 『占領軍住宅の記錄(下)』, すまいの圖書館出版局, 1999, pp.180

∼226.

25) 해방 이후의 주택은 건설 자금의 조달 방식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된다. 1954년부터 1957년까

지는 구호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주택이 보급되는데, 이들이 재건주택, 희망주택, 부흥주택에

해당된다. 1957년부터 1962년까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금이나 주택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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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양에 이르기까지 주택형의 개발과 보급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기관은 

대한주택영단(1962년 이후 대한주택공사)이다. 이 기관에서 계획한 평면형과 단지

는 도시공간을 면적으로 점유하며 대량으로 건설되었다. 이외에 ICA주택은 미국의 

원조 자금인 ICA 자금을 일정 자격 이상이 되는 주택 건설희망자에게 대출해주어 

주택건설을 촉진한 것이었는데, 규정된 평면형과 시공 기술지도 등이 있었지만 해

당 평면과 시공기술이 반드시 실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26) 정부 관리하의 자금

으로 지어진 주택으로서 대한주택영단의 주택에 대한 참조 대상이라고 할 수 있

다.

대한주택공사는 실질적으로 공영주택에 살 수 있는 계층이 중산층임을 알게 

된 뒤, 1966년 이후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계획을 설립하기 시

작한다.27) 또한 대한주택공사는 1970년부터는 주택 부족 상황을 정부 주도의 주

택 산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28) 민간업체가 주택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1976년에 아파트건설 지역 지정 지구를 

도입하는 등 민간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되면서,29)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주택건설의 시기가 도래하고 오늘날과 같은 고층아파트로 이루어진 아파

트 단지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 

1970년대 이후 건설되는 고층아파트 단지는 외형상 20세기 초 서구의 주택계

획 논의와 유사하지만, 오히려 그 내용은 유사하지 않으며 다소 거리가 있다.30) 

지었는데, 국민주택과 ICA주택이 이에 해당한다.(박용환, 앞의 책, 2010, pp.424∼430.) 그러나

국민주택과 ICA주택은 상이한데, 국민주택은 주택공사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용지(用地)를 매

수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에 분양하거나, 5,000평 이상의 대지를 갖고 있는 기업체로서 주택 건

설을 희망할 경우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건축하여 주는 방식이었다. ICA주택은 ICA주택자금을

융자 받아서 주택을 지었으며, 융자 신청자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했다. ICA주택은 신

청자가 기술검토를 통해 신청자가 작성한 도면을 승인하여 짓기도 하고, 표준형 설계도를 마

련하여 이에 따라 건설하기도 하였다.(안영배 김선균, 『새로운 주택』, 보진제, 1964, pp.223∼

240.) 1962년부터 1969년까지는 일반 주택 수요자를 위한 주택건설로 변화되었는데, 1966년 이

후 주택 분양 체계는 크게 공영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었다.(박용환, 앞의 책, 2010,

pp.424∼430.참조)

26)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지어졌으며 산업은행이 주관하였다.

27) 대한주택공사, 『주택』, 대한주택공사, 1965.12, p.50.

28) 대한주택공사, 『주택』, 대한주택공사, 1970.12.

29) 토지이용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안에 아파트의 집단

적인 건설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구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

획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30) 이상헌, 「1970-80년대 한국 고층 아파트의 기원과 성격에 관한 연구 –르 꼬르뷰제, 지들룽,

힐벨자이머의 고층도시 이론과의 비교-」, 『한국주거학회논문집』제23권 제1호,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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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택 대량생산 계획과 도시 집합주택 계획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및 주택난

을 해결하고자 했던 논의와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

지만 예를 들어 서구의 경우를 언급해보면, 20세기 초 서구의 주택계획논의는 기

본적으로 근대 국가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을 어떻게 대량 생산할 것이

며, 대량생산된 주택을 어떻게 도시 공간에 배치하며 생활이 문제없이 영위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어떻게 건설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들을 논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건설되는 고층아파트 단지는 중산층 이상을 대

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택 대량생산 계획과 도시 집합주택 계획의 주요 세부 실천 

사항에 해당되는 단위주호의 최소화 문제를 첨예하게 다룬다거나, 단위주호의 최

소화 이후 단위주호의 협소함으로 인해 수용되지 못한 기능공간의 공용화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혹은 단위주거지 내의 공동시설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택 대량생산 계획과 도시 집합주택 계획의 성격은 1970년대 이전의 한국 공

영 집합주택들에서 부분적으로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일본인 관사의 경

우, 일본의 인력 동원을 위해 지어진 주택이었고 주택 평면유형이 일본 정부에 의

해 직급에 따라 강제적으로 정해졌으며 대량으로 건설되었다. 조선주택영단이 공

급한 영단주택은 위와 같은 관사의 특징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단위주호의 최소화 

및 기능공간의 공용화 문제를 첨예하게 다루었고 이를 실행하였다. 미군정기의 

DH주택도 짧은 시간 안에 대량 생산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단위주호는 핵가

족 생활에 적합하되 공간의 낭비가 없도록 계획되었고, 미국 정부에 의해 거주자

의 직급에 따라 평면이 결정되었다. 대한주택영단의 영단주택, 1962년 이후의 대

한주택공사가 보급한 국민주택 등은 구호적 성격을 가진 주택으로서 단위주호의 

최소화를 통한 주택의 대량생산화가 건축계획의 주요한 쟁점이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일본인 관사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05년 이후 

1970년대 초까지의 한국 공영 집합주택(公營 集合住宅)과 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다. 여기서 공영주택이란 근대국가의 정부에 소속된 기구가 주도하여 건설・보

급・관리한 주택으로 한정한다.31) 그리고 집합주택이란 단독・연립・공동주택 등 

다수의 주택건물을 집단적으로 지은 것을 말한다. 또한 주택지란 다수의 주택이 

31) 국어의 군(軍)・관(官)・민(民)의 구분에 근거하였으며, 군・관을 합친 개념으로서 민영(民營)

의 반대말 중 공영(公營)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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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될 수 있도록 대지를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성격 시기 거주자 비고

일본인 관사 官・軍 1905〜

1945
일본인 관료, 공무원, 군인 -

조선주택영단 주택

(중앙행정처 주택 포함)

官

1941〜

1945

(1947)

서민, 노동자

(戰災民)

-

cf.경성부 토지구획정리

지구
官

1937〜

1945
- -

cf.일단의 주택지 경영

사업 지구
官

1941〜

1945
- -

Dependents Housing 軍
1945〜

1950
미국 군인

대한주택영단

(대한주택공사)
官

1954〜

1962

(1962〜

1971)

구호 대상자(∼1957)

융자 대상자(∼1962)

분양 대상자(∼1971)

재건주택

부흥주택

국민주택

아파트

cf. ICA 주택 官
1957〜

1962
융자 대상자 금액 지원

표 1 연구의 대상

집합주택은 시기 순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관사와 조선주택영단의 영단주택, 

주택행정처 보급 주택, 미군정기의 DH주택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대한주택영단 

및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과 ICA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주택공급의 대상과 

공급방법의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32), 이로 인해 각 주택의 건축구법 및 생

산방식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는 도시 집합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구법 및 생산방식의 근대화를 꾀했으며 이것

이 정부 관련 기관에 의해 시도되었고 한국 근대 주거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는33) 공통점이 있으므로 함께 다룬다.

32) 일본인 관사는 일본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일본인 관료, 특히 비교적 상급 관료들을 위해 공

급했던 주택이라면, 조선주택영단의 영단주택은 하급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했던

최소한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DH주택은 미국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군인들의

안정된 해외 근무를 위해 공급한 주택이었다. 한편, 대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의 경우는 주

택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건국 직후에는 구호 차원에서 공급했지만, 이후에는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건설한 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한 사례로서 전술한 사례들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물론 대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의 경우에도 공무원주택 및 외인주택을 공급한

사례들이 있으나, 대부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한 주택들이다.

33) 일본인 관사는 한국 주거문화에 속복도형식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안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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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부족 문제와 열악한 도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주택지를 개발하

는 것은 중요한 사업인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주거지 형성의 과정이 어떻

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울의 주택지 형성의 양상

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의 경성부 토지구획정리지구와 일단의 주택지 

사업 경영 지구에 관련된 다수의 자료를 분석하여 주거지 조성의 근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연구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대체로 도시 집합주택에 관한 구상과 

이에 대한 논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상 자료와, 이것이 계획을 통해 실행되었

던 실행 자료가 있다. 구상 자료는 대체로 계획을 담당했던 실무진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논의들이 수록된 잡지 류, 신문기사 류, 회의 보고서 류 등이며, 실행 자

료는 도면 류 및 지도 류 등이다. 그러나 각각의 연구 대상에 이와 같은 두 종류

의 자료들이 정확하게 대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1에 언급된 연구의 대상 

별로 관련 자료들을 언급한다. 

일본인 관사에 대한 주된 자료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소장 관사도면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고찰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34)를 참조하였다. 도면의 전체 매수

는 1,441매이며, 이는 크게 통감관저, 각종 통감부관사, 용산총독관저, 총독관저, 

경무대총독관저, 정무총감관저, 조선총독부관사 및 대용관사, 지방행정기관 관사, 

공공기관 관사, 미상(未詳)으로 분류할 수 있다.35) 이외에도 일본인 관사에 대한 

앞의 논문, 2001. 11. / 안성호·김순일,「1930年代 韓國近代住宅에 나타난 속複道型 日式住宅의

影響」,『건축역사연구』6권2호, 1997.06, pp.23∼38. / 임창복,「日帝時代 韓國人建築家에 의한

住居近代化에 관한 硏究」,『대한건축학회논문집』7권5호 1991.10, pp.135∼146.) 그리고 경성

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개발된 필지에 조선주택영단이 주택단지를 조성한 방식은 해방

이후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택지개발 및 주택단지 조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 미군을 위

한 DH주택은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1940년대 전시상황의 미국 서부 교외주택의 영향을 받았

고, 특히 리차드 노이트라(Richard Neutra)의 주택 단지계획과 유사하다. (小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 앞의 책, 1999, 부록 pp.7～8.) 한편 미군주택의 내부공간과 외관은 1960년대 이후

양옥의 외관과 내부공간에 영향을 주었다. (『월간현대주택』, 1984. 8. (대한주택공사 주택연

구소, 앞의 책, 1995, p.7. 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서구화된 양옥의 시발점으로 미국 원조 자

금에 의해 지어진 ICA주택을 꼽는다. (「주택의 외형적 변천」,『월간 현대주택』, 1977.08,

p.68.) 이후 대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은 ICA주택을 전범(典範)으로 설정하고 주택을 설계하

였다. (박용환, 앞의 책, 2010, p.668.) 그리고 대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이 주체가 되어 건설

한 공영주택은 민간영역에서 짓는 주택에 영향을 주었다. (유재우, 앞의 책, 2000, p.116.)

34) 김명숙, 앞의 책, 2004.

안성호, 앞의 논문, 2001. 11. / 안성호, 앞의 논문, 1997.

박용환, 앞의 책, 2010.

35) 전봉희․주상훈․장필구,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Ⅱ 고적 박람회 박물관 시험소 관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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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6) 및 계획적 논의가 수록된 잡지37)의 기사를 참조하였다.

조선주택영단의 영단주택 및 중앙 행정처 보급 주택에 관해서는 관련 잡지  

및 선행연구38)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개발된 주거지와 관련된 자료들은, 도시계획 관련 자료와 주거지

계획 관련 자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시계획 관련자료 주거지계획 관련 자료

『경성도시계획조사서

(京城都市計劃調査

書)』(1928)

「시가할표준도(市街

割標準圖)」(1937)

공원

「경성부공원계획지도(京城府公園計劃地圖)」

(1920년대 후반)

「경성부 공원 배치 구상도」(1938)

시장
공설소매시장에 관련된 저서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

학교
잡지『朝鮮と建築』및『都市と建築』

石井桂, 田邊平學, 石川榮耀, 山岡敬介의 저서

주거지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및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지구 관련 자료

표 2 연구의 대상 중 일제강점기 도시 주거지 관련 자료

우선 도시계획과 관련된 자료로서 『경성도시계획조사서(京城都市計劃調査
書)』(1928)39)와「시가할표준도(市街割標準圖)」(1937)40)를 고찰하였다. 한편 주

거지 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항목은 공용공간으로서의 공원, 학교 

및 시장인데, 우선 공원의 구상과 관련된 자료로서 1920년대 후반에 작성된 것으

로 추정되는「경성부공원계획지도(京城府公園計劃地圖)」41)와 「경성부공원배치

구상도」(1938)42)를 살펴보고 관련된 선행연구43)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시장의 구

사 군훈련소 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9, p.33.

36) 朝鮮駐箚軍經理部 編, 『朝鮮駐箚軍永久兵營,官衛及宿舍建築經過槪要』, 京城: 朝鮮駐箚軍經理

部, 1914.

37) 「官舍及住宅篇」,『朝鮮と建築』6집5호, 1927.05.

38) 조선주택영단의 영단주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川端貢, 앞의 책, 1990.

冨井 正憲, 앞의 책, 1996.

주택행정처 보급 주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朝鮮建築技術團 編,『朝鮮建築』제1집, .朝鮮建築技術團, 1947.

김용범, 앞의 논문, 2011.12.

39) 京城府 編, 『京城都市計劃調査書』, 京城府, 1928.

40) 조선총독부, 「경성시가지계획가로망및동토지구획정리결정에 관한 건」, 1937, 국가기록원 소

장, CJA0022534

41)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2006, pp.132∼133.

42) 每日申報, 1938년 5월 23일

43) 강신용·장윤환, 『한국 근대 도시공원사』, 대왕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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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관련된 자료로서, 단위주거지 내에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된 공설소매시장에 

관한 자료를 고찰하였는데, 이들은 공설소매시장에 관련된 저서44) 및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45)와 관련 선행연구46)를 함께 고찰하였다. 한편 학교는 일제강점기에 단

위주거지 내에서 방공(防空) 및 동원(動員)의 거점으로 구상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 및 선행연구47)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의 실무진으로서 조선총독

부 기사(技師)로 도시계획 작업을 했던 야마오카 케이스케(山岡敬介)의 단위구획 

구상48)의 내용과, 일본 도시계획의 권위 있는 실무자였으며 경성 도시계획에도 영

향을 주었던 이시카와 히데아키(石川榮耀)의 논의49)를 고찰하여 위와 같은 공용공

간과 공동시설의 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주거지 구상 자료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지구의 계획안50)들을 분석하였다. 1934년에 발표된 조선시가지계

획령에 의해 한반도 내 43개 도시들에서 시가지계획이 발표된 후, 토지구획정리사

44) 京城府, 『京城府公設市場要覽』, 京城: 京城府 , 1936.

服部文四郞, 『公私小賣市場の硏究』, 東京: 同文館, 1939.

45) 京城府, 『京城府一般經濟關係綴』, 1939, 국가기록원 소장, CJA0003871

京城府, 『京城府關係綴』, 1942, 국가기록원 소장, CJA0003654

46) 허영란, 『日帝의 市場公營政策과 市場商業의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허영란, 『일제시기 장시 연구』, 역사비평사, 2009.

박일향,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의 입지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3.

47) 잡지『朝鮮と建築』및『都市と建築』의 관련 기사

田邊平學,『ドイツ : 防空, 科學, 國民生活』, 東京: 相模書房, 1942.

田邊平學,『空と國 : 防空見學 歐米紀行』, 東京: 相模書房, 1943.

石川榮耀,『皇國都市の建設 -大都市疎散問題-』, 東京: 常磐書房, 1944.

石井桂, 『防空建築と待避施設』, 東和出版社, 1944.

中島直人, 西成典久, 初田香成, 佐野浩祥, 津々見崇, 『都市計劃家 石川榮耀 都市探究の軌跡』,

鹿島出版會, 2009.

김영미, 『동원과 저항-해방 전후 서울의 주민사회사』,푸른역사, 2009.

48) 山岡敬介, 「都市構成の單位區劃」,『都市計劃の基本問題 下券』, 全國都市問題會義, 1938,

pp.1∼6. / 山岡敬介의 단위구획 논의는 이후 방공체제의 도시계획 논의로 이어진다. (山岡敬

介,「防空より見た都市計畫」,『都市と建築』2집3호, 1941.09, pp.2～5.)

49) 石川榮耀, 앞의 책, 1944.

石川榮耀,『興亞期に於ける京城の都市計劃』, 京城府工營部都市計劃課, 1939.

50) 토지구획정리구역 중 돈암 및 대현지구의 계획도 (손정목, 『日帝强占期 都市計劃硏究』, 日

誌社, 1990, pp.288∼289.)

영등포지구의 계획도 (冨井 正憲, 『日本·韓国·台湾·中國の住宅営團に關する硏究』, 東京大學

校 박사학위논문, 1996, p.497. / 每日申報, 1937년 11월 26일)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지구 중 신촌지구, 금호지구 및 상도지구 : 『경성부관계철』中「경

성부택지조성사업비기채요항변경의건(도면)」, 1942, 국가기록원 소장, CJA00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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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1937년부터 전국적으로 61개 지구가 선정되어 계획 및 실행된다. 그리고 일

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지구는 7개 도시에서 계획이 인가(認可)되었다.51) 한편 선행

연구를 통해 1941년 이후 주거지 조성 사업에는 서구 근대 주택계획 논의 중 근

린주구론이 어느 정도 수용되었음이 논의된바 있는데52), 본 연구는 1941년 이전

의 근린주구론 수용 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 중 1940년 이전에 계획이 시작되고 1945년 이전에 실행이 완료된 

지구로서 서울의 돈암·대현·영등포지구를 고찰하였다.53) 그리고 1941년부터 실시

된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지구 중 실제로 건설되어 현재까지 흔적을 남긴 서울의 

신촌·상도·금호지구를 고찰하였다.54) 그리고 이와 같은 주거지 계획의 실행 자료로

서 계획안 수립 이후에 작성된 도시계획 지도 류55) 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DH주택56)에 대한 자료는 전술(前述)하였듯이 현재 2개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

는데, 이중 하나는 일본어로 작성된 보고서로서 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와 상공성공예지도소(商工省工芸指導所)가 함께 저술하고 기술자료간행회(技
術資料刊行会)가 1948년에 발행한 책(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商工省
工藝指導所 編, 『Dependents Housing』, 技術資料刊行會, 1948) 이다. 다른 하

나는 발행년도는 미상으로서 ENGINEER SECTION FEC.이 저술 및 발행한 영

문판 보고서(ENGINEER SECTION FEC., Dependents Housing, ENGINEER 

51) 정인하, 「일제강점기 시가지계획 결정이유서에 나타난 ‘市街割標準圖’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권 12호, 2009.12, pp.252～253.

손정목, 앞의 책, 1990, p.307.

52) 정인하, 앞의 논문, 2009.12.

53) 김주야·이시다 준이치로(石田潤一郞), 「경성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식민도시성에 관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권 4호, 2009.4, p.173.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1』, 한울, 2003, p.97. 참조

54) 손정목, 앞의 책, 1990, p.308.

55)「서울都市計劃街路網圖」(1953)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2006, pp.114~115.)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외에도「地番入 서울特別時街圖」

(1958) (許英桓, 『定都 600年 서울地圖』, 汎友社, 1994, pp.170~171.) 및「서울都市計劃街路網

圖」(1960)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p.116~117.)를 함께 고찰하였다. 1953

년의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는 전후 복구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지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1960

년의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작성된 지도이다. 그런데 이 두 지도

의 저본(底本)은 동일하다.(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237.) 그리하여 1953년

의 지도를 통해 전후(戰後) 토지구획정리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1958년의 자료는 지도에

지번(地番)을 모두 넣어 표기하였기 때문에 당시 토지의 분할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참고하

였다. (許英桓, 앞의 책, 汎友社, 1994, p.253.)

56) DH주택의 경우 한국에 신축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신축 현장에 대한 사진 등

의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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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FEC., 발행년도 미상)가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전자(前者)를 확보하여 

DH주택에 대한 분석을 하고 관련된 선행연구57)를 참조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의 주택 및 단지에 대해서는 대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가 주도

적으로 계획한 주택평면과 단지계획도 및 사진이 수록되어있는『대한주택공사 주

택단지총람』58)과,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의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던 주택 상

세 도면자료를 고찰하였다. 또한 대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에서 발간한 잡지인 

『주택』을 조사하여, 당시 계획을 담당했던 실무진들의 생각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59) 한편 ICA주택의 경우 관련 저서60)와, 당시 주요 실무진에 대한 선

행연구와 인터뷰자료61)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1905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한국 공영 집합주택의 양상을 주택 대량생산 계획의 측면과 도시 집합주택 계획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이 두 측면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구 주택계획 논의의 

내용을 분류한 것인데,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가장 풍부하게 논의가 되었던 것

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서구 근대 건축론 중 주택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 서구 근대건축 논의 중 주택 대량생산 계획과 도시 집합주택 계획

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고찰의 관점을 형성한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들 중 주택 대량 생산계획은 주택을 이루는 부

재, 컴포넌트, 공간의 전문화(專門化) 및 표준화(標準化)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부재, 컴포넌트, 공간이 생산되는 방식에 따라 주택의 건설 방식을 열린계 및 닫힌

57) 小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 앞의 책, 1999.

秋尾沙戶子, 『ワシントンハイツ　GHQが東京に刻んだ戰後』, 新潮社版, 2009.

김란기 윤도근,「日帝의 住居遺産과 美軍政期 住宅事情 考察(Ⅱ)」,『대한건축학회논문집』3

권 5호 1987.10, pp.59∼67.

김란기 윤도근,「日帝의 住居遺産과 美軍政期 住宅事情 考察(Ⅱ)」,『대한건축학회논문집』3

권 6호 1987.12, pp.79∼88.

58)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 1954∼1970』, 대한주택공사, 1979.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 1971∼1977』, 대한주택공사, 1978.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총람 1981∼1982』, 대한주택공사, 1987.

59) 1959년 창간호부터 1974년까지 총 33호를 조사하였다.

60) 안영배 김선균, 앞의 책, 1964.

61) 허유진 우동선, 「안영배의 『새로운 주택』: 초판(1964)과 개정신판(1978)의 비교 고찰」,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31권2호, 2011.10, pp.343∼344.

안영배에 대한 목천건축아카이브 구술 채록 연구 자료 :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배형민, 전

봉희, 우동선, 최원준, 김미현이 안영배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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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부재, 컴포넌트, 공간의 전문화의 정도와 밀접

한 연관을 맺는다. 한편 도시 집합주택 계획은 기능적 상보(相補)관계를 갖는 세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단위주호의 최소화와 기능공간의 공용화 및 단지계획

과 공용화가 해당된다. 

즉, 고찰의 관점을 형성하는 두 개의 항목은 각각 두 개의 세부 항목 및 세 

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일련의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관계망을 갖는 입체적인 관점을 통해, 한국 공영 집합주택의 

변천과정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한국 근대 공영 집합주택의 부재, 컴포넌트, 공간

의 전문화 및 표준화의 양상을 고찰하고, 닫힌계 건설방식이 주택 생산의 주된 방

식으로 자리 잡았던 정황을 파악한다. 4장에서는 한국에서 단위주호의 최소화 및 

기능공간의 공용화가 시도되었던 양상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주거지 계획과 관련

하여 서구의 근린주구론 및 단계구성론이 전파 및 구현된 정황을 살펴보고, 공용

공간으로서 공원, 시장, 학교가 일제강점기에 도시 공간에 설치되었던 양상을 살펴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근대 공영 집합주택과 서구 근대주택이 지향했던 발

달 과정과의 유사성 및 상이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한국 근대 공영 집합주택의 

일반성 및 특수성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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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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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량생산�및�공용화와�서구�근대건축의�논의�
2.1. 대량생산과 주택계획

2.2. 도시 집합주택계획과 공용화

2.3. 소결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겪은 근대국가에서 주택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 주택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특정한 기능공간들을 공용화하여 밀집된 도시 공

간에 최대한 많이 주택을 건설했던 양상은, 구체적인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근대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주택 공급의 두 가지 방안, 즉 대량생산과 공용화는 기실 

여러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와 실행을 거쳐 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

의와 실행이 가장 풍부하게 이루어졌던 곳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서구 사

회에서였으며, 이들의 논의를 고찰함으로써 대량생산 및 공용화가 어떻게 구상되

고 실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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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20세기 초 서구의 건축 논의는 산업화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 밀집

과 주택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열악한 도시 주거 환경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건축과 도시를 만드는 논의로 발전했다.62) 주택 계

획의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

나는 주택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량생산된 주택이 

도시 내에 집단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 대량생산의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인 19세기에 이미 서구 사회

에서 주택은 상품으로 인식되었고 관련 부재 및 컴포넌트 또한 상품으로 판매되었

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의 상품화를 배경으로 대량생산체제에 적합하며 전근대주

택의 비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근대주택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주요 서구 

건축가들이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이들은 주택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건설방식에 

대한 논의도 하였다. 한편, 이렇게 도시에 대량으로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도 단위주거지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통해 거주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의 대량생산 및 도시 내 대량건설을 실행하는 실제적

인 방안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있었는데, 이들은 민간 주도가 아닌 관 주도의 계

획 및 실행의 경우가 많았다.63)

주택 대량생산 계획은 내용에 따라 주택의 부재・컴포넌트・공간의 전문화 및 

표준화와 이러한 물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열린계 및 닫힌계 건설방식에 대한 

논의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집합주택 계획은 내용에 따라 단위주호 

최소화에 대한 논의, 기능공간 공용화에 대한 논의, 그리고 단지계획과 공용화에 

대한 논의로 구분할 수 있다.   

62) CIAM 회의에서 논의의 공통된 목적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기디온(Giedion)이었는데, 그

는 “거주를 위한 개실(個室)에 대한 논의가 건설방식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듯이, 건설방식에

대한 논의는 도시 전체를 조직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Tafuri, Manfredo., I. Dal Co, Francesco., Modern Architecture,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76, p.246.)

63) 예를 들어 1925∼1930년에 걸쳐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市)에 의해 임명되어 도시 집합주택을

계획하고 대량으로 건설한 에른스트 마이(Ernst May)는 시 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일임 받았

다. 그는 부동산거래와 건설 자재의 유통까지 장악하는 등, 강력한 관 주도 주택 계획에 의해

힘입은바가 컸다.(Tafuri, Manfredo., I. Dal Co, Francesco., ibid., 1976, pp.176∼189.) 한편 르

꼬르뷔제는 도시 계획에 대한 이론적 논의 중, 1933년에 발표한 ‘빛나는 도시’ 계획안에서 엘

리트 기술자에 의해 통치되는 중앙집권적 조직을 상정하였다.(Fishman, Robert., Urban

Utopias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England, Cambridge Massachusetts: 1st ed, The

MIT Press, 1982,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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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량생산과�주택계획�

2.1.1. 대량생산�부재·컴포넌트와�카탈로그� �

19세기 서구 사회에서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중산층의 숫자

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상품으로서의 주택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산업

이 형성되었다. 이는 대개 혼잡한 도시 지역을 벗어난 한적한 교외지역에 주택지

를 개발하고, 다수 유형의 상품주택을 개발하여 건축하는 것이었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도시는 무질서, 오염 및 범죄가 만연한 곳으로 인식되었

다.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들은 이러한 도시 환경에서 사는 것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시골로 이동하여 살기 시작하였다. 이는 자가

(自家) 교통수단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었지만, 점차적으로 마차, 합

승마차, 전차, 지하철, 통근 기차가 출현함에 따라 도시 외곽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났다. 

건축업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빌라(villa)’의 표준 주택 유형을 만

들어서 보급하였다. 이러한 교외의 빌라는 영국 런던의 주변을 둘러싸게 되었는데, 

이들은 가로를 따라 뻗어나갔고, 주요 가로와 직각으로 배치되었다. 

그림 1 19세기 후반 영국 대도시 근교의 ‘빌라’ (노버트 쉐나우어, 김

연홍 옮김, 『집 6,000년 인류 주거의 역사』, 다우출판사, 2004,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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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시 교외 지역의 빌라는 이상적인 주거로 여겨졌는데, 이는 인구밀도

의 증가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런던 이외의 다른 도시에서도 동일하였다. 

한편 교외 상품주택이 많이 건설된 또 다른 지역은 북미 대륙이었다. 19세기 후반

에 이미 미국인들의 상당수는 대도시의 근교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64) 그리하여 미국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위한 주

택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주택이 개발되었다. 사뮤엘 리드(Samuel B. 

Reed)65)와 같은 건축가의 계획안이 있었으며, 큰 규모의 회사66)가 다수의 평면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품주택이 개발되었다.

 그림 2 (左) Samuel B. Reed : 250달러의 비용이 드는 오두막의 평면, 점선 영역은 추

가로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다. 확장할 경우, 원래의 실선 영역을 부엌으로 바꿀 수

있었다. / (右) 8,000달러의 비용이 드는 주택의 1층 평면도. (Handlin, David P., The
American Home : Architecture and Society, 1815∼1915, Boston,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pp.358∼359.)

64) 노버트 쉐나우어, 김연홍 옮김, 앞의 책, 2004, pp.358～362.

65) 사뮤엘 리드는 1912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Modern House P lans for Everybody를 통해 불

특정 다수를 위한 주택 평면을 고안하여 제시하였다. 그의 계획안이 지니는 특징은 250달러

(＄)부터 8,000달러까지의 비용을 상정하고 각각의 비용에 해당하는 주택 계획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는 주택의 확장과도 관련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일반 가정이 형성된 초기에는

250달러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주택을 짓지만 이후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250달러 규모의

주택에 건물을 덧붙여서 점차 규모를 확장해나갈 수 있는 일련의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66) Palliser, Palliser & Company.나 Sears, Roebuck and Company.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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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주택은 출판물인 카탈로그(catalogue)67)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고, 

소비자들은 우편을 통해 특정 주택 및 주택의 부재와 컴포넌트를 주문하였다. 이

와 같은 주택의 상품화에 대해 20세기 전반기의 전위적 건축가이자 오늘날 근대 

건축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나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응용하는 입장을 취했지만,68) 당대

의 전문가 집단이나 학계와 같이 건축담론의 생산을 주도했던 집단은 예술의 한 

분과로서의 건축에 해당하는 주택이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거부하였다.69) 그리

하여 당시 유통되던 카탈로그에 담겨있던 내용 중 중산층에게 새로운 삶의 양식을 

제안하고 이를 평면도, 투시도로 구현한 뒤 해당 내용을 줄글로 서술하는 부분들

은 강력하게 거부되었지만, 주택의 부재, 컴포넌트를 상품으로서 소개하는 부분은 

건축담론에 수용되었다.70) 

그리하여 주택의 부재 및 컴포넌트에 관한 정보는 카탈로그에 수록되어 건축

가, 건설업자, 학자와 같은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집을 사거나 짓고자 하는 일반

인에게까지 수용되었다. 이를 통해 대량으로 미리 생산된(prefabricated) 부재 및 

컴포넌트가 중산층을 통해 대량 소비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형성되었다.71)  

67) 카탈로그와 패턴 북(pattern book, plan book, advice book)은 보통 구분되어 설명된다. 카탈

로그는 미리 만들어진(prefabricated) 장식품, 구조체를 이루는 부재, 기계적 장치 등을 나열식

으로 수록하는 반면, 패턴 북은 전원주택의 투시도와 평면도가 이를 설명하는 줄글과 함께 수

록된 형태로서 문화적이고 건축적인 내용을 담으며 이는 일반 대중에게 비교적 권위 있는 자

료로 인식되었다. (Pai, Hyungmin., The portfolio and the diagram : architecture, discourse,

and modernity in America, Cambridge・Massachusetts, London・England: The MIT Press,
2002, pp.13∼25.) 이러한 구분은 19세기와는 달리 20세기 전반에 본격적으로 상품주택이 매매

되었던 시기의 자료들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우

편을 통한 주택 매매의 매개체로서 둘을 함께 모아 카탈로그라고 하였다.

68) 르 꼬르뷔제, 이관석 옮김, 『건축을 향하여』, 초판6쇄, 동녘, 2009, p.262. / Walter Gropius,

「주택공업」, 『바우하우스의 실험주택』, 과학기술출판사, 1995, pp.9∼20.

69) Pai, Hyungmin., ibid, The MIT Press, 2002, p.15.

70) Pai, Hyungmin., ibid, The MIT Press, 2002, p.15.

71) Pai, Hyungmin., ibid, The MIT Press, 2002,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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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左) 철 주조 방식으로 미리 생산된 기둥의 카탈로그 (Prefabricated

cast-iron columns from Buffalo Eagle Iron Works. (Catalougue of Architectural
Design, 1859.)) / (右) 배관공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물품에 대한 카탈로그

(Page from “Plumbers’ Specialties and Supplies” section in “Sweet’s” Indexed
Catalogue of Building Construction, 1906). (Pai, Hyungmin., ibid, The MIT Press,
2002, p.16, 24.에서 재인용)

그림 4 (左) Sears, Roebuck and Company sales catalogue (1910) / (右) Sears, Roebuck

and Company의 146번 상품에 대한 광고 (Christensen, Peter.,「Sears Catalogue

Homes. Sears, Roebuck and Company」, Home Delivery : Fabricating the Modern
Dwelling,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2008,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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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부재･컴포넌트･공간의�전문화�및� 표준화�논의
주택이 새롭게 발전해나갈 방향, 나아가 서구 근대건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

의를 정리하여 발표한 건축가로서 르 꼬르뷔제와 발터 그로피우스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생각은 독창적이라기보다 당대 건축가들과의 논의를 통한 집단창작의 결과

물이라고 할 수 있다.72) 그리고 이들 논의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의 

논의는 서구의 근대주택이 전근대주택이 가진 단점을 극복하게 된 원리를 설명하는

데, 이는 결론적으로 부재・컴포넌트・공간의 전문화 및 표준화로 정리할 수 있다. 

르 꼬르뷔제는 전근대의 조적조 구축방식으로부터 근대 이후 철근콘크리트 혹

은 철골조 구축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맞이하게 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

였다. 그리고 전근대 건축과 근대 건축의 특징을 단면과 평면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단면을 통해 살펴보면, 전근대의 조적조 건물은 기초를 깊고 길게 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로 대표되는 근대건축은 이에 비해 기초 

공사를 적게 하여 비용이 절감된다. 전근대 조적조 건축의 벽체는 하중을 지지하

는 구조체로서의 역할과 빛을 내부에 들이는 개구부를 지니는 외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반면, 근대 건축은 하중을 받는 역할은 구조체가 담당하고 개구

부를 갖는 역할은 외피가 담당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외피를 통하여 빛이 내부공

간에 들어오는 방법이 더 수월해지고, 외피를 대량생산하여 벽체를 만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1층에는 필로티를 두어 건물이 도시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락방과 박공지붕 대신 평평한 옥상정원을 두어 건물의 가용

(可用)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73) 이러한 변화는 복수(複數)의 역할을 담당했던 

벽체의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기둥과 외피로 분화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72) Boudon, Philippe., translated by Gerald Onn, Lived-in Architecture: Le Corbusier's Pessac

revisited, Cambridge: The MIT Press, 1972, pp.29～30.

73) 르 꼬르뷔제, 정진국 이관석 옮김, 『프레시지옹 : 건축과 도시계획의 현재 상태에 관한 상세

한 설명』, 파주: 동녘, 200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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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근대 주택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르 꼬르뷔제의 도안 (Le Corbusier, PRÉCISIONS
- SUR UN ÉTAT PRÉS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ME, ÉDITIONS
VINCENT, FRÉAL&C, 4, RUE DES BEAUX ARTS, PARIS, 1960, p.41, 45.)

평면의 측면에서는, 전근대 시기 조적조 건축의 경우 특정한 기능공간에 요구

되는 면적 혹은 공간의 크기에 관계없이 위층의 하중을 아래층이 온전하게 지지하

기 위해 위층과 아래층에 대체로 동일한 크기의 공간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각 

실별로 공간의 낭비나 부족이 있었던 반면, 근대 건축의 경우 하중을 받치는 역할

은 기둥이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각 기능공간별로 요구되는 면적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74) 즉, 특정 기능에 대해 공간 역시 전문화되어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로부터 자유로워진 벽체와 외피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다. 그리하여 기둥, 바닥 및 계단실 등으로 이루어진 기본 구조체가 

주어지면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구성하는 내부 벽체와 외피, 가구, 설비 등은 공장

을 통해 대량생산된 부재가 공급될 수 있다.75) 그리고 이는 ‘산업화시대의 집’이라

는 뜻의 돔-이노76) 시스템의 고안으로 이어진다.

74) 르 꼬르뷔제, 정진국 이관석 옮김, 앞의 책, 2004, pp.54∼61.

75) 르 꼬르뷔제, 정진국 이관석 옮김, 앞의 책, 2004, pp.111∼113.

76) dom-ino : domus(주택)와 industry(산업)를 합한 단어로서, 대량생산 가능한 표준화된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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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돔-이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대량생

산에 의한 주택 공급 구상안 (Le

Corbusier, 앞의 책, 1960, p.94.)

  
그림 7 돔-이노 시스템 (Christensen, Peter., 앞의

글, 2008, p.53,)

  

결국 르 꼬르뷔제에 의하면, 근대주택이 비용, 면적, 공간, 채광의 측면에서 전

근대주택에 비해 장점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전근대 조적조 건축에서 벽체가 지녔

던 다수의 역할 중 하중 지지는 기둥이, 빛을 도입하는 개구부는 외피가 전문적으

로 담당하게 되면서 특정 기능에 대해 내부 공간 역시 전문적으로 충실하게 대응

하게 된 것에서 비롯함을 알 수 있다. 표준화된 단위공간인 돔-이노를 이루는 기

둥, 외피, 내피와 같은 부재 그리고 가구와 같은 컴포넌트 역시 표준화를 통해 공

장에서 대량생산하면 저렴한 가격에 근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특정 기능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표준화된 단위공간은 다양한 조합을 통

해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데77), 이와 같은 내용을 페삭

(pessac)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르 꼬르뷔제의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다.78) 그는 이 

논의를 통해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단위공간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주택을 만들어

내는 방안을 구상했으며, 각 단위공간의 외피를 이루는 표준화된 컴포넌트로서 창

호를 상정하였다. 

서의 주택을 의미한다. (Christensen, Peter.,「MAISON DOM-INO」, Home Delivery:

Fabricating the Modern Dwelling,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2008, p.52.)

77) 표준화에 대한 언급 중 표준화된 공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실제 페삭 공동주택단지는

5m×5m 혹은 2.5m×5m의 표준화된 단위공간으로 구성되었다.

78) Boudon, Philippe., translated by Gerald Onn, ibid, 1972,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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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페삭 공동주택 계획과정에서의 표준화 원리 (Boudon, Philippe., ibid, pp.36～37, 1972.)

한편 근대주택의 변화에 대해 발터 그로피우스는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즉,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건축이 지니는 특

징을 표준화(standardization) 및 합리화(rationalization)로 정리하였다.79)

그로피우스는 표준화에 대한 논의에서, 기계에 의해 부재가 공장에서 대량생산

되는 것을 전제로 표준화된 부재가 건축에 사용될 것이며, 이는 개별 건물의 다양

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를 지닌 다양한 건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80) 그리고 그는 합리화에 대한 논의에서, 부재들이 세밀하게 

나뉘어 각각 공장에서 대량생산되고 현장에서 조립되는 방식인 프리패브리케이션

(prefabrication)이 앞으로 발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식에 더하여 

전근대의 건축물에 비해 가벼운 기초를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건설비용을 절약하

여 경제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81) 

두 건축가의 근대주택에 대한 선언적 논설의 내용은 결국 동일하다. 즉, 그로

피우스의 논의는 부재･컴포넌트･공간이 전문화된 상태를 전제하며, 이들이 표준화 

된 이후 공장에서 미리 대량생산되는 상황까지를 염두에 둔다. 

79) Gropius, Walter., translated by Shand, P. Morton., The New Architecture and the

Bauhaus, The MIT Press, 1965, pp.25～29.

80) Gropius, Walter., ibid, 1965, pp.30～38.

81) Gropius, Walter., ibid, 1965, pp.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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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부재･컴포넌트･공간의�전문화와�건설방식� � �
 

부재･컴포넌트･공간의 전문화와 표준화는 건설방식(construction method)과 밀

접한 연관이 있는데, 서구 근대 건축의 건설방식은 크게 열린계(open-end 

system)과 닫힌계(closed system)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82) 

열린계 건설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앞서 언급한 르 꼬르뷔제의 돔-이노 시

스템을 들 수 있다. 돔-이노 시스템은 기본 골조를 바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물

의 외관과 내부공간이 다양하다. 그러나 기본 골조이외의 부재들에 대해 일괄적으

로 규격을 정하여 표준화하는 것은 방대한 작업으로서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서구 근대 건축은 이후 기본 골조 이외에 건물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예를 들어 

창호, 가구 등이 표준화되어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나아가 특

정 기능 공간 단위를 하나의 단위로서 생산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기도 하였다.83)

그림 9 (左) 1930년에 열린 세 번째 CIAM회의에 전시되었던 수평 띠창 / (右) 긴즈부르그

(M.J.Ginsburg)의 부엌안. 합리화된 부엌이 하나의 가구처럼 계획되었다. (Teige, Karel.,

ibid, p.244, 254, 2002.)

82) Rowe, Peter G., Modernity and Housing, Cambridge: The MIT Press, 1993, pp.60～61.

83) Teige, Karel., translated by Eric Dluhosch, The M inimum Dwelling, Cambridge: The MIT

Press, 2002, pp.23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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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계 건설방식은 대체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시스템(precast concrete 

panel system)의 구현을 통해 이루어졌다. 새로운 건설 재료로서의 콘크리트에 주

목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선구자로서 영국의 죠지 고드

윈(George Godwin, 1815∼1888)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킨 최초의 사례로서 영국의 라셀레스

(W.H.Lascelles)가 1875년에 획득한 특허를 들 수 있다.84) 비슷한 시기인 19세기 후

반 미국에서는 콘크리트 블록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콘크리트에 대한 활용이 증

가하였는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시스템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건축

가 그로스베너 애터베리(Grosvenor Atterbury)의 중공(中空) 콘크리트 패널 시스

템(hollow concrete panel system)을 들 수 있다.85) 이 방식은 소요되는 콘크리트 

벽체들을 미리 공장에서 제조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때 

벽체들은 내피와 외피를 함께 가진 상태로 가공된다. 이러한 방식은 현장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변수에 의한 비용과 시간낭비를 절감할 수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양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바탕으로 생

산단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뉴욕에 아파트먼트를 저렴한 비용에 건설하여 서민

층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10 (左) 애터베리가 미국 뉴저지 슈언(sewaren)에 지은 표준화 주택 / (右) 애터베

리의 표준화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의 도면 (Pennoyer, Peter., Walker, Anne.,

ibid, 2009, p.177, 254.)

84) 홍성목, 「프리훼브(工業化) 住宅의 歷史」,『(株式會社)한성 10年史 : 프리훼브의 先驅者』, (株式

會社)한성, 1982, pp.25～38.

85) Pennoyer, Peter., Walker, Anne., The Architecture of Grosvenor Atterbury, New York,

London: 1st ed., W.W.Norton&Company Inc., 2009, pp.2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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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左) 콘크리트 패널 생산 현장 / (右) 콘크리트 패널로 시공한 뉴욕의 암스테르담 하우스

(Amsterdam Houses) (Pennoyer, Peter., Walker, Anne., ibid, 2009, p.256, 258,)

20세기 전반 이후 서구 근대 건축은 부재 표준화를 통한 대량생산화와 효율성 

제고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86) 미국의 경우 1950∼60년까지의 기간에 부재 표

준화와 관련된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민간 건설 업체의 건설 공정 합리화를 통한 

이윤 추구와 관련이 있다. 당시 민간 건설 업체들은 생산품 단위로 공정 라인을 

구성하는 제조업과 같이 건설 공정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건물의 설계 및 생산 계획 단계에서 부재가 독립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부재가 갖는 역할을 전문화 한 뒤 표준화하여 이를 대량생산한 뒤 부재를 거래

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87) 이는 결국 부재의 전문화 및 표준화를 

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1.4. 주택�대량생산�계획의�연계성

앞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19세기 말~20세기 초 서구 주택계획 논의 중 대량생

산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의 표와 같은 연관관계를 갖는다. 주택 대량생산을 위해 

성취되어야 할 가치는 결국 효율성88)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86) Rowe, Peter G., ibid, 1993, p.61.

87) Eichler, Ned., The Merchant Builders, The MIT Press, 1982, pp.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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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축부재 및 건축공간의 전문화가 선행되며, 전문화의 정도가 열린계 및 닫힌

계 건설방식에 영향을 준다. 전문화된 건축부재 및 건축공간은 표준화의 과정을 

거치며, 표준화된 부재와 컴포넌트는 대량생산된다. 그리고 표준화된 단위공간들은 

다양한 조합을 통해 주택을 구성한다.

효율성

건설방식
효율성 제고 과정

열린계

건설방식

(전문화

정도 높음)

닫힌계

건설방식

(전문화

정도 낮음)

범용(汎用)

부재

컴포넌트

공간의 전문화

특수용(特殊用)

주택공간

의 표준단

위공간화

주 택 부

재・컴포넌
트의 표준

화

표준단위

공간의 조

합

건 축 부

재・컴포
넌트의 대

량생산화

표 4 부재・컴포넌트・공간의 전문화 및 표준화와 건설방식의 관계

88) 르 꼬르뷔제가 사용한 용어로서 프랑스어로 taylorisation에 해당하며, 이는 영국의 경영학자

테일러(Frederick W. Taylor)가 주장한 ‘과학적 관리의 원칙(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테일러화(化)’를 의미한다. 후루카와 타츠오(古川達雄)가

르 꼬르뷔제의 저서 PRÉCISIONS를 1942년에 일본어로 번역한 책에서는 ‘テイラ-主義化’라

고 표현하고 있다.(ル․コルビュジエ, 古川達雄 譯 『闡明-建築及び都市計畫の現狀に就いて』,

二見書房, 昭和十七年(1942), p.62.) 본 연구는 정진국 이관석의 번역(르 꼬르뷔제, 정진국 이관

석 옮김, 『프레시지옹』, 초판2쇄, 동녘, 2007, p.53.)을 따라서 ‘효율성’이라고 칭한다. 이는 테

일러가 주장한 이론의 내용이 노동 과정에서 시간 및 노력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Taylor, Frederick Winslow., 박진우 옮김, 『과학적 관리의 원칙』, 박영

사, 서울, 1994. 참조), 이에 영향을 받은 르 꼬르뷔제의 논설 역시 근대건축이 전근대건축에

비해 비용과 면적 및 공간의 측면에서 낭비가 줄어들고 효율이 높아지는 변화를 수치적으로

설명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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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 집합주택계획과�공용화

2.2.1. 단위주호의�최소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서구 주택은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경

향을 보였는데, 여기에는 평면형과 실구성의 단순화, 외관의 단순화, 가사 노동에 

의한 결과물을 대량 생산하여 판매함에 따른 가사 노동 공간의 감소 등이 해당된

다. 그리고 이에 따라 주택은 이전 시기에 비해 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89)

평면형과 실구성의 단순화는 점차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했던 중산계층  

가정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상품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서 이행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중산계층이 담당할 수 있는 금액의 주택을 만들기 위해 평

면형은 사각형의 단순한 형태가 선호되었으며, 핵가족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반영

하고 계획 및 건설비용의 절감을 위해 실구성이 단순해져서, 예를 들면 식당

(dining)과 거실(living)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영역으로 계획되기도 하였다.90) 

그림 12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 패서디나(Pasadena) 보웬 코트(Bowen Court)지역의 방

갈로(Bungalow) 주택(1910). 이 지역에 유행했던 상품주택으로, 식당과 거실이 하나의

영역으로 계획되었다. (Hayden, Dolores., The Grand Domestic Revolution, 1st ed,
Cambridge․London: The MIT Press, 1982, p.241.)

89) King, Anthony D., The Bungalow : the production of a global cultur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4; New York, Oxford: Oxford Unversity Press, 1995, p.150. / Wright,

Gwendolyn., Moralism and The Model Hom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p.231〜253.

90) Wright, Gwendolyn., ibid, 1980, pp.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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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이 상업화되는 경향 역시 19세기 후반부터 보이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음식 조리 사업이 발달하였고, 기성복(旣成服)을 상점에서 팔기 시작하였으

며, 세탁소가 등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유치원 및 학교와 같은 공동시설이 생기고 

교육과정이 의무화되면서, 주택의 내부공간이 지니던 역할 중 가사 노동과 교육 

등의 기능이 주택 외부로 옮겨가게 되었다.91)

그림 13 (左) 음식을 만들어서 상품으로 팔았던 업체의 사례, London Distributing Kitchens (1902) /

(右) London Distributing Kitchens의 음식 용기(Meal Container) (1903) (Hayden, Dolores., ibid,

1982, pp.222〜223.)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최소한의 단위주호가 논의되었던 맥락은 크게 두 가지

로 볼 수 있다. 즉, 도시 주거 환경의 위생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서 논의되었고, 

주택의 저비용 대량생산을 위해 논의되었다.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중으로 인해 주택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의 질이 낮아짐

에 따라 도시의 위생 상태가 열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단위주호가 논의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894년 영국의 런던 건축법(London Building Act), 1901년 미국 뉴욕의 임대주택

법(Tenement House Law) 등으로 이어진다.92) 

도시 주택의 위생과 관련하여 런던 건축법이나 뉴욕의 임대주택법을 통해 규

91) King, Anthony D., ibid, 1995, p.150.

92) Rowe, Peter G., ibid, 1993,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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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자 했던 것은 단위주호의 채광조건, 환기조건, 설비의 설치조건이었다. 공동

주택의 경우 채광조건은 건축물의 구법 및 단위층 평면의 계획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한편 단위주호의 최소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은 환기조건 

및 설비시설이었다. 한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기의 용적을 산술적으로 산출

하여 단위주호의 규모 산정에 반영하였으며, 상하수도 및 난방 설비를 공용화하여 

경제성을 획득하면서도 청결한 주호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연구되었다.93)

다른 하나의 맥락으로는 낮은 비용으로 많은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최소한의 

단위주호를 논의했던 것을 들 수 있다. 1928년에 프랑스 노동성 장관의 이름을 따 

명명된 루셰르 법(Loucher`s Law)은 저비용 주택을 대량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획

을 위해 입법된 것이었다.94) 이는 앞서 언급한 주택 평면의 축소화, 간략화 및 외

관의 단순화와 가사노동이 외부로 이전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르 꼬르뷔제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능만을 주호 안에 계획하면 단위주호의 규모를 많이 줄일 

수 있음을 논의했고95), 이러한 최소규모 단위주호가 실제로 계획되어 건설된 사례

로 독일의 건축가 에른스트 마이(Ernst May)가 주도한 프랑크푸르트 집합주택을 

들 수 있다.96)

르 꼬르뷔제와 에른스트 마이 모두 최소규모 단위주호의 평면을 계획함에 있

어 인체 치수에 근거하여 계획하였다.97) 즉, 거주성의 확보와 대량생산에 적합한 

저비용의 최소규모주호는 동시에 추구된 목표였다. 그리고 인체 치수에 근거한 단

위주호 규모 산정 방식은 최소규모 단위주호가 보편성을 갖기를 의도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 중 인체 치수에 근거한 규모 선정 방식을 적용

했던 다수의 사례들의 1인당 할당 면적이 유사한 것으로부터 보편성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98)

한편 에른스트 마이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에 건설한 집합주택의 단위주호 

93) Plunz, Richard.,「Preface」, A history of housing in New York City: dwelling type and

social change in the American metropol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pp.32∼33.

94) 르 꼬르뷔제, 정진국 이관석 옮김, 앞의 책, 2007, p.113.

95) 르 꼬르뷔제, 정진국 이관석 옮김, 앞의 책, 2007, pp.106∼109.

96) Rowe, Peter G., ibid, 1993, p.57.

97) 르 꼬르뷔제, 정진국 이관석 옮김, 앞의 책, 2007, p.109. / Mumford, Eric., The CIAM

discourse on urbanism 1928～1960, Cambridge: The MIT Press, 2002, p.31.

98)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14개국의 집합주택 사례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할당면적이 12.5∼13.5

㎡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1945년 미국 공공 주거(public housing)의 1인당 할당 면적도 12.5∼

13.0㎡이었다. (Rowe, Peter G., ibid, 1993,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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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은 기실 알렉산더 클라인(Alexander Klein)이 개발한 표준평면도에 바탕을 둔  

것이었는데,99) 클라인의 단위주호 평면계획이 가졌던 특징은 동선의 합리화 혹은 

최소화를 통해 주호 내에서의 거주자의 이동을 최소화 한 것이다.100) 이와 같은 

합리화의 제안은 특히 가사 노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부엌에 집중되었는데, 이러

한 노력을 통해 현대 시스템 부엌의 근간이 된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부엌이 고안

되기도 하였다.101) 이러한 시도에 의해 단위주호 내 생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단위주호에서 벌어지는 거주자의 행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생활과학 분야의 하위 분과로서 가정학 그리고 

주거학의 발달을 촉진하기도 하였다.102) 

그림 14 르 꼬르뷔제가 설계한 신체 치수

에 근거한 최소한의 단위 주호, 1931.

(Rowe, Peter G., ibid, 1993, p.58.)

  그림 15 프랑크프르트 집합주택 표준 평면도 (Mohr,

Christoph,, 「The New Frankfurt-Housing

construction and the city 1925∼1930」, ERNST
MAY 1886-1970, Munich, London, New York,

PRESTEL, 2011, p.60.)

  

 

99) Tafuri, Manfredo., I. Dal Co, Francesco., ibid, 1976, pp.186∼187.

100)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초판3쇄, 열화당, 2009, pp.313∼315.

101) Debus-Steinberg, Astrid., 「현대 부엌 디자인의 효시, 프랑크푸르트 부엌」, 『유토피아, 이

상에서 현실로』, 금호미술관, 2009, p.110.

102) 西山夗三 編, 『住居學ノト - 新しい生活科學のために』, 1版4刷, 勁草書房刊, 1981, pp.6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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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도면 (Debus-Steinberg,

Astrid., 앞의 글, 2008, p.104.)

그림 17 알렉산더 클라인의 단위주호 계획안과 합리화된

동선 체계 (Rowe, Peter G., ibid, 1993, p.84.)

2.2.2. 기능공간의�공용화� � �

19세기부터 서구의 주택이 경험한 또 다른 변화를 꼽으라고 하면 기능공간의 

공용화를 언급할 수 있다. 이는 전근대 시기의 주택의 내부에 존재했던 기능공간

을 다수의 단위주호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으로 설정하는 계획경향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경향이 발생하게 된 상황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우선 

인권(人權) 신장에 따라 노동자 계층의 생활 안정을 통해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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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했던 정치가, 박애주의적 자본가 등에 의한 계획경향을 들 수 있다. 19세기 

영국의 자본가였던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의 이상도시(parallellogram)103) 계

획안이나, 19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생 시몽(Saint-Simon)의 논의104)를 배경으로 

‘위대한 조화’를 이룬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샤를르 푸리에(Charles Fourier)의 팔랑

스테르(phalanstry) 계획안105)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인권 신장에 

따라 하인을 집에 두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사 노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방안으로서 주목받게 된 것을 들 수 있다.106) 세 번째는 도시 환경이 고밀화 

됨에 따라 도시 집합주택 단위주호의 환경이 위생적으로 열악해진 정황을 들 수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채광 및 환기 성능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단위층 평면에 

중정 혹은 광정(光庭)을 공용화하고, 상하수도 및 난방 설비를 공용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법제화되어 공동주택 계획에 반영된다.  

한편 기능공간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주택에서 사는 것은 이것이 실행되지 않

은 주택에서 사는 것 보다 타인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증대되고 위생 환경이 개선

되는 등 새로운 삶의 양상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건축

가 및 도시계획가 등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

는 내용에 따라 공동체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구현, 여성의 인권 신장, 생활의 효율

성 제고, 가족 해체, 마르크스주의의 구현 그리고 주택 위생 환경의 개선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공동체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구현과 관련된 건축적 계획과 실천의 사례는 에

벤에저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

다. 전원도시의 운영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데, 우선 토지를 전원도시 주민의 협의

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각 주민은 토지를 임대하며 임대료를 협의체에 지급한다. 

그리고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임대 수입이 증가하고, 이 수익을 통해 공동의 편익

103) Hayden, Dolores., ibid, 1982, p.34.

104) 생 시몽은 산업화 시대에는 기술자(technocrat)와 노동자가 권력을 소유하고 구 권력계층을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Leonard Benevolo, 張成洙 尹惠楨 옮김, 『近代都市計劃의 起源과

유토피아』, 泰林文化社, 1996, p.94.) 한편 이들 중 기술자가 사회 구조의 상위 계층을 차지하

여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기술자가 편견 없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노

동과 부(富)를 분배하면 노동자 계층의 불만은 없어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생 시몽은 기

본적으로 노동자 계층은 공평한 부의 분배와 생활의 안정에 관심이 있을 뿐, 결정권을 직접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Fishman, Robert., ibid, 1982, p.196.)

105) Leonard Benevolo, 張成洙 尹惠楨 옮김, 앞의 책, 1996, pp.96∼107.

106) Pearson, Lynn F., The Architectural & Social H istory of Cooperative Living, Macmillan

Press, 1988,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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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시켜주는 학교, 용수(用水) 및 가스 공급 시설 등을 확충하여 삶을 풍요롭

게 한다는 계획이다.107) 

이와 같이 토지와 주요 시설을 공용화하여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향은 전

원도시에 계획되거나 지어진 공동주택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하워드의 전원

도시계획안의 구현을 위해 고용된 건축가 레이몬드 언윈(Raymond Unwin)은 사

각형의 안뜰이 있는 중정형 공동주택(quadrangle)을 계획하였는데, 이는 사각형 안

뜰에 접하는 세 개의 건물은 공동주택이고, 나머지 하나의 건물은 공용 식당과 휴

게실 및 탁아소로 이용되었다.108) 

그림 18 레이몬드 언윈이 계획한 공동체

주택 (cooperative quadrangle)

(Fishman, Robert., ibid, 1982, p.119.)

     
그림 19 레치워스 전원도시에 지어진 홈스가르

스 공동체 주택의 1층 평면도 (Pearson,

Lynn F., ibid, 1988, p.97.)

 

이와 같은 계획안이 구현된 사례로서 영국 레치워스 전원 도시(Letchworth 

Garden City)에 지어진 홈스가르스(Homesgarth) 공동주택이 있다. 랜더(H. 

Clapham Lander)는 32개의 단위주호가 모여서 공동주택을 이루는 것을 계획하였

다. 이중 실제로 8개의 단위주호가 모인 공동주택이 1910년에 건설되었다. 이후 

추가적인 투자금 모집을 통해 32개의 단위주호를 완비하려고 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홈스가르스 공동주택은 공용 부엌 및 식당이 있었으며, 단위주호는 가족 

107) Fishman, Robert., ibid, 1982, pp.40∼51.

108) Fishman, Robert., ibid, 1982,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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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되었다. 각 단위주호 내에는 침실(bedroom), 거실

(sitting room), 화장실(bath, water closet), 식료품 저장실(pantry)이 구비되어 있

었다.109)

한편 여성의 인권 신장과 관련하여 주로 여성운동가, 박애주의자 및 평등주의

자에 의해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초반에 걸쳐 영국 및 미국에서 벌어졌던 공

동체 협동 주택(cooperative housing, cooperative living) 운동은, 소외되었던 사회

적 계층인 여성, 노예, 하인 등에 대한 인권 신장의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는 하인을 두는 것이 어려워진 미국에서 보다 강하고 시기적

으로도 빠르게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되었던 미국의 대표적인 인물인 멜루시나 페

이 피어스(Melusina Fay Peirce)110)는 공유화(communalised) 혹은 사회화

(socialized)된 가사노동으로 인해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서 

예전에 비해 여성의 좀 더 높은 정도의 경제적인 자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더 나아가, 샬롯 퍼킨스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111)은 공동화 혹

은 사회화 된 가사노동은 인류의 발전 단계의 하나이며 이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

을 통해 촉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12)  

영국에서는 미국에 비해 운동의 성격이 보다 온건했고 실제로 실험적으로 지

어진 공동체 주택의 개수 역시 더 적었다. 이는 미국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이었던 

영국 사회의 문화적 상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 내에 하인을 두지 않게끔 

바뀌는 상황이 미국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었고, 하인을 두지 않게 되더라도 가사

노동을 모두 여성이 전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113) 

기능공간의 공용화가 가져오는 여권의 신장 및 여성의 경제활동에의 참가 가

능성 증대에 관한 논의는 이후 발터 그로피우스가 1929년의 제2차 CIAM회의에

서도 언급한바 있다. 그로피우스는 ‘점차적으로 기존의 가족 기능은 정부에서 담당

하게 된다.’114)라고 언급하면서, 한 가족이 단위주호에 거주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

109) Pearson, Lynn F., ibid, 1988, pp.94∼100.

110) Melusina Fay Peirce(1836∼1923)는 미국에서 가사노동을 공동화하여 해결하는 생활 방식

및 주택 형식의 모델을 제안한 주창자였다. ‘cooperative housekeeping'이라는 단어를 처음으

로 사용하여 『Atlantic Monthly』라는 잡지에 1868∼69년에 관련 글을 기고하였다.

111) Charlotte Perkins Gilman(1860∼1935)는 미국의 사회학자, 소설가, 시인, 사회개혁 주창자이

었다.

112) Pearson, Lynn F., ibid, 1988, pp.191~193.

113) Pearson, Lynn F., ibid, 1988,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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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며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다. 그는 대형 공동주택 건물에서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공간을 공용화하고 공동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여 

여성들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들도 산업화시대

의 노동자로서 남성과 같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생

각은 그의 고층 공동주택 계획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당시 

소비에트 구성주의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15) 

그림 20 발터 그로피우스가 1930년에 발표한 공동주택 계획안의 투시도 및 1층 평면도. 1층에는

상점 사무실 작업장 커뮤니티홀 식당 수영장 독서실 오락실이 계획되었다. (Teige, Karel., ibid,

2002, p.297.)

한편 르 꼬르뷔제는 생활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기능공간을 공용화하는 것

에 주목하였다. 그는 여객선 탑승 경험에 주목하였는데, 최소규모의 선실(船室)에

서 생활하지만 중앙 집중화된 방식의 각종 가사노동 서비스 및 공용화된 기능공간

을 통해 효율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여객선의 장점을 공동주택에도 적용

하고자 하였다.116) 이는 1922년에 발표한 현대 도시에 대한 계획안인 ‘300만을 

위한 현대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주거지 영역에 계획된 벌집형 상자모양의 

고층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각종 기능공간이 공용화되어 계획되었다. 여기서 고층 

공동주택은 단순히 대량생산을 통한 주택공급의 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개념

과 공동소유의 이념에 바탕을 둔 공동체주의를 반영한다.117) 즉, 각 단위주호는 

가족을 위해 계획된 공간이지만, 지상층에 마련된 공용화된 기능공간을 통해 일상

114)“…most of the former family functions are gradually being assumed by the state….”

(Mumford, Eric., ibid, 2002, pp.35〜38.)

115) Mumford, Eric., ibid, 2002, .p.37.

116) 르 꼬르뷔제, 정진국 이관석 옮김, 앞의 책, 2007, pp.106∼109.

117) 이 계획안에는 가족주의와, 부르주아 가족의 해체를 전제로 한 공동체주의(팔랑스테르 모델)

가 혼합되어있다. (이상헌, 앞의 논문, 2012.02,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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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은 자유롭게 시간을 영위할 수 있다. 

그는 1922년의 계획안에서 가족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혼합된 양상을 보여주었

다면, 1933년의 ‘빛나는 도시(Radiant City)’ 계획안을 통해서는 경제활동의 단위

로서의 가족의 해체를 보여준다. 기존의 가족 개념에서는 남자가 가정의 밖에서 

돈을 벌고 집에서 아내가 가사노동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이 하나의 경제

적 단위로 인식되었다면, 현대 도시에서의 주거는 여자도 가정 밖에서 일을 하는 

상황으로 상정하여 각종 가사노동은 사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하는

데,118) 이는 앞서 언급한 그로피우스의 논의와도 유사하다. 이외에도 그는 ‘빛나는 

도시’ 계획안에서 노동조합주의(syndicalism)의 구현을 위해 기술자가 중앙집권적 

권력을 소유하고 효율적으로 명령을 하달하는 체계를 구상하였는데,119) 이와 같이 

르 꼬르뷔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경향이 1922년의 계획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은 소비에트에서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120) 

그림 21 (左) 르 꼬르뷔제의 ‘300만을 위한 현대도시’ 계획안 중 ‘벌집형 상자 모양의 주거단지’. 한

구획(400mX200m)의 전체 평면도. 가장 윗 열 블록은 일광욕실이 있는 지붕층 평면도, 중간열

블록은 빌라층 평면도, 가장 아랫 열 블록은 내부 공원, 식료품 공장과 호텔 시설, 중량 교통이

이루어지는 내부 차도에 면한 지상층 평면도를 나타낸다. 지상층 평면은 냉장고, 상점, 물품보

관소, 부엌, 레스토랑, 세탁소, 가사 서비스, 관리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이중 지상층이

다. / (右) ‘벌집형 상자 모양의 주거단지’의 한 주거 단위의 투시도 (르 꼬르뷔제, 정성현 옮김,

『도시계획』, 초판 2쇄, 동녘, 2007, p.228, 231.)

118) Fishman, Robert., ibid, 1982, p.232.

119) Fishman, Robert., ibid, 1982, p.111. / 이상헌, 앞의 논문, 2012.02, p.69.

120) 이상헌, 앞의 논문, 2012.02, p.69. / ‘삼백만인을 위한 현대도시’ 계획안에서는 도시의 중심에

해당하는 중앙역 주위로 마천루(sky-scraper)가 바로 인접하여 배치되었다면, ‘빛나는 도시’ 계

획안에서는 도시의 중심에 마천루보다 공공건물을 더욱 가까이 붙여서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카렐 타이게는 르 꼬르뷔제가 소비에트에서 건축가 및 도시계

획자들과 협업했던 경험이 반영되어 나타난 차이점이라고 본다. (Teige, Karel., ibid, 2002,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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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터 그로피우스와 르 꼬르뷔제의 논의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는 

소비에트의 공동주택에서의 기능공간의 공용화 경향은 마르크스(Karl Marx)가 

1919년에 경제활동 단위로서의 가족은 해체되고 공동체가 새로운 경제활동 단위

가 되는 것으로 인류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서부터 비롯한다. 이러

한 내용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소비에트에서는 1921년부터 기존의 건물을 개조

하여 865개의 공유주택(dom-komuna, communal house)이 모스크바에 설치되었

다.121) 

그림 22 (左) 모스크바에 있었던 공유주택의 평면도 사례. 가운

데 속복도를 두고 양 옆으로 실들이 배치된다. 단위 구획

(bay) 내에 두 개의 실과 부엌 및 화장실이 있다. 각 실에는

개인 혹은 가족 단위가 거주하며, 부엌 및 화장실은 공유된

다. / (右) 모스크바에 있었던 공유주택 건물의 사례,

Mosgubzhilsoyuz. (Teige, Karel., ibid, pp.352〜353, 2002.)

당시 이와 같은 공유주택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이 높았다. 그래서 주택과 관련

된 중앙정부기구(stroikom)가 주최한 공유주택에 대한 설계 경기의 결과물들을 바

탕으로, 긴즈부르그(Moisei Ginzburg)는 옥상정원･탁아소･식당 등을 공용공간으로 

사용하고 단위주호에는 가족이 거주하며 각 단위주호를 연결하는 거대한 복도가 

있어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촉진하는 공동주택을 계획 및 건설하였다. 이러한 

공동주택에 대해 이전의 모스크바의 공유주택 사례들에 비해 마르크스주의 구현의 

측면에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긴즈부르그는 새로운 시대의 

공유주택은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지시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하였다.122)    

121) Mumford, Eric., ibid, p.3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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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左) 나르콤핀 공동주택(Narkomfin housing complex)의 2층(first floor) 평면

도 / (右) 동일 건물 3층의 복도.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유도하도록 계획된 복

도이다. (Kopp, Anatole.,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Sheila de Vallée,

Constructivist Architecture in the USSR, London: Academy Edi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5, p.72, 75.)

 

한편 마르크스주의자의 공용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체코의 저명

한 언론인이자 예술가였던 카렐 타이게(Karel Teige)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그의 저서 『Minimum Dwelling』123)을 통해 주택에 대한 그의 사적(史的) 

인식을 논하는데, 처음 주택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의 공간 안에 모든 기능이 혼합

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 내부의 공간이 기능별로 분화되어 나갔다고 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택 안에 다양한 기능공간을 두게 되었지만, 사실 20

세기 전반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삶의 방식은 주택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고 

대개 저녁시간 이후에만 주택에 머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공간이 주

택 내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생활을 하는 

공간 이외의 기능공간은 공용화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리하여 주택이 발생할 당시 기능이 미분화된 

상황과 현재에는 기능이 분화된 상황, 양단의 단점과 장점을 모두 수용하여 만들

어진 새로운 안인 기능공간이 공용화된 공동주택은 주택의 변증법적 발전의 결과

물이라고 주장한다.124) 물론 이러한 논의는 계급 간 투쟁에서 승리한 프롤레타리

아트 계층이 사회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 노동 및 재화 분배를 맡으며, 경제 활

동 단위로서의 가족 단위는 해체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다.

122) Mumford, Eric., ibid, 2002, pp.37〜38.

123) Teige, Karel., ibid, 2002.

124) Teige, Karel., ibid, 2002,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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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주택의 변증법적 발전에 관한 카렐 타이게의 인식 (Teige, Karel., ibid, 2002, p.15, 17, 58.)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택에 이입한 카렐 타이게의 논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논리적인 비약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가 CIAM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발언권을 지녔었던 것으로 보아,125) 당시 서구 주택계획논의의 형성에 주요한 부

분을 담당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 채광과 환기를 위해 공용공간이 설정되기도 하였

다. 다음 그림은 뉴욕시 공동주택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데, 19세기 후반에 공동

주택을 건설할 때 세장형 필지에 높은 건폐율로 건물을 연달아 지으면서 채광 및 

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열악한 위생 환경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우선 환기가 가능하도록 단위층 평면에 공기 순환 통로(air shaft)를 

만들고, 더 나아가 광정 혹은 중정을 두어 더 많은 양의 공기가 순환되고 채광이 

가능하도록 평면도를 변화시켜왔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뉴욕시는 1901년의 

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건폐율 조건에 제한을 두게 된다. 

125) Mumford, Eric., ibid, 2002, pp.53〜57, 87∼88.



- 45 -

그림 25 뉴욕시 임대주택(tenement)의 변화과정. Railroad flat으로부터 dumbell형 평면으로

변화한 뒤 안뜰(court)를 가진 평면으로 변화하였다. 환기를 위한 통풍공간(air shaft)를

갖춘 dumbell형 평면으로부터, 환기 및 채광이 가능하도록 안뜰을 갖추게 된 평면으로

의 변화를 알 수 있다. (Plunz, Richard., ibid, 1990, p.49.)

그림 26 1901년의 뉴욕시 임대주택법에 의해 허용된 필지 내 공지

의 양상 (Plunz, Richard., ibid, 1990, p.48)

한편 채광 및 환기를 위한 공용공간 이외에도, 특정 기능공간을 공용화하여 공

동주택의 내부에 둔 사례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뉴욕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로 노동자 계층이 함께 거주했던 공동주택의 경우 탁아소와 같

은 시설을 건물 내부에 설계하여 육아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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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William Schickel and Company가 1886년에

뉴욕에 건설한 자선(philantropic) 공동주택. 채광

및 환기를 위한 공용공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화장실(w.c.) 설비와 유치원 시설을 공용공간으

로 두었다. (Plunz, Richard., ibid, 1990, p.97.)

뉴욕의 공동주택의 단위층 평면의 가운데에 큰 규모의 중정을 두는 계획안은 

어네스트 프래그(Ernest Flagg)의 1896년 공동주택 계획 경기에서의 당선 안에서

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이후 뉴욕 공동주택의 주요한 단위층 평면 계획 방

식으로 자리 잡으며, 이는 다코타 공동주택(Dakota Apartment) 등에서 현실화 된

다. 한편 이와 같이 공용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채광과 환기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하고 특정한 기능공간을 공용화 하는 방식은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재개발하는 사

업에서도 주요한 주택계획 방식으로 자리 잡는다. 

그림 28 (左) Henry Hardenbergh가 뉴욕에 설계한

Dakota Apartment 평면도. / (右) Sibley and

Fetherston의 뉴욕 공동주택 재건사업 계획안 1등 당

선안. (Plunz, Richard., ibid, 1990, p.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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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단지계획과�공용화� �

19세기 말~20세기 초 서구 주택계획 논의와 관련하여, 단위주거지(단지)가 도

시에 다수 존재하여 도시 전체의 부분을 이루면서 마치 세포처럼 작동하게 하는 

계획은 서구 근대 도시 계획사 전반에 걸쳐 파악되는 경향이다.126) 이와 같은 경

향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에벤에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에서부터 인 

것으로 보인다.127)

하워드의 전원도시론 구상은 크게 보아 세 개의 층위로 파악해볼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전원도시를 이루는 단위주거지, 이것이 모여서 이루는 전원도시와 전

원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그리고 전원도시가 모여서 이루는 다핵화 된 도시의 연

합이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이는 단위주거지는 두 개의 대로와 철로가 주변을 두

른다. 이 단위주거지는 5,000명을 수용하는 규모이며 중앙공원(central park), 수정

궁(crystal palace), 대가로(grand avenue)는 주민의 공적 활동을 위한 장소로서 일

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고, 그 사이가 주거지로 채워지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대

가로 내에 학교가 배치되어 단위주거지의 중심에 위치하며, 수정궁은 유리로 덮힌 

아케이드(arcade)로서 시장, 쇼핑, 유통, 소비, 분배의 기능을 담는다.128)

단위주거지의 공용공간과 관련하여, 주민 간의 결속(cohesive force)을 위해 하

워드가 고안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가(leisure)’를 

위한 공용공간이다. 이를 위해 그는 중앙공원과 수정궁의 계획을 언급하였는데, 중

앙공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주

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수정궁에 대해서는 ‘재화를 신중하게 고르

는 재미를 누릴 수 있는 쇼핑이 행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126) ‘하워드의 개별적인 모든 아이디어는 사실 이전에, 그것도 흔히 여러 차례에 걸쳐 볼 수 있

었던 것이었다. (중략) More, Saint-Simon, Fourier 등은 지역복합체 내 한 구성요소로서의 도

시를 제안했다.’ (피터 홀 지음, 임창호·안건혁 옮김, 『내일의 도시 : 20세기 도시계획지성

사』, 한울, 2005, p.129.)

127) 서구 도시계획의 역사상 클라렌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의 계획적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것

은 에버네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이다. (이진원, 「크래런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 분석-미국

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2권5호, 1996.05.)

128) 한편 전원도시의 주변은 농업 녹지로 한정하여 도시의 확장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도시 근

교에 농업과 목축 산업이 존재하여, 주민들은 고밀도의 시가지에서도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

다. 이렇게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경우, 인구가 증가하였을 때는 추가적으로 전원도시들을 일

정 간격을 두고 건설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여러 개의 중심을 지닌 전원도시들이 철로로

연계되어 네트워크를 이루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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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는 두 번째로서 ‘시민정신(civic spirit)’을 위한 공용공간을 언급하였는데, 시

민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시청, 도서관, 박물관, 콘서트 홀, 강의실, 병원과 같은 큰 

규모의 공동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 건물들은 문화, 

박애주의, 건강 그리고 상호 협동과 같은 공동체의 가치를 표방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시설 중 하워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시설

은 학교였다. 하워드는 단위주거지 내에 가장 먼저 건설되어야 할 공동시설로서 

학교를 언급하였는데, 학교는 도서관과 회관(meeting hall)뿐 아니라 심지어 종교 

시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29)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학교는 대

가로에서 중심에 위치하도록 계획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9 전원도시론의 단위주구 구상도. 점선은 필자 작성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서양도시계획사』, 보성각, 2004, p.274.)

하워드의 논의에서 공용공간과 공동시설에 대한 논의가 주민 간의 결속을 위

한 방안이었다면, 클라렌스 페리의 근린주구론에서의 공용공간과 공동시설에 대한 

논의는 이보다 실제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는 뉴욕을 기반으로 도시에서의 생활에 

대해 오랜 시간 관찰한 뒤, 미혼 독신 가구이거나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노인 구

129) Fishman, Robert., ibid, 1982,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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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구가 아닌 아이들을 키우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경우 도시에서의 

삶은 언제나 주택과 가까운 주변 환경으로부터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만 하

는 상황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20세기 초반 뉴욕의 주택 주변 환경은 이 같은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한편 그는 자

동차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도시 내 주거지가 자동차 전용도로들로 인해 구획된 

단위로 결정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각 단위주거

지 내에는 반드시 학교, 작은 공원과 운동장 등의 공용공간, 상점이 잘 갖춰져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생활이 온전하게 영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30) 이 중 

특히 학교에 대해서는 페리 역시 특별하게 언급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 국기가 게

양된 공립학교는 뚜렷한 정부의 건물로서 모든 지역 공동체에 배치되어야 하며 이

는 근린주구 단위의 국회의사당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며 위엄 있는 자

리에 위치해야 한다고 논한다.131)

그리고 더 나아가, 페리는 근린주구 계획을 통해 주민 간의 교류가 원활하게 

일어나서 주민 간에 결속을 다질 수 있게 하여 서로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

는 공동체 생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페리는 특정 기능을 수

행하는 시설의 공용화(sharing facilities), 즉 공동시설의 건립을 통해 공동체적 삶

의 방식(communal life)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한다.132)   

한편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이 물리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를 건립할 

수 있는 재정 마련 방안, 공동체 조직 방안 등 다방면에 대한 의견을 집약했다면, 

클라렌스 페리의 근린주구론은 물리적인 측면의 계획에 집중한다. 이는 하워드의 

경우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다방면의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진력

했다면, 페리는 뉴욕시의 주거 환경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 물리적 계획을 통한 것임을 인식한데서 비롯한다.133)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공용공간과 공동시설의 역할

에 대한 강조, 특히 학교에 대한 강조를 보면 둘 사이의 유사점을 파악할 수 있

130) Perry, Clarence Arthur., The Neighborhood Unit from the Regional Survey of New York

and Its Envirions, Volume Ⅶ, Neighborhood and Community P lanning, first published in

1929, reprinted in 1998, Routledge/Thomas Press, 1998, pp.25～33.

131) Perry, Clarence Arthur., ibid, 1998, p.19.

132) Harrison, Shelby M., 「Introduction」, The Neighborhood Unit from the Regional Survey

of New York and Its Envirions, Volume Ⅶ, Neighborhood and Community P lanning, first

published in 1929, reprinted in 1998, Routledge/Thomas Press, 1998, pp.22～24.

133) Harrison, Shelby M., ibid, 1998,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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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근린주구에 대한 개념은 페리가 근린주구이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

기 전에도134) 이미 당대의 계획가들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35) 

그림 30 Neighborhood Unit Principle (Perry, Clarence Arthur.,

ibid, 1929, p.88.)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린주구란 어린이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

지 않고 걸어서 통학 할 수 있는 단지규모에서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주민간의 

사회적 교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 페리는 주거지개

발에 적용할 물리적 기본단위를 제안하는데, 하나의 근린주구가 1)초등학교, 2)작

은 공원과 운동장, 3)작은 가게, 4)보행자들이 공공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

도록 조정된 건물배치와 도로체계 등 네 가지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4) 페리는 1923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사회학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에서 근

린주구론을 발표하였다. 이후 러셀재단의 뉴욕 지역계획을 위한 회의에서 1923년에 발표된 이

론을 보다 상세하게 발전시킨 연구서를 통해 오늘날 알려져 있는 근린주구론을 발표하였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앞의 책, 2004, pp.388∼390.)

13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앞의 책, 2004, 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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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여섯 가지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1)주거 단위는 하나

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에 대응하는 규모를 가져야 하고, 그 규모는 인구

밀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2)주거 단위는 주거지 안으로 지나는 통과교통이 내

부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되어야 하며, 네 면 모두 충분한 폭의 간선도로로 둘러싸

여야 한다. 3)각각의 근린주구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계획된 소공원 및 레크레이션 

공간을 전체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되게 갖춘다. 4)하나의 근린주구에서 제공되는 

학교와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적절하게 통합적으로 배치한다. 5)근린주구 안

에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적당한 상업시설을 1~2개소 이상 설치하되, 인

접 근린주구와 면해 있는 주구외곽의 교통결절부에 배치한다. 6)마지막으로, 하나

의 근린주구는 자체적인 가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활한 순환체계 속에

서 통과교통을 배체할 수 있는 일체적인 가로망으로 계획한다.136) 

전원도시론 근린주구론

주

민

결

속

차

원

여

가

중앙공원
높은 접근성

충분한 휴식 제공 생

활

영

위

차

원

공원 -

수정궁 쇼핑의 재미 상점 -

시

민

정

신

공동시설

공동체의 가치 표방

학교가 가장 중요

 - 가장 먼저 건설되어야 함

 - 도서관, 회관, 종교 시설

역할

공동시설

학교가 특히 중요

 - 지역 공동체를 향한

중앙 정부의 위엄

상징

표 5 하워드의 전원도시론과 페리의 근린주구론의 비교

한편 단위주거지의 중심시설의 역할에 따라 도시 내에서 담당하는 주거지의 

영역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이른바 단계구성론은 한국에서는 1977년 반

월 공업도시의 계획에서부터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137) 단계구성론은 독일의 고

트프리트 페더(Gottfried Feder)가 1932년에 발표하였고 이것을 일본에서 수용하

였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1941년에 1월에 일본에서 건축잡지를 통해 발표된 소논

문인 ‘서민주택의 기술적 연구’에서 단계구성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138) 그리

하여 단계구성론은 독일로부터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에 이입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136) Perry, Clarence Arthur., ibid, 1998, p.34.

137) 강부성·강인호·박광재·박인석·박철수·백혜선·이규인,『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1판2쇄,

기문당, 2001, p.136.

138) 西山夗三,『地域空間論』,6刷, 剄草書房, 1978 (1刷 1968),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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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39)

그런데 페더의 단계구성론의 내용 및 성격과 이를 수용한 당시 일본의 입장 

그리고 이를 일본 열도를 비롯한 식민지 지역에 적용하고자 했던 일본인들의 논의

에 대해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면밀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페더의 단계구성론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5.1.에서 일본의 관련 전문가들이 단계구성론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언급한다. 

고트프리트 페더는 독일 나치당(Nazi party)의 주요 관료 중의 한 명으로, 본

래 토목학을 전공한 뒤 이후 경제학을 공부하여 히틀러의 주요 경제 정책을 입안

한 인물이다. 그가 국토 계획의 일환으로 작성한 저서 『새로운 도시(Die Neue 

Stadt)』140)에는 독일의 특수한 집합 주택 계획인 지들룽(siedlung) 건설을 통한 

독일 국토 계획이 언급되어있다. 

페더에 의해 제창된 이른바 지들룽 계획의 내용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들룽이라고 하는 단위주거지 자체의 계획 방법에 관한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지들룽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국토 전체를 이루

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화로 인해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토를 버리고 삶의 기반을 상실한 

뒤 도시에 떠도는 부랑민이 속출하는 상황과, 도시로 각종 시설이 집중되면서 발

생하는 위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나치당은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억

제하고 국토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기치로 내걸게 된다.141) 

도시가 아닌 비도시 지역에서 삶의 기반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일 

나치당이 계획 및 공급한 지들룽의 특징은 각 단위주호 별로 농경이 가능한 경작

지를 함께 공급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지들룽은 중심시설의 성격에 따라 

일생활권(日生活圈), 주(週)생활권, 월(月)생활권으로 규모가 나뉘게 되어, 도로 혹

은 철도를 중심으로 일정한 단계적 영역권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단

계구성론은 기실 독일 나치당이 주장한 독일 민족 사회의 구성 원리와도 합치되는 

것인데, 독일 나치당은 독일 민족이 일정한 작은 규모의 집단을 이루어 이들이 마

치 세포처럼 기능하고, 이들이 모여서 더 큰 집단에 소속되는 유기적 혹은 단계적 

139) 강부성·강인호·박광재·박인석·박철수·백헤선·이규인, 앞의 책, 2001, p.136.

140) Feder, Gottfried., Die Neue Stadt, Berlin: Julius Springer, 1939.

141) Lane, Barbara Miller., Architecture and politics in Germany, 1918-1945, Cambridge,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p.2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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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지녀서 그들의 민족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2)

 
그림 31 지들룽의 단계 구성에 관한 도식

(Feder, Gottfried., ibid, 1939, p.28.)

 
그림 32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의 등 간격 배치를

통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 계획 논의 (Feder,

Gottfried., ibid, 1939, p.22.)

그림 33 지들룽의 사례 (Feder,

Gottfried., ibid, 1939, p.28.)

 
그림 34 일생활권, 주생활권, 월생활권 계획이 적용된

인구 2만의 도시(지들룽) 계획안 (Feder, Gottfried.,

ibid, 1939, p.461.)

 

 

이미 상당히 산업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 농업 기반의 소도시를 육성한다

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대안이었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지들룽 계획이 독일 나치 정권 하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및 실행된 것에는 두 가지 

142) 전국을 41개의 대지구(大地區, Gau), 822개의 중지구(中地區, Kreise), 27,989개의 소지구(小

地區, Ortsgruppe)로 나누고, 소지구를 더욱 세분화 하여 92,696개의 젤레(Zelle), 481,875개의

블록(Block)으로 나누었다.(숫자는 1939년 9월 1일 당시의 자료이다.) 각 블록을 통해 여기에

소속된 주민들이 통제 및 동원되었다. (田邊平學, 앞의 책, 1942, pp.56∼57.) / Feder,

Gottfried., ibid, 1939, pp.52～57.)



- 54 -

이유가 있다. 하나는 고트프리트 페더의 실각 이후 페더의 후임자로 임명되었던 

루도비치(J.W.Ludowici) 역시 농민과 노동자로 이루어진 자율적 경제권을 국토의 

전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지녔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전 국토의 균형적

인 발전을 통해 인구를 분산시키는 방침은 실질적으로 방공(防空)대책으로서의 의

미를 지녔기 때문이다.143)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열린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공군을 가질 수 없게 된 독일은 비행기의 발달로 인해 전선(戰線)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도시와 주거지 등도 폭격을 맞을 수 있게 되면서 서구 국가들 중 방공 체

제의 확립에 가장 열을 올렸다.144)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관학자들이 서구를 

시찰하던 중 독일의 건축 및 도시계획에 특별히 집중하게 된 것은 독일의 인구 분

산을 통한 방공 체제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145) 독일의 이와 같은 

국토계획과 단계구성론은 이후 일본 도시계획 분야의 대표적 실무진이었던 이시카

와 히데아키(石川榮耀) 및 주택계획 분야의 대표적 실무진이었던 니시야마 우조

(西山夗三) 등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146)

2.2.4. 공용화의�다층적�양상

 

앞서 살펴본 논의를 정리해보면, 도시 집합주택 계획의 단위주호, 공용화된 기

능공간, 단지의 공용공간과 공동시설은 다음의 그림과 같은 관계를 갖는데, 이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나타낸다. 단위주호의 규모가 작아져서 수

용하는 기능이 적어질수록, 단위주호 주변의 공용공간에 더 많은 기능이 수용되어

야 한다. 그리고 도시 생활에 대한 클라렌스 페리의 문제의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더 넓은 공간적 범위인 단위주거지의 차원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과 공동시설이 충분하게 주어져야 생활을 온전하게 영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민 간의 교류를 증진시켜 공동체적 삶이 영위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

게 된다. 

143) 中島直人, 西成典久, 初田香成, 佐野浩祥, 津々見崇, 앞의 책, 2009, p.159.

144) 田邊平學, 앞의 책, 1942, pp.62∼65.

145) 中島直人, 西成典久, 初田香成, 佐野浩祥, 津々見崇, 앞의 책, 2009, pp.157∼177.

146) 히가사 다다시(日笠端), 한정섭 譯, 『도시계획』, 야정문화사, 1982,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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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주거지

(공용공간과

공동시설)

공용화된

기능공간
단위주호

그림 35 단위주호, 공용화된 기능공간, 단위주거지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상호보완적 관계

2.3. 소결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근대국가 체제의 정립에 성공한 사회에서

는 공장이 입지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이에 따라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며 주

택이 부족하게 된 문제 상황을 예외 없이 맞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유

럽 및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열강 국가들이 그러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

에 해당되었다. 한반도에서의 조선 역시 18세기 이후 자체적인 도시화의 경향이 

존재했지만, 20세기 초반 일본에 의해 강제합병 되면서 이후 일본의 건축 및 도시

계획 정책을 적용받게 된다. 근대화 과정에서의 일본의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건축 및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은 정황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역시 이러한 건축 

및 도시 계획적 논의와 기법을 서구의 논의로부터 수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영국과 프랑스 등의 서구 사회에서 일부 재력가나 박애주의자에 의해 

시도된 밀집된 도시환경에서의 새로운 주택에 대한 시도는 이후 지역 및 중앙 정

부 차원의 대응으로 격상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서구 사회에서 도시에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대안은 중앙 및 지방 정부 혹은 이들과 연계된 단체의 



- 56 -

대안, 즉 관주도의 대안이 계획 및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에서 논의된 도시환경에서의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은 매우 다양하게 논

의되었지만, 이들의 내용을 면밀하게 정리해보면 결국 대량생산 및 공용화의 방안

을 논의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량생산은 산업혁명기 영국의 프레데릭 테

일러의 과학적 경영원리 논의와 같은 제조업의 작업효율성 제고방법을 건축물 생

산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수작업에 의한 건축물 생산방식으

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건축물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가 부재, 컴포넌트 및 공간 단

위로 전문화되고 이들이 각각의 단독 공정을 지녀서 공장에서 대량생산될 수 있도

록 논의 및 실행되었다. 그리고 부재, 컴포넌트, 공간이 전문화되는 정도에 따라 

건물을 만드는 건설방식의 성격이 규정되는데, 전문화되는 정도가 높아서 각각의 

요소가 범용(汎用)으로 결합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는 경우 이를 열린계 건설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각각의 요소가 특정한 유형의 건물이나 특정한 형태에

만 적용 가능할 경우 이를 닫힌계 건설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환경에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적 조절기제는 공용

화였다. 공용화는 다층위의 공간적 스케일에서 논의되었는데, 우선 논의되어야 하

는 것은 단위주호의 최소화 방안이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비합리적으

로 지나치게 크거나 낭비되었던 공간을 줄이기 위해 인체 치수에 근거한 단위주호 

계획 방법이 논의되었고, 호흡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단위주호

의 용적에 관한 주제 역시 위생 혹은 보건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이렇게 단위주호를 최소화 하고 나면, 생활 영위의 측면에서 필요한 기능공간

을 공용화하여 공용공간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구상하게 된다. 이는 특히 철근콘크

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등 새로운 구법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중층 

및 대규모의 주택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공동주택에는 최소화된 단위주

호와 함께 각 단위층 혹은 각 건물 내에 공용화된 기능공간을 계획할 수 있는 정

황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공동주택의 기능공간의 공용화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우선 예를 들어 단위층에 채광 및 환

기를 위한 중정을 두는 것은 위생 및 보건의 측면에서 그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삶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이전까지는 단위주호 내에 존재

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었던 기능공간, 예를 들면 부엌 혹은 식당을 공용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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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핵가족에 기반을 둔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 및 영국 등의 서구 사회에서 인권 신장 및 평등사상의 보급에 따라 집

안에 하인을 두기 어려워지면서, 부엌 및 식당 등 가사노동이 중점적으로 일어나

는 공간을 공용화하여 여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가사노동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장한 페미니스트들의 사례가 있

었다. 혹은 이는 미국의 경우 특정 종교 단체가 교리 구현을 위해 이러한 공동주

택을 짓기도 하였다. 한편 르 꼬르뷔제는 최소규모의 선실이 주어졌지만 부엌 및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능공간이 공용화된 여객선에서의 생활을 공동주택

에 비유하면서 생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공간의 공용화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의 서구 아방가르드 건축가들이 공동주택의 기능공간 공용

화를 통해 주목했던 것은 개인은 개실(個室)에 수용되고 부엌 등의 기타 공간은 

모두 공용화하여 결과적으로 경제활동 단위로서의 가족을 해체되는 기획이었다. 

르 꼬르뷔제와 발터 그로피우스 역시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했지만, 이 논의에 천

착했던 주요 인물로서 카렐 타이게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이를 주택의 일종의 역

사적 변증법에 의한 발전으로 언급하면서 주택의 발달이 최종으로 도달하게 될 단

계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제활동 단위로서의 가족의 해체는 마르크스의 논

의의 내용이었고, 소비에트에서는 실제로 이를 구현했는데 이에 대한 거주자의 반

발이 심하였다. 그리하여 소비에트 공동주택에서는 단위주호에는 가족단위가 거주

하되 커다란 복도를 건물 내에 두어 공동체적 삶의 양상을 촉진하는 등의 비교적 

온건한 건축적 방안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도시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은 공동주택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규모의 공용

공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단위주거지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거주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정 단위 주거지를 계

획하고 각 시설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논의의 연원은 에벤에저 하워드의 전

원도시론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특정 주거지역 내의 공동체적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하워드는 세 종류의 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들 중 가장 중

요하게 여긴 것은 학교였다. 학교는 교육시설이자 집회시설 등의 역할 뿐 아니라 

서구 중세의 교회가 했던 역할에 비유되었다. 이외에 수정궁으로 대표되는 상점은 

쇼핑의 즐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설로서 중요시 되었고, 공원은 휴

식의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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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클라렌스 페리는 1920년대 뉴욕에서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신 가구

가 아니라 부양해야할 구성원이 있는 핵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도시의 단위주거지 

내에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이 구비되어있지 않은 점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

다. 페리 역시 상점, 학교, 공원의 세 가지 시설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는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것으로 언급한 것은 학교였다. 학교는 해당 지역의 

통학 인원 공급이 가능한 정도의 인구가 적정 인구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

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각 지역 단위에 미칠 수 있도

록 하는 상징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여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외에도 상

점과 공원은 단위주거지 내에 충분하게 존재하여, 생활 영위 및 휴식을 위한 지원 

시설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클라렌스 페리의 근린주구론으로 대표되는 단위 주거지 계획 논의는 이후 다

양한 발전적 변화의 양상을 보였는데, 근대 이후 한국 주거지 계획과 관련하여 중

요하게 언급해야 하는 것은 이른바 단계구성론이다. 단계구성론은 페리의 근린주

구 단위 논의에서 더 나아가, 단위주거지가 다층위의 공간적 규모를 지니는 구성

요소로서 부분과 전체를 이루는 관계에 대한 이론이다. 일본건축학회가 연구하여 

1941년에 발표한 ‘서민주택의 기술적 연구’에서 단계구성론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단계구성론은 소위 ‘지드룽’ 건설로 대표되는 1930년대 독일 나치당의  

주택정책에 의한 집합주택 계획을 모방한 것이다. 

대도시 밀집에 의한 폐해를 해결하고 농촌 지역의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적

인 개발을 목표로 한 나치당의 계획은, 국민 전체가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의 공

동체에 소속되어 유기적인 구성을 이룸으로써 국가의 총동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나치당의 통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는 나치당의 경제정

책을 입안하기도 했던 도시학자 고트프리트 페더에 의해 1932년에 발표되었고, 페

더의 실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드룽은 각 단위주호에 농업에 의한 경작이 가능한 토지가 함께 공급되어 거

주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거지를 일생활권, 주생활권, 월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일생활권은 주생활권에, 주생활권은 월생활권에 포함되는 관계를 형성하

는 계획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단계적 포함관계를 설정하는 계획방식은 이

후 일본 도시계획의 대표적 실무진이었던 이시카와 히데아키(石川榮耀)나 일본 주

택영단의 대표적 실무진이었던 니시야마 우조(西山夗三)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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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바와 같이, 근대 서구 도시환경에서 주택 공급 방안은 크게 대량생산화 

및 공용화로 정리할 수 있다. 대량생산화는 부재･컴포넌트･공간의 전문화 및 표준

화로 인해 진행되며, 이들의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열린계 혹은 닫힌계 건설방식

의 성격이 결정된다. 즉 대량생산화와 관련된 사안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공용화는 단위주호의 스케일, 공동주택의 스케일, 집합주택의 스케일, 단위 

주거지의 스케일과 같이 다층위의 공간적 범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은 생활영

위를 위한 기능공간의 분배의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 

한편, 1905년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의 한국의 도시 집합주택은 관 

주도하에 대량생산 및 공급의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따라서 그 양상을 고찰함에 

있어 주택 대량생산 계획의 연계성 및 도시 집합주택의 상보성에 천착하여 고찰할 

수 있다. 크게는 두 개의 평가항목 즉, ‘대량생산’과 ‘공용화’ 그리고 작게는 다섯 

개의 평가항목 즉, ‘대량생산’ 항목을 이루는 두 개의 세부 항목인 ‘부재·컴포넌트·

공간의 전문화 및 표준화’와 ‘열린계 혹은 닫힌계 건설방식’과, ‘공용화’ 항목을 이

루는 세 개의 세부 항목 즉, ‘단위주호의 최소화’, ‘기능공간의 공용화’, ‘단지화 및 

공용공간과 공동시설’에 근거하여 3장에서부터 한국 근대 공영 집합주택의 전개 

양상을 입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 일반성과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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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대량생산�계획의�한국적�양상� �
3.1. 대량생산에 적합한 부재 및 컴포넌트

3.2. 공간 계획의 효율성 제고

3.3. 닫힌계 건설방식 채택 경향의 영향

3.4. 소결

1876년 개항 이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기 시작한 조선에서도 서구 사회와 

유사하게 각종 재화의 상품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일

어난 이와 같은 양상을 도식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는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로서의 경험이 있었고, 해방 이

후에도 미국 및 일본에 의해 생산 양식의 형성과정이 크게 영향 받는 등 외부적 

영향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건물을 이루는 부재 및 컴포넌트 등이 대량생산 및 유통되어 시장을 형성하는 

양상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라면, 예를 들어 일본 제

국주의에 의해 건축 생산에 필요한 자재가 수탈되었던 양상은 식민지 경험을 갖는 

제3세계 국가가 경험했던 특수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주

택의 대량생산 계획과 관련하여 한반도에서의 근대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와 같

은 양상을 고찰하고 그 성격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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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산업화와 함께 자본주의의 정착을 경험한 일본은 이후 공급이 수요

를 초과하는 상황을 경험하는 정황과 맞물려서 식민지 개척을 위한 제국주의 노선

을 택한다. 당시 일본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필

요하였는데, 하나는 과잉 공급된 물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를 갖춘 시장이었

고, 다른 하나는 생산체제 유지를 위한 원자재의 지속적인 공급이었다.147)

조선을 식민지로 병합한 일본이 취했던 정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이 지닌 원자재를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농토의 대량 수탈을 통해 식량의 안정적 수급을 꾀했다. 한편으로는 회사령을 제

정하여 자본주의 체제에서 조선인의 자본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가 이윤을 얻는 

것을 막고, 조선인은 단순히 소비자의 역할을 하게끔 하였다.

건축 및 건설 분야와 관련해서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수탈은 이와 같은 두 가

지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압록강 및 두만강 유

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한 일본은 1907년에 영림창(營林廠)을 설치하고 이를 조선

총독과 직속으로 연결되는 기관으로 두어서 목재 획득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

었다. 한편으로는 경성의 마포 지역에 연와제조소(煉瓦製造所)를 설치하여 벽돌의 

대량생산체제를 확립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당시 건축물에 쓰이는 가장 주요한 

두 개의 자재를 관 주도로 생산함으로써 원자재 수급의 수단을 확보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건축물 공사의 대부분을 관(官) 발주의 공사로 하고 이

를 일본인 업체에게 청부하는 방식을 통해 조선인 업체의 몰락을 야기했으며, 

1940년 이후에는 조선건축대서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조선인 업체의 발전과 자

본 축적을 방해하였다.148)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본은 조선인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촉진하는 것에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측면이 잘 드러나

는 것이 건축 부재 및 컴포넌트의 카탈로그화를 통해 소비의 진작을 의도하는 것

이다.  

전술하였듯이, 일제강점기의 가장 중요한 건축 자재는 목재였다. 이는 조선과 

일본 모두 전통적으로 목가구조에 기반한 구법을 유지해온 것에서 비롯하는 바도 

있지만, 당시의 생산단가(單價)와 관련하여 여전히 목재가 벽돌 및 콘크리트 등에 

147) 미와 료이치(三和良一), 권혁기 옮김,『일본경제사』, 보고사, 2004, p.131.

김종현,『근대일본경제사』, 비봉출판사, 1991, pp.133〜137.

148) 김의용,『1880년∼1945년 한국 관 건축조직의 변천과정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p.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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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가장 낮은 단가를 유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149) 2.1.1.에서 살펴본 것과 같

이 19세기 서구 주택의 근대화 과정에서 우편 주문과 함께 주택의 부재 및 컴포

넌트의 거래를 위해 발달했던 카탈로그와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지만, 규격화된 

건축 부재 및 컴포넌트가 목록화되어 일반 대중에게 공표되었다는 점에서 일제강

점기의 카탈로그화 역시 유사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카탈로그는 목

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920년대 초반이후 목재와 목재 이외의 부재 및 

컴포넌트로 이원화되어 카탈로그를 구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150) 

   

3.1. 대량생산에�적합한�부재�및� 컴포넌트

3.1.1. 부재･컴포넌트의�카탈로그와�주택�구법의�변화
목재의 상품화에 따른 목재 시장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부재의 규격화나 단위 

척도의 보편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부터 

영건목재의 규격화를 국가가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목재의 

명칭이나 규격의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151)

러일전쟁기간 동안 일본은 군사건축의 목재조달을 위해 관련기구를 설치하였

다. 전쟁 종결 후 전쟁 물자를 공급하던 목재기구는 조선의 주권 상실과 함께 본

격적인 식민지 건설을 위해 재편되었다. 1906년에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고, 이

듬해에 영림창이 창설되면서(1907)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산림을 총괄하게 되었

다. 당시 영림창은 조선총독부 총독의 직접 관리 대상이었던 만큼 목재공급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전통식 일식 목구조 혹은 경골목구조 등 당시의 주요한 건축 구법에서 가장 

중요한 자재는 목재였다. 효율적인 건축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목재의 원활한 조달

이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였다. 일제강점기 초기에 대규모의 관영건축공

149) 김석순, 앞의 책, 1990, p.69, 87.

150) 「京城物價表」,『朝鮮と建築』, 1922.06, 1집1호

151) 이권영, 『조선후기 관영건축의 목재와 목공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61, 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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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추진되면서 목재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일제는 건축공사에 중요한 목재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제반시설

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건축공사에 필요한 제제목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영제제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의 건축생산은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건축 생산 활동에 있어 목재생산과 공급체제의 많은 변화는 이전시기

보다 대량생산 계획의 측면을 보이는 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목재의 규

격화와 수급방식의 체계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152) 

일제강점기에 국유림에서 생산된 목재들은 대부분 관영 제재소에서 일정한 제

재를 거친 후 조선 내 각 수요지로 판매되었다. 관영 제재소들은 초기에는 일반 

목재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재한 뒤 판매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왔지만 수요자

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장에서의 판매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목재의 규격화를 꾀하였다. 더욱이 목재 고갈이 심화된 상황에서 목재 

절약과 건축용 목재의 신속한 공급 및 상품화를 통한 자본 획득이 시급했기 때문

에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목재의 규격화가 시행되었다.153)

목재의 규격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每日申報」1916년 2월 4일의 기사가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자료이다.154) 이때 

정해진 영림창의 제재명칭과 규정치수는 이후 조선 내 목재규격과 상품화의 기준

이 되었다.155)

한편 시장 수급 방식의 합리화 이외에도, 건축부재 및 부품 등의 일정한 규격

화가 필요하다고 인식되기도 하였다. 1923년 당시 전(前) 조선총독부 영림창장

(長)이었던 齊藤音作의 논설에 따르면 목재의 측면에서 규격화가 필요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목재는 원자재를 일정한 기간 동안 건조한 뒤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

기 때문에 수요자가 목재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자가 목재를 적절히 공급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부재 전반에 걸쳐 일정한 규격화가 이루어진다면 

152) 박운정, 앞의 책, 2007, pp.1∼3.

153) 박운정, 앞의 책, 2007, pp.57∼58.

154) 朝鮮總督府 營林廠은 現在와 같은 錯雜한 製品品種을 減少 整一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廠材

의 規定치수를 다음과 같이 協定하다.

挽材 - 5寸角, 4寸5分角, 4寸角, 3寸5分角, 3寸角, 2寸5分角, 1寸4分角, 1寸2分角, 1寸角

板材 - 3分, 3分5厘, 4分, 6分, 7分, 8分, 1寸, 1寸2分

기스리 - 普通 幅 1寸5分 厚 3分 (박운정, 앞의 책, 2007, p.59.에서 재인용)

155) 박운정, 앞의 책, 2007,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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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건조한 목재를 통해 가공한 창틀, 문지방, 미닫이 등의 양식을 일정하게 하여 

미리 제작해두고 이에 대한 카탈로그(カダログ)를 배포하는 방식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56) 

한편 1924년에 일본 농상무성(農商務省)은 목재와 관련된 기존 용어의 개념과 

치수가 부정확한 것을 수정하기 위해 규격화 지침을 공표했다. 그리고 이는 조선

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57)

이외에도 1926년에는 점토를 원료로 하는 기와에 대한 규격 안이 발표되었

고,158) 1930년에는 모르타르로 만든 기와에 대한 규격 제정을 통해 조악한 모르타

르 기와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공장에서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게 해줄 것

을 촉구하는 기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159) 그리고 1926년에는 공업품 규격 통일 

조사회(工業品規格統一調査會)에 의해 포틀랜드 시멘트와 고로(高爐) 시멘트에 대

한 규격 제안이 있었다.160)

그림 36 기와 규격 안 (「瓦の規格統一に就いて」,『朝鮮

と建築』5집2호, 1926.01, p.33.)

156) 齊藤音作,「規格統一の必要」,『朝鮮と建築』2집3호, 1923, pp.2∼7.

157) 김석순, 앞의 책, 1990, pp.70～71.

158) 京城商業會議所에 의해 주최된 회의에서 기와의 규격이 제안되었다. 기와의 규격화는 일본

의 시급한 문제이며 동시에 조선에서의 시급한 문제인데, 1926년의 제안은 점토를 원료로 하

는 기와에 대한 규격화 제안이며 시멘트 기와의 규격화 제안은 추후 연구를 통해 발표할 예정

이었다. 연구 결과, 규격은 총 3등급으로 이루어지며 1등급은 형태가 양호하고 하자가 없으며

흡수율은 16% 이하이다. 2등급은 형태가 양호하고 하자가 없으며 흡수율은 20% 이하이다.

3등급은 형태가 보통이며 하자 조금 있고 흡수율은 20% 이하이다. (「瓦の規格統一に就い

て」,『朝鮮と建築』5집2호, 1926.01, pp.32∼33.)

159) KE 生,「朝鮮に於ける「モルタル」瓦の規格統一を望む」,『朝鮮と建築』9집9호, 1930.09, p.6.

160) 비중, 분말의 정도, 응결, 팽창성균열(膨脹性龜裂), 강도, 포장 및 중량 등에 대한 규격 제안

이 있었다.(工業品規格統一調査會 起案,「ポルトランドセメント並びに高爐セメントの規格化」,

『朝鮮と建築』5집8호, 1926.06,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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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재 및 컴포넌트의 규격화 및 카탈로그화는 그 시기에 따라 일정한 양

상이 있었다. 이 역시 목재 및 목재 이외의 부재와 컴포넌트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목재의 경우, 제재목의 종류는 판재(板材), 만재(挽材) 소할재(小割材)로 분류

되었다. 판재의 경우에는 수종에 따라 홍송판(紅松板) 및 삼송판(杉松板)으로 분류

되었다. 규격 치수는 길이, 폭, 두께, 등급에 따라 다시 상세하게 분류된다. 「木材
小賣標準價格表」를 참고로 작성한 판재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161) 

구분 길이 폭 두께 등급

홍송판(紅松板)

및

삼송판(杉松板)

1칸

(1.18182m)

7촌(寸)이상

1척(尺)이하

(21∼30cm)

2分5里(0.75cm)

상(上)∼병(並)

3分(0.90cm)

2칸

(3.6364m)

4分(1.21cm)

6分(1.81cm)

7分(2.12cm)

8分(2.42cm)

1寸(3.03cm)

1寸2分(3.63cm)

표 6 1932년 판재의 규격표 (박운정, 앞의 책, 2007, p.60.)

일반적으로 판재의 경우, 두께가 3.63cm인 경우에는 마루나 빈지널 벽 등에 

쓰이며 이는 외부의 힘을 견디고 맞춤을 할 수 있는 최소 두께에 해당한다. 이보

다 얇은 판재는 내부의 수장재로 쓰인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건축물에 있어 판

재가 종종 사용되었는데, 이는 일본식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빈지널벽의 사용

과 2∼3층의 건축물이 건설되면서 바닥 마감 재료로서 판재의 사용이 빈번했기 

때문이다.162)

만재(挽材)는 원목을 제재하여 가공한 각재(角材)로 건축용으로 많이 사용되었

다. 주로 문인방, 문설주, 주선(柱宣) 등과 천정의 달대, 문울거미, 마루의 귀틀과 

같이 비교적 작은 힘을 받는 부위에 사용되었다.163) 만재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

형의 단면을 지니며 다양한 길이의 규격으로 판매되었다. 즉, 재(才)164)라는 부피 

단위로서 입방 센티미터(cm)를 사용하였다.

161) 박운정, 앞의 책, 2007, p.60.

162) 김석순, 앞의 논문, 1990, p.72.

163) 김석순, 앞의 논문, 1990, p.61.

164) ‘才’는 재목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1才는 가로와 세로가 모두 1촌(寸)이고 길이가 12

자인 재목의 부피로 약 0.0033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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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치수

(단면적)

1間

1.8182米

(m)

1間半

2.7273

2間

3.6364

2間半

4.5455

3間

5.4545
등급

홍송

(紅松)

삼송

(杉松)

낙엽송

(落葉松)

3寸5分×

1寸5分

(10.60×

4.54cm)

2才3 3才4 4才5 5才6 6才8

상(上)∼

병(並)

3寸7分×

3寸5分

(11.21×

5.15cm)

3才 4才5 6才 7才5 9才

2寸×4寸

(6.06×

12.12cm)

4才 6才 8才 10才 12才

4寸×1寸

(12.12×

3.03cm)

2才 3才 4才 5才 6才

2寸5分角

(7.57cm)
4才2 4才7 6才3 7才9 9才5

3寸角

(9.09cm)
4才5 6才8 9才 11才3 13才5

3寸5分角

(10.60cm)
6才2 9才2 12才3 14才1 18才5

4寸角

(12.12cm)
8才 12才 16才 20才 24才

4寸5分角

(13.63cm)
10才2 15才2 20才3 25才4 30才5

5寸角

(15.15cm)
12才5 18才8 25才 31才3 37才5

표 7 1932년 만재(挽材)의 규격표 (박운정, 앞의 책, 2007, p.62.)

소할재(小割材)는 만재보다 더욱 작게 제재한 것으로, 만재가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위에 쓰인다면 소할재는 치장재에 주로 사용되며 ‘본(本)’ 단위 즉, 개수 

의 개념으로 판매되었다. 길이는 1칸반(1間半), 2칸(2間)으로 구분하여 만재에 비

해 비교적 간단한 종류와 길이로 판매되었다.165)

165) 김석순, 앞의 책, 1990, p.74. / 박운정, 앞의 책, 2007,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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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치수(단면적) 길이 등급

홍송(紅松)

낙엽송(落葉松)

삼송(杉松)

1寸角(3.03cm)

1칸반(1間半)

2.73273米(m)

2칸(2間)

3.6364米(m)

상(上)∼

병(並)

1寸3分角(3.63cm)

1寸4分角(4.24cm)

1寸7分角(5.15cm)

2寸角(6.06cm)

3寸4分∼5分角(10.30∼10.60cm)

3寸5分∼6分角(10.60∼10.90cm)

3寸7分∼8分角(11.21∼11.51cm)

표 8 소할재(小割材)의 규격표 (박운정, 앞의 책, 2007, p.63.)

판재, 만재, 소할재 이외에도 기스리(木摺) 즉, 소위 쫄대라고 불리던 일본식의 

얇은 판재도 판매되었다. 기스리는 홍송과 삼송만 취급되었고, 단가 기준은 판재와 

동일하게 평(坪) 단위로 판매되었다. 기스리는 치장재로 많이 사용되었다.166)

구분 길이 폭 두께

홍송(紅松)

삼송(杉松)

1칸(1間)
1寸5分

(4.54cm)

3分

(0.90cm)
1칸반(1間半)

2칸(2間)

표 9 기스리(木摺)의 규격표 (박운정, 앞의 책, 2007, p.64.)

한편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인한 물가의 급등을 막기 위해 목재의 공정가를 제

도로 정하여 목재표준가격을 공시하였는데,167) 이전 시기의 목재 규격과 비교하면 

각재 재목의 치수에 따른 종류가 단순해지고, 제재 치수가 작아졌다.168)

구분 제재명(製材名) 길이 폭 두께

홍송(紅松)

삼송(杉松)

낙엽송(落葉松)

판재(板材)
1칸(1間)

2칸(2間)
7寸

2分5厘

3分

4分

6分 以上

만재(挽材)
1칸(1間)

4寸 以內 4寸 以內
1間半∼2間

소할재(小割材)
1間

- -
1間半∼2間

표 10 1939년 제재목 규격표 (박운정, 앞의 책, 2007, p.64.)

166) 박운정, 앞의 책, 2007, pp.63∼64.

167) 京城木材商組合,「指定木材販賣價格」,『朝鮮と建築』18집8호, 1939.08.

168) 박운정, 앞의 책, 2007,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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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목재고갈이 심화되고 전쟁준비 물자로 총

동원되면서 공급되는 목재의 제재 치수가 작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목재 이외의 건축 부재 및 컴포넌트의 카탈로그화 역시 193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朝鮮と建築』의 부록 편에 수록된 건축 자재 

가격 정보169)의 추이를 살펴보면, 건축 자재에 관한 정보는 창간호인 1922년 6월

호의 「京城物價表」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건축자재는 크게 목재와 

목재 이외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목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판재 

류, 소할재 류, 만재 류, 기스리 류로 분류되어 취급되었다. 목재 이외의 것에 대

한 정보는 크게 철물 류, 기와(便利瓦) 류, 지붕재료(屋根材料) 류(슬레이트(ス

レート)에 대한 정보가 대다수이다.), 토관(土管) 류, 벽돌(煉瓦) 류, 석재(石材) 및 

석회(石灰) 류, 시멘트 류, 다다미(疊) 류, 페인트 류, 미장(左官) 류, 커튼(窓掛) 

및 깔개(敷物) 류, 창호철물(建具金物) 류, 위생 기기 류로 분류되어 취급되었다. 

이후 1923년 6월의 「建築主要材料價額並指數表」에 수록된 건축자재의 분류

는 앞의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때의 분류는 크게 나누어 돌(石) 류, 자갈

(砂利) 류, 시멘트(セメント) 류, 석회(石灰) 류, 벽돌(煉瓦) 류, 콘크리트 블록, 철

물 류, 철판 류, 원목 류(홍송, 낙엽송, 삼송), 제재목 류(판재, 만재 등의 각재, 기

스리), 시멘트 기와, 재래식 기와, 슬레이트, 유리, 도료 류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는 1926년 4월의 「京城物價表(建築材料)」170)에서부터 더 다양

해진다. 목재는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판재, 만재, 소할재, 기스리로 상품이 

구분되고 각각이 갖는 세밀한 구분이 있다. 원목의 종류 역시 홍송, 삼송 및 낙엽

송으로 크게 이 세 종류의 목재가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재 이외의 건축부

재는 오수자연정화장치(汚水自然淨化裝置) 류, 난방기구(煖房器具) 류, 소화기(消
火器) 류, 벽돌(煉瓦) 류, 토관(土管) 류, 기와(瓦) 류, 철근토관(鐵筋混疑土管) 류, 

타일(タイル) 류, 변기(便器及タイル) 류, 유리(硝子) 류, 시멘트(セメント）류, 아

스팔트(アスフアルト) 류, 수도기구(水道器具) 류, 위생기기(衛生器具) 류, 지붕재

료(屋根材料) 류, 슬레이트(スレート）류, 도료(塗料) 류, 철망(鐵網) 류, 철물(金
物) 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와 각 분류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의 종류는 이후 방수재(防水
169) 「建築主要材料價額並指數表」, 「京城物價表(建築材料)」, 「建築材料時價表」와 같은 기사

들을 살펴보았다.

170) 「京城物價表(建築材料)」,『朝鮮と建築』5집4호, 19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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材) 류가 추가되는 등의 변동이 있었고, 이외에는 큰 변화 없이 수록되다가 『朝
鮮と建築』1937년 4월의 16집 4호171)에는 토관 이외에 철근콘크리트관(鐵筋コン

くリ-ト管)이 새롭게 상품 분류에 추가된다. 그리고 『朝鮮と建築』1938년 5월의 

17집 5호172)에는 大正コンくリ-ト工業所에 의해 콘크리트 제품이 판매되면서, 콘

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벽체, 담(塀) 류, 문(門) 류, 옹벽(擁壁) 류, 기둥(柱) 류가 

추가되는 변화가 있다. 여기서 1938년 5월의 大正コンくリ-ト工業所의 상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 담(塀) 류에서  특허조립식담(特許組立式塀), 옹벽(擁
壁)에서 특허조립식옹벽(特許組立式擁壁)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부

품들이 조립되어 컴포넌트를 이루는 양상을 콘크리트 제품의 상품화를 통해서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37 「建築主要材料價額並指數表」, 『朝鮮

と建築』2집5호, 1923.06.

   

그림 38 「附錄」,『朝鮮と建築』17집5호,

1938.05.

 

171) 「附錄」,『朝鮮と建築』16집4호, 1937.04.

172) 「附錄」,『朝鮮と建築』17집5호, 19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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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같은 일제강점기부터의 주택의 부재 및 컴포넌트가 전문화 및 규격

화된 것과 이를 통해 카탈로그가 작성되어 상품으로서 대량 유통될 수 있도록 기

획된 정황을 배경으로, 한국 근대 공영주택의 구법 변화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 

한국 근대 공영주택의 구법은 크게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지붕을 형성하는 

구조체 그리고 건물의 외관을 형성하는 벽체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173) 

우선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일제강점기 관사도면들을 단면도 위주로 살펴보면,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기둥과 보로 

이루어지는 대량식(大梁式)구조, 서양의 벌룬 프레임(balloon frame) 혹은 플랫폼 

프레임(platform frame)이 일본에 전래되어 형성된 경골목구조(輕骨木構造), 벽돌 

조적조 그리고 철근콘크리트조이다. 대량식 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의 사례는 비

교적 수가 매우 적고, 대부분 경골목구조에 해당하며 벽돌 조적조는 다음으로 많

은 수를 차지한다. 한 건물에서 두 가지 이상의 구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경골목구조와 벽돌 조적조가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벽체는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대량식구조의 경우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는 기둥이며, 기둥 사이를 수직・수평부재로 채운 뒤 회를 

발라 마감하는 방식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건축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방식의 벽체

로서 기둥이 벽보다 외부로 드러난 것은 심벽(心壁)에 해당된다.  

그런데 기둥 사이를 채워 벽체를 구성하는 방식이어도 기둥이 외관에 나타나

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로 누름대비늘판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 이는 

기둥 위로 가로 방향의 판재를 대고 세로 방향의 누름대로 엮어 외관을 형성한다. 

이외에도 근대 목조 건축물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위로 가로 부재를 위아래로 

연이어 설치하여 구조와 관계없는 새로운 외관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영국식 비늘판 방식과 독일식 비늘판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이 기둥 위로 가로방향

의 횡 부재 혹은 판재를 설치하여 면을 만들어서 외피를 형성하고 추가로 마감재

를 바르는 방식을 평벽(平壁) 혹은 오오카베(大壁)라고 한다.

벽돌 조적조는 벽돌이 쌓아올려진 면이 그대로 외피가 되며, 드물게 벽돌조의 

외관에 모르타르를 칠해서 의장적 마감을 하기도 한다.  

173) 일제강점기 관립 목조 건축물에 관한 내용은 선행연구 (주상훈, 『조선총독부의 근대시설 건

립과 건축계획의 특징-사법, 행형, 교육시설 건축도면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0, pp.179〜251.) 를 참조하였다.



- 71 -

그림 39 오오카베(大壁) (『日本の住宅』 (이경아,

『日帝强占期 文化住宅 槪念의 受容과 展開』,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21, 2006. 재인용))

 
그림 40 누름대비늘판벽의 사례.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용산지장(龍山支

場) 관사 단면도 일부. 1910년대 초반

(국가기록원)

  

앞서 언급한 하중지지 구조 및 벽체의 종류를 염두에 두고 한국 근대 공영 집

합주택의 구법을 고찰해보면, 외피가 독립된 부재로서 공장에서 대량생산에 적합

한 물품이 되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기둥 사이를 메꾸며 외피를 형성하는 심

벽과 평벽의 외피는 모두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

다. 그런데 심벽의 벽체를 이루는 부재는 현장에서 생산해야 하는데 비해, 평벽의 

외피를 이루는 부재는 일정한 규격으로 미리 대량생산할 수 있다. 

일본인 관사는 대부분 경골목구조가 적용되었고, 외관을 이루는 벽은 대부분 

평벽이었다. 그리고 벽돌 조적조의 경우 벽체 전체가 하중을 지지하고 벽돌벽면이 

외피를 형성하였다. 벽돌벽면 위로 모르타르 마감을 하는 소수의 사례가 있지만, 

이는 외피를 이루는 부재가 따로 독립하여 대량생산 가능한 물품이 된 것으로 보

기 어렵다.    

평벽은 이후 조선주택영단의 영단주택에 사용되었다. 기둥 위로 횡부재를 위아

래로 여러 개 이어서 면을 형성하고, 위로 모르타르를 칠하여 마감하였다.174)   

외피는 이후 미군정기에 지어진 DH주택에서도 대량생산에 적합한 독립된 부

174) 川端貢, 앞의 책, 1990, 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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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사용된다. DH주택에는 벌룬 프레임이 적용되었는데, 하중을 지지하는 스터

드(stud)로부터 독립된 외피가 일정한 규격의 횡부재(sheathing)로서 위아래로 연

이어 설치되어 외피를 형성하고, 이 위에 스터코(stucco) 등이 칠해져서 벽면이 마

감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에 의해 보급된 주택들은 흙벽돌로 

지어지다가 이후 시멘트벽돌로 벽체를 형성함에 따라 벽체 전체가 하중지지구조 

역할을 하였고 대부분 외부는 모르타르로 마감하였다. 외피를 이루는 독립된 부재

는 없었다.

그림 41 DH 주택의 벽체(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省工藝指導所 編, 앞의 책, p.71,

66, 1948.)

그림 42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지어진 부흥주택 단면도 (대한주택공사 자료실 (전봉희 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온돌과 마루와 부엌으로 본 한국 주택의 형성과 변화』, 동녘, 2012,

p.18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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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바와 같이, 한국 혹은 일본의 전통 주택의 심벽과 비교하면 일본인 관사 

및 영단주택 그리고 DH주택의 평벽의 외피는 독립된 부재로서 대량생산이 가능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전쟁 이후의 공영주택은 조적조를 채용함으로써 독

립된 외피 부재는 없었고 벽체가 하중을 지지하게 되었다. 

DH주택은 이외에도 벽체의 내장재의 규격을 표준화하여 대량생산했던 정황을 

보여준다. 더욱이 DH주택은 벌룬 프레임을 채용하여, 벌룬 프레임을 이루는 부재

들을 이을 때 장부맞춤을 폐지하고 못 혹은 철물을 사용함으로써 개별 부재의 독

립성을 높이고 각 부재의 규격을 표준으로 지정하여 대량생산에 유리하도록 하였

다. 

그림 43 Dependents Housing의 내장재 표준 규격 도면.

(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省工藝指導所

編, 앞의 책, 1948, p.72.)

  
그림 44 Dependents Housing 목가구

조의 연결 방식 (앞의 책, p.230.)

 

대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이 건설하여 분양한 주택에도 부재의 규격을 표준

화하여 대량생산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벽돌의 경우, 1950년대에는 

각종 물자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에 맞게 시멘트가 아닌 흙벽돌을 

생산하였다. ICA 원조 자금에 의해 흙벽돌을 생산하는 기계가 도입되었고 흙벽돌

의 성능 규격에 대한 각종 시험을 통해 설정된 표준에 맞추어 흙벽돌이 대량생산

되었다.175) 그리고 이는 1962년 이후 표준화된 시멘트벽돌로 대체되었다.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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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규격화된�컴포넌트� �

서구 근대 주택의 대량생산 계획 논의에서 대량생산되어야 하는 주된 요소로 

언급된 것으로서 문, 창문 등의 창호(窓戶)를 들 수 있다. 전술한 르 꼬르뷔제의 

페삭 공동주택에 대한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창호는 주택의 면(面)을 이루면서 

반복되어 설치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이것이 규격화되는 것은 주택의 대량생산화를 

위해 주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창호는 문틀과 같은 부품의 조립으로 이루어

진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창호를 이루는 각 부품이 규격화되고 이를 

대량생산한 뒤 조립하여 창호를 생산하는 것이 대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창호의 규격화가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의 대량생산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사안이었다면, 예를 들어 온돌과 같은 요소는 한반도의 주택만이 

갖는 고유한 설비이지만 한반도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외래의 주택이라 할

지라도 반드시 주택 내부에 설치해야만 했던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렇듯 한

반도의 특수한 주거문화에서 비롯한 온돌 역시 여러 개의 부품이 모여 전체를 이

루는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외래 주택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게 부품들이 규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대량생산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 공영주택을 이루는 요소 중 보편적

인 대상과 특수한 대상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규격화된 컴포넌트가 한국 근대 공영

주택에서 자리잡아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문, 창호 등의 건구(建具)는 일본인 관사에서부터 효율적인 대량생산을 

위해 따로 취급하여 생산했음을 도면의 건구표(建具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크기와 모양새를 갖춘 창호의 규격이 표준으로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주택영단이 보급한 영단주택의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것은 

조선건축회(朝鮮建築會)에 의해 작성된 2개의 기준인데, 하나는 1941년에 발표된

「조선에서의 소주택에 대한 기술적 연구(朝鮮における小住宅の技術的硏究)」177)

175) 「W.E.Warne이 미 ICA에 보낸 전문 : 흙벽돌류 생산 기계 안정성」, 1958, CTA0001644,

국가기록원 /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20년사』, 대한주택공사, 1979, p.256.

176) 박용환, 앞의 책, 2010, p.668.

177) 각 지방의 기후, 거주실의 규모, 평면 계획, 구조․재료․시공계획, 부지계획에 대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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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다른 하나는 1944년에 발표된 「전시건축규격(戰時建築規格)」이다. 이중 후

자에 주택 규격, 국민학교 규격, 창고 규격, 공장 규격 그리고 건구(建具) 규격이 있

는 것으로 보아178) 창호는 주택 본채의 생산과 구분되어 표준화된 규격을 기반으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5 영단주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전시건축규격. 상단부에 규격

화된 창호에 대한 설명이 있다. (冨井 正憲, 앞의 책, p.387, 1996.)

그림 46 조선총독부 관사 도면 (회양군 난곡면 목마장, 1910년대) 좌측에 건구표

가 있으며, 각각의 규격에 해당하는 창호가 표기되어 있다. (국가기록원)

  

있다. (朝鮮建築會 小住宅調査委員會, 「朝鮮における小住宅の技術的硏究」, 『朝鮮と建築』

20집7호 1941.07. (冨井 正憲, 앞의 책, 1996, pp.376〜377.에서 재인용))

178) 冨井 正憲, 앞의 책, 1996, pp.38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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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미군정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DH주택의 경우에도, 총 세 종

류의 평면형에 적용가능한 문과 창호가 유형별로 규격화되어 대량생산되었음을 도

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주택영단을 

통해 보급된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규격화된 창호가 계획되어 대량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7 DH주택의 규격화된 문. 총 세 종류의 평면형에 모두 적용되는 문 유

형이다. (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省工藝指導所 編, 앞의

책, 1948, p.80.)

그림 48 대한주택공사의 1963년도 국민주택의 창호도 (대한주택공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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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통 온돌의 개량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주체에 의해 진행되었는

데, 하나는 건축가 박길룡과 같은 조선인 지식인이 해당된다.179) 다른 하나는 일

본인 관료, 기술자 및 민간업자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중 일제강점기에 온돌 개량 

논의가 실제로 구현된 것은 일본인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인의 온돌 개량에 대한 논의와 그 구현의 양상은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

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1920년대, 1930년대 그리고 1940년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식 주택은 일본보다 겨울이 더 추운 한반도의 기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난방방식을 모색하였는데, 대체로 1920년대까지

는 온돌을 그 이외의 난방방식 즉, 페치카 등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살피는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온돌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즉, 일본인들은 온돌이 비위생적이고 비경제적이며 인간 행태의 차원에서 볼 때 

게으름을 조장한다는 인식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다.180) 

한편 열효율 측면에서의 온돌의 비효율성과 관련하여, 1922년에 경기도 임무

과(林務課)의 기사였던 가케바 사다키치(掛場定吉)는 아궁이(焚口)와 연돌(煙突)의 

구조에 집중하여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온돌의 개조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온

돌의 연료로서 나무가 사용되므로 삼림의 훼손이 야기된다는 조선총독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181) 

한편 1920년대에는 일본인 민간업자에 의해 개조온돌이 고안되었다. 온돌에 

관한 전매특허와 실용신안을 얻은 최초의 개조온돌은 가와카미식(川上式) 온돌이

었다. 이것은 개발자 川上重三郞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되었으며 1927년에 발표되

었는데, 1928년 6월 당시 전국의 관사와 기타 건물에서 설치를 요청받은 건수가 

1,510여실에 달하였다.182) 가와카미식 온돌은 아궁이의 상부에 주철(鑄鐵)제 방열

기를 설치하였으며, 연도(煙道)는 벽돌을 사용해 나뭇잎 모양으로 뻗어가는 방사형

으로 하고 그 위에는 주철제 망상판(網狀板)과 내화벽돌으로 바닥을 만든 후 장판

지로 마감하였다. 연돌에는 동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돌차단판을 부착했으며 아

궁이는 밀폐가 가능하였다. 또한 습기발생장치를 부착해서 실내공기의 건조를 막

179) 우동선, 「科學運動과의 關聯으로 본 朴吉龍의 住宅改良論」,『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5호, 2001.05, pp.81∼88.

180) 강상훈,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온돌에 대한 인식변화와 온돌개량」, 『대한건축학회논문

집』 계획계 22권11호, 2006.11, p.255.

181) 강상훈, 앞의 논문, 2006.11, p.256.

182) 川上重三郞, 「川上式オンドルの話」,『朝鮮と建築』7집6호, 1928.06,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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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고 한 점이 특기할만하다.183)

이들 중 가와카미식 온돌의 바닥을 이루는 부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온돌을 사용하여 방사형 모양의 연도를 만든 뒤 주철제 망상판을 얹는데, 이와 같

은 철망(鐵網)은 앞서 언급한 1926년 4월의 건축 부재 카탈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특수한 벽돌을 사용하여 구들판을 한 장의 판처럼 축조하였는

데184) 이때 쓰인 벽돌은 1척(尺)4촌(寸)의 정방형의 단면을 규격으로 가진 내화벽

돌(耐火煙瓦) 혹은 동일한 모양의 벽돌(燒過煙瓦)이었다.185) 이러한 벽돌 역시 앞

서 언급한 부재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규격화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

능해지면서 상품화된 건축부재를 조립하여 온돌이 만들어지는 정황임을 알 수 있

다.

그림 49 川上式特許オンドルの構造 (「各種改良溫突の構造」,

『朝鮮と建築』19집3호, 1940.03, p.29.)

183) 강상훈, 앞의 논문, 2006.11, p.258.

184) 권석영, 『온돌의 근대사 : 온돌을 둘러싼 조선인의 삶과 역사』, 1판1쇄, ㈜일조각, 2010,

p.197.

185) 川上重三郞, 「川上式オンドルの話」,『朝鮮と建築』7집6호, 1928.06,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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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에 들어서는 온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고,186) 이와 시기

적으로 맞물려서 연탄의 등장 이후 온돌의 구조 변화에 따라 개조된 새로운 온돌

과 관련된 특허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187) 1934년에 소개된 更生式온돌

은 音町妹尾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서, 점진적인 연소방법(漸進燃燒法)의 구현을 

위해 일정한 규격의 철판을 5장 쌓아서 연소기(燃燒器)를 구성하는 등 규격화된 

부재를 사용하지만, 온돌판의 경우 통상의 화강암(花崗岩)을 사용하고 연도(煙道)

의 경우도 재래의 연도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부재를 사용하는 등188) 규격화된 부

재를 조립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정확한 고안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잡지에 게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1940년

대의 개조온돌은 규격화된 부재를 조립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을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40년 3월 『朝鮮と建築』19집3호에 수록된 무라오카식(村剛
式)온돌은 아궁이의 설치 위치를 낮추어 실의 크기에 비해 충분한 구배를 지닌 연

도(煙道)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바닥을 이루는 온돌판

이 열도공(熱導孔, 열을 유도하는 구멍으로 추정됨)을 가지고 있는 규격화된 부재

임을 알 수 있다.189) 즉, 이러한 부재의 조립을 통해 바닥면을 형성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한편 오노식(大野式)온돌은 철근콘크리트로 된 바닥판(床版)아

래 공간을 두고 그 안에서 연탄을 연소시키는 것이었다. 연탄의 본격적인 도입으

로 인해 온돌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0 오노식(大野式)온돌 (「各種改良溫突の構造」,『朝鮮と建築』19집3

호, 1940.03, p.30.)

186) 강상훈, 앞의 논문, 2006.11, p.257.

187) 권석영, 앞의 책, 2010, p.195.

188) 野村孝文,「更生式溫突に就いて」,『朝鮮と建築』13집4호, 1934.04, p.19.

189)「各種改良溫突の構造」,『朝鮮と建築』19집3호, 1940.03,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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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村剛式溫突 (「各種改良溫突の構造」,『朝鮮と建築』19집3호, 1940.03, p.30.)

1942년 12월『都市と建築』3집3호에 수록된 林式萬年溫突을 살펴보면, 일정

한 규격으로서 육면(六面) 중 다섯 면의 가운데가 비어있는 중공(中空) 블록이 종

횡으로 배열되어 열도(熱道)를 형성하고 닫혀있는 면들이 역시 종횡으로 이어져서 

바닥면을 형성하도록 고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90) 이를 재래식 온돌과 비교

하면 구들장과 고래를 일체화하여 규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라오카식 온

돌과 비교하면 온돌판에 소규모로 일체화되어 존재했던 열도공이 좀 더 대규모로 

규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42년 12월『都市と建築』3집3호에 수록된 순

회식문화온돌(循廻式文化溫突)을 살펴보면, 열도(熱道)는 아치형의 소성토기(燒成
土器)가 연달아 이어져서 이루어지고 그 위에는 온돌판으로서 율석(栗石)을 덮어

서 바닥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191)

190) 「溫突の改良」,『都市と建築』3집3호, 1942.12,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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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林式萬年溫突 (編輯部,「溫突の改良」,『都市と建築』3집

3호, 1942.12, p.27.)

  

그림 53 循廻式文化溫突 (編輯部,「溫突の改良」,『都市と建築』3

집3호, 1942.12, p.27.)

191) 「溫突の改良」,『都市と建築』3집3호, 1942.12,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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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바와 같이, 1930년대부터 연탄이 보급되면서 온돌의 구조에 변화가 일

어나고 그 과정에서 온돌을 이루는 부품에도 변화가 있었다. 온돌 구조의 변화는 

연료의 변화에 의한 것인데, 연료로 석탄과 연탄 이외에도 전기가 이용되기 시작

하였다. 열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화덕을 방바닥 밑으로 넣기도 하고 온수 

또는 스팀을 파이프로 순환되게 한 뒤 파이프를 방바닥 밑에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열선을 바닥에 깔고 전기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이 대두

되었다.192) 이처럼 해방 후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사용된 온돌의 상당부분이 이미 

일제강점기에 존재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193)

해방 이후 한국 전쟁으로 인한 1950년대의 혼란기가 지나고, 1960년대에 대한

주택영단이 계획하고 공급했던 공영주택에 가장 많이 보급되었던 온돌은 상술식 

온돌이다. 이는 김상술이라고 하는 개인194)의 특허가 적용되어 대량생산 및 보급

되었던 것인데, 1970년대 들어 온수보일러에 의한 바닥 난방 방식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그의 특허는 대표적인 바닥 난방 방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195) 

김상술은 그의 저서를 통해 온돌을 이루는 각 부재의 규격화가 시급한 문제임

을 언급하였다.196) 이른바 상술식 온돌이라고 하는 그의 개조온돌을 살펴보면, 열

도(熱道)를 형성하는 중공(中空) 블록이 정육면체일 뿐만 아니라 아치형도 있음을 

192) 가사이 시게오(葛西重男)은 이를 ‘모의온돌(模擬溫突)’이라고 분류하였다. (葛西重男, 「溫突

槪觀」,『朝鮮と建築』19집3호, 1940.03, p.26.)

193) 권석영, 앞의 책, 2010, p.199.

194) 김상술이 재래식 온돌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한 본인의 개조온돌을 설명하는 저서인 『온돌

개조론』은 현재 두 개의 출처가 있는데, 하나는 (김상술(金相述), 『온돌개조론』, 가족사회사

업센터, 19--.)로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도서실 및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도서관에 소장 중이

고, 다른 하나는 (김상술, 『온돌개조론』, 어문각, 1961.)로서 국립중앙도서관 및 신라대학교

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이중 전자는 펜글씨로 쓰여진 노트의 묶음 형식을 갖고 있고, 후자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도서 형식인 것으로 보아 전자가 시기적으로 앞서고, 후자가 이를 원고형

식으로 정리한 뒤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상술의 온돌개조안은 적어도 1961년 이전

에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950년대로 추정된다.

195) 1962년 이후 시멘트 온돌석을 조립식으로 깔아놓는 상술식(相述式) 온돌이 1968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한국건축가협회 한국현대건축총람 편찬위원회,『韓國의 現代建築』, 기문당,

1994, p.286.)

196) “⋯넷째, 온돌방 크기가 다다미처럼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료 산출과 시공 때

재료의 허실이 많고 시공이 어렵고 기술자 훈련에도 무척 힘이 든다. 특히 온돌도 조립화(組

立化) 되어 가고 있는 이 때 부속품이 많아 질 뿐만 아니라 재료의 허실이 많고 시공 기술자

양성등의 애로가 많다. 또 솥의 크기가 규격화 되어 있지 않는 고로 화력 초점, 부뚜막 높이,

넓이 등 잘 맞추기가 힘이 들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제대로 맞지 않으며 재료

의 허비, 시공 시간이 많이 들고 연료의 낭비, 음식이 잘 익지 않고 취사 시간이 더디고 조립

화가 어렵게 된다. 또 아궁이 문과 냄비 등도 마찬가지다⋯.” (김상술, 앞의 책,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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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열도들이 종횡으로 연결되어 바닥을 형성하고, 그 

위로 다시 일정한 규격의 온돌판이 설치되어 바닥판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아궁이로부터 열을 운반하여 열도에 전달하는 토관(土管) 등의 부재가 

있었다. 육면체 및 아치형의 열도 형성을 위한 중공 블록은 앞서 언급한 일제강점

기의 林式 혹은 循廻式 온돌과 유사한데, 상술식 온돌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열도를 

이루는 부분, 바닥을 이루는 부분, 열을 전달하는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나누어 각

각의 부재를 전문화하고 이를 규격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술식 온돌은 

1960년대 대한주택영단(1962년 이후 대한주택공사)가 보급한 주택의 표준계획도

의 상세도면에 높은 빈도로 등장하며, 이를 통해 이 시기에 많이 보급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54 (左) 상술식 온돌의 부재 / (右) 상술식 온돌의 부재 조립을 통한 온돌의 평면 및 단면도

(김상술(金相述), 『온돌개조론』, 가족사회사업센터, 19--., p.151,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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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상술식 온돌이 적용된 1969년 대한주택공사 공급 주택의 온돌 공통 평면도 (대한주택공사

자료실)

3.2. 공간� 계획의�효율성�제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량생산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이루는 부품, 부재, 컴포

넌트가 변화하게 되는 상황과 함께,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택 공간 계획 또한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구법 및 설비의 변화에 따라 주택의 내부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전근대주택이 가졌던 제약조건이 많이 사라지면서 특정 기능의 수행에 적확

한 공간 계획이 가능해졌다. 또한 주택 건물 자체도 대량생산에 유리하도록 평면

형이 장방형에 가깝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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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구법�및� 설비의�변화와�공간�계획의�자유도�증가

일제강점기 관사의 지붕구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 전통 

지붕 구조(和小屋組)이고 다른 하나는 서양식 트러스 구조(洋小屋組)이다.197)

일본인 관사에서는 외벽이 내력벽으로 작용하는 경골목구조가 대부분 채택됨

에 따라 지붕구조로서 일본 전통 지붕 구조나 서양식 트러스 구조 모두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의 관사 도면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평면에 요철이 많고 

크고 작은 실들이 조합되는 주택에는 일본 전통 지붕 구조가 쓰이고, 사무실, 저장

고, 공용 부엌 등 특수한 역할을 하는 부속 건물은 대부분 장방형의 평면을 가지

며 서양식 트러스 구조가 적용되었다.  

그림 56 (左) 일식 전통 지붕구조를 사용한 조선총독부 판임관사 주택 단면도. 1915년 / (右)트러스를 사

용한 조선총독부 판임 관사 공용 부엌 단면도. 1922년 (국가기록원)

한편 조선주택영단이 지은 영단주택의 경우 일본 전통 지붕구조를 사용하였다. 이

는 주택으로 사용된 관사의 경우와 동일한데, 이러한 방식은 지붕에 트러스를 사용한 

것에 비해 평면 내부의 기둥의 위치가 지붕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평면 

계획의 자유도는 지붕에 트러스를 사용한 것 보다 낮다. 

지붕에 트러스를 사용하여 평면이 비교적 높은 자유도를 획득하는 것은 DH주

택에서 다시 볼 수 있다. DH주택의 지붕에 트러스를 사용함으로써 평면 내부의 기

둥 및 벽 위치의 자유도가 증가하였다.

197) 建築用語辭典編集委員會, 『圖解 建築用語辭典』, 制2版 制7刷, 理工學社, 2008,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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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로 인해 내부공간의 자유도를 높이는 효과는 이후 대한주택영단(대한주

택공사)이 공급한 주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적조로 쌓아올린 벽체 위에 트러스 

구조의 지붕을 얹어서 평면계획의 자유도는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ICA주택의 경

우도 시멘트블록 벽체에 목조트러스로 지붕구조를 얹어서, 동일한 상황이었다.198)

그림 57 영단주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전시건축규격(戰時建築

規格)(1944)의 단면도 사례 (冨井 正憲, 앞의 책, p.462, 1996.)

 

그림 58 DH주택의 구조 (小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 앞의

책, p.121, 1999.)

198) 안영배 김선균, 앞의 책, 1964,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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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 설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평면의 공간적 자유도를 높여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 관사의 변화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사

에 사용되었던 온돌의 아궁이는 열효율이 매우 낮아서 흙바닥을 갖춘 공간과 함께 

실내에 존재해야 했다. 이후 철제 용기 제조를 통해 열 손실을 막는 등 아궁이의 

열효율이 개선됨에 따라 아궁이를 외벽에 둘 수 있게 되어, 흙바닥을 갖춘 공간은 

관사의 실내공간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실내공간은 이전에 비

해 높은 평면 계획의 자유도를 획득하게 되었다.199) 

그림 59 온돌방이 평면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사

례, 회양군 난곡면 목마지장 판임관사 (백윤

진․전봉희, 앞의 논문, 2010.12.)

그림 60 경성제국대학 주임관사. 우측 상단,

즉 가족마당 측에 온돌방이 수용되었고

아궁이는 외벽에 위치한다. (백윤진․전

봉희, 앞의 논문, 2010.12.)

  

3.2.2. 표준화된�단위공간의�조합과�표준화된�단위주호의�분할

전술한 르 꼬르뷔제의 페삭 공동주택 계획에서 표준화된 공간은 일종의 단위공간

으로서, 르 꼬르뷔제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주택을 설계하는 방법을 상정했다. 

그런데 이러한 단위공간의 조합으로서 주택을 이루는 방식은 칸(間)을 기본 단위로 하

는 한국 전통 건축에 이미 적용되어있는 원리이며 일본 전통 건축 역시 동일하다. 게

다가 일본 전통 주택에서는 다다미(畳)의 개수를 단위로 칸의 규모가 규격화되기도 한다.  

4.1.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공영주택의 평면도는 일반인에게 분양했던 대

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이외에는 거주자의 가족 인원 구성과 수에 상관

199) 백윤진․전봉희, 「1905～1945년에 지어진 일본 관사의 온돌 수용,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 시

기 관영 건축 도면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권6호, 2010.12. / 한편 온돌방은

집안 전체를 난방하기에 유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택의 북측, 즉 평면의 주변부에 계획되

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 육군 관사의 경우 온돌방을 북측에 배치하였는데, 북측은 남측보

다 연료가 많이 소요되지만 추운 북측을 따뜻하게 하면 집안 전체가 훈훈해진다는 장점이 있

었다. (박용환, 앞의 책, 2010, p.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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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직급별로 주택의 규모가 설정되고 표준화된 평면도가 계획되었다. 그리고 대

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대략 4∼5인 규모

의 핵가족을 상정하고 1인당 최소소요면적을 상정하여 몇 가지의 주택 규모를 설

정했다.200)

일본인 관사의 표준평면은 대체로 단위공간이 조합되어 전체를 이루는 구성 

원리를 지니는 유형과, 장방형 위주의 단순한 평면을 상정한 뒤 그 내부공간을 분

할하는 구성원리를 지닌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일본 전통 주

택의 구법을 지닌 사례가 전자에 해당한다. 반면 장방형의 평면을 분할하는 경향

을 지닌 주택들은 대개 중･하급의 관료를 위한 주택이거나 서구식 건물을 구현하

기 위한 의양풍 건축으로서 평벽 혹은 조적벽을 지닌 사례들이 다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1922년 당시 경성부 영선과 과장이었던 오노지로(小野二郞)는 

그의 글을 통해 한반도의 겨울 혹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컴팩트’하게 즉, 

요철(凹凸)을 없애고 장방형의 평면을 만들어서 외기에 접하는 면(面)의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복도가 있는 집중형 평면을 계획하여 보온(保溫)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201)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이 소장

한 관사의 도면 중 평면도가 있는 도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반도 내의 기후에 

따라 북부 지역일수록 요철이 없는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평면도가 있는 

도면들의 경우 대부분이 당시 경성(서울) 및 주변 지역에 지어졌던 것이어서 이러

한 경향이 실제로 관사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61 (左) 조선총독부 주임관 을호 관사 평면도. 1915년 추정 (국가기록원) / (右) 조선총독부 권업

모범장 용산지장(龍山支場) 관사 평면도. 1910년대 초반 (국가기록원)

  

200) 李建永, 「새해에 있어서의 住宅問題」,『주택』, 1960.04, pp.44〜50.

201) 小野二郞,「朝鮮に於ける住宅建築の改造」,『朝鮮と建築』1집1호, 1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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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관사 단위주호 평면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 즉, 경제성과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등별로 서로 다

른 평면 안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일부분은 동일한 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위

주호를 계획하기도 하였다.202) 이렇게 하면, 관등별로 차등을 두도록 규정된 건축

기준에 맞추어 매번 주택을 설계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자재의 물

량이나 공사기간을 산출하여 예산을 계획하고 자재를 수급하고 주택을 짓는 과정

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위공간의 조합과 단위 

주호의 분할의 성격을 가진 단위주호들이 생산되었다.

 

그림 62 경성부 소재 총독부 관사 표준평면안 주임갑호관사(左)와 을호관사(右) (김명

숙, 앞의 책, 2004, p.65.)

그림 63 경성부 소재 총독부 관사 표준평면안 판임갑호관사(左)와 을호관사(右) (김명숙,

앞의 책, 2004, p.65.)

202) 김명숙, 앞의 책, 2004,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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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경성부 소재 경성고공 관사 평면 주임갑호관사(左)와 을호관사(右) (김명숙, 앞의 책,

2004, p.66.)

이후의 사례들은 장방형 공간을 분할하는 경향이 대다수를 이룬다. 조선주택영

단의 영단주택 및 주택 행정처 보급 주택은 장방형의 평면을 설정하고 공간을 분

할한 경향을 보인다. DH주택, ICA주택 및 대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의 표준평면

도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장방형의 단순한 평면이 대량생산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203) 한편 이와 관련하여 엄덕문은 주택 공간을 이루는 

방식에는 단위 공간을 결합해 나가는 방법과 장방형의 큰 공간을 분할하는 두 가

지 방식이 있다고 하였고, 이 중 대한주택영단의 주택은 후자에 해당함을 언급하

기도 하였다.204) 

그림 65 조선주택영단이 보급한 주택 표준평면도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30년사』, 대한주택

공사, 1992, p.60. (전봉희 권용찬, 앞의 책, 2012, p.185.에서 재인용))

203) DH주택의 계획 규정 중 평면의 형태는 최대한 장방형이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다.(小

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 앞의 책, 1999, p.89.)

204) 嚴德紋, 「住宅講座-住宅에 있어서의 空間問題-」,『주택』, 1960.0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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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주택행정처 보급주택 (左)갑형 (右)을형 (김용범, 앞의 논문, 2011, p.29.)

그림 67 DH주택의 표준평면도. (上左)단독주택형 A-1, A-2형 (上右)단독주택형 B-1, B-2형 (下左)연립주

택형 A형 (下右)연립주택형 B형) (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省工藝指導所 編, 앞의

책, p.16, 17, 20, 26, 1948.)

그림 68 ICA주택 평면. (左)16평형, 1958년 (右)20평형, 1963년 (안영배 김선균, 앞의 책, 1964, p.228,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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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左) 1956년부터 1959년까지 공급된 국민주택 평면도 / (右) 1968년에 공급된 국민주택 평면 (대한

주택공사 자료실)

그림 70 주택 공간을 계획하는 두 가지 방법 (嚴德紋, 앞의 글. 1960.04, p.3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한국 공영 집합주택은 르 

꼬르뷔제의 페삭 공동주택 계획안에서의 견해처럼 단위공간이 조합되어 평면을 이

루는 구성원리보다 표준화된 장방형의 공간을 설정하고 그 내부 공간을 분할하는 

구성원리를 지속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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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닫힌계�건설방식�채택�경향의�영향�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20세기 초반의 한반도에서 서구

로부터 전래된 열린계 및 닫힌계 건설방식에 대한 논의들이 어느 둘 중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소개되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

들은 ‘열린계’ 혹은 ‘닫힌계’라고 하는 명확한 구분을 통해 논의가 전개된 것은 아니

고, ‘공업화 생산’ 혹은 ‘건식구조(乾式構造)’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개되었다. 

『Architectural Record』의 1929년 10월호에 실렸던 로버트 엘 데이비슨(ロ

バート‧エル‧ダビソン, 이하 로버트)의 기사를 김윤기(金允基)가 번역해서 1930년

의『朝鮮と建築』5월 및 6월호에 수록한 기사205)를 보면, 새로운 건축구조법을 

개발하게 된 서구에서의 문제 인식을 알 수 있다. 즉, 로버트는 4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를 일반 대중이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주택의 건축 구조

를 만드는 비용을 절감하는데 착안하게 된다고 논한다.  

건축 구조를 만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서, 그는 시멘트 블록과 같은 작

은 단위로부터 시작하여 대형 기계를 통해 공장에서 생산 가능한 벽체 단위에 이

르기까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건축 부재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

된 부재들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언급하는데, 당

시에도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조에 대해

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고, 당시 서구에서 새롭게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금속판벽(金屬板壁) 건설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는 『朝鮮と建築』

의 9집6호의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그 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금속판벽 시공방법은 조적벽 시공법에 

비해 공간적 효율성 및 경제성에서 우수한데 내부 공간은 플래스터(plaster)를 사

용하여 차가운 느낌을 상쇄하고 미학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무소 건축 이외에 집합주택, 주택, 상업건축, 공장건축 등

에 적용 가능하고 공장 대량생산에 적합하여 경제성 확보에 유리하다. 

205) ロバート エル ダビソン 述, 金允基 抄譯,「新建築構造法」,『朝鮮と建築(前半)』9집5호,

1930.05, pp.8∼12.

ロバート エル ダビソン 述, 金允基 抄譯,「新建築構造法」,『朝鮮と建築(後半)』9집6호,

1930.06,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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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左) 작은 단위의 부재 / (右) 기계를 이용해 생산할 수 있는 벽체와 같은 큰 단

위의 부재 (ロバ ト エル ダビソン 述, 앞의 글, 1930.05, p.10, 12.)

그림 72 조적벽조와 금속판벽조의 비교 (ロバ ト エル ダビソン 述, 金允基 抄譯,「新建築構造法」,

『朝鮮と建築』9집6호, 1930.06,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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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左) 조적벽조와 금속판벽조의 비교 / (右) 금속판벽조의 외관 (ロバ ト エル ダビソ

ン 述, 金允基 抄譯, 앞의 글, 1930.06, p.4.)

한편 경성고등공업학교의 교수였던 가사이 시게오(葛西重男)는 1934년 1월 

『朝鮮と建築』13집1호에 새로운 구조와 재료에 대한 글을 수록하였다.206) 그는 

여러 참고문헌을 통해 건식구조(乾式構造, prefabricated construction)에 대해 소

개하였는데, 이는 합리화를 통해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건설방식으로서 1927년 

독일 슈트트가르트 바이센호프 주택단지에 발터 그로피우스가 선보였던 지들룽

(siedlung)을 시초로 꼽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1933년 시카고 박람회를 통해 

건식구조가 적용된 주택 안들이 다수 등장하였는데, 그는 이들을 크게 두 개의 분

류로 구분하였다. 즉, 목골조(木骨造)나 철골조(鐵骨造)를 사용하여 뼈대를 만들

고, 외피와 내피를 보드(ボード)형태의 판재로 마감하는 방식과, 다소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 판재가 뼈대와 피복의 역할을 함께 하고 골조(骨組)를 전혀 적용하지 않

는 방식이 그것이다. 여기서 전자가 열린계 건설방식에 해당되고 후자(後者)가 닫

힌계 건설방식에 해당되어, 늦어도 1930년대 초반부터는 열린계 및 닫힌계 건설방

식에 대한 대략적인 구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6) 葛西重男,「新しい構造と材料(1)」,『朝鮮と建築』13집1호, 1934.01,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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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General Houses Inc.의 H.T.Fisher 氏가 설

계하여 1933년 시카고 박람회에 출품한 건물의

구조 상세도 (葛西重男, 앞의 글, 1934.01, p.7.)

  

그림 75 F.H.Frankland 氏가 고안한

Cellular-Steel Unit Construction (葛西重

男, 앞의 글, 1934.01, p.8.)

 

그리고 가사이 시게오는 이와 같은 두 갈래 구분의 사례로 위와 같은 그림을 

예시로 들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 휘셔(Fisher)의 안은 기본적으로 철골로써 뼈대

를 구축하고 규격화된 건축 부재들이 이를 메꿔나가면서 주택을 형성하는 열린계 

건설방식에 가깝다면, 프랭크랜드(Frankland)가 고안한 Cellular-Steel Unit 

Construction은 뼈대를 구축하지 않고 일체화되어 생산된 벽체207)가 하중을 지지

하는 구조체의 역할도 수행하는 닫힌계 건설방식에 해당된다.

한편 한국 공영주택에서 닫힌계 건설방식208)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precast concrete panel)시스템으로서 정착했다. 한국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도

입된 것은 1956년에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기관 중 하나였던 한미재단

207) 葛西重男, 앞의 글, 1934.01, p.8.

208) 닫힌계 건설방식은 특정 유형 혹은 디자인의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닫혀

있다고 한다. (권용찬 전봉희, 「서구 모더니즘 건축의 효율성 제고 논의가 1910년 이후 1970

년대 초까지의 한국 관영주택에서 보이는 양상」,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8권10호,

2012.10, p.207.)



- 97 -

(American-Korean Foundation)이 조립식 구조로 된 공동주택을 한국에 공급하기

로 하고209) 경기도 안양에 콘크리트공장을 세운 뒤 행촌동에 1단계 시범주택사업

을 실행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건설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벽은 모두 공장에서 생산된 중공(中空) 콘크리트 블록으로 이루어졌으며, 바닥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운반해온 T형 prestressed concrete beam을 구조물 위에 뒤집

어 놓고 보와 보 사이에 미리 제작된 dome block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

어서 바닥을 형성하게 한 것이었다. 안양에 설립된 콘크리트공장은 미국인 건축가 

칼 랭스(Carl Lans)가 1956년에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의 바까다르(Pacadar) 

사(社)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설립한 것이었다.210) 

이후 1962년부터 대한주택공사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이용한 건축부

재 규격화와 조립식 주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시멘트 벽돌 조적조, 퀀셋

(quonset)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이시도레식211) 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등의 

사례를 두고 실험주택을 건설하였고, 이를 통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가 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건설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1964년에는 서울 갈현동에 

130호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주택을 시험적으로 건설한다. 그러나 이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주택의 대량생산을 후일로 

미루게 된다.212) 

한국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대한주택

공사가 일본의 타이세이(大成)건설(建設)과 합작으로 1971년에 ㈜한성프리훼브를 

209) 1953년 벤플리트 장군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한미재단은 당장 몇 채의 주택을 공급하기 보

다는 장차 보급할 한국 주택의 전형(典型)을 제시하기 위한 기구로 설립되었다. (Carl G.

Lans, 「Housing as an Industry」,『건축(대한건축학회지)』2집, 1956.04, p.46.) 이와 같이 향

후 주택의 전범(典範)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는 미군(美軍) 혹은 미국(美國)이 점령지에 주도적

으로 건설한 주택단지의 경우 공통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DH주택의 경우 설계 실

무를 담당했던 크루제(H.S.Krusé) 소좌(少佐)는 DH주택이 단순히 미국인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주택의 모습과 생활양식을 보여

주는 의미를 함께 지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小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 앞의 책, 1999,

p.73.)

210)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앞의 책, 1995, p.19∼22.

선행연구에서는 미국인 건축가 칼 랭스가 기술을 도입한 바까다르 사(社)의 소재지가 푸에

르토리코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조립식주택공법 조사연구』, 대한

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86.) 현재의 검색결과에 의하면 이는 스페인에 본거지를 둔 대형그룹

사(社)인 것으로 확인된다.(http://www.pacadar.es)

211) 三安式이라고도 한다.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20년사』, 대한주택공사, 1979, p.362.)

212)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앞의 책, 1995, 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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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면서부터이다. 일본 타이세이건설은 1963년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

하여 틸트업(tilt-up) 공법을 구현하는 타이세이프리훼브주식회사(大成プレハブ

KK)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이 기술을 통해 주택, 특히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함이

었다. 타이세이건설이 본격적으로 주택, 특히 아파트 건설에 착수하려고 했던 것은 

당시 미국의 주택산업이 국가의 경제를 좌우할 만큼 발달하여 자동차산업보다 큰 

규모의 사업이 되는 상황을 목격하였고 당시 일본의 주택난이 심각했으므로 주택사

업에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13) 

일본에서는 이미 1954년에 만넨 마코토(萬年眞正)가 본인의 특허인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패널을 이용한 건물 제작 시스템인 ‘매스플랙스(マスプレックス）공

법’을 이용하여 독신을 위한 기숙사 건물을 시공하였다. 이 공법은 바닥판과 벽판

을 미리 만들어놓고, 재래 공법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의 건물을 현장에서 

건설할 때 바닥판과 벽판을 함께 조립하여 건물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1957년에 

타이세이건설이 만넨 마코토의 특허권을 사들였고, 1958년에 타이세이건설이 기술

연구부를 설립할 때 만넨 마코토는 이 회사의 촉탁(囑託)으로 임명되었다.214) 

1971년에 일본의 타이세이건설과 합작하여 세운 ㈜한성프리훼브가 실행하게 

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시스템은 만넨 마코토의 특허에서 비롯한 타이세이건

설의 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조립식 주택의 건설을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

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215)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71년

에 경기도 철산리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아파트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조립식 아파트는 특정한 평면형의 건물에 국한되고 생산량이 일정규모

213) 大成建設株式会社,『大成建設のあゆみ』, 大成建設株式会社, 1969, pp.258～259.

214) 大成建設株式会社, 앞의 책, 1969, p.328.

215) 예를 들어, ㈜한성프리훼브의 전체 자본금 중 51%는 대한주택공사가 출자하였지만, 49%는

일본 타이세이건설이 출자하여 설립된 만큼 외자유치는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애당초 합작계약서에서는 외국투자가의 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을 외국투자가에게 배

당하는 것을 내국투자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한다고 하여, 대한주택공사가 큰 부담을 갖는

조건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한성프리훼브가 제조하는 제품의 가격에 대해 대한주

택공사의 의견만을 반영하게 될 것이고 이는 사업 운영의 역동성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될 것

으로 예상되었다. 그리하여 외자도입 조건에 대해 건설부, 상공부, 경제기획국이 검토를 하여,

내국투자가의 투자분은 보통주로 인수하고 외국투자가의 투자분은 우선주로 인수한 뒤, 우선

주에 대해 이익배당을 우선하고 잔여 이익금이 발생하면 보통주에 배당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

경하였다. 이는 대한주택공사의 부담을 덜고, 타이세이건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사

업 운영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이와 같이, 중앙 정부 기관의 개입에 의한 정

책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조립식주택자재제조를위한외국인투자인가(제55차27호)」, 1970,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BA013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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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야 실행이 가능한 닫힌계 건설방식에 해당하였다. 이후 ㈜한성프리훼브는 

더욱 다양한 평면형에 적용 가능한 생산체계 즉, 열린계 건설방식과 닫힌계 건설

방식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건설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216)  

그림 76 (左) 타이세이프리훼브주식회사의 틸트업 공법(大成建設株式会社, 앞의 책, 1969, p.333.) /

(右) 철산리 P.C.조 아파트 건설현장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9, p.37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의 단위주호 평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콘크리트 패널벽의 시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면의 요철(凹凸)을 최소화

한 장방형의 형태를 가졌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건축자재 가격 및 임금노동 단

가가 상승하는 등 주택생산단가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경제성 있는 주

택건설을 촉진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주택 건설

이 본격화되었다.217) 그리고 이에 따라 단위주호 평면의 형태가 단순화되는 경향 

역시 함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실 이와 같은 단위주호 평면의 단순화 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

은 1980년대 들어 벽식구조가 그 이전까지 가장 보편적인 구법이었던 R.C.라멘조

를 대체하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프리캐스트 콘크

리트.조는 공영주택 이외에도 민간 건설 업체에서 많이 수용하였으나, 이들은 대체

로 닫힌계 건설방식에 해당하였으므로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

다.218) R.C.구조는 기둥과 보의 단면으로 인한 공간점유가 크고 사용 철근량이 많

216)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9, pp.362～364, 371～372, 451～452.

217)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앞의 책, 1995, p.67.

218)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앞의 책, 1995,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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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면, 벽식구조는 이중 천장구조를 단일 천장으로 바꿀 수 있어서 층고를 낮출 

수 있고, 기둥이나 보의 돌출이 없어서 실내 공간의 미관이 개선되고 활용성 또한 

제고되는 장점이 있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의 도입 이외에도 70년대 후반에 

고압벽돌을 이용한 조적벽체 시공 등 다양한 구법을 습득한 건설업체들은 거푸집 

공법을 이용하여 벽식구조를 시공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표준설계도서가 개발

되어 내부 각 실 구획을 더욱 단순화시키고 모듈 체계를 적용시켜 시공성을 제고

하게 되었다.219)

 

그림 77 한성프리훼브주식회사에서 건립한 아파트 평면도 사례. 상단은 13평형, 하단은 15평형.

((株式會社)한성, 앞의 책, 1982, p.474.)

  

219)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앞의 책, 1995, 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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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거푸집 공법의 예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앞의 책, 1995,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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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대량생산 및 공용화 논의의 구현 양상은 일제강점기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의 한국 공영 집합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서구에서의 논의와 공통적

인 측면도 있고 서로 다른 측면도 있다. 공통적인 측면이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나

는 모습이거나 서구의 건축･도시 계획적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라면, 특수

한 측면은 한반도의 지정학적･문화적･경제적 상황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쳐 1970년대 초까지 한국 공영 집합주택을 이루는 

부재･컴포넌트･공간은 점진적인 전문화 및 표준화의 과정을 거쳤다. 일제강점기에

는 건설시장 전반에 걸쳐 목재 및 목재 이외의 종류로 건축 자재가 구분되어 상품

화되어서 카탈로그를 통해 유통되었으며, 1930년대 말이 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

가 상품화되어 벽, 담 등의 컴포넌트로 매매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 공영 집합주택의 효율성 제고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외피를 이루는 부재가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독

립된 물품으로서 대량생산에 적합해지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

인 관사는 대부분 평벽을 사용했으며, 외피를 형성하는 가로 부재는 대량생산에 

적합한 독립된 부재였다. 조선주택영단의 영단주택 역시 평벽을 사용하여 일본인 

관사와 동일한 상황이었고, DH주택에서도 외피를 이루는 부재가 독립되어 대량생

산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대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 혹은 ICA주

택에서는 벽체가 흙벽돌 혹은 시멘트벽돌 조적조여서 벽체 전체가 하중을 지지하

였고 외피는 따로 독립된 부재는 아니었다.  

외피 이외에도 독립된 부재가 표준화를 거쳐 대량생산되는 정황을 볼 수 있는

데, 건구(建具)는 일본인 관사, 조선주택영단 주택, DH주택, 대한주택영단 주택에

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DH주택에서는 이외에도 주택의 내장재 및 목

가구조를 이루는 부재에서 같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대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

사)주택의 경우 흙벽돌 혹은 시멘트벽돌의 성능 규격이 설정되어 대량생산되었으

며, 특히 전근대적으로 인식되었던 온돌의 구성 요소를 표준화하여 대량생산에 적

합한 조립식온돌 컴포넌트로 개량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한편 지붕구조 및 설비의 변화에 따라 평면 내부의 기둥 및 벽체를 더 자유롭

게 계획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일본인 관사에서는 일본 전통 지붕 구조와 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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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구조가 쓰였다. 서양식 트러스 구조를 사용할 경우 일본 전통 지붕 구조 

보다 평면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내부 공간과의 관계가 자유롭기 때문에 평면 

계획의 자유도가 높아졌다. 또한 온돌을 도입한 일본인 관사에서는 철제 아궁이가 

고안되기 전에는 온돌방 옆에 흙바닥이 항상 붙어있어야 했으나, 철제 아궁이의 

도입 이후 온돌방은 흙바닥과 관계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계획될 수 있었다. 한편 

영단주택에서는 일본 전통 지붕 구조를 사용하여 평면 계획의 자유도가 비교적 낮

았다. 그러나 트러스 구조는 이후의 주택에서는 평면계획의 자유도를 높여주었는

데, DH주택, ICA주택, 대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평면 계획과 관련하여, 공간을 표준화하여 대량생산하는 방법으로서 르 

꼬르뷔제로 대표되는 서구 모더니즘 건축논의에서는 표준화된 단위공간의 조합을 

통해 주택을 계획할 것을 논했다. 그런데 한국 공영 집합주택을 살펴보면 이런 구

성 원리 이외에 장방형의 표준화된 평면을 설정하고 내부 공간을 분할하는 구성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관사의 경우 두 가지 구성원리가 혼재

했다. 이후 영단주택과 주택행정처 주택, 미군의 DH주택, ICA주택, 대한주택영단

(대한주택공사)의 주택들은 후자의 구성원리가 적용되었다. 이는 요철이 없는 평면

이 대량생산에 유리하고 트러스 구조의 도입에 따라 평면계획의 자유도가 증가하

여 평면상의 필요 면적을 적확하게 구획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효율성 제고의 양상은 건설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 공

영 집합주택의 경우 서구와 유사하게 열린계 건설방식과 닫힌계 건설방식이 혼재

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열린계 건설방식은 다양한 부재의 표준화 작업의 방대

함 때문에 지체된 반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로 대표되는 닫힌계 건설방식의 경

우 1970년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배경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이는 주택

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효율성 제고의 관점으로 본 한국 공영 집합주택의 근대화 과정은 서구의 상황

과 유사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에는 조적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가 대다수를 

이루면서 벽체가 하중을 지지하고, 외피가 독립하지 않게 되며, 닫힌계 건설방식이 

강세를 띄는 다소 상이한 상황을 보인다. 이는 서구와 같이 자재 및 부재 시장이 

충분하게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없었고,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해결책이 요

구되었던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의 특수 상황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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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위주호�최소화와�기능공간�공용화의�모색
4.1. 시기별 주택 공급 상황과 평면 규모 설정

4.2. 최소규모 단위주호의 모색과 1960년대의 한국적 상황

4.3. 1960년대의 기능공간의 공용화 경향과 소멸

4.4. 소결

단위주호를 최소화하고 협소한 단위주호에 수용될 수 없는 기능공간을 공용화

하여 공용공간을 설정하는 이른바 최소주거의 계획 양상과 유사한 정황을 한국 공

영 집합주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서구 사회에서처럼 주택 내부에

서 이루어지던 활동이 주택의 외부에서 대량생산된 재화를 통해 대체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주도로 인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들

이 많았기 때문에 좌충우돌의 양상을 보였고 급기야 소멸되기에 이른다. 

한국 근대 집합주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1970년대 초반까지 미약하게나마 존

재했던 이와 같은 실험적인 주택 계획의 양상에 대해 충분하게 집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구 근대 주택 계획 논의의 내용과 유사한 최소주거에 대

한 시도는 미약하게나마 한반도에서도 나타났고, 이것이 한국 근대 집합주택이 갖

는 일종의 일반성이라고 한다면 그 후 좌충우돌의 양상을 보이다가 결국 소멸되었

던 것은 한반도의 특수한 정황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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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朝鮮と建築』을 통해 살펴보면, 20세기 초반의 한반도에서 최소규모 단

위주호의 계획 및 이와 관련하여 인체 치수 기반의 계획 기법이 논의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건축가 프란츠 크라우제(Franz Krause, フランツ‧クラウゼ, 

이하 프란츠)가 쓴 글을 일본의 대표적인 관학자(官學者)였던 노무라 요시후미(野
村孝文, 이하 노무라)가 번역하여 1928년 4월호에 수록하면서 인체 척도에 근거

하여 방의 크기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220)

프란츠는 당시 서구에서 건설되었던 최소규모 단위주호(小住宅)의 크기가 비상

식적일 정도로 지나치게 작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체의 활동 양상에 따라 주택

의 내부 공간 계획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네 개의 기준을 언급하였다. 이는 

이른바 ‘팔꿈치 운동권’, ‘손 운동권’, ‘통로의 단면’, ‘계단’인데, ‘팔꿈치 운동권’은 

표현대로 팔목을 기준으로 손이 움직이는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세탁장 및 변소

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일련의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공간적 용적을 파악한 것이

다. ‘손 운동권’은 어깨를 중심으로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옷을 갈아입는 등의 활동을 상정하여 주택의 내부 공간을 계획하는 근거

로서 활용할 수 있다. ‘통로 단면’은 복도의 폭을 계획함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택의 내부 공간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계단’은 인체가 사선방향으로 오르내리면서 3차원적인 움직임을 갖는 

것이 주택 내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공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노무라는 번역 후기로서, 근대의 주택을 이루는 각 부분의 공간적 크기는 근대

의 생활양식에 따라 새롭게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를 소개한다고 

언급한다. 다만 프란츠의 논의는 서구인의 인체 치수에 맞춘 논의이기 때문에 평

균 160cm의 신장에 맞추어 각 수치들을 환산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와 같은 노무라의 언급에서 전근대와 상이한 근대적 생활양식에 따라 주택 공간을 

합리적으로 새롭게 설정하고자 하는 계획적 사고방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20) フランツ クラウゼ 述, 野村孝文 譯,「部屋容積決定の標準尺としての人體」,『朝鮮と建築』7

집4호, 1928.04,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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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프란츠 크라우제의 인체에 기반한 (左) 팔꿈치의 운동범위 / (右) 손의

운동범위(フランツ クラウゼ 述, 野村孝文 譯, 앞의 글, 1928.04, p.14.)

  

그림 80 프란츠 크라우제의 인체에 기반한 (左) 통로의 너비 / (右)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운동범위 (フランツ クラウゼ 述, 野村孝文 譯, 앞의 글,

1928.04,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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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30년 9월호에는 앞서 언급했던 루셰르 법에 적용 가능한 소규모 주택

에 대한 르 꼬르뷔제의 1929년의 계획안이 번역되어 소개되었다.221) 이는 1930년 

8월 Architectural Record에 수록된 르 꼬르뷔제에 대한 관련기사를 다시 번역하

여 수록한 것이다.  

르 꼬르뷔제의 계획안은 도시 집합주택 계획에 있어 단위주호의 최소화에 대

한 논의뿐만이 아니라, 주택 대량생산의 측면에서 건식구조의 도입에 대해서도 논

의하였다. 소주택 계획안을 연구하는 목적은 노동자 계급이 그들의 수입으로 위생

적이고 방한(防寒)‧방서(防暑)가 가능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한 주택에서 살 수 있도

록 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평면 계획에 있어 그가 제안하는 것은 거실과 침실

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즉, 거

실과 침실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용적 산출을 통해 경제성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생산의 측면에서는,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을 사용함에 따라 외벽이 자유로워져

서 외관을 형성하는 입면이 자유롭게(フリーフアサード, free facade) 된다. 이에 

따라 일정하게 표준화된 치수가 있는 샷시와 같은 창호를 외벽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저렴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벽돌은 

외벽에 사용될 시 적절한 습기 차단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무겁고 시공비가 많이 

들어 선택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르 꼬르뷔제는 솔로미트(solomit)

를 외벽 재료로 선택하고 그 바깥은 아연(zinc)판으로 마감하며 내부공간에 면하는 

벽면에는 베니어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지붕은 솔로미트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아스팔트로 방수한다. 이와 같이 주택 시공의 대부분을 건식구조(prefabrication)로 

하여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을 통해 192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에도 인체 기

반의 주택 공간 계획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것이 주택의 대량생산 방식의 구축

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1) ル コルブシエー 竝二　 ビ ジヤンネレ，齊藤 譯,「小住宅の一考察」『朝鮮と建築』9집9호,

1930.09,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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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르 꼬르뷔제의 소규모 주택 계획안 (左上·左中) 기준층 평면도 / (右上·右中) 시공 상세 계

획 / (下) 대지층 평면도 (ル コルブシエ 竝にビ ジヤンネレ，齊藤 譯, 앞의 글, 1930.09, pp.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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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기별�주택�공급�상황과�평면�규모�설정

4.1.1. 일제강점기의�동원과�주택�공급� �

일제강점기 관사는 정부가 관리들의 주거안정과 편의를 위하여 공급하는 일종

의 공공임대주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리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막부 시절 이래 일본의 행정적 전통이었다. 한반도에 일본식 관사가 이입되는 것

은 1910년의 경술국치 이전 1899년의 경인선 철도 부설과 함께 철로변을 따라 일

식 철도관사가 건설되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비롯한다. 청일전쟁을 거쳐 1904년 한

일의정서에 의해 한반도에 일본의 육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조선(朝鮮) 주차군(駐
箚軍) 관사가 건설된다.222) 그리고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 탁지부 내 건축소를 

설치하여 침략을 위한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시설을 건설하였는데, 이 중 일본인 

관리의 관사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1910년 이후 건축 관련 부서는 조선총독부 내

의 조직으로 일원화된다. 일제강점기 중반 즉, 1920년대 후반 들어 식민통치를 위

한 시설의 건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만 한반도의 주택난으로 인해 관사의 

건설은 오히려 장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사 주택 공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

반도의 도시주택난이 심화되어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인 관리들조차 집을 구하

기가 어렵게 되자, 일본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1941년에는 조선주택

영단을 설립하여 소형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게 된다.223)

관사는 공급주체에 따라 육군 관사, 철도국 관사, 총독부 관사, 체신부 관사, 

경성부청 관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경성부청과 같은 지방 관서의 경우 총독부 

관사를 빌려 사용하거나 총독부 건축조직224)에서 관장하여 설계한 경우가 많았다. 

즉, 육군, 철도국, 체신국의 관사의 설계는 자체 설계 조직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관사는 총독부 건축조직에서 관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25)

222) 안성호, 김순일, 앞의 논문, 1997.3, p.52.

223) 안성호, 앞의 논문, 2001.11.

224) 조선총독부에서 국가적 차원의 건축물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바뀌어 왔다. 대체로 1910년의 경술국치 이후 1919년까지는 총독부 토

목국에 소속된 영선과가 업무를 담당했다. 1919년부터 1929년까지는 토목부와 내무국 체제하

의 건축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고, 1929년부터 1945년까지는 총독관방 체제하에서 회계과

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 (안성호, 앞의 논문, 2001.11. / 이금도,『朝鮮總督府 建築機構의

建築事業과 日本人 請負業者에 關한 硏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p.50∼60.)

225) 안성호, 앞의 논문,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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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한반도에 건설된 일식관사는 총독부 관방 회계과에서 관장한 총독

부와 소속관서의 관사, 철도국 공무과 설계의 철도관사, 육군 경리부에서 설계한 

육군 관사의 세 계통이 주를 이루고, 이 중에서 중요도나 규모 그리고 다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총독부 관사가 가장 두드러지며, 그 외 체신국과 경성부청과 같은 

지방영선조직은 자체적으로 관사를 건립하기는 했지만 물량이 미미했으며 중요도

가 낮다고 할 수 있다.226) 따라서 여기서는 육군 관사, 철도 관사, 총독부 관사를 

대상으로 단위주호의 최소화의 측면에서 본 특기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반도에서 철도는 경인선 이후 경부선, 경의선의 부설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는

데, 경부선 건설부터 철도관사가 직급에 따라 규모 및 의장이 3등에서 8등까지로 

구분되어 공급된다. 이때 정해진 철도관사의 등급은 철도관사의 조직이 통감부와 

총독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227) 이와 같이 관사를 종별 등급

에 따라 통일화 하는 것은, 철도업무의 측면에서 볼 때 거주가 편리하게 하기 위

함이기도 하고 또한 건축비를 저렴하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여 표준을 정하고 

통일적인 설계를 한 것이기도 하였다.228)

등급 건평(建坪) 직급(職級) 주택양식

3등관사
79평

57평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일본식+洋式응접실

일본식

4등관사 45평 주임관(奏任官) 일본식

5등관사 34평 주임관(奏任官) 일본식

6등관사
25평

21평
판임관(判任官)

일본식

일본식

7등관사
20평

16평
판임관(判任官) 및 고원(雇員) 일본식

8등관사 11.5평 고원(雇員) 및 용인(庸人) 일본식

표 11 철도관사의 직급별 규모 (小倉辰造, 앞의 글, 1927.05, p.10.)

사용자의 직급 및 평면 형태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는 3등관사와 4등관사 및 

6등관사를 비교하면 철도업무의 측면에서 각 직급에 따라 평면의 크기를 다르게 

한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3등관사는 접객(接客)공간과 가족공간의 구분이 매우 

명쾌한데, 현관을 지나 현관홀의 양 옆으로 양식(洋式)의 응접실과 서재(書齋)가 

연결되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공간구조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4등관사 역시 

226) 안성호, 앞의 논문, 2001.11.

227) 안성호 김순일, 앞의 논문, 1997.03, p.51.

228) 小倉辰造,「鐵道官舍の過去と現在」,『朝鮮と建築』6집5호, 1927.05, p.5.



- 111 -

3등관사와 유사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복도의 위쪽에 있는 8첩(畳)과 9

첩의 다다미방이 접객을 위한 공간으로 보인다.229) 그런데 6등관사를 보면 연립형

으로 되어있고 접객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에는 단위주호의 공간이 충분하

지는 않으나, 가족생활을 위한 공간은 온전하게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높은 직급의 관료가 낮은 직급의 관료에 비해 철도국 업무의 측면에서 손

님을 집에서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 잦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리하

면, 접객공간과 가족공간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된 것이 3등 및 4등관사의 특징이

라면 그 이하의 등급에서는 가족생활에 초점을 두고 평면 규모와 공간이 계획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2 철도국 3등관사 평면도 (小倉辰造, 앞의 글, 1927.05, p.6.)

229) 박용환, 앞의 책, 2010,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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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철도국 4등관사 평면도 (小倉辰造, 앞의 글, 1927.05, p.6.)

그림 84 철도국 6등관사 평면도 (小倉辰造, 앞의 글, 1927.05,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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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사도 직급에 따라 평면의 면적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는데, 이

러한 양상을 통해 높은 직급의 군인은 접객 공간과 가족 공간이 모두 갖춰진 주택

을 공급받는 반면, 직급이 낮은 군인의 경우 접객 공간을 제외한 가족 공간 혹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 공간을 제공 받는 양상을 보인다. 

관등

종류

將官同

相當官
上長官 士官 准士官 下士 비고

寢室

(押入付)

1실

6.25평

1실

5평

1실

5평 1실

4평

2인

1실

6평

1. 현관과 복도 및 변소

의 설치 여부와 그 개

수 및 면적은 宿舍의

크기와 형상에 맞춰서

편의로 정한다.

2. 上長官이하 應接所의

개수와 면적 및 浴室,

洗面所, 當番室의 면

적은 20인을 표준으로

하여 宿舍의 크기와

형상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한다.

3. 이 표의 각 관등(官

等)에 해당되는 군무

원(軍屬)도 분류대상

에 포함된다.230)

居室

(戶棚付)

1실

6.25평

1실

5평

1실

5평

入口間 및

納戶

1개소

4평

客室 또는

應接室

1실

7.5평

1동에 3실

각실 약3평
1동에 3,4실

食堂
1실

5평

1동에 1실

1인당 약1평
1동에 1실

娛樂室 1,2실 1,2실 1,2실 1,2실

洗面所
2인당 세면대 1

개
1동에 1개소

庖厨所
1개소

6.25평
1개소 1개소

浴室
1실

2.5평
1동에 1실 1동에 1실

當番室
1실

3.75평
수용인원에 따라

炊夫室
1실

3.75평

표 12 일본 육군 관사의 계급별 실수 및 면적표(宿舍內各室供用數及面積表) ((朝鮮駐箚軍經理部 編,

『朝鮮駐箚軍永久兵營,官衛及宿舍建築經過槪要』, 京城, 朝鮮駐箚軍經理部, 1914, p.75.) (안성호

김순일, 앞의 논문, 1997.03, p.52. 참조))

숙사 건물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면, 군사령관 숙사(軍司令官宿舍)는 양식 건

물로서 606평 규모의 거대한 규모를 가진 양식 건물이었는데,231) 접객을 위한 대

규모의 식당을 특징으로 한다. 군참모장 숙사(軍參謀長宿舍) 평면도를 보면 ㄱ자

로 만나는 복도로 인해 전체 주택을 서비스하는 설비가 모여 있는 공간과 접객을 

230) ‘本表官等中二ハ相當軍屬ヲ含有ス.’

231) 안성호 김순일, 앞의 논문, 1997.03,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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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응접실과 객실이 모여 있는 공간 그리고 전자(田字)형의 평면을 가진 가족 

생활공간이 각각 분리되어 영역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232) 이 주택에서 가

족공간과 접객공간은 축을 달리하여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평양 보병 여

단사령부 여단장 숙사(平壤步兵旅團司令部旅團長宿舍) 역시 현관을 중심으로 응

접실과 객실 및 서재가 배치되어 접객을 위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우측의 중

복도 안쪽으로 가족을 위한 공간이 배치되었다. 한편 사단장 숙사는 접객공간과 

가족공간을 층별로 구분하여 해결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림 85 군 사령관숙사(軍司令官宿舍) 1층 평면도 (朝鮮駐箚軍經理部 編, 앞의 책, 1914,)

232) 안성호 김순일, 앞의 논문, 1997.03,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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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군 참모장 숙사 평면도(軍參謀長宿舍平面圖) (朝鮮駐箚軍經理部 編, 앞의 책,

1914,)

그림 87 평양 보병 여단사령부 여단장 숙사 평면도(平壤步兵旅團司令部旅團長宿舍平面圖)

(朝鮮駐箚軍經理部 編, 앞의 책,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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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사단장 숙사 평면도(師團長宿舍平面圖) 중 1층 평면도 (朝鮮駐箚軍經理部 編,

앞의 책, 1914,)

그림 89 사단장 숙사 평면도(師團長宿舍平面圖) 중 2층 평면도 (朝鮮駐箚軍經理部 編, 앞

의 책,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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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사례들이 오늘날의 장성급(將星級) 직위 관사에 해당한다면, 오늘

날의 영관급(領官級) 및 그 이하 일반 병사(兵士) 급 관사에 해당하는 사례들로는 

상장관(上長官), 사관(士官), 준사관(准士官), 판임관(判任官), 병사(兵士)의 등급의 

관사 또는 숙사들이 있다. 상장관 숙사의 경우, 현관의 좌우로 서재와 응접실이 있

어 접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두긴 했으나 응접실의 두 면(面)으로 거실과 침실과 

같은 가족공간 혹은 개인공간이 가깝게 붙어있어 성격이 다른 두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획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사관 숙사까지는 평면도 상 응접실과 서재가 표기되어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

로 이 경우에도 접객공간과 가족 혹은 개인공간의 구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

다. 이후 준사관 숙사부터는 접객을 위한 공간이 계획단계에서부터도 마련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하 장교의 합동 숙사나 일반 병사의 세면, 취사 등을 위

한 공간은 개인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별도의 공용공간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0 상장관 숙사 평면도(上長官宿舍平面圖) (朝鮮駐箚軍經理部 編, 앞의 책,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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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사관 숙사 평면도(士官宿舍平面圖) (朝鮮駐箚軍經理部

編, 앞의 책, 1914,)

그림 92 준사관 숙사 평면도(准士官宿舍平面圖) (朝鮮駐箚軍經理部

編, 앞의 책,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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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판임관 숙사 평면도(判任官宿舍平面圖) (朝鮮駐箚軍經理

部 編, 앞의 책, 1914,)

그림 94 사단 사령부 장교 합동숙사 평면도 (師團司令部將校合同宿舍平面圖) (朝鮮駐箚

軍經理部 編, 앞의 책,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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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나남 보병 이개 중대 병사 평면도(羅南步兵貳個中隊兵舍平面圖) (朝鮮駐箚軍經理部 編, 앞의 책,

1914,)

『朝鮮と建築』에서는 일반 행정 관료 체계233)에 맞추어 직급별로 육군 관사 

숙사를 설명하고 있다.234) 이 사례들 역시 직급별로 면적의 크기를 지정하였던 것

을 알 수 있는데, 앞의 사례들과 유사하게 주임관까지는 가족공간 이외에 접객공

간이 충분하게 구비되어 공간적으로 구획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판임관과 용인의 

경우 가족공간 이외에 접객공간이 충분하게 구비되어 구획되지는 않은 정황을 확

인할 수 있다.

주임 3등 관사는 현관 우측으로 응접실이 있고 중복도를 기준으로 아래 열은 

차노마(茶ノ間)와 같은 공간과 부엌 등의 설비 공간이 위치한 반면 위쪽 열에는 

가족생활을 위한 공간이 배치되었다. 용산 주임 5등 관사235)와 국경 주임 5등 관

233) 일제강점기의 관직은 구한국정부, 즉 대한제국의 것을 계승하였다. (안성호, 앞의 논문,

2001.11. 참조) 관리는 크게 왕이 직접 임명하는 고등관(高等官)과 소속장관이 위임권을 갖고

임명하는 판임관(判任官)으로 나뉜다. 그리고 고등관은 친임관(親任官) 아래로 9등급으로 나누

어, 친임관, 1등관, 2등관을 칙임관(勅任官)이라고 한다. 그리고 3∼9등관을 주임관(奏任官)이라

고 하였다. 판임관의 등급은 4등급으로 나뉘었고, 그 아래로는 고원(雇員) 및 용인(傭人)을 두

었다. 세부관등에 있어서 한일합방 이전 대한제국의 관제와 총독부 치하의 관제에 다소 차이

가 있다. (김명숙, 앞의 책, 2004, p.22. 참조)

234) 赤木周三,「陸軍官舍に就いて」,『朝鮮と建築』6집5호, 1927.05, p.21∼25.

235) ‘…손님용 방과 가족용 방을 등분(等分) 한 것을 특별히 언급할 수 있다….’(赤木周三,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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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역시 유사한 공간 구조와 배치 양상을 갖고 있다.     

그림 96 주임 3등 관사(奏任三等官舍), 38평. (赤木

周三, 앞의 글, p.22 / 박용환, 앞의 책, p.174

에서 재작도)

 그림 97 용산 주임 5등 관사(龍山奏任五等官

士), 25평. (赤木周三, 앞의 글, 1927.05,

p.21 / 박용환, 앞의 책, p.174에서 재작도)

그림 98 국경 주임 5등 관사(國境奏任五等官舍) 24

평. (赤木周三, 앞의 글, 1927.05, p.23 / 박용환,

앞의 책, p.174에서 재작도)

 

그림 99 한반도 남부지방의 판임관 2등

관사(南鮮判任二等官舍) 17평. (赤木

周三,앞의 글, 1927.05, p.22 / 박용

환, 앞의 책, p.175에서 재작도)

 그림 100 국경 판임 2등 관사(國境判任

二等官舍) 18평. (赤木周三, 앞의 글,

1927.05, p.22 / 박용환, 앞의 책,

p.175에서 재작도)

글, 1927.05,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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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용산 판임 2등 관사(龍山判任

二等官舍) 17평. (赤木周三, 앞의 글,

1927.05, p.23 / 박용환, 앞의 책,

p.175에서 재작도)

 
그림 102 국경 용인 관사(國境傭人官舍)

13평. (赤木周三, 앞의 글, 1927.05,

p.25 / 박용환, 앞의 책, p.175에서

재작도)

 

국경 판임 2등 관사의 경우 현관의 우측에 객간(客間)이 위치하고, 남부지방의 

판임 2등 관사와 용산 판임 2등 관사 역시 동일하다. 이들은 손님을 위한 방을 구

비하긴 했지만, 주임관 급 관사에 비해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가족공간과 접객

공간을 주임관 급 관사만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한 양상을 보인다. 판임관 보

다 아래 직급인 용인 관사의 경우 접객공간은 계획되지 않았다.236)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관사의 평면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는237) 총독부 관사는 관등에 따라 어떠한 규정에 의해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는 밝혀진 바가 없다.238) 그러나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관사에 관한 특집 기

사239)에서 총독부 관사를 소개하는 자료를 정리한 선행 논의240)에 따르면, 다음의 

표와 같이 직급별로 면적을 규정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임관 까지는 손

님을 맞이하기 위한 응접실이 구비되지만 판임관 이하로는 구비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36) 국경 용인 관사의 경우, 박용환은 저서에서 이를 ‘한반도 북부지방의 판임관 2등 관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박용환, 앞의 책, 2010, p.175.) 이는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237) 안성호, 앞의 논문, 2001.11.

238) 김명숙, 앞의 책, 2004, p.23.

239) 朝鮮總督府土木局建築課調, 「總督府官舍」,『朝鮮と建築』6집5호, 1927.05, pp.33∼55.

240) 안성호, 앞의 논문,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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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등 구조
관사

규모

1층

방의 수

2층

방의 수
洋室

勅任官

칙임관

1 2등

벽돌조/

목조2층

100평

이상
5 3

응접실

2개

객실,식당

칙임관

3 4등

벽돌조

2층

100평

전후
6 3

응접실,

서재

奏任官

주임관

1등

벽돌조/

목조1층
60평 7 -

응접실,

식당

주임관

2등

목조

1층
55평 7 -

응접실,

객실

주임관

3등

벽돌조

2층
50평 5 2 응접실

주임관

4등

벽돌조

1층
45평 6 - 응접실

주임관

5등

벽돌조

1층
35평 4 -

응접실,

서재

주임관

6등

벽돌조

1층
30평 4 - 응접실

判任官

판임관

1 2 3 4등

목조

1층
25평 5 - -

판임관

5 6 7 8등

벽돌조

1층
20평 3 - -

雇庸人 고용인
목조

1층

18평

2戶建
3 - -

표 13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총독부 관사의 관등별 규모 (안성호, 앞의 논문, 2001.11. 참조)

그림 103 백평(百坪)　전후의 관사 (朝鮮總督府土木局建築課調, 앞의 글, 1927.05,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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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60평 전후의 관사 (朝鮮總督府土木局建築課調, 앞의 글, 1927.05, p.40)

그림 105 30평 전후의 관사 (朝鮮總督府土木局建築課調, 앞의 글, 1927.05,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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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25평 전후의 관사 (朝鮮總督府土木局建築課調, 앞의

글, 1927.05, p.54)

그림 107 2호건(戶建)의 관사 (朝鮮總督府土木局建築課調, 앞의 글, 1927.05, p.55)

살펴본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관사는 직급에 따라 면적을 규정하는 방식을 기

반으로 해당 직무의 이행에 적합하며, 주택 생산에 있어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도

록 각 단위 주호들이 통일적으로 계획되었다. 가족 공간을 기준으로 단위주호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가족생활 공간 이외에 접객공간을 구비하였으며, 단위주호 면

적이 작아지면 접객공간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최소규모 단위주호의 경우 가족생

활 공간 역시 개인 생활공간 수준으로 작아지고, 이러한 단위주호에 수용되지 않

은 기능공간은 공용공간으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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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만주사변이 발발한 이후, 한반도는 일본의 대륙 전진기지로서 변모하

면서 군수 관련 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산업근로자, 노무자들

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의 인구집중현상이 현저해지고 이에 주택난은 날로 심

각한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한편 종래의 주택임대업자들은 건축자재를 구하기

가 점점 어려워졌으며 건축비와 건축자금 또한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택의 신축은 점차 감소하였고 주택난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심각한 주택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는 ‘주택영단’이라는 특수 법인을 설치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대량의 중소주택을 계

획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241)

조선주택영단은 일본과 대만의 주택영단과 함께 경영되었으며, 조선주택영단의 

경우 1941년에 창설을 할 때에는 총 다섯 종류의 보통급 주택을 분양 및 임대 하

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1944년 이후에는 중요산업과 관련된 노무자를 위한 주택 

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의 방침이 변경된다.242) 

조선주택영단의 설계기준에 대한 종합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찾을 수는 없

다.243) 그러나 조선주택영단의 주택 형(型) 설계 방식에 대해서는 일본주택영단의 

설계 방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주택영단이 설립되기 전에도 일

본건축학회 등의 단체를 통해 주택난 해결을 위한 국민주택(國民住宅)의 규모 기

준을 설정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나, 주택영단(住宅營團) 연구부(硏究部)의 실무

진이었던 이사우라 켄(市浦健), 니시야마 우조(西山夗三), 모리타 모스케(森田茂
介) 등은 국민주택의 규모와 형(型)을 결정하는 방법이 좀 더 과학적이어야 한다

고 문제를 제기하였다.244) 

주택영단 연구부 이전에 국민주택의 규모 기준을 설정했던 논의로는 일본건축

학회의 주택문제위원회에서 발표한 「서민주택의 기술적 연구(庶民住宅の技術的
硏究)」245)를 들 수 있다. 주택문제위원회는 가족의 구성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241) 박용환, 앞의 책, 2010, pp.194∼195.

242) 박용환, 앞의 책, 2010, p.196.

243) 그러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은 존재한다. (박용환, 앞의 책, 2010, p.200.)

244) 토미 마사노리(富井正憲),「동아시아의 거주 환경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타이완·중국·일본

의 주택영단을 사례로-」, 대한건축학회 2008 학술발표대회 특별강연

245) 建築學會住宅問題委員會,「庶民住宅の技術的硏究」,『建築雜誌』, 1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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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수용인원

3첩(帖) 성인 1인

4.5첩(帖)

성인 2인

(부부가 아닌 異性은

不可)

6첩(帖)

성인 2인+아동 1인

(부부가 아닌 異性은

不可)

8첩(帖)

성인 3인

혹은

성인 1인+아동 3인

표 14 「서민주택의 기술적 연구」에서

‘국민주택’의 규격 설정을 위한 침실

규모 설정 (西山夗三,『日本のすま
い』, 勁草書房, 1976, p.139.)

  그림 108 「서민주택의 기술적 연구」에서 ‘국

민주택’의 규격 설정을 위한 침실 규모 설

정 (西山夗三, 앞의 책, 1976, p.135.)

위의 그림과 표를 보면, 다다미의 규격과 성인 혹은 아동이 누웠을 때의 신체 

크기를 함께 고려하여 방의 크기를 다다미의 개수로 규격화 한 것을 알 수 있다. 

영단주택 연구부 역시 이와 동일하게 방의 크기를 다다미의 개수로 규격화 하였으

나, 다른 점은 이른바 ‘식침분리론(食寢分離論)’을 내세워 식사하는 공간을 침실과 

따로 분리하여 계획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근대 이후의 공동주택과 유사한 

주택형식으로 볼 수 있는 일본 전통 시대의 나가야(長屋)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

한 조사를 통해, 거주자들은 전통 시대의 서민 주택인 나가야의 평면형식에 따라 

식침이 분리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가능하다면 식침이 분리된 생활을 하

는 것이 주호 내에서의 생활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더욱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에서 기인한다.246)

이에 따라 영단주택 연구부는 침실과 식사실을 구분하고, 미터법 체제와 척

(尺) 단위 체제에 기반하여 각 실의 규모와 수용가능 인원수 및 수용가능 인원의 

가족구성에 대해 다음의 표와 같이 계획하였다. 이들 이외에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부엌과 욕실 등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계획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지만, 

평면 상 각 요소들 간의 균형을 맞추는 취지에서 거주 인원 수가 큰 경우 해당 부

대시설의 면적도 비례하여 크게 계획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3인 가족부터 8인 가족까지 살 수 있는 6가지 종류의 주택 형을 개발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주택 형의 1인당 면적을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10㎡가 산출되었다.247)

246) 西山夗三, 앞의 책, 1976, p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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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정수 체제

(メートル整數値制)

척 단위 체제

(間尺制)

다다미수

(疊數)

인원수

(人數)
인원 구성 인원수 인원 구성

침

실

寢

室

3 1
성인 1명 또는 아동

1명
1

성인 1명 또는 아동 1

명

4.5 2 부부 또는 아동 2명 2 아동 2명

6 3
부부+유아 1명 혹은

아동 3명
3

부부+유아 1명 혹은 아

동 2명

8 - 3
부부+유아 1명 혹은 아

동 3명

식

사

실

食

事

室

2 4
부부+아동1명+유아1

명

3 6
부부+아동3명+유아1

명
5 부부+아동2명+유아1명

4.5 8
부부+아동5명+유아1

명
7 부부+아동4명+유아1명

6 - 9 부부+아동6명+유아1명

표 15 일본영단주택 연구부에서 규정한 침실 및 식사실의 크기와 사용인원 (西山夗三, 앞의 책,

1976, p.145.)

앞서 언급한 평면상의 특징들은 조선주택영단에서 공급한 영단주택 평면에서

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선주택영단의 영단주택 역시 다다미의 개수를 기

반으로 실 규모를 규격화 하였고,248) 아래의 표와 같이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공간

들 역시 주택 형별로 크기를 조정하였다.

갑형 을형 병형 정형 무형 비고

현관 약 5㎡ 약 3㎡ 약 2㎡ 약 1㎡ 약 1㎡

안길이

90cm

부엌(台所) 약 5㎡ 약 5㎡ 약 3㎡ 약 3㎡ 약 3㎡

오시이레

(押入)
3間 2.5間 1.5間 1.5間 1.5間

도꼬노마

(床の間）

1間의 것

이 많음

0 . 5 間 의

것이 많음

0 . 5 間 의

것이 많음
없음 없음

엔가와

(緣側)
2間 1.5間 1.5間 없음 없음

변소 대소 2개 대소 2개 대소 2개 대소 2개
대소 2개

또는 없음

욕실 약 3㎡ 약 2㎡ 약 2㎡ 없음 없음

표 16 조선주택영단 주택의 각 형별 평면계획의 기준규격 (冨井 正憲, 앞의 책, 1996, p.436.)

247) 西山夗三, 앞의 책, 1976, pp.144∼145.

248) 박용환, 앞의 책, 2010,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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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조선주택영단의 주택형 (冨井 正憲, 앞의 책, 1996, p.449.)

한편 해방 이후 주택행정처는 20평의 갑형(甲型)과 15평의 을형(乙型)의 주택

을 서울 시내 각지에 350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1947년 11월 30일 완공

을 목표로 7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주택행정처 주택은 1946년 조선건축

기술단이 주최한 국민주택 설계도안 현상모집의 당선 안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249)

249) 김용범, 앞의 논문, 2011.12,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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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주택행정처 보급주택 (左)갑형 (右)을형 (김용범, 앞의 논문, 2011, p.29.)

해방 이후 대량으로 공급된 집합주택으로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DH주택이다. DH주택의 평면은 9종류의 기본형이 있었는데, 이는 크게 나누어 A, 

B, C의 세 가지 타입(type)으로 구분할 수 있다. A형은 약 26평부터 32평에 해당

하는 면적을 가졌고, 2개의 침실을 가진 것과 3개의 침실을 가진 것으로 구분되며 

또한 각각은 단층집과 2층집으로 나뉜다.250) B형은 약 33평부터 46평의 면적을 

가진 유형으로서, 2개의 침실을 가진 유형과 3개의 침실을 가진 유형으로 구분되

고 각각은 단층집과 2층집으로 나뉜다. C형은 약 41평의 면적을 가진 유형으로서 

4개의 침실을 가진 유형이다. 이들은 군인을 위한 주택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군대

의 계급에 따라 각 주호가 대응되어 공급되었다. A형은 중위(中尉)이하 소위(少
尉) 혹은 하사관(下士官)이 거주하였고, B형은 대위(大尉), 좌관(佐官)이 거주하였

다. A형과 B형은 각각 2개 및 3개의 침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성(異性) 자녀

를 둔 경우에는 3개의 침실이 있는 집을 제공하였고, 동성 자녀를 둔 경우에는 2

개의 침실이 있는 집을 제공하였다. C형은 가족 수가 많은 군인에게 제공하였

다.251)

자녀들의 성별에 따라 침실을 분리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니시야마 우조의 

식침분리론에 이은 부모와 자녀 침실의 구분 논의보다 한발 더 나아간 이른바 취

침분리론(就寢分離論)이라고 할 수 있다.252) 또한 이는 부부생활에 중점을 둔 계

획이기도 하다.253)

250) 小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 앞의 책, 1999, pp.87～90.

251) 小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 앞의 책, 1999, pp.87～90.

252) 小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 앞의 책, 1999, p.89.

253) 小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 앞의 책, 1999, 부록 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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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층

수
바닥면적
(床面積)

거실
(居間)

식당
침

실
목욕실
(バス）

화장실
（トイレ）

헛방

(納戶)

A형
A-1 1 936×26.0 1

0(Living

+Dining)
2 1 1 0

(중위

(中尉 )

이하)

A-1a 2 950×26.4 1 1 2 1 1 0

A-2 1 1064×29.6 1 1 3 1 1 0

A-2a 2 1134×31.5 1
1

(Dinette)
3 1 2 0

B형 B-1 1 1170×32.5 1 1 2 1 1 1

(좌관

(佐官))

B-1a 2 1344×37.3 1 1 2 1 1 1

B-2 1 1296×36.0 1
0(Living

+Dining)
3 1 2 1

B-2a 2 1670×46.4 1 1 3 1 2 1

C형

(多人

數用)

C-1 1 1485×41.2 1
0(Living

+Dining)
4 1 2 0

표 17 DH주택의 주호의 타입 별 구성 (小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 앞의 책, 1999, p.88.)

그림 111 DH주택의 A-1 유형의 평면도 (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省工藝指

導所 編, 앞의 책, 1948,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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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DH주택의 A-1a 유형의 평면도 (上) 1층 평면도 (下) 2층 평면도 (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省工藝指導所 編, 앞의 책, 1948,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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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DH주택의 A-2a 유형의 평면도 (上) 1층 평면도 (下) 2층 평면도 (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省工藝指導所 編, 앞의 책, 1948,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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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DH주택의 A-2 유형의 평면도 (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省

工藝指導所 編, 앞의 책, 1948, p.63.)

그림 115 DH주택의 B-1 유형의 평면도 (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省工

藝指導所 編, 앞의 책, 1948,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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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DH주택의 B-1a 유형의 평면도 (左) 1층 평면도 (右) 2층 평면도 (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省工藝指導所 編, 앞의 책, 1948, p.74.)

그림 117 DH주택의 B-2 유형의 평면도 (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省工藝指導所 編,

앞의 책, 1948,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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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DH주택의 B-2a 유형의 평면도 (左) 1층 평면도 (右) 2층 평면도 (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省工藝指導所 編, 앞의 책, 1948, p.65.)

그림 119 DH주택의 C-1 유형의 평면도 (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省工藝指導所 編,

앞의 책, 1948,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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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일제강점기에 보급된 관사는 거주자의 직급에 따라 규모가 정해졌으

며, 규모가 커지더라도 개인공간이나 가족공간이 확충되기보다 접객공간이 늘어나

는 경향을 보였다. 1941년 조선주택영단 설립 이후 보급된 영단주택에서부터 본격

적으로 최소규모 단위주호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주택

영단의 단위주호 계획을 살펴보면 식침분리를 견지하였고 다다미를 기준으로 인체 

치수 기반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1인당 소요면적을 산출하였다. 그리

고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선주택영단의 영단주택이 설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미군정기의 DH주택은 미군의 주택으로서 역시 직위별로 규모가 설정되었으

며, 이성 자녀간의 침실도 분리하고 자녀 침실을 부부 침실과도 확연하게 구분함

으로써 그 이전 시기의 공영 주택에 비해 개실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였다.

개인공간 가족공간 접객공간 일본인 관사

개인공간 가족공간 조선주택영단

개인공간 가족공간 DH주택

그림 120 일본인 관사, 조선주택영단의 영단주택, DH주택의 단위주호 계획 경향

4.1.2. 한국전쟁�이후의�사회�안정화와�주택�공급� �

앞서 일본주택영단의 계획 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주택영단은 단위주호별 

거주 인원수와 구성원을 설정하고 다다미 치수에 근거한 실(室) 규격화 과정을 통

해 1인당 10㎡의 건축면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

후 조선주택영단의 조직이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이어져온 대한주택영단254)에서는 

반대로 1인당 건축면적을 설정하고 이에 인원수를 곱하여 단위주호의 면적을 먼저 

산출한 다음, 그에 맞는 설계안을 작성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주택영단의 실무진들과 기타 당시 주택 계획을 선도했던 관련 전문가들의 

글이 지속적으로 수록되었던 잡지인 『주택』을 살펴보면, 1960년 4월호에 이건영

(李建永)이 게재한 글255)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54) 박용환, 앞의 책, 2010, p.199.

255) 李建永, 「새해에 있어서의 住宅問題」,『주택』,1960. 04,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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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외국에 있어서의 1인당 거주면적의 최저표준 (李建

永, 「새해에 있어서의 住宅問題」,『주택』, 1960.04,

p.47.)

이건영은 글을 통해, 국민주택의 단위주호 면적의 기준을 15평으로 산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주택 공급에 있어 1인당 최저요구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위의 그림에 보이는 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1인당 거침면적(居寢面
積)을 1.5평(坪)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위의 그림에 보이는 표의 일본건축학회 

표준 기준인 4.9㎡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256) 호당(戶當) 건평(建坪)에 대한 비율, 

즉 건폐율을 약 50%정도로 잡으면 1인당 요구되는 건평은 3평이 된다. 한편 성인

율(成人率)을 적용하여, 10세 미만의 경우 0.5인(人)으로 설정하고 10세 이상인 

경우 1인으로 설정하고, 당시 총인구수를 기준으로 10세 미만을 전체 인구수의 

40%로 설정한다.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평균가구원 정원이 5.93인 인데, 이를 성

인율을 감안하여 환산하면 1가족마다 성인은 4.74인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4.74인에 1인당 요구되는 건평인 3평을 곱하면 14.22평이 되어 약 15평이 산출되

는 것이다.257)

256) 본문에서는 6표(6表)를 참고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6표는 개실(個室) 당 수용인원이 미국

의 도시와 시골 그리고 서독의 경우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내용에 대한 표이므로 관련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5표(表)의 오기(誤記)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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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단위주호로서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을 이와 같이 15평으로 설정한 

뒤로, 1970년까지 작게는 7내지 8평부터 크게는 약 20평에 이르는 범위 내에서  

대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의 주택이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58)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이와 같은 계획 경향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964년부터는 신체 치수 및 모듈(module) 적용에 착안하여 주택 계획에 변

화를 주고자 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지 1964년 12월호에 이규남(李
圭南)259)은 그의 글을 통해 주택 개실의 최소규모를 산정하면서, ‘각 개실의 최소

규모는 산은주택기술실의 안영배 씨의 논문 「modular coordination-주택을 중심

으로 한 60module의 제안」에서 인용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분명히 해둔다.’라

고 언급하였다.260) 

안영배의 논문은 1960년 3월에 『건축(대한건축학회지)』에 게재되었는데,261) 

이는 그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62)의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안영배는 논문을 통해 건축생산의 공업화를 위해 척도조정(尺度調整, modular 

coordination)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한국 주택의 경우 60cm를 기본 

모듈로 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소규모의 주택을 계

획할 때, 주택의 각 실(室)의 계획에 있어 60cm의 기본 모듈이 유용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침실, 거처실(居處室), 식당, 주방, 목욕실, 변소, 복

도, 반침, 가사실의 적정 크기를 도출하고, 이 크기들이 60cm 기본 모듈의 배수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도출된 거처실

과 주방의 면적이 1929년에 최소주거에 대해 논의했던 CIAM 회의에 출품되었던 

최소규모 단위주호 계획안의 거처실과 주방의 면적의 최빈치(最頻値)와 거의 같은 

것을 확인하여 본인의 논의가 합당함을 주장한다. 한편 그는 60cm 기본 모듈은 

인체 치수에 기반한 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통용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 또한 목재 

중 각재(角材)의 단면 및 중공 콘크리트 블록의 단면 치수 등 역시 60cm의 기본 

모듈 체계에 수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57) 李建永, 앞의 글, 1960.04, pp.44～50.

258) 외인(外人)주택 혹은 아파트 등 외화획득을 위한 주택 분양과 같은 특수 사례는 제외한다.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9. 참조.)

259) 당시 대한주택공사 설계과장이었다.

260) 李圭南, 「64年度 國民住宅型 設計에 대해」, 『주택』, 1964.12, p.27.

261) 안영배, 「Modular Coordination : 주택을 중심으로한 MODULE의 제안」, 『건축(대한건축

학회지)』, 5권, 1960.03, pp.23∼31.

262) 안영배, 『住宅의 基準尺度에 關한 考察』,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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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인체기본동작척수(人體基本動作尺數)와 가구

(家具)의 규모(規模) (안영배, 앞의 글, 1960.03, p.30.)

그림 123 60cm module을 이용한 단위주호 계획 사례 (안영배, 앞의 글, 1960.03, p.31.)

이규남은 개실의 최소규모 산정에 대한 안영배의 논의를 근거로 다음 그림과 

같이 바닥면적(床面積) 13평형 주택에 대한 대안을 2개 도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평면의 모든 치수는 60cm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규남은 64년도 국민주택형(國民住宅型)263)과 이들 둘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각 계획안의 특징을 언급한다. 그는 비교 분석을 통해 A안과 B안 모두 64년 국민

주택형보다 침실의 면적이 더 작기 때문에, 마루에 온돌을 설치하여 거실로 만들

어서 침실 겸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면적의 측면에서는 B안

이 양호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A안이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263) 64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설계한 국민주택 평면형은 10평형, 12평형, 15평형, 16평형인데,

(李圭南, 앞의 글, 1964.12, p.29.) 이들 중 어떤 형과 비교를 한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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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바닥면적 13평의 최소한의 온돌식 주택형의 평면구성 표준 예 (左) A案 /

(右) B案 (李圭南, 앞의 글, 1964.12, p.28.)

 

이러한 평가는 65년도 대한주택공사 주택 평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

록 단위주호 평면의 개별적인 치수는 정확하게 60cm 모듈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

지만, 12평형대 단위주호의 경우 A안과 같이 중간에 복도를 두어 통과공간을 둔 

것을 알 수 있고, 15평형대 단위주호의 경우 마루 공간에 온돌을 설치하여 침실 

겸용의 거실로 계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5 대한주택공사 국민주택 65년 12평형

평면도 (대한주택공사 자료실 제공)

 
그림 126 대한주택공사 국민주택 65년 15평형 평

면도 (대한주택공사 자료실 제공)

이상 일제강점기 관사, 조선주택영단의 영단주택, 주택 행정처 보급 주택, DH

주택, 대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 보급 주택의 평면형 계획 원리에 대해 고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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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제강점기 관사는 계급별로 주택의 면적이 규정되었으며, 대체로 일반 관료 

직급으로 주임관 급 이상, 군대 직책으로는 준사관 급 이상의 경우 면적이 커질수

록 가족공간이 더욱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접객공간이 더욱 분화되는 정황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술한 계급 이하의 경우 가족공간만 주어지거나 혹은 이보다도 작은 

면적에 개인공간이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주호의 최소화가 본격적으

로 연구되고 실현된 것은 조선주택영단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주택영단

의 평면형 계획과정을 통해 추정해보면 인체 치수에 근거한 건축 계획까지는 아니

더라도 다다미의 갯수과 거주 가능한 인원수를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다. DH주택의 경우 영단주택의 식침분리 논의보다 한발 더 나아간 이성 자녀 

간 취침분리를 실행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근대적 아동 개념의 급격한 

수용 양상의 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264) 

대한주택영단의 주택계획은 일본주택영단과는 다르게 1인당 소요 면적을 기준

으로 단위주호의 면적을 산출한 뒤 이에 맞춰서 주택 평면을 계획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는데, 1964년을 기점으로 안영배의 60cm 모듈 및 인체치수에 근거한 각 

실의 용적 설계 방법이 대한주택공사 실무진들에게 수용되면서 이후 모듈 및 인체

치수에 근거한 계획 방법이 반영되어간 정황을 알 수 있다. 

4.2. 최소규모�단위주호의�모색과� 1960년대의�한국적�상황

 

4.2.1. 음식조리�공업화의�지체와�최소규모�주호�장려�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단위주호를 최소화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은 음식을 조

리하고 저장하는 공간을 줄이는 일이었다. 한국 전통 음식 중 김치와 같은 저장발

효식품과 간장, 된장과 같은 장류 음식을 집에서 직접 만들고 저장하기 위해선 많

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미 1967년부터 가사 노동의 상업화를 통

해 주택 내부의 행위를 외부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도로써 

264) 김하나, 『近代的 어린이 槪念의 形成과 住居의 變化』,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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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공장의 설립과 간장 및 된장과 같은 장류 음식의 제품화 노력을 언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노력은 월남전에 파병된 군인들에게 한국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중화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기업체 등 단체 급식에 사용되는 단

계를 거쳐 일반 가정에 소비 상품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접어들

면서부터이다.265) 

대한주택공사가 1962년에 건설된 마포아파트를 계획하던 시기는 음식 조리의 

공업화가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그럼에도 관련 전문가들의 구상에서는 음식 조리

의 공업화에 대한 시도를 찾을 수 있다.266) 특히 아파트를 계획하는데 어려움을 

준 장독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267)

그림 127 (左) 아파트 생활에 의해 장독대가 없어질 것임을 예측하는 기사 (『매일경제』,

1969.06.03.) / (右) 장독대를 두는 반침과 발코니 크기의 기준 산정 (클라우스 부락크

(Klaus Blach), 「67년도의 새 아파트」, 『주택』8권1호, p.50, 1967.06.)

265) 「오늘20日부터 稼動 仁川김치통조림工場」, 『매일경제』, 1967.02.03. / ‘…서울시는 식생활

개선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 1억원 규모의 김치공장을 연내에 건설키로 했다.…한편 공장건

립에 따라 연내에 김치공급의 대상이 될 시민은 「아파트」거주자 3천가구 2만명, 고소득층

15만명, 직업여성, 독신자 3만명 등 총 대상 20만명이다.’ (「1억 규모 김치工場건립」, 『매일

경제』, 1968.01.24.) /「김치도 “商品化時代”로」, 『매일경제』, 1982.11.08. /「醬油類전문공장

완공」, 『매일경제』, 1985.04.05.

266) ‘…즉 각종 「식품 제조공장」을 이 「아파드」주변에 지어서 「통조림」을 중심한 식생활

의 개선을 도모하고 식품들은 대개 구매장에서 구입하는 그런 생활을 장려하겠다고 한다….’

(「小市民住宅과 아파드」, 『동아일보』, 1962.07.30.)

267) ‘…또 廚房을 居室의 一部에 두어 所謂 「리빙․킷친」(Living Kitchen)의 形式이 있어 역시

같은 效果를 거두고 있다. 이는 勿論 歐美諸國처럼 통조림 食料의 發達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

문이기도 하다….’ (嚴德紋, 「住宅講座Ⅲ -住宅에 있어서의 空間問題」,『주택』, 1960.04,

p.38.)

‘…간장 된장 김장이 家庭에서 製造되어야만 한다는 思考方式이 아파트 普及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60萬 大軍의 간장 된장은 勿論 越南까지도 김치를 補給하고 있는 現代에 이르러 아파

트 團地 한구석에 分工場을 세운다고 하면 더욱 廉價로 供給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市當局에

서 今年度에 이러한 計劃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李海星, 「住居生活의 經濟性과 都市住宅

의 高層化」, 『주택』9권1호, 1968.12, p.31.)

‘…장독대 없애기운동이 있었다. 간장 고추장 된장을 공업화해서 가정마다 장담는 수고를 치르지

말자는 것이다. 이건 아파트생활이란 새로운주택생활이 시작되면서 겪게된 고민의 해소운동이

었다….’ (「衣食住23年 어떻게 달라졌나」,『동아일보』, 196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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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음식 조리의 공업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의 아파트 단위 주호

계획안. 장독대 저장소를 계획한 모습을 보였다. (대한주택영단, 『주

택』, 대한주택영단, 1960.12, p.6.)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상품화된 전통 음식을 소비하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

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파트에서는 현실적으로 단위주호 및 단위층 평면의 계

획에서 장독대를 두는 저장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었

다.268) 이 시기 장독대는 대개 발코니를 이용하거나269), 부엌 옆의 다용도실을 이

용하였다.

268)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해 본 결과 우리 生活이 완전히 現代化하여 필요한 물품을

백화점이나 식품점에서 구입하여 생활한다면 별문제이지만, 건축연구소 당국이 入住者로 하여

금 통조림으로 주식생활을 하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아파트에서 한국 고유의 음식물을 장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클라우스 부락크(Klaus Blach), 앞의 글,

p.43, 1967.06.)

269) ‘…오늘은 大學同窓인 美가 찾아왔다. 아파트가 좋다기에 求景을 하러 왔다는거다. 뭐 별로

히 험잡을데가 없어도 바깥에서 바라다 보이는「발코니」에 빨래를 늘어 놓고 장독들이 죽들

늘어져 있어서「발코니」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는 얘기를 한다….’ (秋玲, 「아파트의 하루들」,

『주택』11호, p.91, 1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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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저장�및� 작업공간의�확충

한편 최소규모의 단위주호를 계획함에 있어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공간들을 합

쳐서 집약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전문가들 사이에

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된 것은 바로 주방과 거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합치는 이른바 

리빙·킷친(Living  Kitchen) 형식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통조림 식료품의 발달

이 뒷받침되어야 함이 전문가들에 의해 강조되었다.270)

젖은 바닥을 갖는 공간, 예를 들어 변소, 욕실 그리고 주방을 한데 집약하여 

소위 설비핵(設備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빈번하게 논의된 사안인데,271) 

이는 1962년의 마포아파트에서 처음으로 배스 유닛(Bath  Unit)으로 실현되어 수

세식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욕조가 함께 있는 오늘날과 같은 화장실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현관과 부엌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부엌 면적을 넓힌 것

이 주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돈암동 아파트의 사례도 있었다.272) 

그림 129 (左) 리빙・킷친의 사례 (金技泰,「解放後公社住宅平面發達過程」,『주택』12호,

1964.06, p.45.) / (右) 돈암동 아파트의 사례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9, p.271.)

  

270) ‘…또 廚房을 居室의 一部에 두어 所謂 「리빙・킷친」(Living Kitchen)의 形式이 있어 역시

같은 効果를 거두고 있다. 이는 勿論 歐美諸國처럼 통조림 食料의 發達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

문이기도 하다….’ (嚴德紋, 앞의 글, p.38, 1960.04.)

271) ‘…最近에 있어서는 技術의 發達로 外壁面에 接해야만 하였던 便所 浴室 또는 廚房까지 한

데 集約해서 所謂 設備核을 만들어서 住宅空間內 中央이라도 配置할 수 있게 되었다….’ (嚴德

紋, 앞의 글, p.38, 1960.04.)

272) ‘…玄關과 부엌을 共用토록 해서 부엌 面積을 넓혀 主婦들의 歡迎을 사게했다….’(「설계상으

로 본 금년도 주택의 특색」, 『주택』14호, p.97, 19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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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규모 단위주호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인 저소득층을 위한 염가 주택의 공

급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965년 대한주택공사의 조사결과 실제로 

이러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중간 소득층에 해당되었

다. 그리하여 1966년을 기점으로 대한주택공사는 중간 소득층을 위한 중형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273) 이것은 더 이상 단위주호를 최소화하

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1970년대 중

반이후 중산층을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고층아파트가 주택시장의 중심을 이루

게 되면서 단위 주호의 최소화의 경향은 더욱 약화된다. 다만 유사 기능공간을 집

약하는 속성은 지속되어 이후 LDK를 만드는 경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3. 1960년대의�기능공간의�공용화�경향과�소멸

4.3.1. 효율적인�생활을�위한�시설의�공용화

기능공간을 공용화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주택 계획 관련 전문가들은 계단, 

엘리베이터, 목욕탕, 세면실 등을 공용화하게 되면 이들을 좁은 단위주호에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위주호를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Ⅳ.住宅空間을 擴大하려는 現代의 努力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空間을 擴大한다는 것은 무엇일가? 卽 人間生活을 維持할 수 있는空

間範圍를 擴張시키는 것이다.…지금까지는 錯覺에 依한 空間擴大에 對하여

言及하였지만, 여기서 부터는 理性的인 技術的인 解決方法例에 對하여 生覺

해가기로 한다.…<「아파트」等에 있어서의 共同施設> 勿論 「아파트」그

自體가 空間의 節約이 그 目的인 것이다. 共同階段 共同浴場 共同洗濯場등

은 注目할 만한 것이다….“274)

273) ‘…調査分析 結果에 依하여 이와 같은 方針을 修正하고 中所得層을 위한 15坪 住宅을 建設

하여야 한다는데 重點을 두고 66年度 標準設計를 하게된 것입니다.….’ (安秉義, 「66年度 公營

住宅의 綜合診斷」, 『주택』8권1호 1967.06, p.58)

274) 嚴德紋, 「住宅講座 -住宅에 있어서의 空間問題-」, 『주택』3호, 1960.04,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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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하여 단위주택이 집합한 것으로 pipe와 통로를

공용하고 단독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공동화함으로써 편리하게되며, 구체적

으로 공동화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세탁장, 창고, 오락실, 공중욕장 등이 있

다. 각 unit가 면적의 여유가 없으므로 공동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보다 주생

활이 편리하게 된다.”275)

공동주택을 계획함에 있어 기능공간을 공용화해야 하고, 이와 같이 공용화할 

경우 생겨나는 이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택 계획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다음의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외국의 아파트에는 지하실에 반드시 광과 세탁기가있어 세탁물을 건조시

킬수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파트 지하실을 호당1내지2평정도나마 광으

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공간의 아파트가 더욱 좁아져서

숨이막히게되므로 지하실을 광으로 사용하게되어서 자질구레한것들을 넣어

두어야 하겠다….”276)

“…그러면 溫突房에서 西洋式生活方式으로바꾼뒤의長短點은무엇일까? 「아

파트」는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집합해서 살고있을뿐 반드시공동적인 생

활을 하는것은 아니고 공동의 낭하계단 「엘리베이터」등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뿐 주거의 단위는 확연히 독립되어있다. 이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생

활은 단순화하고경제화할수있다. 그러나 「아파트」는 독립주택에비해결함

이많다….”277)

     

그리고 주택계획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내에 기능공간을 공용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단지계획의 차원에서 공동시설을 통해 기능공간을 공용화하는 것이 요구

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단지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멀지않아 공동생활에 필요한 탁아소,

어린이 놀이터, 유아원, 국민학교, 소공원, 시장, 진료소 등이 설비되어, 참으

로 외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살기 편한 서민층의 주택으로 아파트가 지처에

많이 건립되기 기다려진다….”278)

275) 金圭石,「아파트의 平面計劃」,『주택』, 대한주택공사, 1968.12, p.47.

276) 「이웃에 폐안되게…아파트生活에서 지켜아할자세」, 『매일경제』, 1970.01.17.

277) 「溫突과아파트의長短點」, 『경향신문』, 196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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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공동체적�생활방식�정착의�어려움�

1960년대 당시의 전문가들은 아파트 내 공용공간이 갖는 실질적인 이점으로 

각종 설비 등을 공용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각 단위주호에서 가질 수 없는 큰 규

모의 기능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279) 이러한 공용공간으로 

변소, 세면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화아파트(1964)는 공용변소를 두어 설비를 공

용화함으로서 건설비를 절감하고 최소규모 단위주호의 내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아파트(1969∼1972)의 일부 사례들 역시 공용변소를 둠으

로써 동일한 효과를 얻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단위주호의 

거주자들이 이기적으로 생활하고 공용변소를 공동생활정신에 입각하여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따라서 공용변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

다.280)

그림 130 (左) 이화아파트(1964) 단위층 평면도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9,

p.260.) / (右) 시민아파트의 표준 층 평면도 (장성수, 『1960～1970年代 韓國 아

파트의 變遷에 關한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p.113.)

 

278) 李仁喜,「아파트生活에서의 住居生活의 簡素化」,『주택』, 대한주택공사, 1968.12, p.87.

279) ‘…특히 아파트는 共同住宅이라 하여 單位住宅이 集合한 것으로 pipe와 通路를 共用하고 單

獨과는 달리 積極的으로 共同化함으로써 便利하게 되며, 具體的으로 共同化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세탁장, 倉庫, 오락실, 公衆浴場 等이 있다. 各 unit가 面積의 여유가 없으므로 共同으로

使用케함으로써 보다 住生活이 便利하게 된다….’ (金圭石, 「아파트의 平面計劃」, 『주택』제

9권 제1호, p.47, 1968.12.)

280) ‘…요즈음 서민층 시민 아파트에는 단독 변소가 아니고 두세대씩 겸용으로 사용하게 되어있

어 청소를 서로 미루게 되어 비위생적이고 매우 지저분하다. 어려운 살림일수록 공동생활에

대한 공공심이 부족한 것을 감안한다면 깨끗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서는 건축 상의 큰 「미

스」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당국은 서민층 아파트일수록 변소 등은 단독식으로 건

축해야하겠다….’ (「이웃에 폐안되게…아파트生活에서 지켜야할자세」, 『동아일보』,

197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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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은 비슷한 시기에 변소와 세면실을 공용화했던 홍콩 공영주택

의 주민들이 겪었던 상황과 대조적이다.281) 홍콩의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공동체적 생활에 대한 적응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에서 생활함에 있어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었다. 이

는 ‘인보정신(隣保精神)’282) 혹은 ‘사회생활(社會生活)’283) 등으로 표현되어, 공동

체적 삶의 방식을 새롭게 습득하고 준수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언급한 나르콤핀 공동주택의 사례와 같이 넓은 복도는 공동체적 삶의 방

식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대한주택공사의 전문가에게 있

어 복도의 크기란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만큼의 폭에 더하여 가구 등을 운반할 

때의 회전 반경을 함께 고려한 매우 실제적인 차원의 고려 대상이었으며 이념적인 

인식을 동반한 대상은 아니었다.284)

1965년에 건립된 동대문아파트는 단위주호에 부엌, 변소, 발코니, 온돌방이 갖

춰져 있다. 그리고 폭이 좁은 중정과 이에 면하는 복도가 이루는 내향적 공간이 

281) 1950년대에 지어졌던 홍콩 공영 공동주택 마크(Mark) 시리즈는 마크1 이후 마크 6까지 지어

진다. 이들 중 마크1〜3은 공용 변소와 세면장을 두었고 옥상에는 학교가 있었다. 이후 마크4

부터는 각 단위 주호에 변소 및 세면장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거주자를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이웃 간에 가사 노동을 돕는 행위와 같은 거주자 간의 교류활동은 마크1〜

3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다. (edited by Luke S.K.Wong, Housing in Hong Kong-A

multi-disiplinary Study, Hong Kong․Singapore․Kuala Lumpur: Heinemann Educational

Books, 1985, pp.160〜172.

282) ‘…低所得住宅生活은 그 規模와 形式이 最小限으로 計算된 만큼 空間共用 또는 視覺的으로

空間을 共有함로서 住居生活을 民主化하도록 隣保精神理解가 必要하다. 低所得住宅의 問題는

우리 時代의 人口增加와 民衆의 民主主義의 增加하는 壓力等에 反映한 것이며, 集團生活에 있

어서의 個人의 切迫한 危機를 克服하려는 것이다. 太陽과 空氣를 위한 最大限의 面積과 空間

에 對한 配慮, 最小働의 原理에 依한 配置의 合理化, 個個의 住居의 生活空間의 一部를 隣近家

庭에 公開하는 것으로서 그 部分을 共有한다는 것, 그리고 1住戶內의 家族全員을 위한 獨立性

의 關係는 그 住戶內에서 解決한다. 家庭相互生活의 어떤 部分을 共用한다는 것은 基本的인

敎養에 立脚한 理解가 必要하다….’ (趙英武, 「低所得住宅試案 -極小化原理와 그 平面展開」,

『주택』13호, 1964.12, p.34.)

283) ‘…그러나 住宅의 高層化 즉, 아파트멘트生活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先行되어야할 몇

가지 前提條件들이 있다. 그 몇가지 條件中에서도 가장 基本的인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다운 意味의 社會生活이 어떠한 것인지를 體得해야하며 그 社會生活의 實踐이 몸에 배어 生理

化 되어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自己家族만의 生活밖에는 經驗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다른

家族과의 共同生活을 前提로 하는 아파트의 生活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家族中心的 思考와

行動을 하루빨리 脫皮해야만 한다….’ (李海英, 「아파트와 社會生活」, 『주택』9권1호,

1968.1, .pp.36〜37.)

284) ‘…계단과 복도의 size에 對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여기에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cabinet이

나 환자 운반용 “들것”이나 관을 운반할 수 있게끔 복도나 계단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것이

다….’ (클라우스 부락크(Klaus Blach), 앞의 글, 1967.06,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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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이다. 이외에도 중정의 1층에 공용 수도(水道)가 있고, 중정을 사이에 두고 

서로 현관을 마주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고무하는 공간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설계한 대한주택공사는 당시 이 건물의 

주된 특징으로서 아파트에 흔히 결여되기 쉬운 독립성을 최대한 마련한 것으로 들

고 있다.285) 이는 여전히 단위주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비해, 공동주택의 중정

이나 복도 등이 공동체적 생활에 필요한 공간적인 장치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

분하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1966년을 기점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중형주택의 건설로 전환하

면서 복도형 평면을 폐기하고 계단실형 평면을 계획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계단실

형 단위층 평면은 복도형 단위층 평면에 비해 단위주호의 독립성이 제고되는 장점

이 있기 때문이다.286) 이후 공용 공간의 설치는 단위 층 평면 내부가 아닌 단지 

내부의 노인정, 단지 회의실 등의 독립된 건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림 131 동대문 아파트의 2～6층 단위층 평면도 (대한주택공사 자료실)

285) ‘…世帶當 坪數는 10坪으로 溫室방 두 개와 부엌과 便所로 構成되는데 溫突하나는 居室兼用

으로 使用할 수 있고 便所는 水洗式이다. 아파트에 흔이 缺如되기 쉬운 獨立性을 最大限 마련

한 것도 特色의 하나….’ (「今年度 住宅의 特色」, 『주택』14호, 1965.07, p.97.)

286) ‘…작은 아파트일 경우에는 가장 경제적인 해결책이 복도 형식이 됨으로 問題시 되지 않으

나 Midium size의 방이 둘 있는 아파트에서는 아주 애매하다. 보통 층계가 복도보다 ㎡당 더

비싸게 든다. 그러나 계단형은 단독 Apart에 있어서 더 많은 Privacy를 주며 우기라든가 바람

이 불 때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운 느낌을 느끼게 한다….’ (클라우스 부락크(Klaus

Blach), 앞의 글, 1967.06,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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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동대문 아파트 2〜6층 단위층 평면도 점선 부분의 확대.

단위 주호의 구성을 보여준다. (대한주택공사 자료실)

4.4. 소결

한국 근대 공영 집합주택에서 진행된 공용화의 전개양상은 서구에서의 관련 

논의와 동일하게 다층위의 공간적 스케일을 두고 살펴볼 수 있다. 이중 단위주호

의 최소화 및 공동주택에서의 기능공간의 공용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우선 

단위주호의 계획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에 보급된 관사는 거주자의 직급에 따라 

규모가 정해졌으며 규모가 커지더라도 개인공간이나 가족공간이 확충되기보다 접

객공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1941년 조선주택영단 설립 이후 보급된 영단주

택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최소규모 단위주호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

련하여 일본주택영단의 단위주호 계획은 식침분리를 견지하였고 다다미를 기준으

로 한 인체 치수 기반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1인당 소요면적을 산출하

였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선주택영단의 영단주택이 설계되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미군정기의 DH주택은 미군의 주택으로서 역시 직위별로 규모가 설

정되었으며, 이성 자녀간의 침실도 분리하고 자녀 침실을 부부 침실과도 확연하게 

구분함으로써 이전 시기의 공영 주택에 비해 개실의 프라이버시가 강화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대한주택영단은 일본주택영단의 경우와 반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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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소요면적을 먼저 정하고 이를 통해 단위주호의 규모를 설정하는 방법을 취했

는데 이를 통해 15평이 국민주택의 기준 규모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단위공간의 

조합방식을 취하지 않고 장방형의 단위주호를 분할하는 방식을 통해 공간을 계획

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1960년대 후반에 개실의 적

정규모에 대해 대한주택공사가 자체적인 고찰을 하면서, 당시 산업은행 주택기술

부처에 있었던 안영배의 학위논문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학회지 게재 논문 내용을 

통해 인체치수에 근거한 모듈이 적용된 개실 크기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부터이

다. 이를 기점으로 인체치수에 근거하고 모듈이 적용된 단위주호의 계획경향이 생

긴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 근대 공영 집합주택의 계획 논의 및 

건설 사례 중 우선 단위주호의 최소화 경향을 살펴보면, 단위 주호 내 저장공간의 

규모를 줄여서 최소규모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장류 음식을 집에서 

직접 만들고 저장하는 전통적 식문화가 강력하였고, 음식 조리의 상업화가 더디게 

진행되어 이러한 시도는 실패하였다. 이는 오히려 장독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을 두는 한국적인 아파트 평면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최소규모 단위

주호를 실현하기 위해 유사한 기능공간은 집약되었으며 이는 리빙·킷친, 배스 유

닛, 현관과 부엌을 합친 사례 등으로 구현되었다.

기능공간의 공용화 경향을 살펴보면, 변소를 공용공간으로 두었던 경우가 있

다. 이들은 협소한 단위주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설비 집중에 의한 건설

비용의 감소 등의 이점을 보인 사례들이다. 한편 커다란 복도 및 중정과 같은 공

용공간의 특정 건축형태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건축계획적 의도

를 내포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경우 이에 대한 건축계획적 인식은 미비했고 결

국 이와 같은 공용공간의 시도는 폐기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는 공영 공동주택

에서 단위주호를 최소화하고 공용공간을 설정하는 실험이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공영 공동주택의 실제 거주자가 중산층으로 고정됨에 따라, 단위주호의 최

소화를 추구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공용공간을 설정하는 것 역시 주택 매매의 

기준이 되는 단위주호의 면적을 확보하는데 불리하며 단위주호의 독립성을 원했던 

거주자의 경향과도 상충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공영 공동주택에

서 단위 주호의 최소화 및 기능공간의 공용화 경향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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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지화와�공용공간�및� 공동시설의�모색
5.1. 근린주구론과 단계구성론 및 방공 체제의 도입

5.2. 학교·시장·공원의 역할과 설치 양상

5.3. 도시 집합주택의 상보성과 한국적 상황

학교, 시장, 공원 등의 공동시설을 잘 갖춘 다수의 단위주거지들이 모여서 유

기적인 도시의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도시계획 방식은 일제강점기부터 한반도의 도

시에서도 서구의 도시와 유사하게 구상되고 또한 실행되었다. 이렇듯 서구로부터 

유입된 주거지 계획 방식을 대표하는 논의로서 근린주구론 및 단계구성론을 언급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도시에 이와 같은 서구의 도시계획 논의가 일제강점

기에 유입되는 과정에는 관련된 일본인 전문가의 재해석 단계가 있었다. 

한국 근대 도시계획에 있어서 학교, 시장, 공원의 공동시설로서의 역할에 특별

하게 더 집중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을 치루고 있던 일본의 전시(戰時) 및 방

공(防空) 체제의 수립을 위한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일본은 전시 체제에서 물가 

안정과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공설(公設) 시장의 설치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방공 체제의 수립을 위해 서구 주요 국가들의 방공 체제를 견학한 

뒤, 전쟁 시 주거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와 공원에 여러 가지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전쟁 상황에서 도시에서의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위주거지 별로 공용공간 및 공동시설을 잘 갖추는 구상이 실행되었다.

서구의 근린주구론 및 단계구성론이 한반도의 근대 도시계획에 영향을 준 내

용이 일반적이라면, 서구에서의 논의가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전문가에 의해 재해

석된 것은 특수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방공 체제의 수립을 위해 공동시

설에 특정한 역할을 추가적으로 부가하는 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을 

치룬 서구의 주요 국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한반

도에서 도시에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근대화의 과정에는 도시계획 논의의 일반

적 모습과 특수한 상황이 얽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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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도시계획 논의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유입되는 양상을『朝鮮と建築』

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1920년대 초반부터 에벤에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론과 

그 배경적 논의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2년 9월호와 11월호에 

서구의 전원도시 논의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일본 각지의 교외주택지와 비교하는 

글이 수록되었는데,287) 우선 에벤에저 하워드 이전에 전원도시에 대해 논의했던 

로버트 오웬, 버킹검(James Silk Buckinghum), 리차드슨(Benjamin Richardson)의 

논의에 대해 고찰하고 이어서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

리고 하워드의 논의와 관련이 있는 사례로 알려진 포트 선라이트(Port Sunlight), 

헴스테드(Hampstead), 레치워스(Letchworth) 전원도시를 고찰하고 이들을 일본 

각지의 교외주택지와 함께 논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당시 조선에서도 대도시

화가 진행 중인데, 이와 같은 서구 전원도시 논의와 실현 방안들은 조선의 교외 

대도시 개발에도 좋은 참조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런데 에벤에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을 설명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2.2.3.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정한 시설이 갖는 역할과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학교나 시장 그리고 상점 등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

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정도를 묘사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전원도시

가 운영되는 방식 즉, 주택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통해 공공의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림 133 (左) 버킹검의 빅토리아 마을 계획안 / (右) 하워드의 ‘내일의 전원도시’

안 (河野 誠, 앞의 글, 1922.09, pp.30∼31.)

 

287) 河野 誠,「田園都市に就いて(上)」, 『朝鮮と建築』1집4호, 1922.09, pp.29∼35.

河野 誠,「田園都市に就いて(承前)」, 『朝鮮と建築』1집5호, 1922.11, pp.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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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린주구론과�단계구성론�및�방공�체제의�도입

1923년 일본에서 일어난 칸토대지진(關東大地震)으로 인해 대량의 주택이 파

괴되고 이재민이 발생하자, 빠른 시간에 대량의 주택 및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하

여 재단법인 도준카이(同潤會)가 1924년에 설립된다.288) 도준카이는 초기에는 목

조 가주택(仮住宅)을 대량 공급하는데 주력하다가, 어느 정도 공급이 이뤄진 뒤 

새로운 주거 계획기법을 접목하는데 주력한다.289) 그리고 1910년대 후반부터 30

년대에 이르는 동안 유럽 혹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근대 도시주거에 관한 

실천 방안들을 주요 참조 대상으로 삼았다. 소학교(小學校)의 교정(校庭)과 일체화

되게 계획한 소공원(小公園)을 계획함에 있어 근린주구에 의해 형성되는 커뮤니티

를 중시하는 계획방법을 수용했던 것을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다.290)

도준카이의 주택건설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로 1924년

부터 1925년에 걸쳐 행해진 보통주택단지 건설 사업이 있었다. 둘째, 중층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이 있었다. 셋째, 분양주택 건설 사업이 있었다.  

도준카이의 보통주택은 도쿄(東京)의 아카바네(赤羽), 주조(十條), 니시오기쿠

보(西荻窪), 에바라(荏原), 오오이(大井), 오쿠(尾久), 마츠에(松江), 스나쵸(砂町)의 

여덟 지역에 건설된 뒤, 요코하마(横浜)의 신야마시타(新山下), 이도가야(井土ヶ

谷), 오오카(大岡), 다키토오(瀧頭)의 네 지역에 건설되었다. 이 주택단지들은 주변

의 가로 체계로부터 독립되어 비교적 폐쇄적인 주요 가로를 기반으로 광장을 형성

하고 상점가, 관리사무소, 공원 등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자율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고자한 계획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가로의 폭이 단계적으로 계획되어, 

주요가로(6m), 구획가로(4∼4.5m), 접근로(2.7∼3.6m), 필지 내부 도로(1.8m)로서 

단계적인 폭을 지닌다. 또한 주택지 공간구성의 기초가 되는 가구(街區)의 모양에 

의해 명확하게 소가구(小街區) 공간들이 구획되어 다수의 사회적 최소단위를 형성

하였다.291)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근린주구론은 도준카이(同潤會)를 통해 일본에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92) 

288) 佐藤 滋, 高見澤邦郞, 伊藤裕久, 大月敏雄, 真野洋介, 『同潤會のアパートメントとその時代』,

鹿島出版會, 1998, p.1.

289) Sorensen, Andre., The Making of Urban Japan -Cities and planning from Edo to the

twenty-first century, Routledge, 2002, p.132.

290) 佐藤 滋 外 4人, 앞의 책, 1998, p.4.

291) 佐藤 滋 外 4人, 앞의 책, 1998, 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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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도준카이 보통주택지의 배치계획 (佐藤 滋 外 4인, 앞의 책 1998)

292) 冨井 正憲, 앞의 책, 1996, p.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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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서구 주택계획 논의 중 주거지 단위 계획논의로서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클라렌스 페리의 근린주구론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에 근린주구론이 전파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인용되어온 것은 조선건축회 소주택

조사위원회(朝鮮建築會 小住宅調査委員會)에서 작성한 논문인「조선에 있어서의 소규

모 주택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1941)293)이다. 총 여섯 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이 중 제6장인 ‘부지 계획에 대하여(敷地計劃に就て)’의 내용에서 근린주구론과 

관련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1절의 기본사항 중 2항에 ‘신흥공업도시지역 등은 기존 도시의 교외지역을 상

정하고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서 소학교를 공유하는 것을 충족하는 

정도의 규모를 최대 단위로 한다.’294)고 하여, 학교가 근린주구 단위의 기준이 됨

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4항에서 ‘주택지에 부수적으로 시장, 욕장(목욕탕), 보육장(보육원), 

소공원, 학교 등의 공동시설 또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295)고 하여, 공동시설

의 설치를 논한다. 이밖에 건물간격, 필지의 규모, 도로의 폭 및 간격 등을 논의한다. 

그리고 5항인 ‘주구의 구성(住區の構成)’을 통해 이러한 논의는 일본건축학회의 

주택문제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이며 1941년 1월에 건축잡지에 개재된 「서민주택

의 기술연구」296)를 참조하고 있다고 밝힌다.「서민주택의 기술연구」의 내용을 살

펴보면, 이 중 ‘근린주구의 구성(近隣住區の構成)’ 항목에서 근린주구론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주구단위를 네 단계로 나누었으며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를 살펴보면, 다수의 하위 단계의 주구가 상위 단계의 주구에 속하는 단계적 

구성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린주구 내에 경방단사무소(警防団事務所)297)를 설치

하는 것, 단계별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인

조주구(隣組住區) 내에 설치되는 방공호 및 근린주구 내의 소학교 지하에 대피 시

설을 두는 것으로부터 전쟁 및 지진 발생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293) 朝鮮建築會 小住宅調査委員會, 앞의 논문, 1941.7.

294)‘新興工業都市或は旣成都市外郊部等の場所を想定し住宅は集團的に建設するものとし一小學校

を共有するに足る程度を以て一應最大の單位とす’.

295) ‘住宅地に附隨して市場, 浴場, 保育場, 小公園, 學校等の共同施設をも考究することっす’.

296) 本城和彦 編著, 『建築設計講座-都市住宅地の設計(技法編)』, 理工圖書, 1978, p.19.

297) 경방단은 2차 세계대전 직전인 1939년에「경방단령(警防団令)」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단체

로서 공습 혹은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졌다. 경찰 혹은 소방 보조 임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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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든 단계에 있어서 공원 혹은 광장이 언급되어, 이들이 주거지를 이루는 중

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소

단계

호수

戶數

면적

(ha)
시설

반지름298)

(m)

인조주구

(隣組住區)

10

~

20

0.5

~

1.0

-隣組広場 (學齡 이하 유아의 놀이

터를 겸함)

-방공호

-우물

-수영장 (pool)

-모래밭 (비상시 消火 또는 대피용)

39

~

56

경방주구

(警防住區)

60

~

80

3

~

6

-유아공원 (인조주구에 광장이 없는

경우)

-공동급식시설 (실행할 경우)

-폭이 6m 이상인 도로 주변 설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음)

97

~

138

구매주구

(購売住區)

400

~

500

12

~

25

-시장 (혹은 배급소)

-小公園

-保育所

-浴室

-町會事務所(동사무소)

-巡査派出所 등등

195

~

282

근린주구

(近隣住區)

1600

~

2000

60

~

100

-소학교 (지하실에 대피함. 강당 혹

은 비올 때 사용하는 체조장은 공회

당을 겸함299))

-도서관

-區會事務所

-警防団事務所

-생활지도소

-근린공원

-의원 (진료소)

-우편국

437

~

564

표 18 「서민주택의 기술연구」(1941)에 수록된 주구단위

한편 근린주구론이 적용된 도시계획안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래드번

(Radburn) 계획안은 근린주구론이 적용된 대표적인 도시 계획안으로 알려져 있

다.300) 이 계획안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1)자동차 통과도로의 배제를 위한 대가구

(superblock)의 구획 2)보행동선의 체계화와 보도와 차도의 입체적 분리 3)쿨데삭

(cul-de-sac)구조인 세부 가로망 구성에 의한 주택의 배치 4)마지막으로 어디로든

298) 원형의 영역을 상정하여, 연구자가 추가로 기입한 항목이다.

299) ‘地下室に待避-講堂または雨天体操場は公會堂を兼ねる’

300) 이진원, 앞의 논문, 19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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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통할 수 있는 공동의 오픈스페이스가 공원과 녹지 위주로 구성되어 학교와 수

영장 등의 공공시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301) 이외에 세 개의 

근린주구로 계획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135 래드번계획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앞의 책, 2004, p.399.)

다음의 표는 페리의 근린주구론의 내용 및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논문과 계획안을 함께 비교하여, 근린주구론의 내용을 여섯 개의 요소 및 이들을 

이루는 세부 요소로 분류한 것이다. 이는 근린주구론의 영향을 받은 정도를 판단

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30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앞의 책, 2004, p.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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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의 근린주구론의 내용

「서민주택의 기

술 연구」

「조선에 있어서

의 소규모 주택에

대한 기술적인 연

구」

래드번

계획안요소 세부요소

주구 규모

결정 기준
통학 인구수 · 인구밀도 〇 〇 〇 〇 × ×

단위주구
간선도로가 4면을 위요

×
×

×
×

〇
〇

내부 통과 차량 없음 × × 〇

공원 ·

레크리에이션

공간

주구 면적의 10%이어야

함
〇 × 〇 × 〇 ×

상업시설

주구 내 1~2개소 존재

〇

×

〇

×

〇

×

주구 가장자리에 위치해

야 함
× × ×

공공시설

(학교)

학교 이외의 시설이 학

교와 통합적으로 배치됨
〇

×

〇

×

〇

〇

주구의 중앙에 배치되어

야 함
× × 〇

여러 단위 주구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도시 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상정
〇 × 〇

표 19 근린주구론과 관련된 논문 및 계획안 고찰을 통해 도출된 근린주구론 영향관계 판단 기준

(〇: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표의 두 개의 논문들은 단위주구 내에 적정 인구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통학인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린주구론과 유사하

다. 그리고 공원, 레크리에이션 공간,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이 존재해야 한다고 기

준을 설정한 것도 근린주구론과 유사하다. 한편 래드번 계획을 보면, 간선도로에 

의해 단위주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인식되는 것 및 공공시설이 학교와 통합적으

로 배치되어 주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근린주구론과 유사하다. 그리고 「서민

주택의 기술연구」와 래드번 계획은 여러 근린주구 단위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도시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상정한다.

이와 같이, 페리의 근린주구론의 내용을 이루는 요소들에 근거하여 근린주구론

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진 자료들을 비교·분석해보면, 근린주구론의 여섯 개 요소 

중 과반수인 네 개 이상의 요소가 해당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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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일제강점기�근린주구론과�단계구성론�및� 방공�체제�도입

일제강점기 한반도 도시의 주거지 계획과 관련하여, 근린주구론의 구상 및 실

행은 토지구획정리 및 일단의 주택지 경영 사업과 같은 택지 개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단계구성론의 도입은 방공 체제의 수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우선 근린주구론의 도입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토지구획정리와 관련된 자

료부터 고찰할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를 구상한 자료로서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1928년에 경성부

에서 발간한 『경성도시계획조사서』302)를 들 수 있다. 이 자료의 내용은 크게 도

시계획구역, 상공주택지역, 방화공원지구, 가로망계획, 구획정리계획, 도시계획사업

의 재원, 공영사업, 관계법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제4장 도시계획구획정리’의 

‘제2절 구획정리의 방법’에는 구획정리 과정을 현상조사, 구획설계, 실시기관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이중 구획설계의 내용을 보면, 부지 단위는 기존의 매립된 시설

이나 도로를 고려하여 블록 형식으로 계획하며, 긴 축의 길이가 짧은 축의 길이의 

2~4배로 되도록 하며, 긴 축이 주요 도로에 평행하게 배치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부지 단위의 크기는 해당 지역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한다고 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창고지역

부지

깊이

도로

최소

너비

부지

깊이

도로

최소

너비

부지

깊이

도로

최소

너비

부지

깊이

도로

최소

너비

단위
칸

(間)

미터

(米)

칸

(間)

미터

(米)

칸

(間)

미터

(米)

칸

(間)

미터

(米)

1등지

(等地)
20 8 15 8 30 8

30

이하
8

2등지 15 8 12 8 15 8 - -

3등지 10 8 10 8 - - - -

4등지 8 6 8 6 - - - -

5등지 6 4 6 6 - - - -

표 20 경성도시계획조사서에 수록된 구획설계의 기준표 (京城府 編, 앞의 책, 1928, pp.256∼257.)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간된 ‘시가지계획 결정 이유서(1937)’들에 담겨있는 「시

가할표준도」는 최근의 연구303)에서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실행되었던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필지 및 도로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는 기

302) 京城府 編, 앞의 책, 昭和3[1928]

303) 정인하, 앞의 논문,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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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지 규모에 따른 

택지면적과 가로면적의 비율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감보율(減步率)304)의 

개념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감보율이 대략 30% 내외로 이

루어졌는데, 이 경우 도로의 비율이 25% 내외일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시가할

표준도에 있는 4번, 5번 분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선행

연구에서의 분석을 통해 고찰된 바 있다.305)

그림 136. 시가할표준도 (1937)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22534)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여했던 조선총독부 기사 야마오카 케이스케(山
岡敬介)가 서술한「도시구성의 단위구획(都市構成の單位區劃)」306)은 도시 구성

304) 전체 면적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비의 확보를 위한 유보지 등

이 차지하는 비율 (정인하, 앞의 논문, 2009.12, p.256.)

305) 정인하, 앞의 논문, 2009.12,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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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계획 방법을 다루고 있다. 야마오카 케이스케는 가로망을 계획할 때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위 구획의 예시를 서술한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간선도로의 폭 및 간격, 전차 정류장의 간격, 공원 배치, 단위 

구획307) 내 통학 인구수를 만족하는 인구 밀도 및 인구수 도출 방법, 시장(市場) 

배치, 방공(防空)을 위한 건물 및 시설의 요건308) 그리고 필지 내부의 도로망 설

계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토지구획정리 시행을 위한 구획단위를 

설계할 때 반영되어 여러 시설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그림 137 「도시구성의 단위구획」에 수록된 야마오카 케이스케의 도식 (全

國都市問題會義[編], 앞의 책, 1938, p.2.)

306) 全國都市問題會義[編],『都市計劃の基本問題 下券』, 全國都市問題會義, 昭和13[1938], pp.1∼

6.

307) 단위구획의 크기는 표 18에서의 구매주구와 유사하다.

308) 철근콘크리트로 건설하는 학교는 반드시 지하에 방공호를 두어 대피할 수 있게 한다. 학교

에 건설한 수영장(pool)의 물은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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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경성시가지계획에서 진행된 사업 중 공원 계획과 풍치지구(風致地
區) 지정은 근린주구 계획과 관련된 근린공원을 다루고 있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309) 다음의 첫 번째 그림은 경성부공원계획지도310)로서, 1920년대 후반 이후

에 작성된 것이다. 지도에는 기설공원(旣設公園) 및 운동장, 계획대공원(計劃大公
園), 계획근린공원(計劃近隣公園), 계획운동장(計劃運動場), 자연공원(自然公園)과 

함께 계획된 간선도로망을 표시하였다. 그림에 보이는 부분은 현재의 마포구·서대

문구·용산구 부근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계획대공원, 기설공원 혹은 운동장을 중심

에 두고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계획근린공원을 조성한 뒤 이들이 이루는 영역을 

커다란 원으로 표시하여 이러한 영역을 다수 조성하고자 한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림 138 경성부공원계획지도 (1920년대 후반 이후 추정) 중 일부분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p.132∼133.)

309) 풍치지구와 공원은 구획정리지구에 대응하여 학교, 시장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근린주구’

를 형성하는 시설로 계획된 것이기도 했다. (염복규, 『日帝下 京城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181.)

310)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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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1938년도에 신문에 소개되었던 내용으로, 풍치지구 및 

공원 계획의 설치 개념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앞의 자료와 유사하게 공원들

은 규모에 따라 다층위로 분류되고, 수용 반경에 차이를 두며 일정한 간격으로 배

치된다. 큰 규모의 공원을 중심으로 단위 영역을 형성하며, 이러한 단위가 여러 개 

있는 것을 구상했다. 

그림 139 경성부 공원 배치 구상도 (每日申報, 1938년 5월 23일)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광역적인 공원 계획이 현실화된 것은 없었고, 토지

구획정리가 실행된 지역 내에서 일부 공원이 계획되었을 뿐이었다.311) 즉, 토지구

획정리가 시행되었던 영등포·돈암·대현지구에는 아동공원이 각각 계획되었는데, 이

는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시설 배치 계획 중 광역적 공원 계획의 일부가 반영되었

던 것이다.312)

311) 방공 취지의 도심부 소공원을 비롯하여 경성시가지계획 공원 계획은 일부 구획정리지구를

제외하면 거의 진척되지 못했다. (염복규, 앞의 책, 2009,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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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의 근린주구론

의 내용
경성부도시

계획조사서

(1928)

경성부공원

계획지도

( 1 9 2 0 년대

후반 이후)

시가할표준

도

(1937)

도시구성의

단위구획

(1938)

경성부공원

배치구상도

(1938)요소 세부요소

주구

규모

결정

기준

통학 인구

수 · 인구

밀도

× × × × × × 〇 〇 × ×

단위

주구

간선도로가

4면을 위요
×

×

×

×

×

×

〇

〇

×

×

내부 통과

차량 없음
× × × 〇 ×

공원

·

레크

리에

이션

공간

주구 면적

의 10%이

어야 함

× × 〇 × × × 〇 × 〇 ×

상업

시설

주구 내

1~2개소 존

재
×

×

×

×

×

×

〇

〇

×

×

주구 가장

자리에 위

치해야 함

× × × × ×

공공

시설

학교 이외

의 시설이

학교와 통

합 적 으 로

배치됨
×

×

×

×

×

×

〇

〇

×

×

주구의 중

앙에 배치

되어야 함

× × × 〇 ×

여러 단위 주구가

유기적으로 구성되

어 도시 환경을 형

성하는 것을 상정

× 〇 × 〇 〇

비고

용도 지구 별

필지 형태 및

필지 크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

여러 공원이

단계적 층위를

지니고 유기적

으로 구성되는

것을 상정한

다.

필지 규모에

따른 택지면적

과 가로면적의

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다.

여러 공원이

단계적 층위를

지니고 유기적

으로 구성되는

것을 상정한

다.

표 21 근린주구론과 일제강점기 서울의 토지구획정리 구상 자료들의 연관성 분석 (〇:해당사항 있

음 ×:해당사항 없음)

312) 강신용·장윤환, 『한국 근대 도시공원사』, 대왕사, 2004,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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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는 일제강점기 토지구획정리 구상 자료와 페리의 근린주구론의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한 것이며, 자료들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였다. 

이 표를 보면, 1920년대 후반에 이미 근린주구론과 유사한 생각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할 수 있다. 1920년대 후반 이후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성부

공원계획지도를 보면, 여러 개의 다층위적 규모의 공원들이 도시 내에서 유기적인 

구성을 이루는 것을 구상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표에서 근린주

구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진 논문 및 계획안의 경우 페리의 근린주구론을 이루

는 여섯 개의 요소 중 과반수인 네 개 이상의 요소를 만족하였다. 경성부공원계획

지도는 두 개의 요소를 만족하는데, 이에 대해 근린주구론과 유사한 생각이 존재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할 수 있다.   

그리고 1938년에 발표된 야마오카 케이스케의 구상인 「도시구성의 단위구

획」은 페리의 근린주구론과 내용이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방

공(防空)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다면 근린주구론과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공원․
시장․학교와 같은 시설을 단위 구획 내에 배치할 때 교통량이 빈번한 간선도로를 

사람이 가급적 횡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단위 구획 내부에 설

치될 학교의 취학 아동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구획 내부의 인구 수 및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 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필지 내부 도

로에 막다른 길을 설치하여 내부 통과 차량을 최소화함으로써 필지 내 환경을 조용

하게 유지하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필지 내 도로를 계획하자고 주장한다. 이외에 

공공용지에 대한 비율을 설정하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근린주구론은 1920년대 후반 이후 경성부 도시

계획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개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페리의 근린주구론

의 내용을 실은 책은 1929년에 출간되었지만, 그는 이미 동일한 내용을 1923년에 

학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생각된다.313) 그

리고 1938년경에는 근린주구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단계구성론이 일본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36년부터인 것으로 보인

다. 기타무라 토쿠타로(北村德太郞)는 일본 내무성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1935년 

7월부터 1936년 3월까지 유럽을 시찰하게 된다. 토쿄 도시계획과의 주요 실무진

313) 각주 1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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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이시카와 히데아키(石川榮耀) 역시 기타무라 토쿠타로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무라 토쿠타로의 주요 임무는 유럽 주요 국가의 국토 

및 지방계획에 관해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독일의 국토계획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가장 주된 임무였다.314)

이시카와 히데아키는 고트프리트 페더의 단계구성론을 수용 및 모방하여, 생활

권(生活圈) 이론을 구상하였다. 이는 페더의 논의와 내용 및 의도는 매우 유사하

지만,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고 실제에 적용하는 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다. 

2.2.3에서 언급한 페더의 단계구성론과 유사하게, 일일생활권, 주생활권, 월생

활권을 순차적으로 더 넓은 범위로 설정하고 각 생활권의 중심에 해당하는 도시의 

규모 역시 순차적으로 커지는 설정의 내용은 동일하다. 그런데 페더는 이러한 도

시들이 도로를 따라 위치하며 가급적 등간격을 두고 위치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

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페더의 지들룽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표현한 것으로 많이 인용되는 것은 다음의 히가사 다다시(日笠端)의 도식

이다. 

그림 140 이시카와 히데아키의 생활권 구상도 (石川榮

耀, 앞의 책, 1944, p.253.)

 그림 141 독일 지들룽 시스템 (日笠端,

「歐美における集團住宅地計劃」,

『建築學大系27 集團住宅』, 彰國社,

1971, p.29.)

 

314) 中島直人, 西成典久, 初田香成, 佐野浩祥, 津々見崇, 『都市計劃家 石川榮耀 都市探究の軌

跡』, 鹿島出版會, 2009,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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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시카와 히데아키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구상을 하였는데, 도

로 혹은 철로를 따라서 도시들이 배치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단계적 구성을 이루는 

생활권 영역의 원들이 서로 중첩되는 것을 상정하였다. 이는 국토의 전 영역에 걸

쳐 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의 분포를 독일의 단계구성논의보다 더 균질하게 계

획하고자 했던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실 이른바 대동아공영권(大
東亞共榮圈)의 구현을 위한 국토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는 1934년의 경주(慶州) 

및 경성(京城) 출장, 그리고 1936년의 경성, 평양(平壤), 다롄(大連), 창춘(長春), 

지린(吉林), 하얼빈(哈爾濱), 선양(瀋陽, 옛 奉天) 출장을 통해 각 도시들을 방문

한 뒤 당시 일본 식민지에 살았던 각 민족들의 생활문화가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그는 일본인 관료이자 관학자로서 일본의 도시 생활문화가 

우월하다는 생각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한반도와 만주, 중국 및 대만과 같이 서

로 다른 민족이 살아왔던 식민지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시 생활문화의 우

월성을 강조하는 도시계획을 통해 주거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

인 측면에 주목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315) 그리하여 이시카와 히데아키

의 생활권 구상 논의는 페더의 단계구성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식민지의 전 영역에 

걸쳐 생활에 필요한 각 시설이 균질한 밀도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의 

일환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2 이시카와 히데아키의 생활권 내 도시 기능 배치 안 (石川

榮耀, 앞의 책, 1944, p.254.)

 그림 143 일본 관동(關東) 평

야(平野) 도시 상관(相關)

(石川榮耀, 앞의 책,

1944, p.261.)

315) 이러한 측면은 그리고 생활권 구상에 기반한 그의 도시계획론의 정수가 담긴 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그의 저서 『皇國都市の建設』(1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中島直人, 西成典久,

初田香成, 佐野浩祥, 津々見崇, 앞의 책, 2009, pp.16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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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 히데아키의 생활권 구상은 일본의 각 분야에 걸쳐 수용되고 실행되

었는데, 이는 방공(防空)대책의 일환으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316)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은 방공의 측면에서도 

유효했다. 일본은 체계적인 방공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독일 나치당의 국

토계획 방법에 주목하였는데, 이에 따라 관학자를 임명하여 독일을 비롯한 서구 

주요 국가의 건축 및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방공 대책을 시찰하는 연구용역을 발주

하였다. 

이러한 연구용역의 수행자로서 다나베 헤이가쿠(田邊平學)를 들 수 있는데, 그

는 도쿄공업대학(東京工業大學)의 교수로서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1940년 11월에 

서구 주요 국가들의 방공 대책을 시찰하고 돌아와서 방공 측면에서의 도시 및 국

토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임무를 받는다. 그는 1941년 4월부터 7개월간

의 서구 주요 국가를 시찰하고 1941년 10월 중순, 즉 일본의 진주만 공격 전에 

일본으로 귀환한다. 그는 한반도를 거쳐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한 뒤 모스

크바에 도착하여 모스크바를 시찰한다. 그 이후 조사의 주된 목적지인 독일에 도

착하였는데 독일과 소비에트연방 간의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애당초의 회귀책(回
歸策)이었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포기하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을 거쳐 포

르투갈까지 여행을 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건축 및 도시계획을 시찰하고 그 외에도 

각 국가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찰한다. 이후 포르투갈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뒤 

미국에서도 대륙을 횡단하면서 전쟁 준비에 한창이었던 당시 미국의 모습을 확인

한다. 이후 하와이를 통해 일본으로 귀환하는 대장정을 마친 후 그는 책을 간행하

여 그의 경험을 기록하고 건축과 도시 및 국토계획의 차원에서의 방공 대책을 언

급하였다.317) 

다나베 헤이가쿠는 독일 시찰을 통해 본 지들룽에 대하여, 각 건물이 분산 배

치되고 건물 사이의 농경지가 공터로서 폭격의 명중률을 낮춰주기 때문에 방공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관학자들의 시찰 후 보고를 통해 일본의 

두 가지 방공 대책, 즉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설을 장려하고 도시 공간 내에 공터를 

많이 마련하여 폭격의 명중률을 낮추는 방공 건축 및 방공 도시계획의 방안이 자

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6) 中島直人, 西成典久, 初田香成, 佐野浩祥, 津々見崇, 앞의 책, 2009, p.159, 172.

317) 田邊平學, 앞의 책, 1942. / 田邊平學, 앞의 책,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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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上左, 上右) 5층 높이의 건물로 밀집되어 방공에 불리한

주택가 / (下左, 下右) 방공의 측면에서 유리한 분산배치를 한 지

들룽 (田邊平學, 앞의 책, 1942, p.327.)

5.1.2. 일제강점기�근린주구론의�적용�시점�및�적용�정도

일제강점기 근린주구론의 실제 적용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성의 토지구

획정리지구 사업과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지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여기서

는 현재 남아있는 각 지구별 계획도와 해방 후의 자료를 통해 계획의 의도를 추정

하고 그 실행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린주구론의 적용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앞에서 언급했던 각 요소별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토지구획정리지구 중 대현지구의 계획도를 살펴보면, 통학 인구수 및 인구밀도

와 같은 계량적 수치에 근거한 주구 규모의 결정 기준은 알 수 없다. 그리고 간선

도로는 존재하지만 내부 도로의 차량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4면이 도로에 

의해 위요(圍繞)되는 주구 단위는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구 내에 

학교·시장·공원이 여러 지점에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구 내 근린주구 

단위의 존재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공공시설에 관한 근린주구론의 

세부 요소들이 적용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이 지구가 유기적 구성으로 

계획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구 내의 다수의 지점에 공공시설을 골

고루 배치하고자 했던 의도는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의도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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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953년의 자료에 1개소의 학교와 공원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현지구 내의 공원의 면적을 지구 전체의 

면적과 비교해보면, 계획안의 경우 약 3.5%, 1953년의 자료에서는 약 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지구 전체 영역을 근린주구 단위로 상정하면 전체 면적의 10%에 미치지 

못한다.318)

그림 145 대현지구 토지구획 정리계획 평면도. (岡田 貢, 「大峴町區劃整理地

と其今昔」,『京城土木建築業協會報』, 5-4, 1940 (손정목, 앞의 책, 1990,

p.289.에서 재인용))

그림 146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1953) 中 대현지구. 공공 시설 및 경계 표시는

필자 작성, 이하 동일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p.114

∼115.)

318) 지도를 autocad 프로그램에 삽입하여 지구 전체의 면적과 공원의 면적을 산출하여 면적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다른 지구의 경우에도 모두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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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지구의 경우 공업 및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공장을 위한 대형 

필지가 중점적으로 배치되고, 그 주변에 공원 및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이 계획되

었다. 구획을 나누는 방식이 격자형으로서, 도로에 의해 나뉘는 단위주구가 인지된

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크기는 대략 표 18의 구매주구의 크기에 해당한다. 1937년

의 계획도에서는 학교와 공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53년의 자료에서는 이것들 

외에 시장도 확인할 수 있다. 시설을 잘 갖춘 단위주구가 지구 내에 다수 존재하

는 유기적인 구성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다른 지구들과 동일하게 학교·공원·시장을 

지구 내에 골고루 배치하려고 한 의도를 알 수 있다. 지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공원 면적의 비율은 계획도 및 1953년의 자료 모두 약 1%이다.  

그림 147 시가지계획영등포토지구획정리계획평면도 (每日申報, 1937

년 11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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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1953) 中 영등포지구 영역. 2점쇄선은 구매주구의 평균적 크기(반지름

240m)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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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지구의 주구 단위 규모 산정 기준 역시 이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으며, 

주요 도로가 4면을 위요하는 주구 단위 역시 명확하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시설로서 학교와 공원 및 시장은 명확하게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학교와 공원은 대부분 계획안대로 실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확한 단위 

주구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현지구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공원 및 시장을 지구 내 여러 지점에 골고

루 배치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9 돈암지구 구획정리계획 평면도 (岡田 貢, 「敦岩町區劃整理地とその今

昔」, 『京城土木建築業協會報』, 2-10, 1937 (손정목, 앞의 책, 1990, p.288.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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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돈암지구 내 공원 면적은 지구 전체 면적에 대비하여 계획안은 약 4%, 

1953년의 자료에서는 약 3.5%로서 지구 전체를 근린주구 단위로 상정하면 전체 

면적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그림 150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1953) 中 돈암지구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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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은 경인(京仁, 富平地區), 평양, 경성, 흥남, 대구, 

청진, 인천에서 계획되었으나, 실제 실행되어 뚜렷한 흔적을 남긴 지역은 경성의 

세 개 지구인 신촌·상도·금호지구이다. 신촌지구, 상도지구에는 조선주택영단의 영

단주택이 들어서게 되었고 금호지구는 방치되었다가 해방 후 판잣집들이 난립하게 

되었다.319) 

이들 중 우선 신촌지구의 계획도를 보면, 지구 내에 일정 규모의 주구 단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리고 통학 인구수나 인구밀도와 같은 주구 규모

의 결정 기준은 알 수 없으며 신촌지구 전체를 주구 단위로 가정하더라도 간선도

로가 4면을 위요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내부 통과 차량이 없을 것이라고 상정

하기도 어렵다.

신촌지구 전체를 주구 단위라고 상정하면, 공원의 면적은 전체 지구의 약 

2.7%에 해당하여, 주구 면적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상업시설은 지구 내에 시장

이 1개소 존재하고 이 시설은 지구 내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심부에 위치한다. 

공공시설들은 시장, 학교, 공원이 통합적으로 지구 내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그리

고 신촌지구와 같은 단위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도시 전체를 형성하는 계획의도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신촌지구의 분양당시의 설명문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이 주택지의 위치, 

지세, 환경, 약도(略圖) 등의 정보가 있다. 또한 경성역, 조선신궁, 조선은행, 경성

부청, 조선총독부, 서대문으로부터의 거리와 전차를 타고 이동했을 경우 도착까지

의 소요시간이 기입되었고 이와 함께 전차시간표도 기입되어있다. 한편 이 지역의 

시설에 대한 설명에 주목할 만한데, 이 지역의 동쪽으로는 이화전문교(梨花專門
校), 서쪽으로는 연희전문교(延禧專門校)가 있으며 중앙에는 공원을 설치하고 주

위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시가지계획사업에 의해 경성부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장, 공원 부지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

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1953년의 자료에서는 계획도에서의 시장 위치에 색이 칠해져있을 뿐, 

다른 정보들은 확인할 수 없다.

319) 손정목, 앞의 책, 1990, pp.3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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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일단의 주택지 경영 사업 지구 중 신촌지구의 분양 설명 (『경성부관계철』中「경성부택

지조성사업비기채요항변경의건(도면)」, 1942, 국가기록원 소장, CJA0003654)

그림 152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1953)

中 신촌지구 영역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p.114

∼115.)



- 179 -

그림 153 일단의 주택지 경영 사업 지구 중 신촌지구의 계획도 (『경성부관계철』中「경성

부택지조성사업비기채요항변경의건(도면)」, 1942, 국가기록원 소장, CJA00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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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지구에 대한 분양 설명문을 보면 역시 경성부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언급

되었는데, 타 지구에 비해 특징으로서 언급된 것은 전원적(田園的) 색채를 갖는다

는 점이다.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도로망, 배수시설, 택지, 시장, 학교, 공원 등

의 설치 그리고 수도(水道)의 설치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상도지구의 계획도에

서는 학교, 공원 외에 시장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1939

년 그리고 1942년의 공설(公設)시장 계획에서 상도정(上道町) 지역에 시장 설치가 

계획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도지구에 대한 1953년의 자료에서, 근린주구를 이루는 계획 요소들

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상도지구의 북쪽지역에 학교시설이 존재했었던 것은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54 상도지구의 분양 설명 (『경성부관계철』中「경성부택지조성사업비기채요항변경의건(도

면)」, 1942, 국가기록원 소장, CJA00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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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 상도지구의 계획도 (『경성부관계철』中「경성부택지조성사업비기채요항변경의건(도

면)」, 1942, 국가기록원 소장, CJA00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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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1953) 中 상도지구 영역.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p.114∼115.)

금호지구에 대한 분양설명 자료를 살펴보면, 이 지구의 위치, 지세, 환경, 시설

에 대해서 언급하고 역시 도심부의 주요 시설로부터의 거리와 소요시간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중 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一團)의 주택지조성을 위해 

시가지계획사업으로서 경성부가 도로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시장, 학교, 공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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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적당하게 배치하며 택지(宅地) 조성에 있어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이상적

인 고급주택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금호지구의 계획

도를 살펴보면 지구 내에 학교 및 시장은 1개소가 확인되고, 공원은 큰 규모의 공

원이 1개, 작은 규모의 공원이 2개 계획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금호

지구에 대해서 시장, 학교, 공원이 모두 갖추어진 단위주거지를 형성하는 계획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호지구에 대한 1953년의 자료에서 주구 규모의 산정 기준은 알 수 없다. 그

리고 금호지구 내부에 일정한 주구단위가 있어 유기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금호지구 전체를 주구 단위라고 상정하면 주구의 바깥을 두르는 간

선도로를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 통과 차량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금호지구 전체를 주구 단위로 상정하면 공원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2.9%에 해당

하여 10%에 미치지 못한다. 상업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

로는 학교와 공원이 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금호 지

구와 유사한 규모의 지구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도시를 구성하는 계획의도를 찾

을 수는 없다.

그림 157 금호지구 분양 설명서 (『경성부관계철』中「경성부택지조성사업비기채요항변경의건(도

면)」, 1942, 국가기록원 소장, CJA00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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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8 금호지구 계획도 (『경성부관계철』中「경성부택지조성사업비기채요항변경의건(도

면)」, 1942, 국가기록원 소장, CJA00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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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1953) 中 금호지구 영역.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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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의 근린주구론의 내용 대현

지구

(1937~

1938)

돈암

지구

(1937)

영등포

지구

(1937)

신촌

지구

(1940~

1942)

상도

지구

(1941~

1944)

금호

지구

(1940~

1942)

요소 세부요소

주구 규모

결정 기준

통학 인구수 ·

인구밀도
× × × × × × × × × × × ×

단위 주구

간선도로가 4

면을 위요
×

×

×

×

○

○

×

×

×

×

×

△

내부 통과 차

량 없음
× × × × × ×

공원 ·

레크리에

이션 공간

주구 면적의

10%이어야 함
○ × ○ × ○ ×

○

계

획

안

×

○

계

획

안

× ○ ×

상업시설

주구 내 1~2개

소 존재

○

○

계

획

안
×

×

○

실

행

×
○

계

획

안

○

계

획

안
×

×
○

계

획

안

○

계

획

안

주구 가장자리

에 위치해야

함

× × × × ×

○

계

획

안

공공시설

학교 이외의

시설이 학교와

통합적으로 배

치됨
○

○

계

획

안
○

○

계

획

안,

실

행
○

×
○

계

획

안

○

계

획

안

○

계

획

안

×

○

○

주구의 중앙에

배치되어야 함
× × ×

○

계

획

안

× ○

여러 단위 주구가 유기적으

로 구성되어 도시 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상정

× × ○ × × ×

표 22 근린주구론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지구의 영향관계 비교

(〇: 해당사항 있음 / ×: 해당사항 없음 / △: 비교적 해당사항 있음 / 계획안: 계획안 도면의 상황

/ 실행: 1953년「서울도시계획도로망도」의 상황)

위의 표는 1940년 이전에 계획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 대현·돈암·영등포지

구와 1940년 이후 계획된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의 신촌·상도·금호지구를 페리의 

근린주구론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에 의거하여 분석한 뒤 함께 나열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지구 내에 근린주구 단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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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형 도로배치가 명확한 영등포지구만 해당한다. 높은 지형이 지구의 경계선을 

형성하고 간선도로가 지구의 중심을 관통하는 간선도로변(邊)형320)의 경우 명료한 

격자형 구조를 인식하기 어려운데, 대현·돈암·신촌·상도지구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호지구는 비록 간선도로가 지구의 중심을 관통하지는 않

지만 지형적 조건에 의해 격자형 도로배치가 실행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공원·레크리에이션 공간의 면적 비율은 모든 지구의 계획안 및 실행 상황을 통

틀어 전체 지구 면적의 1~5%인데, 주구 전체 영역을 근린주구 단위로 상정한다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의 면적이 전체 주구 면적의 10%이어야 한다는 페리의 

근린주구론의 세부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한편,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지구 중 신촌지구는 페리의 근린주구론의 세부 

요소들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다른 지구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외의 두 

개의 지구인 상도지구 및 금호지구는 1953년의 상황을 보여주는 서울도시계획가

로망도를 통해서는 해당되는 요소들을 찾기 어렵다. 그나마 금호지구의 경우 외곽

의 도로가 전체 지구의 영역을 위요하는 형상을 지녔고 공원이 존재하며 공원과 

학교가 비교적 지구 영역의 중심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근린주구론을 이루는 계획

적 요소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일단의 주택지 경영 사업 지구 중 신촌지구의 계획안에 페리의 근린주구

론을 이루는 계획적 요소들이 다수 해당되고 금호지구의 실행 상황이 또한 다소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는 1930년대에 계획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 돈암·대현·

영등포지구의 근린주구론과의 유사성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지구가 근린주구론과 영향관계를 지닌다면 토지구획정

리사업지구 또한 영향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페리의 근린주구론은 

1937년부터 시작된 서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계획에서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여섯 지구들은 근린주구 단위를 분할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구성

하는데 집중하는 것 보다는 주거지 내에 학교·시장·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계획하

320) 시가지 계획안 중 시가지 분할이 격자형의 블록들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격자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영등포지구와 신의주의 신시가지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간선도로가 지구

의 중심을 관통하고 주변의 지형적 조건에 맞춰서 계획된 지구를 ‘간선도로변(邊)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의 돈암, 대현, 상도지구 그리고 청진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인하, 앞의

논문, 2009.12,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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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음을 인식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배치 계획 측면에

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들은 비교적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후 실행된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지구에서는 공공시설을 비교적 잘 갖추게 된 것으로 보는 시각321)

도 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지구에서 공공시

설을 배치하는 양상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322) 

5.2. 학교·시장·공원의�역할과�설치�양상

5.2.1. 일제강점기�방공�및� 동원과�공동시설의�역할

1940년 1월 26일 방공건축규칙(防空建築規則)이 공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都市と建築』323)창간호에 수록된 기사324)를 통해 방공건축규칙의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 총 19조(條)의 항목과 이를 이루는 세부 항목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방공건축규칙은 항공기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달라진 것에 주목

하여 새롭게 추가된 규칙이다. 즉,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전선(戰線)에 주둔하

여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만이 타격을 받을 수 있었다면, 2차 세계대전에는 항공기

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전선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영토 전체가 폭격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데서 비롯한 것이다.325) 방공건축규칙은 경성 뿐만이 아니라, 인천, 

부산, 원산, 평양, 흥남, 함흥, 청진, 나진과 같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주요 도시

에 적용되었다.

321) 정인하, 앞의 논문, 2009.12, p.254.

322)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지구와 관련된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중 현존하는 것은 평양, 인천,

대구에 계획되었던 지구에 대한 기록이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編, 『조선총독부 도시계획 공

문서와 기록평가론』, 진리탐구, 2008, p.208.) 이 지구의 계획안들을 고찰해본 결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이 계획된 양상과 유사했다.

323) 조선경찰협회(朝鮮警察協會)가 1940년에 일년에 4회 발간하기로 하고 창간한 잡지로서 건축

행정과 관련된 지식과 법령을 일반에게 소개하고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324) 鳥井拾藏, 「防空建築規則の解說」,『都市と建築』1집1호, 1940.05, pp.4∼22. 이 기사를 게재

할 당시 저자는 조선총독부 기사(技師) 였다.

325)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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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건축규칙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목조건

축물을 두르는 방화(防火)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 방호실(防護室), 방공호(防
空壕) 용지(用地) 등 인명(人命) 방호(防護) 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건축물

의 위장(僞裝)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 중요 시설의 방호(防護)

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 중, 건축물의 강도가 가장 큰 철근콘크리트조와  

건축물의 규모가 큰 시설(施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수의 조항이 존재한다.  

그림 160 방공건축규칙 적용도시 분포 (鳥井拾藏, 앞의 글, 1940.5,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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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조의 항목 중 3조를 살펴보면, ‘바닥 혹은 지붕의 내탄구조(床又は屋根の

耐彈構造)’에 관한 언급이 있다. 3조는 폭격 시 건물에 명중하는 직격탄에 대비하

여, 건물의 지붕 이하의 각 층들을 보호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조 혹은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의 구법을 적용하여 건물을 지을 것을 규정한다. 이럴 경우 바닥 혹은 

지붕은 특정 기준치 두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폭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폭탄의 

크기보다 작은 간격을 두고 철근을 배치하는 등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외

에도 4조에서는 벽돌조(煉瓦造) 및 목조 건축물의 외벽마감에 대한 규정을 통해 

내탄(耐彈)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화를 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규정한다.326) 

그림 161 폭탄의 중량에 따른 침투 정도에 관한 모

식도 (加藤克己,「防空建築に就いて」,『朝鮮と

建築』16집4호, 1937.04, p.6)

 

그림 162 내탄슬라브 배근 상세(耐彈スラブ配

筋詳細)(『朝鮮と建築』20집10호, 1941.07.)

8조에서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이거나 철근콘크리트 바닥을 사용한 벽돌조 

건물의 경우 바닥면적 660평방미터를 초과한다면 건물의 일부분에 해당 바닥 면

326) 鳥井拾藏, 앞의 글, 1940.05, p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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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10분의 1이상의 면적에 해당되는 방호실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규정한다. 그

리고 9조에서는 위의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도 바닥면적 660평

방미터를 초과할 경우 도지사(道知事)의 승인을 통해 방호실 및 공터(空地)를 설

치할 것을 규정한다. 여기서 공터는 방호실 또는 방공호가 파편(破片)이나 폭풍압

(爆風壓)에 대응하여 잘 기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327)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바닥면적을 갖는 건물은 대체로 큰 규모의 시설

이기 때문에, 11조에서는 공공단체의 공용건물, 학교, 병원, 정차장(停車場), 정류

장, 항공기나 자동차의 발착장(發着場), 항상 50인 이상의 직공(職工)이 근무하는 

공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演藝場), 공회당(公會當) 또는 집회장(集會場) 그리고 

이들 이외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은 앞서 언급한 8조와 9조의 규정에 맞게 방

호실 및 공터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다.328) 

그림 163 (左) 조선에 지어졌던 내탄방호실(耐彈防護室)의 사례 / (右) 공장방호소의 평면 (元吉勇

太朗,「防護室に就いて」,『都市と建築』1집1호, 1940.05, p.29.)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방공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건물과 공터가 필요한 상

황이므로, 건축물에 대해서만 방공규칙을 적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1940년 11

월 19일에는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을 개정하여 방공 차원에서의 

도시계획에 대한 규정을 수립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야마오카 케이스케

327) 鳥井拾藏, 앞의 글, 1940.05, pp.4∼22.

328) 鳥井拾藏, 앞의 글, 1940.05, p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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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都市と建築』1941년 9월호에 게재한 글329)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

다.

야마오카 케이스케에 의하면 방공을 위해 도시계획의 차원에서는 크게 두 가

지의 대조적인 방안을 세울 수 있는데, 하나는 폭탄이나 소이탄(燒夷彈)에 저항하

여 내탄 및 방화 성능을 가진 건물을 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무저항주

의로서 폭탄이나 소이탄의 명중률을 낮추는 방법이다. 전자를 구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철근콘크리트조의 견고한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소개(疏開)를 위해 도시 내 곳곳에 공터를 넓게 마련해두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현실적으로 1940년대의 일본 경제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조의 견고한 건물을 대량 건설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한다. 그래서 

도시 내에 소개를 위한 공터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고 한다.330) 

1940년에 새롭게 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측면을 강

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소개를 위한 공지 마련을 위해 여러 

조치가 강구되었다. 현실적으로 공지를 늘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은 새롭게 건

설되는 택지의 간선도로의 경우 도로의 폭을 기존 도로의 폭에 비해 넓게 하는 것

이었다. 이외에도 소공원(小公園) 등을 다수 배치하여 공터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

이 강구되었다.331) 

그리하여 1940년 이전의 조선시가지계획령과 비교하여 바뀐 점들을 구체적으

로 언급하면, 방화도로(防火道路)의 개수(改修), 중요지대 및 밀집지대에 대한 방

화지구 지정, 소화(消火)도로의 개수, 피난(避難)도로의 개수, 막다른 길(袋路)의 

개수, 피난광장(避難廣場)의 설치, 피난추도(避難墜道)의 설치, 횡단 지하도의 설

치, 내탄건축의 장려, 지하철도(地下鐵道)의 건설, 수도배수지(水道配水池)의 분산 

설치, 저수조· 수영장(pool, プール)·분수지(憤水池)의 설치, 고사포 진지(高射砲陣
地)의 축조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중 저수조·수영장·분수지 설치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 단수에 대비하여 저수조를 설치해야 하고 이는 소방(消防)을 위해

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소공원 등에 수영장이나 분수지를 만드

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한다.332)

329) 山岡敬介, 「防空より見た都市計劃」,『都市と建築』2집3호, 1941.09, pp.2∼5. 이 기사를 게

재할 당시 저자의 직함은 내무국 기사(內務局 技師)였다.

330) 山岡敬介, 앞의 글, 1941.09, pp.2∼5.

331) 山岡敬介, 앞의 글, 1941.09, pp.2∼5.

332) 山岡敬介, 앞의 글, 1941.09,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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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40년 이후 방공체제를 구축하게 되면서 도시 내 공

동시설 중 그 중요도가 높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으로 학교와 공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대규모의 평면을 가진 시설로서 학교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방

공호가 설치되거나 해당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어질 경우 피난시설로서 기능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성부는 1928년부터 신축 및 개축되는 모든 교사(校舍)를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로 결정하여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에 걸쳐 철근콘크

리트조 교사를 다수 건설하였다.333) 그리고 학교의 운동장 등에 설치된 수영장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저수조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공원 역시 방공체제 구축 

전략 중 소개를 위한 공터이자 저수조의 역할을 하는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

용공간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0년 이후 큰 규모의 공동시설 중 학교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로서 1942년 6월의『朝鮮と建築』에 실린 기사334)를 예로 들 수 있

다. 이 기사는 당시 경성부(京城府) 영선과장(營繕課長)이었던 츠치야 세키(土屋
積)가 국민학교(國民學校) 건설의 중요성에 논한 것인데, 국민학교는 소위 황국신

민화(皇國臣民化)를 위한 인간 공장일 뿐만 아니라 주구(住區)의 중핵(中核)으로

서 인구밀도, 생활동태, 총력운동(總力運動), 물자배급, 후생복리 등의 측면 및 도

시계획 및 방위계획(防衛計劃)의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려되어 계획되어야 한다고 

논의한다. 즉, 국민학교 교사는 단순히 교육적 기능을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그쳐

서는 안 되며, 통학구역(通學區域) 내의 공동체에 대한 문화적 공공시설로서 중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래서 조

선의 도시계획에 있어 공원이나 시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학교의 부지를 신

중하게 선정하는 것이라고 한다.335)

333) ‘경성부 학무과에서는 소관 학교의 신축, 증축, 개축을 매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

행하여 각 학교의 정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신 증축의 학교가 많

아 부(府)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일정 방침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중인데 이후에는 신축, 개축

모두 전부 철근 콘크리트로 할 것으로 결정을 보았다.’(「京城府の校舍建築方針」,『朝鮮と建

築』7집12호, 1928.12, p.33. (이정우,『韓國 近代 初等敎育施設에서 標準化 校舍의 展開過程과

그 意味』,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90에서 재인용))

334) 土屋積,「國民學校建設の重要性」,『朝鮮と建築』21집6호, 1942.06, pp.1∼3. 경성부청 영선과

장(京城府廳營繕課長)으로서, 이외에도 「京城の都市計劃と防空に就いて」(『朝鮮と建築』16집

7호, 1941.07, pp.2∼10)와 같이 방공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335) 土屋積, 앞의 글, 1942.06,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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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사의 말미에 국민학교 통학구역과 정

회(町會)336)의 규모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지점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회의 

적정 규모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대체로 2천호(戶)를 삼분(三分)한 

7백호, 4분(四分)한 5백호, 5분(五分)한 4백호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회의 적정 규모를 논의할 때 국민학교의 통학구역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다.337) 실제로 정회와 학교, 특히 공립학교는 지리적 혹은 행정적으

로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1940년 1월 경성부에서는 부내 35개 공립

소학교의 입학원서를 정회를 통해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는 각 주민이 직접 제출

한 거주증명서에 대한 검토를 정회가 주관하도록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338) 정회

와 공립학교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교가 방공을 위한 시설로서 어떻게 사용되도록 규정했는지에 대해서는 

1944년 당시 일본 내무성(內務省) 건축과(建築課)의 이시이 케이(石井桂)가 쓴 저

서 『防空建築と待避施設』339)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대피시설의 종류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는 가정 대피소,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대피소, 

공장 대피소, 공공(公共) 대피소, 학교 대피소 이다. 이들 중 학교 대피소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목조 교사(校舍)와 철근 콘크리트조 교사의 경우에 대해 언급한다. 

목조 교사의 경우 공습(空襲)시 교사 1층의 교실, 직원실, 응접실, 소사(小使)

실에 대피하고, 1층 마루 바닥 밑의 지하에 반드시 대피소를 설치하여 공간의 부

족으로 인해 1층에 수용하지 못한 인원을 지하에 대피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그래도 공간이 부족할 경우 운동장에 대피시설을 설치하는데, 운동장의 사용

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석진 곳에 설치한다. 그리고 운동장에도 공간이 마땅치 

않을 경우 가까운 주변의 공원, 광장, 도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등을 이용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한다. 한편 철근 콘크리트조 교사의 경우 각각의 교실들이 대피소

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우천체조장(雨天體操場) 이나 강당(講

336) 일제강점기 도시지역의 근린조직으로서, 주민 생활공간의 단위였으며 식민당국의 입장에서

는 주민동원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박세훈,「일제시기 도시근린조직 연구 –경성부의 정회(町

會)를 중심으로-」,『공간과 사회』19권, 2003, p.140)

337) 土屋積, 앞의 글, 1942.06, pp.1∼3.

338) 「각 소학교 입학원서 町會별 提出日割決定」, 『조선일보』, 1940.1.12. (김영미, 앞의 책,

2009, p.146.에서 재인용)

339) 石井桂,『防空指導全書 防空建築と待避施設』, 東和出版社,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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堂)에 꽉 차게 인원을 수용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며, 이런 방식으로 대피한다고 

해도 한 학급 이하의 인원 정도가 함께 수용되어야 한다고 한다.340)    

그림 164 학교 대피시설 사례 (石井桂, 앞의 책, 1944, p.257, 259.)

  

일제강점기 동안 전국적으로 공통된 학교건축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341) 

경성부는 ‘건축규준이 있으며 현재까지 신축의 경우 이를 적용해 왔으며’342) 같은 

언급이나 ‘구계(矩計) 기타 구조 상세는 모두 표준도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343)는 언급에서 보듯이 경성부 차원의 학교건축 계획규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표준도 형태로 작성되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44)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기사345)들을 통해 경성부 학교 표준 설계안에 대해 

340) 石井桂, 앞의 책, 1944, pp.257∼263.

341) 이정우, 앞의 책, 2009, p.89.

342) 京城府營繕課,「京城府國民學校建築標準について」,『朝鮮と建築』21집6호, 1942.06, p.20.

343) 京城府營繕課, 앞의 글, 1942.06, p.21.

344) 이정우, 앞의 책, 2009, p.89.

345) 土屋積,「都市に於ける小學校敷地選定に就いて」,『朝鮮と建築』18집6호, 1939.06, pp.49∼55.

/ 京城府營繕課, 앞의 글, 1942.06,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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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츠치야 세키(土屋積)는 1939년의 기사에서 소학교 표준 

설계안에 대한 제안을 위한 도입부로서 도시에서의 소학교(小學校) 건설의 중요성

을 언급한다. 그는 소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현재 및 미래에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네(町) 또는 그 부근에 있는 대표적인 공공

적 건축시설로서 성인교육(成人敎育), 갱생교육(更生敎育), 각종 회합(會合) 그리

고 더 나아가 방공, 화재, 수해 등과 같은 유사상황에서 구호소(救護所) 혹은 피난

시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한편 도시환경의 밀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소학교의 부지 및 건축계획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

장하기도 한다. 

고밀도의 도시환경에서의 소학교 부지 선정에 대해 츠치야 세키는 도시 시가

지 개발 과정에서 학교를 건설할 필요가 발생할 시점이 되면 이미 지가(地價)가 

폭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학교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규모의 부지 약 5,000평

(坪)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

에 대한 대안으로서 토지구획정리의 계획에서 주거지를 설계할 때 주위에 공원을 

배치하고, 인접지역에 학교 부지를 두며, 공장 등의 건설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면 공원 및 시장과 함께 주거지 부근의 대표적인 공공시설로서 

주거지의 발달 과정에서 학교를 건설할 필요가 생겼을 때 지가 상승에 의한 자금 

운용의 곤란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346)

그는 논의의 결론부에서 조적조와 철근콘크리트조의 2개의 안을 제시하였는데, 

조적조 건물은 2개 동의 2층 건물이고,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1개 동의 3층 건물

이다. 조적조 건물의 부지면적은 16,500㎡(약 4,991평),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부

지면적은 13,500㎡(약 4,084평)으로서, 이는 유사한 규모의 동경시 부흥 소학교의 

기준면적인 1,560평에 비하면347) 상당히 저밀도(低密度)인 셈이다.348)  

이정우(2009)349)는 이에 대해, 확보된 부지면적은 결국 운동장을 넓게 확보하

기 위한 것으로서 운동장은 교육시설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이를 확보하려

는 계획 경향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운동장만을 넓게 확보하는 저밀도의 학교 건

축이 도시화가 진전되던 경성부에서 도시형 학교로서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346) 土屋積, 앞의 글, 1939.06, pp.49∼50.

347)「復興せる東京市の小學校」,『朝鮮と建築』7집3호, 1928.03, p.33.

348) 이정우, 앞의 책, 2009, p.93.

349) 이정우, 앞의 책, 2009,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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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1939년의 기사에 나오는 경성부 학교 시설의 계획 규준

이 도시형의 성격을 갖지 않은 것이 당시 학교건축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무지했

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이미『朝鮮と建築』의 1928년의 기사350)를 통해 철

근콘크리트조의 도입에 따른 고밀도 학교 건축으로의 발달 경향을 인지하고 있었

음을 언급한다. 그리하여 결국 1939년 경성부 학교 시설 계획 규준이 저밀도를 표

방하며 운동장을 특히 넓게 한 것은, 철근콘크리트조 도입에 따라 새로운 계획 기

법을 적용하는데서 소요되는 비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도

시형의 새로운 학교건축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자의 실천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朝鮮と建築』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1940년의 방공건축규칙과 조선시

가지계획령의 개정이 있기 전인 1930년대 후반351)에 이미 방공 측면에서 건축 및 

도시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그리고 츠치야 세키가 전술한 1939년 기사의 

도입부에서 소학교의 역할 중 방공 및 피난시설로서의 기능에 대해 언급했었던 점

을 염두에 둔다면, 1939년의 소학교 계획 규준이 저밀도를 표방하며 특히 운동장

을 넓게 했던 것은 방공건축 및 도시계획 체제에 적합한 건축형식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운동장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방공을 구현하는 

방법 중 도시 공간 내에 공터를 마련하는 방도가 되기도 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교에 갖춰진 방공호 혹은 방호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

다. 게다가 학교 건물의 바닥 면적이 부족할 경우, 운동장의 구석진 곳에 추가적으

로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

조의 두 개의 계획안 모두 수영장을 운동장 내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

펴보았듯이 유사시에는 저수조로 활용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한편 1942년에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기사352)를 통해, 경성부 공립(公立) 

국민학교(國民學校) 고등과(高等科) 규준 배치도(規準 配置圖)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경성부영선과(京城府營繕課)가 작성한 것으로서 국민학교의 계획 규준

을 새로 정립하는 이유에 대해 경성부영선과는 소학교라는 명칭에서 국민학교라는 

명칭으로의 변화가 상징하듯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바뀌는 데서 비롯하는 

350) 武田知星,「敎育の理想から眺ため學校建築」,『朝鮮と建築』7집3호, 1928.03, p.23.

351) 「防空座談會」,『朝鮮と建築』, 17집4호, 1938.04, pp.14∼31.

352) 京城府營繕課, 앞의 글, 1942.06,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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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언급한다.353) 그리고 1942년의 규준 배치도에서는 철근콘크리트조의 배

치도는 생략되었고 조적조의 계획 규준만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당시의 상

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를 건설하기에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다.354) 결국 1942년에 새로운 학교 건축 계획 규준안을 설정한 것은 1928년에 경

성부 내 학교 건축물을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설하기로 한 이래 다수의 건물을 건설

해오다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일본의 경제 상황을 반

영하여 학교 건축 계획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42년의 규준 배치도를 보면, 1939년의 두 개의 안에 비해 운동장에 설치하

는 외부 설치물의 개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

은 수영장이 삭제된 점이다. 수영장 역시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

문에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355) 이는 방공의 측면에서

는 저수조의 역할을 하는 수영장이 삭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자 부족 상황에 의해 방공 측면의 학교 건축 규준안이 변화했음에도 불구

하고, 학교 건물 부지에 대한 기준은 변화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고밀

도화는 강점 후반으로 갈수록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2년 국민학교 건축 규

준안에서의 건축 부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5,000평 이하였다. 그리고 1939년에 

조사한 학교 건축 부지의 평균 면적 역시 4,500평에 해당하였다.356) 그리하여 결

과적으로 1939년의 계획 규준안에 비해 교사 이외에 건물 부지에서 운동장이 차

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방공건축규칙 및 방공을 위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공터가 요구되는 상황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353) 1941년 일제칙령 제148호 '국민학교령'에 의해 국민학교(國民學校)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을 양성한다.‘는 일제강점기의 초등교육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354) 京城府營繕課, 앞의 글, 1942.06, p.20.

355)「國民學校建築に關する座談會」,『朝鮮と建築』21집6호, 1942.06, p.12.

356) 京城府營繕課, 앞의 글, 1942.06,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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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5 1939년의 경성부 소학교 조적조 계획 규준안 (土屋積, 앞의 글, 1939.06, p.55.)

그림 166 1939년의 경성부 소학교 철근콘크리트조 계획 규준안 (土屋積, 앞의 글, 1939.06,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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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7 1942년의 경성부 소학교 조적조 계획 규준안 (京城府營繕課, 앞의 글, 1942.06,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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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치

시기
위치 특징 구조 층수 지붕

1

종로

공설

시장

1 9 1 9

∼

1925

견지동

110
- - - -

2

명치정

공설

시장

1 9 1 9

∼

1934

명치정

2정목 25
- - - -

3

화원정

공설

시장

1 9 2 0

∼

1926

화원정

107
- 목조 1층

슬레

이트

1 9 2 6

∼

화원정

83-15,

107-4

1926년 화재 후 개축 목조 1층
슬레

이트

1 9 3 9

∼

화원정

93-15,

107-3,

107-4,

107-5,

107-6,

83-9

시장 인접지 83-9,

107-5는 새롭게 매장을

개설하여 시장으로 편

입

목조 1층
슬레

이트

4

용산

공설

시장

1 9 2 2

∼

한강통 3 - 목조 1층 기와

한강통 3 1937년 개축 벽돌조
일부

2층

슬레

이트

연병정 28 -

벽돌조,

일부

목조

1층

5
마포

시장

1 9 2 6

∼

도화정

171-1
1932년 개축 목조 1층 함석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식민지를 경영하는 제국주의 노선을 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식민지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대체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량생산을 위

한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지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초과된 공급을 소화해낼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이다. 일본은 식민지인 조선이 시장으로서 기능하기 위

해 조선의 유통 및 시장을 통제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1909년부

터 토지조사사업과 병행하여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시장조사를 시행한다. 그

리고 이를 바탕으로 1914년에는 시장규칙(市場規則)을 공포하고 이를 1920년에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 공설(公設)시장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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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대문

시장

1 9 3 4

∼

죽첨정

2정목 143,

143-1,

144-1,

145-1

의주통

1정목

55-1

명치정 시장 건물 이전

개축
목조

일부

2층

↓

1층

슬레

이트

↓

함석

7
영등포

시장

( ? )∼

1936

영 등 포 정

466-14

영등포읍에서 이전확장

계획하여 관유지 958평

을 불하받았으나, 시가

지계획령에 의한 간선

도로에 대부분 편입되

어 중지됨. 새로운 부

지에 공장지대에 대한

일용품 배급시설로서

설치 예정.

조선

목조
1층 초가

1 9 3 7

∼

영등포정

39-1,

39-2, 40-7

1936년 영등포읍으로부

터 승계받아 1937년 개

축

목조 1층
슬레

이트

8
신당정

공설시장

1 9 4 1

∼

신당정

297

토지구획정리 시장지정

지에 건설. 1939년도 6

개년 계획의 1차년도

계획

목조

및

벽돌조

↓

벽돌조

1층 기와

9
효자정

공설시장

1 9 4 1

∼

효자정 72,

75, 76

통인정 5

1939년도 6개년 계획의

1차년도 계획

목조

및

벽돌조

↓

벽돌조

1층 기와

10
관동정

공설시장

1 9 4 0

∼
관동정 69

1939년도 6개년 계획의

1차년도 계획
목조 1층 기와

11
돈암정

공설시장

1 9 4 4

∼
-

토지구획정리 시장지정

지에 건설. 42년도 2개

년 계획의 1차년도 계

획

벽돌조
일부

2층
-

12
혜화정

공설시장

1 9 4 4

∼

혜화정

165, 166-1

42년도 2개년 계획의 1

차년도 계획
벽돌조

일부

2층
-

13
북아현정

공설시장

1 9 4 4

∼

아현정

166

토지구획정리 시장지정

지에 건설. 42년도 2개

년 계획의 1차년도 계

획

벽돌조
일부

2층
-

표 23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 (박일향, 앞의 책, 2013, pp.24∼28.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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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경성부 공설시장의 설치는 1930년대 후반부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전반에 해당하는 종로공설시장부터 서대문시

장까지의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인이 많이 살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던 

경향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이 있다. 종로공설시장은 조

선인들이 많이 왕래하던 지역에 설치한 것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식민정부의 정책선

전을 위한 공공시설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지녔었다.357) 명치정, 화원정, 용산 그리

고 서대문시장은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에 설치되어 일본인의 조선 현지 생활

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 명치정 공설시장과 화원

정 공설시장은 비교적 서로 가깝게 위치하였는데, 화원정 공설시장에 가깝게 전차

가 지나가고 간선도로가 위치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받아 화원정 공설시장이 명

치정 공설시장에 비해 더 넓은 지역의 소비자를 포괄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명

치정 공설시장이 일본인들이 새롭게 많이 거주하게 된 서대문 지역으로 이전한

다.358) 

그림 168 종로 공설 시장의 위치 (대경성정도(大京城精圖(1936))에 표시. 서울역

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58.)

357) 박일향, 앞의 책, 2013, pp.29∼49.

358) 박일향, 앞의 책, 2013,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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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9 (左) 명치정 공설시장의 위치 / (右) 화원정 공설시장의 위치 (대경성정도(1936)에 표시. 서

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59.)

한편 용산 지역에 일본 육군 부대가 주둔함에 따라 연병장(練兵場)을 중심으

로 주택이 증가하면서 시가지를 이루게 되자 경정(京町)에서 위치를 바꾸어 당시 

육군창고 부근에 공설시장이 설치되었다.359) 용산 공설 시장이 설치된 연병정(練
兵町)의 주택가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변으로 당시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어진 

최고급 주택 단지였던 조선은행사택(朝鮮銀行舍宅)360) 단지가 있었던 것이 육군관

사를 포함하는 서쪽 지역으로서 철로 건너편에 해당하는 경정에 계획되었던 공설 

시장의 위치를 이전하게 된 계기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 마포시장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오랫동안 일용품 시장으로서 기능해

왔지만, 경성부는 교통 계획 상의 이유로 인해 없애려고 하였으나, 상인 및 주민들

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이에 공설시장을 설치한 경우이다.

359) 애당초는 경정에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龍山公市開期 이달즁순경 화원뎡도공사착

수」,『동아일보』, 1920.09.08.) 이후 위치를 옮긴 것이 신문기사에서 확인된다. (「龍山公市新

設」,『동아일보』, 1922.03.10.)

360) 1921년에 완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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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0 육군창고(左下), 연병정(練兵町)에 설치된 용산 공설 시장(中), 조선은행사택 단지(右

上) (용산시가도(龍山市街圖)(1927)).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52.)

1930년대 중반 이후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물자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일본은 

각 단위주거지 별로 소규모의 공설시장을 설치하여 물자 수급 및 물가의 안정을 

꾀하게 된다.361) 그리고 이는 앞서 살펴본 공원의 경우와 같이, 일본은 경성부 내

에 공설시장의 배치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의 실행을 토지

구획정리사업과 함께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362) 

361) 京城府, 앞의 책,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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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중반 이후 경성부 공설시장 설치계획은 크게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

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시기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경성부 학교 계획 규준안

이 발표되었던 두 번의 시기인 1939년 및 1942년과 일치한다.363) 먼저 1939년의 

공설시장 설치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은 1937년 만주사변 발발 이래 물가 앙

등에 따라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물가를 통제하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일용품시장으로서 공설시장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39년

부터 6년간 경성부에 약 22개소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경성부 공원 계획과 유사하게 경성부에 다수의 소매시장

이 일정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경성부 전체의 주거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1 경성부 공설 소매시장 분포 예정도 (『경성부일반경제관계철』中「경성부공설일용품

시장신설및확장비기채인가의건」, 1939, 국가기록원 소장, CJA0003871)

362) 박일향, 앞의 책, 2013, pp.57∼60.

363) (『경성부관계철』中 「경성부공설일용품신설비기채의건」, 昭和18(1943), 국가기록원 소장,

CJA0003654) 자료는 문서 내용 상 계획 내용은 42년도이고, 이를 43년에 허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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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2 경성부 공설 일용품 시장 분포 예정도 ((CJA0003871), 昭和14(1939), 국가기록원 소

장 (박일향, 앞의 책, 2013, p.64.에서 재인용))

그림 173 경성부 공사설 시장 배치도 (『경성부관계철』中「경성부공설일용품신설비기채의

건」, 1943, 국가기록원 소장, CJA0003654 (박일향, 앞의 책, 2013, p.69.에서 재인용))



- 208 -

그러나 위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942년의 경성부 시장 배치 계획도를 

보면 1939년의 계획에 비해 공설 소매시장의 개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앞서 살펴본 경성부 학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1941년의 태평양전쟁 발발 이

후 악화된 물자 보급 상황에 맞추어 시장의 개수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신당정, 돈암정, 북아현정의 공설 소매시장은 토지구획정리 계획 시 시장부지

로 지정되었던 곳에 실제로 지어졌는데, 이들 외에 효자정, 혜화정의 공설 시장의 

평면도를 화원정 공설 시장의 평면도와 함께 비교하면, 1930년대 중반 이후 건설

된 시장은 점포들이 2열로 배치되고 그 사이에는 아케이드 형식의 복도가 들어서

며 이외에 화장실, 쓰레기실, 세탁실 등은 외부공간에 따로 배치되는 표준화된 평

면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면은 이들이 모두 벽돌조로 지어졌다는 점

에서, 대량생산에 유리하도록 요철이 없는 단순한 형태를 지녔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74 화원정 공설 시장 평면도, 1939 ((CJA0003871) (박일향, 앞의 책, 2013, p.7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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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5 신당정 공설 시장 신축 공사 배치도 ((CJA0003871) (박일향, 앞의 책, 2013, p.84.에서 재

인용))

그림 176 혜화정 시장 배치도, 1943 ((CJA0003654) (박일향, 앞의 책, 2013, p.85.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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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7 효자정 공설 시장 신축공사 배치도 ((CJA0003871) (박일향, 앞의 책, 2013, p.84.에서 재인

용))

그림 178 아현정(阿峴町) 공설 시장 평면도 ((CJA0003654)

(박일향, 앞의 책, 2013, p.8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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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종전 즉,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의 공영 집합주택의 사례로는 미

군정기(美軍政期)에 한국과 일본에 지어졌던 DH주택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 및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 및 그들의 가족이 묵을 수 있었던 집합주택이었다. 당시 미

군에 설계조직이 있었고(General Headquarter(GHQ) design branch), 여기서 설

계한 주택 안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 DH주택이 건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DH주

택의 설계 실무진이었던 網戶武夫에 따르면, 당시 미군의 쿠르제(H.S.Krusé) 소좌

(小佐, 소령)가 일본인 설계 실무진에게 『Built in U.S.A. since 1932』364)를 참

조하여 주택을 설계할 것을 명했다.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되었던 주택들 중 이들이 

참조한 것은 이른바 미국 전시체제의 ‘최소한의 주택’이었는데, 그 중 주된 참조대

상이 되었던 것은 리차드 노이트라(Richard Neutra)의 채널 하이츠(Channel 

Heights(1942))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365)

그림 179 『Built in U.S.A. since 1932』중 리차드 노이트라의 채널 하이츠 주택단지가 수록된 부분

(The Museum of Modern Art, ibid, 1945. pp.68～72.)

364) The Museum of Modern Art, Built in U.S.A. since 1932,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1945.

365) 小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appendix」, 앞의 책, 1999,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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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하이츠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州)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산 

페드로(San Pedro)에 위치한 주택단지로서, 이 주택단지의 단위주호 계획과 배치

계획은 DH주택과 유사함을 보인다. 그리고 이 중 배치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환

상형(環狀形) 도로를 따라 주택이 배치되고 도로와 주택으로 인해 위요되는 공터

에 공원 및 공동시설을 배치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림 180 Richard Neutra, Channel

Heights(1942) (Boesiger, Willy., Riichard
Neutra : buildings and projects v.1.,
London: Thames and Hudson, 1964,

p.212.)

 그림 181 Channel Heights(1942) (Hines, Thomas S.,

Richard Neutra and the search for modern
architecture : a biography and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183.)

이러한 배치계획의 원리는 DH주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주거지 전체

를 아우르는 환상형 도로가 계획되고 이 도로를 따라 주택이 배치되며 도로와 주

택으로 인해 위요되는 공터가 공원, 운동장 등으로 사용되며 공동시설이 배치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DH주택의 주거지 계획에서는 모든 건물이 반드시 남향해

야 한다는 규칙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미국의 발달된 난방 설비로 인해 

굳이 남향을 고수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겨울철 난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366) 

그리고 이와 같은 배치계획의 원리를 적용시켜 일본 도쿄의 요요기(代々木) 지구

에 워싱턴 하이츠(Washington Heights)와 같은 집합주택 단지를 건설하였다. 

366) 小泉和子, 高藪 昭, 內田靑藏, 앞의 책, 1999,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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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2 DH주택의 배치 원칙 (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省工藝指導所 編, 앞의

책, 1948, p.59.)

그림 183 도쿄 요요기(代 木) 지구의 DH주택 배치도 (GHQ design branch Japanese staff, 商工

省工藝指導所 編, 앞의 책, 1948,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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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미군 주택지 계획 원리는 한국에도 적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50년대 중반의 서울시가지도 중 용산지역 부분을 확대하면 당시 미군 기지의 

건물 배치 상황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두 지도를 통해, 순환도로를 계획하고 도로

를 따라 건물을 배치하며 건물과 도로로 위요되는 공간에 주요 공동시설과 공터를 

배치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빙고역 부근의 환상형 도로와 건물배치는 도쿄 요

요기 지구의 건물배치 방식과 유사하다. 

그림 184 서울시가지도 중 용산지역 부분, 1950년대 중반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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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5 서울시가지도 중 용산지역 부분, 1950년대 중반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앞의 책,

2006,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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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한국전쟁�이후�사회�안정화와�주거지�조성� �

해방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는 혼란한 사회적 상황 때문에, 공영 집합주택 

단지 계획에 있어서 주택 이외에 광장이나 공원과 같은 공용공간 및 관청이나 시

장과 같은 공동시설을 모두 온전하게 갖춘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1960년대

에 접어들면서 공용공간 및 공동시설을 짜임새 있게 갖추려는 의도가 드러나기 시

작한다.

1956년에 건설된 불광동 재건 주택 단지의 경우, 필지별로 9평 및 12평의 단

독주택 단위 주호들이 배열되어 있으나 공용공간 내지는 공동시설은 계획되지 않

았다. 1959년에 건설된 불광동 국민주택 단지에서는 개별 단위주호 외에 공용공간

으로서의 놀이터 및 공동시설로서의 점포를 계획한 것이 보이며, 1959년 및 1963

년 두 차례에 걸쳐 건설된 북가좌동 국민주택 단지의 경우 공용공간으로서 놀이터 

외에도 공동시설로서의 공원, 교회가 계획되었고 점포도 단지의 중심부에 계획되

었다. 1960년대 중반에 건설된 갈현동 국민주택 단지에서는 공용공간으로서 놀이

터가 계획되었고, 공동시설로서 점포보다 규모가 큰 시장이 계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지 내에 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비

교적 짜임새 있게 계획되는 양상을 알 수 있다. 

그림 186 갈현동 국민주택 단지 (1964, 1965) 주택단지의 내부에 공용공간 및 공동시

설이 계획되어 있다.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9,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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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7 마포아파트의 배치도 (1962, 1964), 점

선은 놀이터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9,

p.71.)

 그림 188 마포아파트의 조감도 (1962, 1964)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9, p.72.)

 

한편, 1970년대가 되면 공영 아파트 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된다. 그리고 아파

트 단지가 여럿 모여서 더 큰 단지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광역의 단지를 지

원하는 큰 규모의 시설, 예를 들어 학교, 시장, 공공 청사 등이 배치되기 시작하였

다. 

예를 들어, 한강지구 아파트 단지는 한강 맨션아파트(1970), 한강 외인 아파트

(1970), 동부이촌동 아파트(1966∼1969), 한강 민영 아파트(1971)의 네 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강 맨션아파트 단지는 한강지구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

변에 점포를 배치하여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단지에서도 점포로의 접

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밖에 놀이터 및 관리소를 갖추어 각각 공용공간 및 공동

시설로서 기능하였다. 한강 외인 아파트 단지는 공용공간으로서 놀이터, 정구장, 

수영장 이외에 외부 공간을 갖추었으며, 공동시설로서 관리소를 갖추었다. 동부이

촌동 아파트 및 한강 민영 아파트 단지 배치도에서 주목할 것은 국민학교(현재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계획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인근의 한강 외인 아파트 단지 

및 한강 맨션아파트 단지까지를 포함하는 영역에 대한 공동시설로 볼 수 있다. 공

용공간으로서 놀이터, 도로가 있었고 공동시설로서 학교 이외에도 기타 시설 용지 

및 시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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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9 한강 지구 아파트 배치도 ((上)동부 이촌동 아파트+한강 민영 아파트

(下左)한강 외인 아파트 (下右)한강 맨션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8, p.25.)

 

이후 1970년대에 지어진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반포 1단지(1972∼74), 반포 

2단지(1977), 반포 3단지(1977) 아파트 및 잠실 1․2단지(1975∼76), 잠실 3․4단지

(1975), 잠실 5단지(1976∼77)에서는 간선도로로 구획된 단지 내에 공동시설로서

의 학교를 수용할 정도로 규모가 큰 단지가 여러 개 모여 대규모의 단지를 구성하

였다.

그림 190 잠실 단지 전체 배치도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8,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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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집합주택의�상보성과�한국적�상황

최소화된 단위주호가 갖는 기능공간의 결핍을 단위주호 주변의 공용화된 기능

공간이나 단위주거지 내의 공동시설의 이용을 통해 해결하는 이른바 도시 집합주

택의 상보성은 한국 공영 집합주택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관사와 조선주택영단의 영단주택은 각각 일제강점기 전 시

기와 1941년 이후에 공급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이는 앞서 고찰

하였듯이 빠르면 1920년대 후반, 대체로는 1930년대 중반 이후로는 근린주구론 

이 일본의 주요 건축 및 도시계획의 실무자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었을 시기로 추정

됨에 따라, 그 이전 시기의 주거지 계획과 그 이후의 것은 정황상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관사와 조선주택영단의 영단주택의 단위주호와 단

위주거지 계획을 함께 고찰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면 이는 단위주거지 내 공동시

설의 설치양상의 차이가 단위주호의 성격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인 관사는 독신자 주택의 경우에 이른바 최소

한의 주택으로 계획되었으며 이럴 경우 공동주택의 형식을 가졌기 때문에, 단독주

택의 형식으로 공급된 관사의 경우 모두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전제된 온전

한 단위주호의 주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91 흥화문 내 총독부 관사 배치도, 1920년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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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2 조선총독부 청운정(淸雲町) 관사 배치, 1930년대 (국가기록원)

일본인 관사의 단위주거지 배치 양상에 대한 예시로서 위의 자료들을 보면, 각

각의 택지 안에 배치된 단독주택에 의해 개별 택지 내의 외부공간이 서로 다른 성

격을 지니는 계획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시된 자료 이외의 일본인 

관사 단위주거지 주택 배치도도 함께 살펴보면, 시장, 학교, 상점, 공원과 같은 공

동시설이 명확하게 계획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다음 그림에서의 조선영

단주택이 보급한 영단주택지의 사례 중 하나인 도림정(道林町) 단위주거지의 배치

도와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도림정의 경우 단위주거지의 중심에 후생시설(厚生施
設)과 소공원(小公園)의 배치를 계획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

린주구론 혹은 단계구성론의 도입 및 적용에 따른 시기적 차이로 볼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최소규모의 단위주호가 적용되었던 영단주택의 경우 단위주호의 주변에 

기능공간의 결핍을 해소해줄 수 있는 공유공간 혹은 공동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불

가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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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3 조선주택영단이 공급한 영단주택 중 도림정(현 영등포구)의 배치도, 1940년대 (冨井 正憲,

앞의 책, 1996, p.498.)

도시 집합주택의 상보성은 거주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기능공간의 상보적 관계를 갖추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한 거주자가 

생활하면서 결핍되었다고 인식했던 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주택영단이 구호적 차원에서 보급한 집합주택의 경우 근린주구

론이나 단계구성론과 같은 생활권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으

로 보이는데, 이러한 주거환경에 대해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불광동 국민주택은 1959년에 대한주택영단이 불광동에 102채의 주택을 공급

한 사례이다. 이 주택 단지에 학교가 없어서 거주자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며 특히 

국민학생을 먼 거리의 학교에 통학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즉, 

근린주구론에서 단위주거지가 간선도로로 구분되며 각 영역의 중심에 초등학교가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河斗澈= “그리고 通學問題가 났으니 말이지 여기 學生數도 相當한 것 같은

데 學校를 어떻게 하나 세웠으면 하는데 國民學生徒를 通學시킨다는 것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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端히 困難하기 그지 없습니다.”

司會= “學校問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敎育委員會에다 얘기를 하고 崔

奎南博士에게도 얘기는 해보았읍니다만 簡單한 問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힘도 써보겠습니다.367)

그림 194 대한주택영단이 지은 불광동 집합주택 (「住宅座談

會記錄」,『주택』2호, 1959.11, p.80.)

그림 195 불광동 국민주택, 1959년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1979, p.23.)

367) 「住宅座談會記錄」,『주택』2호, 1959.11,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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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규모 단위주호가 주어졌으면서도 단위주호의 주변에 기능공간이 공용화되

지 않거나 단위주거지 내에 공동시설이 구비되지 않았던 결핍의 상태를 보여주는 

예로서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의 시민아파트를 들 수 있다. 와우아파트의 붕괴

로 대표되는 시민아파트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선행논의를 통해 많은 사안들

이 논의되었는데, 이 중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능공간이 충분하게 구비되지 않은 

것에 주목하는 논의도 있다. 

“…산마루에 기어오른 아파트의 立地도 문제이지만 특히 이미세워진 아파트

의 시설불비는 더욱 많은 문제들을제기하고 있다. 본디 아파트가 生活구조

의 근대화에서 연유한것이라고볼때 만일 그시설의 기본생활양식마저충족하

지못한다면 결국 이는 集團收容만을 구실하는데그치고말것이다. 이번사고를

계기로 모든 아파트에 대한 安全性의진달될계획이다. 차제에 아파트다운 아

파트가되게끔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 마지않는

다….”368)

시민아파트는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서울로의 인구집중과 급격한 산업화

로 인한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에게 공급되었다. 당시 

근린주구론을 도입한 주거지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족했던 예산으로 대량의 시민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상항에서 주거지의 

계획적 개발 개념이 도입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아파트는 이전의 

주거지 계획의 전제나 이론들이 배제된 채 대부분 전체계획대상지를 지형에 따라 

주택용지와 도로용지로만 구성하고 있다. 서울 화곡지구의 주거 단지 역시 1960년

대 후반에 계획 및 실행된 것인데, 시민아파트에서는 화곡지구에서 볼 수 있었던 

학교, 소방서나 보건소 등의 관공서, 상점, 공원 등 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거

의 계획되지 않았다.369) 

1969년의 시민아파트 건립사업 기본계획에서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복리시설

의 설치는 별도의 계획을 통해 설치방안과 요령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

리하여 서울시는 1969년 7월 2일 시민아파트의 지층대지 중 활용 가능한 부분을 

일반에게 공매하기로 했다. 시민아파트는 대부분이 경사지를 고르게 정지(整地)하

368) 「아파트는 裝飾이 아니다」, 『매일경제』, 1970년 4월 9일

369) 김규형,『서울 시민아파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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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 골조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건립대지면의 고저차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매각 처분될 것이었다. 서울시

는 미곡상, 이발소, 담배가게 등 아파트 주민의 집단적 주거생활에 필요한 업종의 

점포만 차리도록 조건부로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70년 4월 와우시

민아파트의 붕괴사고 이후 아파트의 기초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거주자들의 항의

를 받아 취소되고 말았다.370) 

그 뒤 서울시는 자체 조사결과 시민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 등 각종 복지시설

이 거의 없음을 알게 된 뒤 복지시설 유치사업을 서둘렀다. 1970년 9월 1일 아파

트 사업소관리과 집계에 의하면 시민아파트에는 최소한 45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한데 8월말 현재 3개소 밖에 없고 2개소가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40여개의 

놀이터를 더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공동목욕탕도 현재 1개를 건설 중이어

서 앞으로 25개소가 더 필요하며, 노인정도 최소 25개는 있어야 한다고 분석하였

다. 그리고 간단한 생활필수품을 취급하는 필수품센터도 필요한 26개소 중 단 한 

개소가 설치됐고 2개소가 추진 중이어서 23개소는 더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1970년 9월 16일 시민아파트 입주자들을 위

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정릉지구 등 13개 지구 시민아파트에 생활필수품센터, 동

숭지구에는 공중목욕탕, 북아현지구에는 노인정을 세울 것이라 발표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의 생활편의시설은 필요에 의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층

부분에 들어서게 되었다.371)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1966년 이후 대한주택공사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택

을 공급하게 되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계단실형 단위층 평면이 대다수를 이루

게 되었다. 이는 계단실형 단위층 평면이 단위주호의 완결성과 프라이버시를 제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단실형 단위층 평면은 복도형 단위층 평면에 비해 공용

면적의 비율을 낮추고 단위주호 전용면적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복도형 단위층 평면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는 어린이들의 가장 주된 유희

공간인 복도를 없애는 요인이 되었는데,372)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1960년대 말~ 

370) 김규형, 앞의 책, 2006, pp.82～84.

371) 김규형, 앞의 책, 2006, pp.82～84.

372) “…⑭ 어린이 유희공간 = 52.1%가 복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외부공간이 30.5%이고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불과 6.4%밖에 안된다….”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집단

주거지역내의 환경고찰 =시민아파트의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주택』14권2호, 1973,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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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부터 집합주택 공지의 놀이터와 같이 어린이 혹은 아이들을 위한 공

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시민아파트지역내의 복지행정을 위해생필품시장수출단지를 조

성하는외에 부녀교실을설치하고 특히 탁아소운영을 중점적으로 실시할계획

이다. 부녀교실계획에 의하면 一인一기의 기술교도와그에따른 부업알선 및

교양강좌를위해 아파트一동에지도원一명과 기술강사一명씩을 두기로했으며

탁아시설은 근로여성들을위해 만三세부터 六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오전九시

부터 오후五시까지맡아돌봐주도록 한다는 것이다….”373)

“…어린이놀이터의 필요성이 나날이 가중되자 보사부는 택지조성이나 아파

트를 지을 때 놀이터시설을 의무화 시키려하고 있다. 실상 아파트 단지 또

는 많은 택지를 조성한주택공사는 이미 六五년도부터 택지조성에 꼭 어린이

놀이터를 위한 빈터를 내놓고 있다. 화곡洞이나 지금 택지조성중인 十만단

지 개봉洞의 경우도 七.七에이커의 넓은땅을 공원부지로 내놓고있고 장차

공원시설가지도 맡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택공사측이 이미떼어준 빈터는

서울시에시설을 위촉했지만 아직빈터 그대로가 많다….”374)

집합주택 단지계획을 할 때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갖추는 것을 의무화 시키

려는 움직임은 1960년대 후반부터 있었는데, 시민아파트의 경우 탁아소를 갖추는 

등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여성의 가사 노동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지의 

대안들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집합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생

활의 영위에 필요한 충분한 공용공간 및 공동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준공허가

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되는 것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그 결실을 맺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아파트등 공동주택 빈터의 10%이상의 면적에 나무를 심

고 일정면적의 어린이놀이터를 갖추도록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아파트및연립

주택의 부대시설, 복지시설의 기준을 확정, 앞으로 이기준에 맞지않는 공동

주택은 일체 준공허가를 내주지않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건

설업자는 본 건물의 준공허가 신청에앞서 어린이 놀이터등 부대시설의 준공

허가를 먼저받도록했다. 아파트등공동주택의 부대·복지시설 기준은 별표와

373) 「市民아파트에 託兒所두기로」, 『동아일보』, 1969.07.12.

374) 「빈터뿐인 어린이 놀이터 마음껏 뛰놀고 티없이 자랄 바탕을…」, 『동아일보』, 1969.01.23.

「맘껏 뛰놀곳이 없다 놀이터 實態와 社會的 환경」, 『경향신문』, 197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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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기준

1. 조경 공지의 1/10이상 식수 또는 조경

2. 도로

① 단지진입도로는 폭 6m 이상

② 단지 내 길이 10m 초과 도로폭 4m 이상

③ 단지 내 길이 35m 초과 도로폭 6m 이상

④ 단지 내 길이 100m 초과 막다른부분 자동차 회전광장 설치

⑤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벽면에서 2m이상 띄어야 함

⑥ 단지 내 길이 100m 이상 주간선도로변에는 폭 120cm 이상

의 보도 1면 이상 설치

⑦ 도로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

⑧ 차도와 보도경계는 L형으로 구획하고 보도의 포장은 보도

블록

3. 전기 가구당 4kw/H의 전력공급시설

4. 상·하수도 수도법, 하수도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5. 통신시설 공중전화를 300가구당 1대의 비율로 가설

6. 보안 등 공지면적 1,000㎡마다 1개소

7. 우편함
500가구 이상인 경우에 1개소 설치 (500m 이내에 우편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

8. 어린이놀이터

① 50가구 이상 100가구 까지는 1가구당 3.3㎡

② 100가구 초과할 때 330㎡에 3세대당 3.3㎡의 비율가산

③ 최소폭 12m이상 1개소당 면적 : 150㎡이상

④ 시설 기준

㉮ 그네 : 높이 2m 이상 조당 3인용으로 설치

200가구마다 1조비율 가산

㉯ 미끄럼대 : 높이 2m이상 상계판 2㎡이상

활주면 50cm이상 착지판 길이 60cm 이상

㉰ 철봉 : 대형, 중형, 소형을 1조로 설치

200가구마다 1조의 비율가산

㉱ 모래판 : 200가구 미만 50㎡ 이상

200가구 이상 50㎡에다 100가구당 10㎡ 가산면

적으로 하되 50cm이상으로 한다.

9. 집회소 1,000가구 이상으면 1,000가구당 330㎡비율로 옥내에 1개소

10. 공중목욕탕 욕탕시설이 없는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 1개소 설치

11. 운동장 및 체육시설

500가구 이상이면 운동장 2,000㎡

1,000가구 이상이면 정구장 3면 이상, 수영장 도는 배구장 3

면 이상

12. 시장 등

① 시장 : 1,000가구 이상이면 1개소

② 상가(수퍼마켓 및 점포를 포함) : 500가구 이상이면 1개

소(1,000m이내 시장 또는 상가가 있으면 제외)

13. TV 공동시청시설 동별로 TV공동시청시설

같다….”375)

375) 『경향신문』, 197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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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오물 수거시설 아파트에는 가구마다 더스트슈트를 설치

15. 의료시설 1,000가구 이상 병원(의원 포함) 약국 등 1개소 설치

표 24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기준 (『경향신문』, 1977.03.11.)

한편 일반 대중들이 1960년대에 최소규모 단위주호를 가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 및 아파트 단지를 경험한 이후,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시 집합주택이 

갖는 기능적 상보성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음을 다음의 신문기사들을 통

해서 알 수 있다. 

“…첫째 「맨션」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무나좁다. 사람이 최소한

문화생활는세대당 평수가 너을 하려면 4.5평이 필요하다는 통계인데 현재아

파트에서 1인당 거실면적은 0.7평에불과하여당장의 주택난은 어느정도해소

가 된다해도 앞날을 고려치않은 근사안적인 구조로지적되고있다. 둘째 외국

에서는 아파트지하층은 창고로서 한세대에 두어평정도나마 창고로사용할수

있게 되어있는 세탁실이 있어 세탁기에세탁물을 집어 넣으면 건조까지되어

나오므로 지저분하지가 않지만 우리나라에는이러한 부대시설이 전혀갖추어

져있지 않음은물론 앞으로 시설할만한 여지도없다. 세쩨 좁은대지위에 아파

트만을 건립했을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놀땅을일어버린 어린이들은 자연

히이웃가정에 피해를 끼치는 장난을 하게끔 되었다.…”376)

“…6층건물10개동에 6백42가구를 수용하는 마포어파트안에는 어린이 놀이터

를 비롯해서 각종점포 양장점 미장원 이발소까지 갖추고있어 일상생활에 불

편은 없다.….”377)

위의 매일경제의 1970년 3월 24일 기사는 아파트가 갖는 다수의 단점을 언급

한 뒤, 이것이 단위주호로부터 공용화된 기능공간을 거쳐 단지 내 공용공간에 이

르기까지 공간적 스케일을 변화시켜가며 이들이 서로 연관을 맺고 벌어진 상황임

을 일반 대중이 인식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1969년 1월 29일의 경향신문

의 기사는 어린이 놀이터로 대표되는 공원, 공터와 각종 점포로 대표되는 상점을 

모두 갖추는 것이 도시 집합주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일반 대중이 충분하게 인식

했음을 알 수 있다. 

376) 「住 아파트」, 『매일경제』, 1970.03.24.

377) 「서울의 어파트 어디까지왔나」, 『경향신문』, 196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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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결

주거지의 차원에서 공용화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위주거지 계획의 양

상과 특정 공동시설 즉, 공원, 학교, 시장(상점)의 설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하다. 이들 중 우선 단위주거지의 계획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클라렌스 페

리의 근린주구론과 그 이후의 단계구성론이 어떻게 도입되고 전개되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클라렌스 페리의 근린주구론의 내용을 분석하여 다수의 요소 

및 이를 이루는 세부요소들로 이루어진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주거지 계획안 구

상 자료를 검색하여 1928년부터 1938년에 걸쳐 발표된 토지구획정리 구상 자료들

을 앞서 언급한 판단 기준과 함께 비교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2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서울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근린주구론과 유사한 개념을 인

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늦어도 1938년경에는 페리의 근린주구론에 대

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선행 연구가 근린주구론이 한국에 영향을 미친 시점이라고 언급했던 

1940년을 기준으로, 1940년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알려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 돈암·대현·영등포지구와, 1940년 이후에 계획된 것으로 알려진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지구 중 신촌·상도·금호지구의 계획안 및 1953년의 실행 상황을 담은 서

울도시계획가로망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페리의 근린주구론에 영향을 

받은 정도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클라렌스 페리의 근린주

구론은 1930년대 후반부터는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서울의 주거지 계

획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린주구론의 응용을 통해 정립된 것으로 알려진 단계구성론은 독일 나치당의 

고트프리트 페더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는 이시카와 히데아키나 니시야마 우조와 

같은 일본 주택 및 도시계획의 주요 실무진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다만 이시카와나 니시야마의 논의에서 보이는 도식적인 단계구성 논의의 내용

은 페더의 논의에도 담겨있으나, 전자들의 논의에서 보이는 확연한 단계구성의 도

식이 페더의 논의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논의 내용의 단계적 구성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도식화하여 계획했던 것은 일본의 관련 실무자들의 생각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시카와 히데아키는 ‘생활권계획’이라는 논의를 전개하면

서 페더의 논의를 모방하였으며, 한반도에서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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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지들룽’으로 대표되는 독일 나치당의 주택 건설 계획은 애당초 고트프리트 페

더에 의해 입안되었으나, 페더의 실각 이후에도 그의 후임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

행되었다. 이는 페더의 후임인 루도비치(J.W.Ludowici) 역시 농민과 노동자로 구

성된 자율적 경제권을 독일 국토의 각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유지했기 때문

이다. 1930년대에 이미 대도시에 공장지역이 밀집하는 등 대도시로의 인구 밀집현

상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단위주호마다 농경 경작이 가

능한 토지를 함께 공급하여 농업을 기반으로 한 소도시를 전 국토에 일정하게 배

치한다는 국토계획의 비현실성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이것이 방공 차원에서의 대안으로 인식되

었기 때문이다. 즉, 각 단위주호마다 경작 가능한 토지를 갖게 되면 각 단위주호 

주택 건물이 서로 거리를 두고 배치되게 되는데, 이것이 폭격을 당할 때 폭탄의 

명중률을 낮추는 방공 대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일본의 관학자였던 타나베 헤이가쿠는 1941년 진주만 습격 전까지 유럽 및 미국

의 방공 건축 및 방공 도시 계획을 시찰하던 중, 독일 나치당의 지들룽 주택 계획

에 대해 방공적 차원에서 매우 유리한 주택 계획 방법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1937년에 방공법을 제정한 뒤 한반도의 주요 도시에 대해서

는 1940년에 방공건축규칙을 제정하고 방공 차원에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보완하

기 위해 동일년도에 이를 개정한다. 이와 같은 방공 체제로의 전환은 단위주거지

로서의 근린주구와 학교, 시장 및 공원의 계획 및 보급 양상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단위 주거지와 공원, 시장 및 학교는 경성의 경우 1937년부터 시행된 토지구

획정리사업과 맞물려서 계획 및 실행되었다. 공원의 경우 이미 1920년대 후반에 

단계구성론과 유사하게 다층적 스케일을 지닌 공원이 서울 주거지 내에 일정한 간

격을 두고 배치되는 계획안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1937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에서부터 각 사업지구 별로 공원을 설치하였다. 

한편 시장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설치 및 관리했던 공설시장의 경우, 경성에

서는 1930년대 중반 이전에는 대체로 일본인 거주지 주변에 공설시장을 설치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거지 별로 공설시장이 서로 담당하는 

영역이 가급적 겹치지 않도록 계획 및 설치되었다. 공설시장 건물 역시 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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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이전에는 일정한 평면 유형이 없었으나,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상점을 2열

로 일렬 배치하여 중간에 아케이드가 형성되는 장방형의 평면으로 규격화되어 조

적조로 건설되었다. 

학교는 경성의 경우 1920년대 후반 이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어졌는데 1940

년 방공 체제의 도입 이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주요한 

대피소의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국민학교는 황국 신민화를 위한 교육의 중심으

로서 기능하였고 1940년대 총동원 체제에서 대국민 동원 및 물자보급의 중심시설

의 역할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경성의 경우 거주지의 행정단위였

던 정회 혹은 동회의 인구 규모와 소학교(이후 국민학교)가 담당하는 인구 규모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논의가 있기도 하였다. 한편 1920년대 후반에 이미 일본에서는 

밀집된 도시환경에 적합할 수 있도록 운동장의 규모를 작게 하고 고층의 교사를 

건설하는 등 이른바 도시형 교사를 계획 및 건설하였지만, 한반도에서는 경성부의 

경우 1939년과 1942년 두 차례의 학교 건축 표준안의 규정을 통해서도 운동장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 다만 1942년의 경우 물자부족으로 인해 1939년과는 달

리 철근콘크리트조 계획안은 삭제되고 조적조 계획안만이 존재했다. 이 역시 방공

체제에서 학교 운동장이 지니는 다수의 역할 즉, 유사시 대피시설을 설치하며 운

동장에 수영장을 두어 유사시 저수조로 활용하고 방공 대책으로서 도시 공간 내에 

공지를 둠으로서 폭격의 명중률을 낮추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미군정기에는 미국 서부의 교외주택지의 단지 계획 방법을 적용한 DH주택이 

일본 동경 및 주요 도시와 한국의 서울 및 주요 도시에 지어졌으며, 한국전쟁 이

후 대한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에 의해 공급된 주택들은 점진적으로 근린주구 단

위와 공동시설들을 갖춰나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신도시 개발

과정을 통해 앞서 언급했듯이 단계구성론이 점진적으로 적용되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보급된 일본인 관사는 비교적 단위주호가 온전하게 구성되

었던 반면, 1941년 이후 보급된 조선주택영단의 영단주택의 단위주호는 서민 및 

노동자 계층을 위해 보급된 최소한의 규모를 지닌 것이었다. 이들을 비교해보면 

일본인 관사 주택지는 상점이 함께 계획되지 않지만, 영단주택지의 경우 각 주택

지에 상점이외에도 공원 및 학교가 함께 계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소화된 단위주호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능공

간이 결핍되었던 1950~60년대의 국민주택, 시민아파트의 경우에도 집합주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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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이후 기능공간의 공용화를 시행하는 양상이 있었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 이

후 계단실형 단위층 평면이 공영 집합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이후 어린이 

유희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촉발된 집합주택의 공동시설에 대한 요구는 결국 

1977년 서울의 경우 공동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되

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도시 집합주택의 상보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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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대량생산 및 공용화에 초점을 두고 서구 근대 집합주택 계획 논의와 한국 근

대 공영 집합주택의 변천을 비교･고찰해보면, 한국 근대 공영 집합주택의 역사는 

대량생산과 공용화의 일반적 양상과 특수한 양상이 파편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반성 혹은 특수성은 명확하게 두 갈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는 연속적인

(gradational)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적인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일반적 양상과 특수한 양상 간의 조합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378) 

일반성과 특수성의 연속적 관계와 관련하여 먼저 일반적 양상을 언급해보면, 

이는 크게 산업화를 겪은 단계의 사회에서라면 대체로 나타났던 상황과, 서구 건

축계획･도시계획의 논의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양상으로 나누어볼 수 있

다. 주택의 상품화, 건축 생산과 관련된 부재･컴포넌트･공간의 전문화 및 규격화, 

건축 부재 및 컴포넌트의 카탈로그에 의해 이들이 대량 생산 및 유통되었던 양상

은 프레데릭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의 방법으로 대표되는 효율성 제고의 방안을 접

목시키고자 했던 산업화 시기 다수의 제조업에서도 동일하게 찾아 볼 수 있다. 다

만 철근 콘크리트의 단가가 1930년대에 들어서야 대량생산된 컴포넌트를 생산하

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낮아진 것이나 재래식 온돌을 이루는 부재, 부품 및 

컴포넌트가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상은 특수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르 꼬르뷔제는 표준화된 단위공간의 조합을 통해 주택을 대량생산하는 

방안을 구상했고 이를 실현하기도 하였지만, 미국 공영 집합주택의 대표적 사례라

고 할 수 있는 뉴욕 공영 공동주택의 단위주호의 변천이나 영국 공영 공동주택의 

단위주호의 변천을 살펴보면 장방형의 단위주호를 계획하는 것은 시공성과 동선의 

378) 대량생산 및 공용화가 한국 근대 공영 집합주택에서 발현된 양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민

족주의가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전재호의 시각에 일정부분 기대고 있다. (전재

호,『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 초판 11쇄, 2011, p.30.) 전재호에 따르면 민족주의

는 민족의 독립, 통합, 발전 또는 민족적 위상의 고양이라는 지향성만을 가지고 있을 뿐 이를

어떤 수단으로 달성할 것인가라는 전술은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구체적인 전술

을 갖고 있는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한다. 한국 근대 공영 집합주

택의 대량생산 및 공용화 역시 일종의 지향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

는 방안이 서구 및 일본 등의 선진 근대화 국가의 방법과 얼마나 상이했는가에 따라 특수성이

인식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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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DH주택

의 전파양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방형의 단위주호의 미국 전시(戰時) 주택의 

계획안을 일본의 주택계획 실무진들이 모방하였고 이것이 한반도에도 들어온 것으

로 추정되는 것처럼 장방형 단위주호의 계획방식은 일반적이었다. 한편 집합주택 

단위주호를 계획하는 방법으로서 인체 치수 기반의 계획 경향은 부침(浮沈)을 거

듭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정착되었던 특수한 정황을 보인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구법 및 설비의 변화로 인해 공간 계획의 자유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간이 전문화되었던 것도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지

하다시피, 서구 근대 주택 역시 구법의 변화로 인해 동일한 변화를 거쳤고 한반도 

공영 집합주택 역시 구법의 변화로 공간의 전문화가 제고된 것은 동일하다. 그러

나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서구에서는 근대 

건축 이전의 대립항으로서 전근대 건축의 주요 구법이 조적조였던 반면 한반도의 

근대 건축 이전의 대립항으로서 전통 한식 목가구조가 해당된다는 점이다. 서구의 

전근대 건축으로서의 조적조 건축은 대개 중층 건축물을 상정하게 되는데, 이때 

벽은 하중을 지지하기도 하고 창문을 내어 빛을 받아들이며 외피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위층의 하중을 문제없이 아래층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능에 적확한 공간 계획을 할 수 없는 제약조건이 발생하여 공간은 

전문화될 수 없었다. 그런데 전통 한식 목가 구조의 경우 대부분 단층 건축을 상

정하는데, 전통 한식 목가 구조에서 주요한 문제는 어떻게 무거운 지붕의 하중을 

견뎌냄과 동시에 생활에 필요한 각종 개실을 배치할 것인가이다. 결국 전통 한식 

목가구조에서는 대부분 주택 내부공간에 기둥이 배치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제

약조건을 바탕으로 내부 공간계획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서구 및 한반도의 전근대적 건축계획의 상황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새

로운 구법이 각각 공간계획의 전문화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

화를 가져온 구법이 서로 다른데, 서구 근대 건축의 변화를 가져온 구법이 철근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라면, 한반도 근대 건축의 변화를 가져온 구법은 경골목구

조 혹은 조적조와 트러스 지붕구조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구 근대 건축

의 공간의 전문화는 중층 건축물에서도 각 공간의 용도에 맞는 적확한 설계가 가

능해진 정황을 반영한 것이라면, 한반도 주택에서의 공간의 전문화는 내부 공간에 

기둥을 세우지 않고도 지붕의 하중을 벽체에 전달하는 트러스 지붕구조의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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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단위주거지 계획방식의 한반도에서의 전개 양상은 일반성과 특수성의 혼합양

상이 앞서 언급한 구법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전문화의 양상보다 더욱 복잡하다. 

클라렌스 페리의 단위주거지 계획논의인 근린주구론이 적용된 것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야마오카 케이스케의 ‘도시구성의 단위계획’에서 보듯이 페리의 근

린주구 논의에 방공과 관련된 사안이 추가되어 있는 것은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타나베 헤이가쿠나 이시카와 히데아키 같은 관학자들을 

1930~40년대에 서구 주요 국가들에 출장을 보내서 방공 건축과 방공 도시계획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 중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

유 조약에 의해 대공포와 공군을 갖출 수 없게 된 독일이 가장 체계적으로 방공 

건축과 방공 도시를 계획 및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독일의 실행 방안

들을 모방하게 된다. 즉, 일본이 건축 및 도시계획에서 방공적 측면에 주목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을 수행한 국가의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측면도 다소 가

지고 있다.

독일의 주거지 계획 방식과 관련하여 한반도 도시에도 영향을 준 것은 단계구

성론이다. 그런데 단계구성론은 나치즘에 부합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는 별도로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비단 일본뿐이 아니라 대도시로의 밀집으로 인해 어려

움을 겪은 많은 근대 국가들에서 채용했다.379) 결국 한반도 주요 도시의 주거지 

계획에 영향을 미친 근린주구론과 단계구성론은 일본인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재해석되긴 하였지만 일반적인 계획기법에 의해 영향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 집합주택이 갖는 상보성 즉,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협소한 단위주호 내에

서 해결되지 않는 기능이 있다면 이것이 공동주택 내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주택 내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위주거지 내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온전

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상황은 애당초 클라렌스 페리가 도시생활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상황으로 문제제기 하였고 이에 따라 근린주구 단위를 계획한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상보성이 반드시 도시 주거지 계획에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한국 공영 집합주택의 사례들을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다.  

379)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구미 각국의 도시계획 또는 주거지계획의 기본적 원칙이 되었

고, 오늘날 계획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상식이 되었다. (日笠端, 앞의 글, 1971,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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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구에는 유사한 양상을 찾아보기 힘든 반면 일본 혹은 더 좁게는 한국

에서만 벌어진 특수한 양상을 언급하자면 우선 한국 공영 집합주택의 대량건설 체

제를 정착시킴에 있어 닫힌계 건설방식으로 치우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1950년대 당시 미국 주택시장의 활황을 보고 일본 주택시장의 활

황을 예견한 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방식의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결

정한 일본의 타이세이 건설에 의한 영향이 그 첫 번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71년 한성프리훼브의 창립 이후 1980~90년대에 걸쳐 건축물에 쓰이는 모든 부

재 및 컴포넌트에 대한 규격화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방대한 작업량으로 인해 번

번히 실패했던 것이 두 번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앙 정부 부처가 주도

하여 규격을 정하는데서 나타났던 문제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건축 

부재 및 컴포넌트의 규격화가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민간 

영역의 기업들이 규격화를 선점하고자 노력했고, 이에 따라 규격화된 부재 및 컴

포넌트의 교환 시장이 형성되면서 열린계 건설체계가 자리 잡았던 상황과 대비된

다. 혹은 반대로 전반적인 규격화를 통해서도 큰 이윤이 창출되기 어려운 한국의 

건축 부재 시장의 작은 규모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의 특수한 정황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의 대한민국의 경제적 빈곤함을 

배경으로 한다. 예를 들어 대한주택영단의 경우 1960년에도 1인당 소요면적을 일

본건축학회의 기준 자료로부터 인용한 뒤 이를 근거로 15평이라는 단위주호의 크

기를 산출하고 여기에 맞춰서 단위주호를 설계했다는 것은 당시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공영 집합주택이 구호품처럼 인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음식조리의 공업화가 아직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소

화된 단위주호를 적용시킨 아파트를 건설하고 ‘장독대 없애기 운동’, ‘생활 간소화 

운동’ 등을 펼쳤던 당시 정부 관련 부처의 모습에서 권위주의적 행태를 볼 수 있

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아파트 단위주호 내의 발코니를 작업공

간으로 바꾸고, 거실과 부엌을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여 각종의 가사노동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며 세면실과 욕실 및 변소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게 하는데 일조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능공간을 공유하는 공영 공동주택이 더 이상 지어지지 않고, 심지어 공동주

택 내에 각 단위주호가 갖는 공영 면적이 넓은 복도식 단위층 평면이 인기를 상실

하고 각 단위주호의 완결성이 확보되는 계단실 단위층 평면이 인기를 얻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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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반적 상황에 가깝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

위주호의 최소화를 통해 가족 해체의 실현까지를 염두에 두었던 소비에트의 시도

는 수포로 돌아갔고, 중국의 인민공사 역시 1980년대 들어 실패를 자인하였다. 홍

콩의 공유주택 사례 역시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크 시리즈 이후의 공

영 공동주택은 공유주택으로서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특수한 정황은 대한주택공사가 

1966년 이후 공영 집합주택의 공급대상을 중산층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

시까지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급했던 공영 주택에 사실상 중산층이 살게 되었다는 

거주 후 평가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바꿔 말하면 생산 단가를 낮춰서 서민층을 

위해 공급한 주택이라도 당시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중산층 정도가 되어야 감당할 

수 있었을 만큼 한국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격적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영 집합주택을 계획하게 되면서, 단위주호

의 완결성이 강조되고 기능공간의 공용화 계획 경향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 부재, 컴포넌트, 공간의 전문화 및 규격화
◎ 주택의 상품화
○ 부재, 컴포넌트의 카탈로그에 의한 유통
◎ 장방형 단위주호의 계획 양상

◎ 도시 집합주택의 기능적 상보성

◎ 공유주택의 보편화 실패

◎ 구법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전문화
○ 서구 : 조적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중층건물)
○ 한국 : 대량식 목가구조 → 경량목구조, 조적조+트러스 (단층건물)

◎ 근린주구론, 단계구성론, 방공 체제의 도입
○ 근린주구론 : 미국 → 일본 → 한국
○ 단계구성론, 방공 체제 : 독일 → 일본 → 한국
- 학교, 시장, 공원의 도시공간 내 배치 및 규모 설명

◎ 닫힌계 건설방식으로의 치우침
○ 일본의 방식을 도입함+작은 시장 규모+정부 주도(유인책 無)

◎ 단위주호 최소화
○ ‘장독대 없애기 운동’, ‘생활 간소화 운동’ : 음식물 공장 생산의 지
체
○ 리빙킷친, 배스유닛의 활성화

◎ 공영 집합주택의 중산층 대상 공급
○ 단위주호의 완결성 추구, 단위주호 최소화 지양

일반성

특수성

표 25 대량생산과 공용화로 본 한국 근대 공영 집합주택의 일반성과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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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양상 특수한 양상

대

량

생

산

부재・
컴포넌트・공
간의

전문화,

표준화

•모두 진행됨

•철근콘크리트 상용화 이후

  :기둥, 문틀, 기둥 등 부품 상품화

•온돌 부품의 전문화, 표준화

•공간 전문화

  :경골목구조 벽체의 하중지지+트러스

  :시멘트 벽돌 벽체의 하중지지+트러스

열린계,

닫힌계

건설방식

•둘 다 인식됨

(1920년대 말∼30년

대 초)

•닫힌계 건설방식으로 치우쳐 발달

(1970년대 초∼)

  :일본 타이세이 건설로 부터의 영향+관 주도에

의함

공

용

화

단위주호의

최소화

•인체 치수 기반의

계획

•일본인 관사

:계급별 단위 주호 규모 설정

:개인공간<가족공간<접객공간 순으로 갖춤

•영단주택 이후 본격적 최소규모 단위주호화

:다다미 규격에 근거한 인체 치수 기반 계획

•대한주택영단(공사)

:1960년대 중반 이후 인체 치수 기반 계획 고려

:1920년대 후반 인지→1960년대 중반 이후 고려

•단위주호의 최소화

•1960년대 초반 음식조리의 공업화 보다 먼저

단위주호 최소화 시도→실패

•1966년 이후 단위주호 최소화 지향하지 않음

:중산층 대상. 단위주호의 온전함 강화

•단위공간의 조합 對 단위주호의 분할

:단위주호의 분할로 치우침

기능공간

의 공용화
•시도되었으나 실패

•공동체성 제고를 위한 의식 개혁 논의

  :생활 효율성 제고 차원, 경제성 제고 차원

단지화 및

공용공간과

공동시설

•단위주거지: 유기

적 도시 구성의 단위

로 인식됨

•시장, 학교, 공원의

중요성: 특히 학교의

중요도 가 강함

•1937년부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용 추정

•총동원 및 방공체제에서 학교의 중요도 상승

:물자배급, 인력동원, 방위계획, 도시계획 차원에

서 가장 중요한 시설

:교사 – 방공호, 방호실의 역할

:운동장 - 방공을 위한 공터, 대피시설 설치를

위한 공터, 수영장(유사시 저수조) 설치

•총동원 체제에서 상점(공설소매시장) 배치증가

:생활필수품 배급의 안정을 위함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맞물려서 진행

:표준 평면이 적용된 벽돌조의 대량생산이 가능

한 시설

•방공 체제에서 공원의 중요도 제고

:소개(대피) 및 수영장(저수조) 설치의 의미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맞물려서 진행

표 26 대량생산과 공용화의 세부 항목 별 한국 근대 공영 집합 주택의 일반적 양상과 특수한 양

상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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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량생산과 공용화의 관점에서 한국 공영 집합주택의 일반성과 특수성의 

연속적인 양상을 정리하고, 이러한 일반성과 특수성이 대량생산과 공용화를 이루

는 세부 항목에 해당되는 일반적 양상과 특수한 양상 간의 조합을 통해 구현되었

음을 정리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공영 집합주택의 근대화 과정의 일반성

과 특수성을 기존 선행연구에 비해 좀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1940년대 일본의 전시 체제하에서 벌어진 건축 및 도시계획에 대한 논의는 선행

연구들에서도 충분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만큼, 추후의 연구에서 별도로 다룰 부분

이 많다. 2차 세계대전으로 대표되는 1940년대는 오히려 세계대전으로 인해 건축 

및 도시계획의 세계화가 더욱 진전되었던 시기로 추정된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

으로 한 건축 및 도시계획의 세계화와 이와 관련된 한반도 건축 및 도시계획의 영

향관계는 추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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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field of Korean architectural history, precedent studies argue that 

the transition period from pre-modern to modern is ruptured in Korea 

because of the significant changes in tangible architecture: change that is 

commonly referred to as Westernization. Nonetheless, efforts to understand 

this period as a continual process is needed.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larify generality and distinctiveness of modern state-operated multi-family 

housing in Korea through global perspective in terms of mass production and 

communalization. To understand architectural trends in terms of mass 

production and communalization discourse on ideas, construction plans, and 

built buildings of Modernist architects as well as urban planners are carried 

out in this study.

Mass production of multi-family housing was made possible by two 

attainments. First, taylorisation of building member, component, and space; 

which also lea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housing. Second, development of 



- 249 -

two separate systems in construction method: closed construction system and 

open-end construction system. Communalization of multi-family housing can 

be―but was not always―obtained by three attributes; minimized unit plans 

with human scale dimensions, shared functional space often found in 

apartment housing, and communalized public facilities such as schools, 

markets, and parks. 

 

In terms of mass production, the trend of taylorisation, as means of 

achieving maximum efficiency, is identified in several case studies of 

state-operated multi-family housing in Korea. Building members and 

components were specialized in function, standardized in size, and 

industrialized in production to maximize efficiency. For example, in the 

modern house a column is specialized in function to sustained weight, whereas 

in the pre-modern house a wall would sustain weight, construct an entrance, 

and also function as a decorative facade. Maximum efficiency was also 

achieved by standardized building members and components; either by adding 

spatial units to compose a whole or by dividing a uniform household unit 

into separate spaces. In case of modern multi-family housing in Korea, 

producing uniform box units of households and dividing them into separate 

spaces was considered more efficient; and was widely adapted enough to be 

considered as the general method of standardization in modern multi-family 

housing of Korea. Industrialization of building members and components with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methods also increased efficiency of mass 

production. In Korea, closed construction system was widely taken into 

practice compared to the open-ended system because efficiency achieved in a 

shorter period of time was preferred over the option of design diversity.

In terms of communalization, attempts were made to adopt minimized unit 

plans and shared functional space in multi-family housing. However 

minimized unit plans failed to be adapted in Korea and shared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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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was also not perceived by architects in Korea as measures of 

communalization. On the other hand, public facilities such as schools, 

markets, and parks settled in, aft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communalized space and basic frameworks for cities in Korea. 

Minimized unit plans in Korea were first mass produced for residence of 

Japanese officials in 1905. Later, Choseon Housing Administration (CHA) 

started to construct minimized units to provide housing for workers of 

munition factories in 1941; these were built considering human scale 

dimensions and were varied in designed depending on different social classes 

of residents. Although, it was not until after the Korean War, when 

dependent housing of U.S. military were built, that the prototype of modern 

multi-family housing of Korea was born. After the Korean War, CHA was 

reestablished as Korea Housing Corporation (KHC) and multi-family housing 

with minimized unit plans continued to be built to efficiently support housing 

shortage in Korea. Though, until the 1960s multi-family housing, built by 

KHC, were merely mass produced as temporary shelters to support immediate 

demands after the war: human scale design wa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After the late 1960s until early 1970s, when building technique and capital 

assets were acquired,  state-operated multi-family housing plans were applied 

to proper multi-family housing in Korea. Apartments, detached houses, and 

townhouses were built with minimized unit plans and shared functional 

spaces. However, failure to commercialize food processing, dweller’s 

predilection for privacy protection, and continual of traditional lifestyles 

prevented minimized dwelling units from further being built in Korea after the 

1970s. In addition, shared functional spaces such as the lavatory, corridor and 

courtyard were not perceived as spaces to promote communalization by the 

architects. Instead architects modified apartment layouts to meet the demands 

of privacy protection and traditional lifestyles of living. For example, space for 

traditional ways of making and storing food was added or combin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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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spaces. 

In the late 1930s and early 1940s Japanese colonists developed most 

residential areas in Seoul by means of Land Readjustment Project (LRP, 

1937~1942) and Residential Complex Project (RCP, 1940~1944). As a widely 

adopted planning strategy of Japan, Clarence Arthur Perry’s Neighborhood 

Unit Principle (1929) was also applied to residential areas of Seoul. Based on 

research of this study it is presumed that influence of Perry’s Neighborhood 

Unit Principle took place in Korea as early as the second half of 1930s. 

Though, discussion of when this Perry’s principle first took practice in Korea 

is debatable. In the 1940s Gottfried Feder’s Hierarchical Organization Theory 

was first taken into practice in Korea also by Japanese colonists. Although, 

later in the 1970s Feder’s theory was actively adopted in modern multi-family 

housing by the Korean government. Feder’s theory was originally invented for 

residential sites in Germany, yet it was also adopted as a working model for 

the German air defence system; and Japan borrowed this, applying it to 

buildings and urban plans in Japan and Korea as an air defence system. 

However, because it was easier for urban planners of Japan to execute plans 

in Korea, considerable amount of architecture and urban form was shaped by 

Feder’s theory in Korea. This was especially so in case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schools, markets and parks. As strategies to sustain the war, Japan built 

schools as multi-functional centers to distribute relief goods and mobilize 

residents and school yards were given larger size to be utilized for building 

shelters. Markets were also strategically deployed in areas of the city to 

efficiently provide supplies. In addition, many parks were built to spread out 

distance between buildings minimizing bombing damage. 

 In summary, aspects of generality and distinctiveness in modern 

state-operated multi-family housing in Korea are intricately correlated in a 

continuous stream of change. Taylorisation of building member,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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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pace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new construction methods are 

pursuits of mass production that occurred globally in the history of 

architecture. Although, in terms of construction methods, Western masonry 

was developed into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while the Korean 

traditional wooden structure was developed into light-weight wood framing or 

masonry construction with roof truss bracing. Later, in 1971 closed 

construction system was discreetly imported from Japan by Korean Housing 

Corporation (KHC). The Korean government made this decision due to the 

limited size of trade markets within Korea; market conditions that were 

inevitably brought by extreme poverty after the Korean War. Extreme poverty 

after the Korean War was also the reason why KHC could only mass 

produce temporary shelter like housings from the 1950s to 1960s. 

Communalization of multi-family housing eventually failed to settle in Korea. 

However, a major cultural transfer occurred globall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from western nations such as Soviet Union, Germany, Italy, France, 

Spain, Portugal, and U.S.A. to Japan and Korea. Perry’s Neighborhood Unit 

Principle and Feder’s Hierarchical Organization Theory was borrowed and 

used in multi-family housing planning and the air defense system of Japan 

and Korea in the 1940s. Also, Perry’s principle was once more practiced in 

Korea after the late 1960s with Perry’s core concepts of reciprocity in unit 

plan, floor plan, building and residential area. This study presents an 

introduction of global perspective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multi-family 

housing in Korea.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xpand our acknowledgements 

on global cultural transfer triggered by the Second World War and its impacts 

on architectural history and urban planning in Korea. 

student number : 2006-30161 

key-word : modern state-operated multi-family house, mass production, 

communalization, minimum dwelling, shared housing, neighborhood uni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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