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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공임대주택에서 공동체 활성화 가능성 탐구 

-야마모토 리켄의 LH 강남 3단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다솔 

지도교수     백진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상상하면 가장 먼저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광

경을 떠올리게 된다. 이렇듯 아파트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이고 지배적인 

주거의 유형이다. 아파트가 가장 대표적인 거주의 형태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거시적으로는 주거 부족의 해소를 위해서와 기업과 국가의 경제

적인 계산이 있었다면 미시적으로는 중산층의 손쉽고 실패하지 않는 재

테크의 수단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칭해 한국 근·현

대 ‘중산층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다.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서울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고, 현재진행형인 신화와도 같다. 

아파트는 바탕에 깔린 경제적 논리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 경제성

이 결국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주의 질보다는 지하철 역

과의 거리나 다시 되팔 때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인지가 아파트를 설계하

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아파트가 꾸준히 공

급되었지만,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의해서 점차 터전

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또한 아파트의 역사가 거듭될수록, 아파트는 내부

로만 닫혀 가면서 주변을 배척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이러한 배제의 양상이 초래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했다. 하지만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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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되었던 영구임대주택은 공급 세대수가 적어 그 효과가 미미하였고, 

이에 공급이 중단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아파트 값의 상승이 이끄는 주

거 시장의 과열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 시키

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양상의 변화와 기존 가

족 구조의 해체가 주거의 관습적 형태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주거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변화하는 거주의 개념을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

고자 한 야마모토 리켄의 LH 강남 3단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LH 강

남 3단지는 지역사회권 구현을 위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장기 거

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아파트 주민

이 그곳에 거주하는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함께 살아간다. 따라서 공공

임대주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관습으로 자리잡은 아파트 모델에서 벗어

나,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고려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

주택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모여 살기’의 방식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야마모토 리켄이 새로운 도시 주

거에 공동체를 제안하기 위해 발전시킨 지역사회권 개념에 주목하였다. 

그는 주택이 상품화되며 발생한 문제들을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적용한 

지역사회권을 기반으로 한 주거 설계를 통해 통해 해소하고자 했다. 즉 

지역사회권은 새로 변화하는 사회상을 바탕으로 이전의 공공주택에서 결

여된 공동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야마모토 리켄의 

저서 <마음을 연결하는 집: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역사회권>에서는 지

역사회권의 다양한 실천 방법들이 제시된다. 지역사회권은 ‘1가구 1주택’

의 해체를 바탕으로, 공용공간의 비율을 증가시켜 사람들 사이를 잇고 

모여 사는 방법을 제안한다. LH 강남 3단지를 설계하며 야마모토 리켄은 

지역사회권 실현을 위한 공간적 실천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권에 영향을 준 개념들을 재구성한다. 먼

저 야마모토 리켄은 주택이 상품화되면서 거주의 목표가 사적 가치의 영

위로 수렴해 간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방향성의 탈피를 위해 한나 아렌

트가 이야기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상호의존성과 각각의 가치에 대

해서 살펴 보고, 거주에서 사적 공간의 추구가 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한다. 다음으로 발터 벤야민의 도시적 관점을 통해 지역사회권을 이

해한다. 나폴리의 도시 구조에서 드러나는 다공성이 지역사회권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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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습에 대해 실마리가 되어 준다. 벤야민이 바라본 도시의 공동체적 

속성을 바탕으로 야마모토 리켄이 지역사회권을 실천하기 위해 수립한 

전략들에 대해 탐구한다. 나아가 야마모토 리켄의 주택 설계 사례에서 

등장했던 거주에 대한 사고와 지역사회권의 비교를 통해 실천의 가능성

과 구체적 방법, 나아가 현실과 지역사회권 사이의 간극을 살펴본다. 

나아가 실천 방법에 대한 탐구와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LH 강남 3

단지에서 드러나는 지역사회권의 공간적 실천을 분석한다. 야마모토 리

켄이 판교에 설계한 월든힐스 2단지의 모습과 비교하며 지역사회권 실천

을 위해 제안된 건축적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

지 않은 부분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해한다. 

지역사회권이라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의 제안을 한국의 ‘아파트 단지’

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일견 모순적이다. 공동성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권과 그 목적이 결국 경제성으로 수렴하는 아파트 단지는 꼬인 

위치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LH 강남 3단지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

문에 기존 아파트가 매여 있는 경제적 구속력에서 훨씬 자유롭다. 때문

에 단지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권 구

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거주, 공동체, 지역사회권, 야마모토 리켄 

학  번 : 2014-2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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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  론 

1. 1. 연구 대상 및 목적 

아파트에서 살아가기 혹은 재테크 또는 소외의 이야기는 통칭해 한국 
근·현대 ‘중산층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다.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는 사

람에게 거주의 장소임과 동시에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었다. 신화처럼 
전해지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서울의 역사와 함께 쌓여 왔고, 현재

에도 진행 중이다. 
이 신화는 급격한 경제성장기를 겪은 서울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30년

에서 4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서울에 인구가 밀집

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정부는 아파트 
단지들을 끊임없이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 단

지들은 사람들에게 정주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다. 건

설사들은 짓는 단지마다 높은 마진을 남기며 팔 수 있었고, 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결국 아파트는 부

동산이라는 특수한 자산으로써 투자 대상이자 계층 상승의 수단이었다. 
아파트를 짓고 공급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문구로 아파트 단지를 선전하

였다. 아파트는 대개 주거의 질보다는 역과의 거리나 주변 환경과 같은 
요소들로 포장된 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부록으로 함께 팔렸다. 
큰 빚을 내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온 국민의 신경이 쏠려있던 
것은 부록이 예상보다(혹은 주거의 본질보다) 더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중산층 대열에 합류할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 이 급물살에 몸을 던지고 있었으므로, 계층간의 
간극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은 살고 있던 집마저 이 조류의 희생양이 
되었다.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집값에 떠밀려 
자꾸만 밖으로 쓸려가게 되었다. 수많은 뉴타운 정책들, 7·80년대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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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아파트들의 재건축 등이 누구에게는 기회였지만, 누구에게는 강제

로 엑소더스에 휘말리는 양상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배제 양상이 국가적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

다. 결국 정부는 1989년 첫 영구임대주택 25만 호를 분양하며 저소득층

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다. 이후 93년 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하며 저소

득층 및 중산층을 아우르는 형태로 공공임대주택1)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주거의 역사는 70년대부터 약 20년간 집중적으

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정부는 주택보급률을 
충족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많은 주호를 보급하는 것을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이 정

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고층, 고밀도 아파트 단지가 그 해법으로 제시되

었다. 아파트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면서 아파트의 거주형태가 
삶의 표준처럼 작용하게 되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

을 결정하는 요인은 단지의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

다. 결국 이렇게 조성된 아파트 단지 속 개별 주호의 내부와 외부는 굳

게 닫힌 철문을 경계로 서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주의 요건들

에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 경제 성장기의 가족 형태는 4인 가족(핵가족)
이었으나 점차 1인 가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한 가구의 구성

원 숫자 또한 3인 미만이 되었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새로운 거주의 방식을 
제안한 야마모토 리켄의 LH 강남 3단지에 주목하였다. 보금자리주택 정

책의 일환으로서 시행한 서울 강남지구 디자인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

면서 A3/A4/A5 세 단지의 현상안 공모가 이뤄졌고, 야마모토 리켄은 이 
중 A3 단지의 공모에 당선되었다. 이 현상 설계는 가장 세련된 디자인을 
한국의 공공주택에 적용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이 긍지를 가질 만한 양질

의 디자인인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제안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

다. A3 단지는 완공되어 “LH 강남 3단지”로 명명되었다. LH 강남 3단지

는 총 1065세대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국민임대주택이 873세대, 영구임

1)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공공임대주택 개념은 모두 한국의 경우

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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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택이 192세대이다. 2011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년여의 공사 끝에 
2013년 12월 주민들이 입주하였다. 

LH 강남 3단지를 설계한 야마모토 리켄은 1945년에 태어난 일본 건

축가이다. 건축에 대한 그의 관점은 짧게는 ‘관계’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설계뿐 아니라 다양한 저술을 통해 끊임없이 관계를 만드는 장으로

써의 건축을 주장해 왔고, 역으로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공간 논리에 대

해 이야기해왔다. 그는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도시라는 좁은 곳

에 모여 살면서도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철문으로 서로를 배척하고, 집

의 내부에서도 문을 닫아거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는 지역사회권이

라는 개념을 주장하게 된다. 이는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제안이자, 더불

어 사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구상으로, 변화하는 현대의 사회상에 대

응하는 주거의 모습을 제안하는 것이다. LH 강남 3단지는 이와 같은 생

각을 바탕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단지에 사는 사람들간의 관계에 대

한 고민이 단지와 각 주호의 모습을 결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된 야마모토 리켄의 지역사회권 개념

에 주목하였다. LH 강남 3단지는 한국의 공동주택(아파트)설계에서 결여

된, 어떻게 모여서 살 것인가 하는 본질을 고민한 주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정책적, 제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분석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정부가 
주도하여 입안한 제도가 존재를 정의해주기 때문에 당연하다. 하지만 장

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에 입각하여 생각해 보면 일반적

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간보다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의 주민들끼리 함

께 살아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존의 주거를 다루는 것보다 더 관계

의 측면을 고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모여 사는 주

거’라는 본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야마모토 리켄

이 제안한 지역사회권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의 
아파트가 견고하게 쌓아 올린 사적인 폐쇄성으로 수렴하는, 소유의 울타

리를 넘어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LH 강남 3단지에서 소유의 해방이 
보장해주는 거주의 풍요로움을 구현하려고 했던 야마모토의 제안을 분석

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속성과 지역사회권을 만들

어 주기 위해 이뤄진 제안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존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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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나아가야 할 거시적, 미시적 방향성에 대해 제안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1. 2. 연구의 방법 및 의의 
 
 
본 연구는 LH 강남 3단지를 공공임대주택과 일본 건축가인 야마모토 

리켄이 제안한 공동체적 삶의 방식, 지역사회권이 접합하는 지점으로 이

해한다. 따라서 분석을 위한 두 가지 주제가 드러난다. 먼저 공공임대주

택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흐름과 배경이 첫 번째, 다음으로 지역사

회권 개념이 어떠한 문제 의식을 통해 구조를 갖추게 되었고 그것이 어

떤 방식으로 추구되었는지가 두 번째이다. 이 과정을 통해 LH 강남 3단

지를 분석할 틀을 구축하고 분석하여 한국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로 지역사회권을 이해하고, 지역사회권의 실천이 가능한

지와 그 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논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제적 정책적 모델에 대한 평가는 제외

하고, 거주의 차원에서 주거의 질과 공동체의 형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을 행한다. 이는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쳐 있는 주거시장의 현 상황

에 대해 대응하고자 제시된 공공임대주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이다. 
 
2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을 살펴본다. 공공임

대주택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발달해 왔는지

를 살펴본다. 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의 제도적 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 이해한다. 그리고 통념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 주

거의 개념은 무엇인지, 나아가 이러한 바탕을 가진 공공임대주택에서 무

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목표다. 
이어 3장에서는 야마모토 리켄이 주장한 공동체 형성의 방법인 지역

사회권 개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지역사회권의 뼈대

가 되는 사고를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야마모토 리켄

이 사용한 전략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3장의 목표이다. 야마모토의 저술

들 중 특히 <마음을 연결하는 집: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역사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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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지역사회권 실천을 위해 제시된 방법들을 이해한다. 나아가 지

역사회권 개념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론들에 대하여 고찰한다. 
지역사회권은 새로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응하고 이전의 공공주택에서 

결여된 공동성에 대한 대답으로서 제시한 개념이다. 지역사회권은 ‘1가

구 1주택’의 해체와 더불어 모여 살기 위해 개인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

고, 전용공간과 공용공간의 비율을 역전시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하며 살기 위한 방법이다. 

지역사회권의 실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지역사회권의 바탕이 되는 
사고들을 분석하며 지역사회권 실천 구조의 분석틀을 도출한다. 먼저 야

마모토는 맨션으로 고착화된 일본의 주거 유형에 대해 비판하며 집합주

거의 본질에 입각한 삶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건축적 제안을 통해 시대에 맞는 거주하기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는 지역사회권의 실천에 공간적 배경이 되어주는 공동의/집합의 공간

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건축을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관계를 
정립하고, 관계를 통해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그의 사고가 집적된 것

이 지역사회권이다. 
다음으로 야마모토는 집합주거 본질의 상실은 상품화된 주택의 사적 

가치의 추구라고 생각했다.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상호의존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살펴 보며 주거에서 사적 공간의 
추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대부분의 야마모토 리켄에 대한 연구들이 그의 주거 설계에서 새로운 공

간 배치로 부각되는 사적 공적 공간의 구분에 대해 다루는 피상적인 형

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가 사적, 공적 공간을 구분하고 새로

운 방법으로 접합하는 것은 모여 사는 단지에서 굳게 닫힌 경계(문)를 
통해 단절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

에 기반한 함께 사는 방법이 지역사회권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메트로폴리스에서의 거주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를 통해 

시스템을 이해하고자 했던 도시사회학자 발터 벤야민을 통해 야마모토 
리켄의 지역사회권을 이해한다. 나폴리의 도시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다

공성을 통해 지역사회권의 공동체가 실현된 모습에 대한 상상의 실마리

를 얻는다. 벤야민의 도시 주거에 대한 관점을 통해 야마모토 리켄이 지

역사회권을 실천하기 위해 수립한 전략들에 대해 탐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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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천 구조를 야마모토 리켄의 집합주택 설계에서 드러나는 요

소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LH 강남 3단지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

는지 분석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핵심 사례인 LH 강남 3단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써 LH 강남 3단지에서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찰자이자 산책자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았다. 대조군으로 강남

지구 보금자리주택이 제안된 배경을 살펴본 후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

파트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을 설정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이 답습하고 있는 한국 주거의 관습들이 지역사회권과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LH 강남 3단지는 이러한 아파트와는 어떤 차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지역사회권 실천과 그 한계 및 의

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야마모토가 설계한 판교 월든힐스 2단지와 함께 
LH 강남 3단지가 지역사회권을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고 있고, 잘 작동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어 한국에서 지역사회

권과 유사한 방식의 거주가 제안된 사례들을 살피며 지역사회권의 실천

이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또한 지역사회권이 가진 
한계를 사례들의 현황을 통해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권

이 갖는 가치를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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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한국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사회적 배경 
 
 
 

2. 1. 공공임대주택의 등장 배경 
 
 

2. 1. 1. 서울의 성장과 주거 정책 
 
주거의 양상이 문화적, 경제적 흐름과 맞닿아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파고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이

는 거주의 장소인 주택이 부동산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기 때

문이다. 서울은 짧은 기간 동안 주거의 양상에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일

어난 도시 중 하나이다. 한국 역사에서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던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변화를 몇몇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이

러한 변화의 배경과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서울의 총 인구의 수

는 1970년 540만 명에서 약 1,037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인구까지 합친다면 현재 서울의 영향권에서 사는 인구의 수

는 약 2,500만 명이다. 인구 밀도는 8,863명/km2에서 17,134명/km2으로 약 
193% 증가했다(면적은 거의 일정). 그만큼 서울로 많은 인구가 몰려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와중에 서울의 주거 형태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

는지 보면 아파트의 비율이 1970년 4.1%에서 2010년 58.8%로 급증하였

다. 선진국에서 안정적 주거정책을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삼고 있는 주

택보급률은 서울 전체 평균이 2014년에 97.9%였다.1)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위의 통계에서도 확인했듯 아

파트 단지의 건설을 통해 이뤄졌다. 1969년에 처음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기 시작했다. 1972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

되고,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이 시행되면서 단지형 주거의 개발이 용이해

졌다.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

들(반포주공단지, 잠실주공단지)이 준공되었고, 이들을 모델로 하여 아파

1) 서울시에 대한 모든 통계 자료는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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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단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계획

법의 개정에 따라 주거전용지역의 용적률이 200%로 상향되었다. 정부는 
1981년부터 15년간 주택 5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통해 아파트 단

지의 개발은 날개 돋친 듯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경제는 상종가

를 끊임없이 경신해가고 있었기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당연한 일이었

다. 여기에 수요가 넘치는 아파트 단지에 비해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와 개발사들은 달동네로 눈을 돌렸다. 한때는 넘치는 서울 인구

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 묵인했던 달동네를 재개발해 달동네 주민들의 경

제력을 넘어선 아파트 단지를 지었다. 기존 거주민들에게 시가보다 낮게 
땅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으나 그 돈마저 구하는 것이 어려웠던 기

존의 거주자들 대다수는 결국 거주권을 싼 값에 개발업자들에게 팔고 떠

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서울을 잠식해 나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아파트

를 구매하는 것은 사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이

었다. 속칭 ‘떴다방’, ‘복부인’ 등과 같은 신조어들은 초기 강남 아파트단

지의 무서운 분양 속도에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결합되어 경제성장기

에 가능했던 재테크에 너나할것없이 뛰어들었던 사회상을 반영한다. 부

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가파른 오름세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번 
부동산을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며 아파트 값이 오를 때마다 생기는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이 초과이윤은 곧 한국의 중산층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는 도움닫기와 같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 
초과이윤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

고, 분양사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대감을 부풀리는 각종 문

구들로 아파트에 대한 선전을 이어갔다.  
후기 아파트는 필요에 의해 대량으로 공급되었으나 그 필요가 주거 

공간에 대한 필요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필요성을 이용해 주택

을 이용한 초과이윤의 창출은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

나 끊임없이 오르는 아파트 가격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었다. 시장의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삶의 공간을 잃고 계속 밖으로 밀려나

갈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해

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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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공공임대주택의 등장 
 
서울에서 거주하기 위한 비용이 끊임없이 상승하는 것은 주택을 매입

한 사람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으나 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는 사람들

에게는 이제까지 살고 있던 장소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었다. 넓게 보

면 자본에 의한 계층의 간극이 벌어지는 순간이었다. 2015년 현재에도 수

치를 통해 주거의 계층화를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보고서에 따

르면, 서울의 2014년 PIR(Price to Income Ratio: 평균 소득을 소비 없이 저

축하였을 때 평균적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걸리는 햇수)은 아래의 <표 
2-1>과 같다.2) 

 
평균주택가격 

가구연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1,691 32,154 42,060 56,081 93,012 

1분위 1,648 13.2 19.5 25.5 34.0 56.5 

2분위 3,390 6.3 9.4 12.3 16.4 27.24 

3분위 4,695 4.6 6.8 8.9 11.9 19.7 

4분위 6,272 3.4 5.1 6.7 8.9 14.7 

5분위 10,440 2.1 3.0 4.0 5.3 8.8 

 
<표 2-1> 서울 주택 PIR 

(단위 만원, 소득은 도시가구소득기준, 주택가격은 KB시세기준) 
출처 - KB국민은행 2014년 보고서 

 
위와 같이 중산층 또한 적절한 주거의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

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산을 축

적하고 주거비용을 상대적으로 절약할 수 있게 해준 전세제도가 있다. 
그러나 전세제도를 존속 가능하게 해 주었던 높은 기준금리는 이제 초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6월 11일 기준금리 1.50으로 역대 최저

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12월 이후 4%대 미만에 머물러있다. 1995년 
기준으로 콜금리가 12.44%였던 것에 비교하면 그 차이는 심각하다. 72의 
법칙을 적용하면 예금이 2배 되는 기간은 1995년에 6년이었다면 2015년

에는 48년이 걸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임대주택시장의 기저를 
이루던 전세제도의 점유율은 몇 년째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72%, 서울은 

2) KB국민은행 부동산 월별통계 보고서 2014년 3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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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로 전세제도의 장점이 빌리는 사람에게나, 빌려주는 사람에게나 크

게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기인한 중산

층 이하의 주거 난을 해소하고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주거비 안정에 국가가 뒤늦게나마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까지 대한주택공사가 약 6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나 이들

은 단기임대주택 혹은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이었다. 1984년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을 시작으로 임대주택에 법적인 지원이 제공되었다. 그 후 주거

비가 급등하며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1989
년 처음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영구임대주택이 분양되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증가하며 자연스레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 신청 가능 
대상의 기준이 저소득층의 소득기준보다도 낮아지며 신청자 수가 줄어들

었고, 곧 분양이 중지되었다. 
1993년에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임대주택법으로 개정되며 민간사업

자에게 진입장벽을 낮춰 주었다. 한문도의 연구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관

한 법률의 토대가 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1.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우선 지급과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 2.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임대료, 임대 기간 기준 3.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시 임대

주택을 포함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업체들의 사업 참

여율이 저조하여 <임대주택법>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때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건설임대와 매입임대의 구분 2. 관리 내용 및 입주자 보호 
방안 규정 3. 임대사업자 등록제 도입 4.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등의 
신고 의무 도입 5.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이 있었다.3) 이렇게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면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모두 아우르는 다

양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8년에 도입된 국민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 16조 1항 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속

한다. 98년부터 2008년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임기에 집중

적으로 지어진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세대수의 50%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

로 건설하도록 했다. 2001년 이후 국민임대주택 건설 목표량을 10만호에

서 20만호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어 2002년에는 수도권 11개 단지와 광

3) 한문도, 임대주택사업 바이블 (서울: 경향미디어, 2003).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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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 5개 단지를 포함한 16개 단지의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지정되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이어받아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 150만 호(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입안

하였다. 이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당위성과 택지 확보의 용이성을 제도화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당선 후 정권을 승계하며 국민임대주택 위주의 건설이 
불러일으키는 주거분리, 슬럼화 현상 등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

급하는 동시에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지구 단지 내에

서 혼합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4) 

법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

공사, 지방공사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을 말한다.5) 사전예약제 운영 등을 통해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거 문제의 지속적 발생에 비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 
문제 해결에 개입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고, 주택정책의 핵심 쟁점들 
중 하나로 떠오른 것도 서울의 개발이 포화되는 시점에서야 이뤄졌다. 

4) 정소이, 이영환, and 한지희, 공공임대주택의 생활맞춤형 주거계획 방안 연구 (대전: 토
지주택연구원, 2012). 
5)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대한 특별법>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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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와 제도 
 
 

2. 2.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및 분류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

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

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분류할 수 있고, 각각을 다시 공

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임대는 공공/민간이 주체가 
되어 새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고, 매입임대는 기존의 
주택을 공공/민간이 매입한 후 그곳을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한다. 그리

고 공공임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용하거나 국민주택기

금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는 주택이고, 민간임대는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 외에 전세 후 임대주택과 토지임

대부 임대(분양)주택 등이 있다. 아래의 <표 2-2>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

한 상세한 분류를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장기 공공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주택건설특별법 제40조의 2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5년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 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20년의 
범위 안에서 전세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표 2-2> 임대주택 분류 (공공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4조) 

출처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주택업무편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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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범위를 지원의 주체에 따라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의 지원으로 매입

·전세를 통해 다시 임대되거나 지어지는 주택과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지원받아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후 분

석의 대상인 LH 강남 3단지의 임대 모델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

민임대주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지어진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989년부터 주거불안정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을 내세우고 1993년까지 지은 19만호의 전용 23~40m2넓이의 임대주

택이 첫 시기의 영구임대주택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건설비의 85%
를 보조하는 형태로 건설이 이뤄졌다. 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의 항목이 있

었다. 실제로는 50년의 임대기간을 정해두었으나 50년이 지나면 주택의 
잔존가치가 0에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영구임대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

었다. 류훈은 당시 지어진 영구임대주택의 단위 주호 공간이 협소하게 
지어져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적응적 재사용(adaptive reuse)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여 당시의 영구

임대주택 정책이 결국 끝을 맺었다고 말한다.6) 또한 이 당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임대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된 사람들의 수가 많

아 영구임대주택의 수혜자가 줄어들어 정부에서 신축을 하지 않기로 결

정하게 되었다. 
2009년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영구임대주택이 다시 포함되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전용면적 기준 40m2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주거비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

는 목적을 갖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월 인정소득 (1인)617,281원 (2인)1,051,048원, 2014),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

6) 류훈, "민관협력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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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

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7) 

 
(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98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

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초기에는 10년형과 20년형을 
구분하였으나 이후 임대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고 형식을 통일하였다. 
면적을 기준으로 3개의 크기로 구분하여 입주자격을 다양화하였다. 이것

은 중산층까지도 임대주택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구분 (전용면적 기준) 입주자격 

50m2 미만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8)의 70% 이하인 자 
(다만,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50m2 이상~60m2 이하 
청약주택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60m2 초과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표 2-3> 국민임대주택 면적별 입주자격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위의 입주자격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두어 분양 신청 시 다양한 가

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신청 가족의 모델이 
국민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가족 구조의 표준형을 결정한다. 
각각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최고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은 다음 <표 2-4>와 같다. 이를 참고하면 건설 지역에 5년 이상 
살았던 50세 이상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사는 4~5인 가구, 혼인

기간 5년 미만의 4~5인 가구,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4인 가

구 등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건설지역 철거주

민들에게도 우선 분양하고 있다. 

7) 국토교통부, "2015 주택업무편람," (세l'종: 국토교통부, 2015). p.240 
8) 소득원 1인 기준 가족 규모 3인 이하: 4,248,619원/ 4인: 4,719,368 (맞벌이는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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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점 2점 1점 

공급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부양 가족 수 (태아 포함) 3인 이상 2인 1인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3점 

미성년 자녀 수(만 20세 미만, 태아 포함) 3자녀 이상 2자녀 이상  

청약저축 추가납입횟수 60회 이상 48회 이상 36회 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3점 

사회취약계층 

- 제31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 3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3점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점에서 -5점 

 
<표 2-4>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 가점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국민임대주택은 30년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

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보금자리주택

(갈매, 진건, 옥길, 내곡, 세곡2, 은계) 사전예약의 분양 결과 통계를 보면 
30~40대의 세대주 비중이 70%고, 세대구성원에 영·유아 1~2인이 포함

된 가구의 비율이 50% 가량임을 알 수 있다. 9 ) 주변의 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부모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의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2. 2. 2. 공공임대주택의 제도적 모델 
 
앞서 임대주택에 대해 다양한 분류를 내릴 수 있던 기준은 임대주택

을 정의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임대주택법은 주택

도시기금법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공조 아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근거와 질 유지

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작동한다. 
 

9) 백혜선 외 3인, "보금자리주택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모델연구," (대전: 토지주택연
구원, 2011). p.62 

 
 

- 16 - 

                                                      



 

구분 유형별 
(사업주체) 비용부담 임대 

기간 대상 (임차인) 규모 
(전용) 

공공 
임대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국가, 지자체 85% 
이상 

입주자 15% 
영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40㎡ 
이하 

92~93 사업분 
재정 50%, 기금 20%, 

입주자 30% 
94년 이후 

규모별 기금지원 

50년 

청약저축가입자 
기타 특별공급대상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60㎡ 
이하 

국민임대 
(LH, 지자체) 

재정 10-40% 
주택기금 40%-50% 

사업자 10% 
임차인 10%-30% 

30년 <표 2-3>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85㎡ 
이하 

장기전세 
(LH, 

지자체) 

건설 공공임대와 동일 
20년 

국민임대와 동일 
단, 소득은 50% 완화 가능 

85㎡ 
이하 

매입 시행자 100% 무주택세대구성원 제한 
없음 

5년, 10년 
공공임대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규모별로 기금지원 
(85㎡이하) 

택지는 149㎡까지 공급 

5년, 
10년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가입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149㎡ 
이하 

사원임대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고용자) 

위와 같음 5년 
5인이상 고용사업체 의무주택 

세대주인 피고용자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85㎡ 
이하 

민간 
임대 

민간건설임대 
(민간업체, 개인) 

자체자금 및 
임대보증금 

5년 사업자 자율선정 제한 
없음 

매입임대 
(개인, 법인) 

자체자금 및 
임대보증금 

호당7,500만원 
(수도권 1.5억원) 융자 

5년, 
10년 사업자 자율선정 제한 

없음 

 
<표 2-5> 임대주택 재원 및 종류별 입주 대상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목표는 두 가지다.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주

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주거를 공급하여 주거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인근 주거지 및 전반적 주거 시장의 과도한 주거비 상승을 시

장경쟁의 형식으로 억제하는 것이 두 번째이자 궁극적인 목표다. 저소득

층만을 위한 주택의 공급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렇

기 때문에 정부를 거듭하며 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의 형태로 공공

임대주택 정책의 규모와 목표를 보완해왔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또한 활성화시키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만들고 세제 지원을 강

화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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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 시행의 근거로 케메니Kemeny의 단일임대시장(Unitary 
Rental System)과 할로Harloe의 대중 모델(Mass Model)에 근거한 분석들을 
들 수 있다. 10 ) 두 논의 모두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야 주택 시장에 공공임대주택이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케메

니는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만 머무르고 민간

주택시장과 단절되어 있는 잔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시장의 형태를 이중임대시장이라고 말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

택이 동일선상에서 작동하는 시장의 형태는 단일임대시장이라고 말했다. 
할로는 케메니의 설명과 유사한 정책 모델을 제시하며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중 모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잔여적 모델로 설명하였다.11) 
김수현은 Shift 주택을 분석하며 아직 공공임대주택은 잔여적 수량의 

공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임대료가 저렴할 경우 정책적으로 입주자들을 
제한할 수 밖에 없어 잔여적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

나, 계속적인 공급에서 향후 확대 가능성의 긍정적 신호를 찾았다고 말

한다. 12 ) 이는 주거비 상승 억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몇 가지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고 파악된다. 
이러한 전환은 비용의 문제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의 재원 부담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그리고 주택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사업성이 높지 않을뿐더러 유지비 또한 많이 들어간다. 이에 그

린벨트 해제지구에 토지비용을 절약하고 대규모의 교외 주거단지를 설립

하거나,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철도 기지 부지나 유수지를 활용하는 
등의 형태가 최근의 정책적 추진 방향이다. 

 
  

10) 김수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성격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 Harloe와 Kemeny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 no. 3 (2010). p.130 
11) 같은 책. p.131 
12) 같은 책.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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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공공임대주택과 아파트 단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정부는 앞서 말했듯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보급률을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이때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 단지의 개발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지어졌다. 이는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거주의 형태를 선호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정부와 지방정부 주도로 이뤄진 주택 개발 사

업들이 대량으로 주택을 분양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의 형태로 공

급되었다. 사람들은 점차 아파트를 표준의 주거형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아파트가 자리잡아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 3. 1. 아파트 단지의 프로토타입화 
 
아파트가 한국 주거의 대표적 형태로 굳어진 이유는 앞서 밝혔듯 70

년대 이후 서울을 필두로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거공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제 1차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에서 마포아파트단지를 지은 이후로 2차, 3차에 경제개발계

획에 거듭하여 반포아파트단지와 잠실아파트단지–초 거대 아파트단지–를 
공급하며 늘어가는 서울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78년에 국가에서는 국민주택의 면적을 전용 85m2(25.7평), 분양 
32평형으로 정하고 청약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일반 아파트의 분양면

적 별 분류 기준도 국민주택의 기준을 따라 분양면적 25평, 32평, 42평, 49
평으로 정해 청약하도록 정해졌다. 따라서 아파트의 규모는 청약의 기준 
면적에 전부 수렴하게 되어 당시의 아파트 규모는 거의 비슷했다. 이에 
방의 구성까지 유사하게 고착화 되었다. 이것이 최근까지도 규범처럼 다

뤄지는 완성된 2베이 3LDK 평면이다. 혹자는 한국의 중산층이라면 32평 
3LDK 평면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까지 이야기할 정도

로, 3LDK형 평면은 주거의 모범적 규칙과도 같았다. 이러한 관습적인 형

태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한국의 폭발적인 아파트의 공급이 아파트의 고

정된 평면을 처음에는 불가피하게, 이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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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아파트 평면은 주거에 편리한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선택 받기 
위해 진화해 왔고, 그 합리성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거주의 관점

에서는 퇴행에 가까웠다. 
아파트에 대한 많은 연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가 

매매에 적합한 방식으로 지어져 왔다는 것이다. 70~80년대 산업화의 영향

으로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의 필요성이 급증하였고,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었다. 그리고 서울의 규모가 발전하면서 점차 아파트는 청약

에 당첨만 되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산 증식 수단이 되었다. 
아파트를 구매하기만 하면 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되팔기 위해 아파트

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거주하기 위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되팔아 수익을 낼 생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아파트를 지어 판매

하는 시공사들 또한 이런 사고를 전제로 두고 건물을 지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평면은 똑같은 바탕을 두고 팜플렛에 판매를 위해 돋보이

는 문구를 써 넣을 수 있는 요소들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양산되었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Shift가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라는 문

구를 내걸은 점에서 정책 결정권자들도 스스로 무비판적인 개발과 분양

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데, 야마모토가 일본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고층 맨션을 향해 취

하는 관점이 아파트에 대한 비판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경제성장기에 
대량 공급된 주택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팔릴지’만 고민했다

는 것이다. 
아파트의 매매는 반복을 바탕으로 차이를 판매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도시주거는 똑같은 주거의 형태가 반복되었다. 이

렇게 균질화된 도시 공간은 추상화가 진행된 것이고 이는 곧 권력화 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3) 아파트의 균질성은 상품화에 기인하고, 이 상품

화는 아파트가 기업들의 브랜드 이름으로 포장되는 것으로 방점을 찍는

다. 권현아(2012)는 아파트의 상품화 경향과 그것이 궁극적으로 브랜드에 
수렴하는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국내 도시주거는 산업사회와 소비사회의 메커니즘이 동시적으로 

13) 박시영, "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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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영역이 이원화된 채 보편적으로 확산되

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상품화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아파트 브랜

드화에 진입하게 된다. 그에 따라 브랜드 간 경쟁이 심해질수록 일

방적인 기업의 논리를 강요하기보다 자본의 논리와 더불어 수요자

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이라는 이중성을 전제한 채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소비를 조작해나가게 된다.14) 

 
위의 분석은 극도로 상품화된 아파트라는 도시 주거의 양상이 시대에 

맞춰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세밀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밝힌

다. 2000년대 이후로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는 각각 주부 평가단

과 같은 집단을 운영하며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것을 다시 적극적

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아파트가 삶에 맞춰져 간다고 말한

다. 일상의 요소들이 아파트 설계에 반영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마케팅에 있어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일상의 요구들을 담아 내는 것에는 한계를 보인다. 

권현아에 따르면 “사회적 서열화의 의미 체계와 장황한 물리적 포장

의 노력이 부여된 주거유형이 사실은 대량생산을 위한 가장 표준적이고 
획일적인 따라서 가장 저렴한 물량주의 주거유형이라는 데에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하고, 결국 아파트의 브랜드화는 이러한 근대적 주거생산방

식을 은폐하기 위해 부재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등 수많은 조작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또한 아파트의 발전을 그대로 흡수한 한국 도시

의 집합주택들은 실체의 빈곤함은 감추지 못한 채 허망한 반복만을 거듭

한다.15) 한국 도시 집합주거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아파트는 사적인 
공간이 절대적인 가치를 점하게 되었다. 사적인 공간에 대한 맹목적 선

호는 아파트 개별 주호와 외부 사이를 강하게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집 안에서의 공간 구성도 각각의 구성원의 공간에 사적인 성격을 보장하

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14) 권현아, "한국 도시주거의 상품화와 일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p. 262 
15) 같은 책.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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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아파트 단지의 자기완결성 
 

(1) 단지형 아파트의 등장 
 
아파트가 한국 주거의 대표적 형태로 굳어진 것은 앞서 밝혔듯 70년

대 이후 서울을 필두로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정

부는 주거공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마포아파트단지를 지은 이후로 2차, 3차에 경제개발계획

에 거듭하여 반포아파트단지와 잠실아파트단지–초 거대 아파트단지–를 
공급하며 늘어가는 서울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의 아파트 단지들이 집중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건설이 가

능했던 것은 근린주구론의 영향이 크다. 근린주구론은 클래런스 페리

(Clarence Perry)가 제안한 개념으로, 단지 하나가 스스로 완결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계획이론이다. 16 ) 세계적

으로 신도시 및 교외 근린주구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준 이론이었고, 서

울의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주었다. <주택건설촉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은 이 이론의 영향 아래 있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가 1970년대에 지

은 한강아파트나 반포아파트, 잠실아파트 단지 등은 근린주구론의 영향

을 크게 받았다. 또한 아파트를 판상형으로 구성하고 주택을 남향으로 
만든 것이 사람들에게 큰 선호도를 얻으면서 기계적으로 보일 만큼의 획

일적인 남향 판상형 배치로 아파트가 배치되었다.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부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

였고 이 가치를 위해 거주자들이 돈을 더 지불한 만큼 외부와 분리시키

는 경계선을 두르게 되었다. 외부와 내부 사이, 혹은 완전히 내부에 들어

선 근린시설들을 통해 단지 내부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다. 특

히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중요한 것은 아파트 내부에 학교가 들어서는 
것이었다. 단지의 어린이들이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 통학할 수 있다

는 것은 당시 주택 구매자들의 많은 수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었기 때

문에 큰 호응을 얻었다. 부모들은 단지 내의 상가에 들러 장을 보고 아

16) Clarence Perry, 근린주구론 : 도시는 어떻게 오늘의 도시가 되었나?, trans. 이용근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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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등의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의 아파트 상가들이 
아파트와 외부의 경계에 자리잡으며 도시의 시설로 작동한 것과는 달리 
이전의 아파트 상가는 단지 내부에 자리해 단지의 주민들만을 위한 서비

스를 제공했다. 
닫힌 계로 이뤄진 아파트들은 서울 내에 난립하면서 도시를 큼직큼직

하게 잘라내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아파트형 도시개발이 이뤄졌던 초

기 대단지형 아파트들에서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 단지의 건립 이후 아파트 단지는 기피대상에서 새로운 중산층 주

거의 유형으로 자리잡았고, 이후 대단지 아파트들의 분양이 꾸준히 일어

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아파트는 한 블록을 차지하고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을 구

획하였다. 단지형은 그 지역 내에서 주거에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이 가

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 교외의 주거단지를 위해 제안

된 개념으로, 도시 한복판에 주거 단지들이 구획되는 경우 근린주구론의 
완결성과 그것으로 비롯된 폐쇄성이 도시를 단절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2) 단지형 아파트의 완결적 성격 

초기 단계부터 단지형이 아파트를 대표하듯 계획되면서 이후 큰 규모

의 주거 공간의 계획은 대부분이 일종의 소도시와 같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었다. 사람들은 도시 주거의 편리함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찾게 
되었고, 아파트 상가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아파트 담장이 주는 안전함의 
감각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박인석(2013)은 연구에서 아파트 단지형 개발의 폐해에 대해서 정책

적, 도시적 관점에서 맹렬하게 비판을 가한다. 그는 단지화 전략을 통해 
정부가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공공 투자를 최소화하며 개인에게 책임을 
넘겼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단지들로 기반시설이 허약한 도시 공간을 분

절하고 격리해 이를 개인이 구매하는 형태로 압축적 축적체제를 조절했

다고 말한다. 17 ) 아파트 단지가 도시 내에 한국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고 

17) 박인석, 아파트 한국사회 : 단지 공화국에 갇힌 도시와 일상 (서울: 현암사, 2013).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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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례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지어진 한국의 아파트 단지형이 개인에게 도시의 공공

시설까지 갖춘 패키지를 사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비판들은 아파트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

각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도시 주거가 한국의 주거를 빠른 
속도로 점유해가는 모습을 체득했기에 닫힌 계로서 완성되는 아파트 단

지의 편리함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길 수

도 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근린주구론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 주는 아

파트 상가마저 건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새로 지어진 주변 단지의 
상가나 동네 상가에 의해 대체되는 것으로 알 수 있듯 단지 내의 시설은 
초기에 건설할 때의 비용만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

리를 위해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생긴 다른 단지의 
시설들에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마저 뺏기게 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조경이나 시설들은 아래 설명할 아파트 개별 주호의 닫힌 성질 때문에 
사람들이 비용을 들인 것에 비해 직접 경험하고 사용하는 비율이 낮아진

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이 지속가능성과 도시적 관점에

서 가치 있는 속성인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단지형 아파트는 도시의 가운데 위치하고도 주변의 환경과는 단절되

어 도시와의 접점을 잃어버렸고, 단지에서도 특별히 시설이 집중되어 있

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거단지는 도시에 차지하고 있는 넓은 
땅에 비해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 

 

2. 3. 3. 사회적 변곡점을 맞이한 아파트 단지와 공공임대주택 
 

 (1) 사회 구조의 변화 
 
한국과 일본 모두 2000년대에 들어 기존의 아파트 단지 구획과 평면 

계획의 기본이 되었던 가구의 인구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아파트 평면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부모님을 모신다거나 자녀의 수가 더 
많은 정도에만 예외적으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정도였다. 그러나 
1981년 서울의 가구당 평균 사람 수가 4.53명이었던 이후로 계속 감소하

는 추세에 있다. 87년에 가구당 사람 수는 4명 이하로 내려갔고, 10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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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97년에 가구당 사람 수가 3명 이하가 되었다. 현재는 그 감소세가 둔

화되어 2014년에는 평균적으로 2.47명의 사람이 한 가구에 살고 있게 되

었다. 
또한 이전에 비해 1인가구의 수가 급증하였다. 1인가구는 커다란 집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원하는 면적과 방의 구조가 기존

의 집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2010년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1인

가구는 85만 가구로 2010년 기준 총 가구의 20% 이상의 비율을 1인가구

가 차지하고 있다. 그 중 20~39세의 1인가구 인구가 43만명으로 절반 이

상에 해당한다. 1인가구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2015년 현재 새

로 인구조사를 하였을 경우 1인가구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까지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제공해온 삶의 양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에 중대형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보다 인기가 없는 이유도 이에 있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2014년에 0.983명으로 전국의 1.21명보다 0.23명 낮다. 다시 한

번 서울 가구의 표준은 2인가구와 3인가구, 그리고 1인가구로 옮겨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는 제한된 땅을 나누어 사용하는 장소이다. 한 가구의 구성원 숫

자가 줄어들수록 나누어 사용해야 하는 공간의 비중 또한 늘어난다. 한 
가구에 4인이 사는 것을 가정한 채 공급되어 온 아파트에 이제 새로운 
거주의 모델을 찾고 적용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2) 아파트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상황들 

매매가 불가능해지면 거주할 생각이 우선이 된다. 공공임대주택에서

는 이사를 희망하는 상황이 가족 규모의 증가나 내 집 마련을 위해서가 
아니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 외에는 주민들이 공

공임대주택에 정착해 꾸준히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서는 일반적인 주택들보다 정착해서 살아가는 기간이 더 길다. 2011년 실

시한 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5.6년으로 일반 임대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인 3.1년의 2
배에 가까웠고, 영구임대주택은 평균 거주기간이 12년으로 임대주택에서

- 25 - 



 

는 거주 기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 
일반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과는 다른 형태의 거주가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생활 모델 또한 다르지만 공급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같은 형태

로 이뤄지는 것이 적합한 대응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 청약주

택형은 거주자들이 선택적으로 주거 형태를 고르지 않고 당첨이 되면 들

어가서 사는 형태였기 때문에 대체로 평면에 대해 무비판적인 공급이 가

능했다. 최근에 서울에 일정 수준으로 주택의 수가 공급된 이후로 주거

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

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역시나 청약형이고, 분양

주택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이곳에 오랫동안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공급

자들은 더 신경 써서 청약형을 설계해야 한다. 
주택이 아파트라는 획일적인 형태로 통일되면서, 거주에서 특색이 사

라지게 되었다. 장기공공임대주택들은 오랜 시간 거주자의 삶을 담아내

야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특성을 주거에 반영하는 것보다, 그

곳에 당장 살 사람의 삶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함께 오래 거주하

기 때문에 공동체의 형성을 고려한 공간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어져 온 아파트는 이러한 특성들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 거주

의 형태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아파트 모델을 적용하면 이러한 고민들은 
무시되고 기존의 형태를 고민 없이 반영하는 것이 된다. 

권현아는 논문에서 단조로운 공간조직이 삶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

영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브랜드 아파트라

는 (근대적)이상향을 가진 도시 주거가 필연적으로 내재한 일상의 축소

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또한 획일적으로 대량생산된 아파트가 다양한 
생활상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상의 왜곡에 대해서도 지적한

다. 결국 이러한 물리적 한계로 인해 빈곤해지는 일상을 감추기 위한 허

구적 장치들이 등장한다고 말한다.19) 
또한 야마모토 리켄의 “1가구 1주택을 유일한 모델로 삼아 사생활과 

보안을 원칙으로 생각해온 주택공급구조는 패키지상품과 같은 ‘내 집’과 
연결되었다. 이것이 정말 교묘하게 유도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1가구 1주택 제도, 또는 내집정책이 파탄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18) 국토연구원, “2011년 주거실태조사(임대주택 거주가구)”, 국토해양부, 2011 
19) 권현아, "한국 도시주거의 상품화와 일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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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에 이르렀다” 는 일본의 상황에 
대한 절망적 묘사는 한국 주택시장이 곧 직면할 이야기와도 같다.20) 

20) Riken Yamamoto, Thinking While Creating, Creating While Using (東京: TOTO出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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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지역사회권 개념 고찰 

3. 1. 지역사회권 개념과 모델 

3. 1. 1. 지역사회권의 기본 개념 

(1) 지역사회권이란 무엇인가? 

야마모토 리켄은 오래 전부터 인간과 인간, 건축과 인간 사이의 관계

에 대해 탐구하면서 어떻게 건축이 관계를 만드는 바탕이 되어줄 수 있

을까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이미 대학원 시절부터 주거에서 개인과 개

인이 맺는 관계에 대한 유명한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정도로 꾸준하게 가

장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담아 내는 주거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해 

왔다. 그는 인구 구조와 사회상이 변화하는 상황에 관계와 일상을 반영

하지 못하고 있던 기존의 주택들이 고착된 조건으로써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다양한 주거를 설계하면서 거주에서 삶을 구현하는 방식을 공간에 기반

한 새로운 관계를 통해 제안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방식을 제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야마모토는 그 동안 고민해온 결과물을 2007년부터 4년간 요코하마 

건축대학원에서 이뤄진 수업과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권’ 개념으로 종합

하고, 학생들과 함께 고민했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물들은 일본에

서 2012년에 地域社会圏主義 (지역사회권주의)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21 ) 

이 책에서 지역사회권이 제안하는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10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21) 山本 理顕 et al., 地域社会圏主義 (東京: INAX出版, 2012)., 한국에는 2014년에 안그라픽

스가 이정환의 번역을 통해 <마음을 연결하는 집: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역사회권>이라

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은 번역본 p. 26~28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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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가구 1주택’이 표준가족을 전제로 공급되는 것이라면 ‘지

역사회권’은 반드시 가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2. ‘1가구 1주택’이 사생활과 보안을 중심원칙으로 공급되는데 

반해 ‘지역사회권’에서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전체의 상호

관계를 중심원리로 삼는다. 

3. ‘1가구 1주택’이 주변환경, 주변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성립된다면 ‘지역사회권’은 주변환경과 함께 계획된다. 

4. ‘1가구 1주택’은 궁극적인 소비단위다. 그것을 전제로 국가

적인 성장경제전략이 성립된다. ‘지역사회권’은 단순한 소비단위

가 아니다. 지역 내부에서 작은 경제권이 성립될 수 있게 계획

한다. 

5. ‘1가구 1주택’에 공급되는 에너지는 전부 외부로부터 온다.

따라서 주택은 단순히 에너지소비단위에 해당한다. 지역사회권

은 그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단순한 소비단위가 아니다. 

6. 교통기반시설은 ‘1가구 1주택’을 전제로 삼는다. 공공교통이

나 자가용이 그것이다. ‘지역사회권’에서는 그 중간적인 교통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7. 질병보험, 건강보험, 연금제도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1가구 

1주택’의 자조 노력을 전제로 성립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붕괴와 함께 막대한 사회보장비용이 필요해졌다. ‘지역사회권’에

서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게 전체적인 상부상조를 생각한다. 

8. ‘지역사회권’은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분양을 통해 민간주

택업자가 이윤을 올리는 현재의 공급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 그것은 주택정책이라는 이름을 빌린 경제정책이다. 

9. 분양맨션의 전용공간은 전체의 75~80퍼센트 정도다. 전용면

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므로 가능하면 공용면적을 줄여 전용면적

을 넓히려 한다. ‘지역사회권’의 전용면적은 60퍼센트 정도다. 전

용면적과 공용면적의 비율을 바꾼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용면적

과 공용면적이라는 의식 자체가 바뀐다. 

10. ‘1가구 1주택’의 각 주택은 외부에 대해 매우 폐쇄적이다.

‘지역사회권’의 주택에는 외부를 향한 개방공간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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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규범을 제안하여 야마모토는 기존의 주택들이 규정하는 삶

의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진정한 생활을 위한 장소로써 주택이 

기능하기를 바랬다. 그는 지역사회권을 “지역공동체가 구현되는 장소로

써,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아닌 지금 가장 효율적인 거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다.22) 이 설명은 지역사회권이 사회상에 가장 밀착해 있는 시스

템으로의 본질을 강조한다. 어떻게 모여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야마

모토가 세월을 거듭하며 끊임없이 해 왔던 주제이다. 이 모여 사는 것이 

기존의 가족이라는 확고한 가구의 단위체가 사회상의 바탕이었던 예전과 

달리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개인이 강조되는 현재의 사회상에 더욱 효과

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지역사회권은 어떻게 모여 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의 

결과물이고,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담는 시의 적절한 제안이다. 지역사회

권은 거주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의 주거가 추구해야 하

는 본질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그 본질은 곧 인간과 인간, 인간과 건축의 

관계가 장소로 구현되는 방식에 의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야마모토

의 책 지역사회권주의(마음을 연결하는 집)에는 위의 10개의 선언과도 

같은 제안들을 바탕으로 본질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실제적, 구체적 

방법들을 담고 있다. 

 

(2) 지역사회권을 제안한 이유 

 

야마모토는 일본의 기존 주거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러한 인

식의 지평에서 거주의 방식에 대해 제안하기 위해 지역사회권 개념을 연

구하게 되었다.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야마모토의 저술들에서 지역사

회권을 구상하게 만든 단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1999년에 야마모토와 

우에다 마코토가 나눈 대담을 정리한, <건축을 바꾸면 사회적 관계도 바

뀐다>가 대표적이다.23) 

 

                                                      
22) Riken Yamamoto, 마음을 연결하는 집 :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역사회권, trans. 이정환 

(파주: 안그라픽스, 2014). p.16 

23) Makoto Ueda and Riken Yamamoto, "건축을 바꾸면 사회적 관계도 바뀐다," 월간 건축문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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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 제가 걱정하는 것은 nLDK가 결국 상품화 주택을 만드

는 한가지 방법, 또는 공단에 의한 분양맨션, 분양주택을 만드는 방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 사람들을 ‘소비자’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주택을 사는 사람이지요. 

사는 사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소비자를 위한 상품화된 주택이라

는 의미에서 nLDK는 매우 설명하기 쉬운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공단은 상품화한 주택을 만들어내고, 고도성장기에는 민

간 개발업자가 상품으로서 만든 맨션이 여기저기에 지어짐으로써 

주택의 질이라던가 주택에 대한 사고방식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대담 내용을 보면 앞서 2장에서 한국의 아파트 단지 대량 건설 및 분

양이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일본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또한 고도성장기를 겪으면서 도시 주거에 대한 요구가 증가

되었고, 주택공단을 위시한 여러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한국의 아파트 한 

동과 유사한 (고층)맨션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결국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주거상에 대한 일종의 프로토타입이 각인

되었다. 야마모토 리켄은 이러한 주거의 프로토타입의 폐해를 여럿 지적

한다. 주거의 프로토타입은 개개인의 삶이 가진 특이성을 담지도 못하고, 

가족의 단위를 기반으로 밖과는 현관문을 경계로 굳게 닫히며 주민들간

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그리고 편리성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소

비자들에게 주택은 손쉽게 팔기 위한 편리성을 갖춘 상품일 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야마모토를 위시한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은 nLDK형 

주택을 허구라고 표현하였다. 일본에서는 51CN형 평면이 기존의 다다미

와 코타츠로 대변되는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절대적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교육시켰다.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주택이 도시적 삶을 구

현시켜줄 것이라는 믿음에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대

량 공급된 맨션은 외부와 차단된 패키지로 구성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

매되고 그 값은 nLDK라는 기호와 면적, 어떤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떨어

져있는가와 같은 요소만이 결정하게 되었다.24) 

24) Yamamoto, 마음을 연결하는 집 :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역사회권.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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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51CN형 평면 

출처 – Thinking while creating; Creating while using, Riken Yamamoto & Field Shop, 2003, TOTO 出版: Tokyo 

일본의 경제 호황으로 인해 주택의 값이 요동치듯 오르게 되면서 주

거의 가치는 앞의 요소들만이 결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결

국 사람들이 주거에 거리나 기호가 매기는 가치를 소유하는 것을 경제적 

목표로 삼게 되었고, 일본 정부는 주택을 소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

공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런 구도는 시장주의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주택은 상품이며 국가는 시장이 잘 작동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상품의 취득은 시장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이뤄야 한다는 식

으로 유도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공공주택의 공급기관이었던 도시정비공단이 도시재생기구로 바뀌면서 새

로운 공공주택의 공급마저 중단되었다.25) 

기존 가족의 규모를 바탕으로 지어진 다수의 중,대규모 주택이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효용성이 급감하였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며 주택

을 소유하기 위해 필사적인 사람들의 수도 급감하였다. 이렇게 변화한 

사회상은 기존의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기존의 가

족이라는 단위를 기반으로 한 주택들에 1~2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살기 

쉽지 않고, 살게 되더라도 관계의 단절이 야기하는 고립의 문제가 부각

되었다. 야마모토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의 개념을 

건축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고정관념이 되어 버린 주거의 가치들을 재편

하고자 했다. 

25)  같은 책.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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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지역사회권의 제안과 생활 모델 

야마모토는 책에서 10개의 항목을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대학원생들의 작업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7개의 키워드로 

묶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각각 ‘시설 공유’, ‘용적임대’, ‘지역 내 

일자리’, ‘생활편의시설’,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환경’, ‘조립식 주택’, ‘공공

이동수단’이다. 또한 용적임대를 기반으로 구축한 경제모델을 통해 제안

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탐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공간적 구성과 생활상의 제안, 지속가능성의 추구, 그리고 경제 

모델로 분류되는 네 개의 키워드로 각각의 항목들을 분석하려 한다. 

(1)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공용공간과 전용공간의 개념 재편 

전술했듯이 일본은 한국보다도 먼저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고령화

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에 기존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표준 모델들

은 현재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에 맞추지 못하고 도태되었다. 이러한 상황

을 야마모토는 1가구 1주택 개념의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

리고 사회상을 반영한 새로운 삶의 단위를 구성해 주거에 반영하려 한다. 

이것이 지역사회권의 단위이자 모델이다. 기존의 고층 맨션(아파트 단지)

이 1가구 1주택의 수평적, 수직적 누적이었다면 지역사회권은 개개인(야

마모토가 제시하는 것은 500인 정도의 크기)의 꼴라주와도 같은 것이다.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수록 가족을 구성하는 것도 개인이고,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개인임이 강조되는 것을 지역사회권은 인지하고 있다. 결

국 지역사회권에서 개별 주거의 구성과 주거의 집합을 구성하는데 개개

인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권은 시설 공유와 용적임대

를 제안한다. ‘시설 공유’는 앞서 제시한 규범 중 9번 항목에서 구체적으

로 언급된다. 기존의 주거에서 전용면적에 편입되었던 시설들을 공용면

적으로 이동시켜 전용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용면적으로 이동한 시설

들을 이용하며 항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표 3-1>은 

시설 공유를 위한 그룹의 크기와 크기에 따른 시설의 종류를 범주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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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그룹의 종류 포함된 시설 

S(5~7인) 기본그룹 작은 주방, 화장실, 욕실 

M(30~45인) 가정용연료그룹 태양광발전, 태양열 이용 

L(120~150인) 생활기반시설그룹 
식당+(큰)주방, 목욕, 세탁, 공동수납, 

병합발전기 

XL(500인) 생활편의시설그룹 
24시간 생활스테이션, 편의점, 

간병과 육아 공간 

<표 3-1> 시설 공유를 위한 그룹의 규모별 분류 (제안)26) 

그리고 ‘용적임대’는 시설 공유의 확장으로써, 지역사회권을 단위 용

적(큐브)의 집합으로 이뤄진 계로 설계하고, 개인이 이 용적을 필요한 만

큼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용 면적에 포함되어 있던 시설들이 공용면적으로 이동하

였기 때문에 공용부분 사용요금을 포함하더라도 임대료의 수준을 기존의 

맨션이나 원룸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늘어난 공용 면

적에 주민 개방형 시설이 개입하기 때문에 아래의 <그림 3-1>처럼 개방

성이 확보된 주거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림 3-2> 기존 맨션과 지역사회권의 비교 

출처 – Yamamoto, 위의 책, 2014 

(2) 공동체 내의 노동과 소비 

다음으로 ‘지역사회권’ 에서 지역 내 일자리와 생활편의시설(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사회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양한 연령층과 

26)  같은 책. 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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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지역사회권 모델이 지향하고 있는 가

구 구성의 모습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고, 이는 증가하는 1~2인 가구에

서 단서를 얻은 개념이다. 1~2인 가구 중 은퇴한 노년층의 경우 회사의 

규율에 의해 은퇴하였을 뿐 노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과, 청년층 중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인 동시에 자신만의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

람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간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를 제안한다. 

또한 개별 주호에도 늘 개방공간이 들어가도록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개

방공간을 개인의 작은 교습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예로 꽃집, 바둑 

bar, 가구 수리, 간이 주점 등을 들 수 있다.) 

‘생활편의시설’은 지역사회권이 하나의 계로써 작동할 수 있도록 만

드는 다양한 복지, 소비 시스템들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생활지원시설이

나, 편의점, 카페, 병원시설, 간병인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지역사회

권 내에서 특별한 행위에 맞춰진 공간을 공용공간과 연계시키면서 큰 단

지 규모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3) 지속 가능한 도시주거 

 

지역사회권이 자리잡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바탕에 두고 공동체 

내부의 시설에 대한 지속가능성으로까지 확장되는 실천적 항목들이 제안

된다. 먼저 지역사회권은 50년 이상 기간을 잡고 그 지역에 자리잡아 주

변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에 미칠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야 한다. 이 때문에 수평, 수직으로 연속성 있게 구성된 공용 공간들이 

개별 주거들을 통과하며 공조 및 냉난방을 위한 능동적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태양열 시스템과 지열 시스템, 병합발전기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환경’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인당 에너지 소비

량에서 전기 및 가스 사용량을 큰 비율로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교통수단’으로 중간이동수단인 세그웨이나 공동이동수단을 제안하여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거주지역 내·외부를 쉽고 친환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사회권은 큐브(용적)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단위체 ‘조립

식 주택’의 방식으로 구축 가능하다. 시공 시 획일화된 자재들을 대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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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방식을 통해 건설되기에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시공 기간도 단

축 가능하다. 또한 긴 시간 동안의 다양한 공간의 변화 요구에도 쉽게 

대응 가능하고, 유지 보수의 측면에서도 훨씬 자유롭다. 

 

(4) 지역사회권의 경제 모델 

 

지역사회권은 거주자가 필요한 만큼 용적을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제

안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설계비와 건설비를 지출하고 매달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거주자는 매달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를 지

출하게 된다. 사에키 료타가 분석한 지역사회권 교외고밀도 모델의 경우 

국가 주택기금을 통해 총 사업비의 30%가량을 지원받는 경우 30년 기준

으로 자기자금부담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27 ) 지역사회권은 건물의 

연한을 최소 50년으로 가정하기에 총 순이익은 사업비의 80% 정도이다.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수익성 주

거복지사업으로 구성 가능하다. 

입주자의 경우 전용면적에서 공용면적으로 편입된 시설들이 많기 때

문에 같은 면적도 일반 주택들보다 싸게 임대할 수 있다. 그리고 큐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분담 비용도 줄어든다. 가족의 경우 구성원의의 수가 

많다면 S단위의 그룹과 크기가 유사해지기 때문에 공용시설을 전용시설

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27) 같은 책.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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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지역사회권 실천 방법 고찰 

 

 

지역사회권의 실천을 위해 제안한 내용들은 어떻게 거주할지에 대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권은 기본적으로 방법론이

다. 제안된 방법들을 분석하기 위해 어떠한 사고를 바탕으로 방법들이 

제안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먼저 지역사회권의 실천을 위해 건축적 제안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야마모토 리켄의 저술들에 기초하여 바라본다. 관습적으로 구사

되고 있는 공간들이 과연 옳은지 질문하며 기존의 관습을 탈피하여 건축

이 시설의 본질을 바탕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관습에 대한 비

판의 연장으로, 반성 없이 반복되는 사적 공간의 절대성에 대하여 탐구

한다. 이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중심으로 공론 공간과 사적 

공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부정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사회권 

실천이 이뤄졌을 때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부르주아 주거에서 사적 

공간의 철폐를 위해 방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도시사회학자 발터 벤야민

을 불러온다. 벤야민의 이론에서 발견되는 도시의 집합주거에 대한 감각

과 지역사회권 실천 전략에 대한 해석의 단초들을 그의 저술들을 가로지

르며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권이 뿌리를 두고 있는 사고를 바탕

으로, 지역사회권을 실천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한다. 

 

 

3. 2. 1. 지역사회권과 건축의 관계 

 

야마모토 리켄의 ‘지역사회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개념들을 이해

하고, 그가 지역사회권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려 해 왔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마모토 리켄이 건축과 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이해해야 한다. 야마모토는 건축을 관계를 바탕으로 지어지고, 지어진 

후에는 주어진 조건으로써 삶의 바탕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는 <건축은 가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에서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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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가설을 바탕으로 지어지며, 지어진 건물은 역으로 그러

한 가설을 강화시킨다. 가설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틀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건물로 지어지고 나면 … 가설이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그 건축물을 만든 객관적인 근거로 받아들

여지는 것이다. … 단순한 가정이 건축물이라는 용기를 통해 보여질 

때 하나의 당당한 근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 우리는 그러한 바

탕을 의심해야만 한다. 가설이 객관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

할 때, 우린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28)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위 글의 요지는 건축이 환경으로 주어지

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공간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 시작

한다는 것이다.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활동의 물리적인 바탕이 돼버리기 

때문에, 건축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역설적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건축가들은 끊임없이 공간의 구현 방식에 대

해 고민해야 한다. 그는 비슷한 이야기를 <건축물은 고립의 시설로 남겨

져야 하는가?>라는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강화한다. 

 

하나의 제도는 범주화 하는 행위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라는 틀

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범주화된 것들을 상호 격리시키

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건축이다. … 건축의 즉물적인 힘을 빌려

야만 하나의 제도는 성립되는 것이다. … 우리가 건축을 그 정해진 

범주로부터 다소 떼어낼 수만 있다면, … 그래서 그 경계를 애매하

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현재의 제도를 다소 유연하게 하

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제도 그 자체는 우리가 

믿고 있는 만큼 견고하거나 고정적이지 않다. 거듭 말하지만, 제도

를 공고히 하고 고정화 시키는 것이 바로 건축이기 때문이다.29) 

 

야마모토의 이러한 선언적 태도가 루이스 칸의 “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비추는 해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시설

(institution; 혹은 제도)도 다시 생각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한다”는 말의 

연장선상에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30) 야마모토는 이러한 사고를 바

                                                      
28) "건축은 가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 건축 43, no. 11 (1999). 

29) "건축물은 고립의 시설로 남겨져야 하는가," 월간 건축문화2000. 

30) Louis Kahn, 루이스 칸 학생들과의 대화, trans, 김광현, 봉일범 (서울: MGH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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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기존에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갖고 

본질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야마모토는 설계를 시작한 초기부터 주거의 본질적 형태에 대한 고민

을 거듭해 왔고, 일본의 주거에 정착된 관습과도 같은 평면형에 대해 다

시 생각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에게 일본의 관습적 아파트 형태가 강화

해 온 개념은 ‘닫힌 패키지와 같이 지어져 1가구를 위한 사생활을 보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주거의 본질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는 개념일 

뿐 아니라, 사회의 모습이 변하고 있는 현실과도 괴리감이 형성되고 있

었으므로, 야마모토는 새로이 주거라는 시설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제안하는 ‘지역사회권’이다. 

 

3. 2. 2. 사적 공간의 절대성에 대한 비판 

 

1가구 1주택의 구조가 주택이라는 공간을 소유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이 굳건한 소유의 개념이 주거를 안으로 굳게 닫히게 만든 것에 대해 야

마모토는 강한 비판을 가했다. 닫힌 주거는 결국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가치를 획득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며 집과 집 사이, 방과 방 

사이의 단절을 일으켰다. 공간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관계의 단절을 일으

켰고, 점차 가구의 구성 인원이 쪼개지는 현실 속에서 개개인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현실과는 멀어지고 있었다. 지역사회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적 공간의 절대성이 허상일 뿐임을 지적한다. 

 ‘사적(private)’의 국어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에 관계된, 또는 그런 

것 31 )’ 혹은 ‘어떤 사람 혹은 특정 그룹의 소유 혹은 사용을 위한 것 32 )’ 

이다. Private의 어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들이 privare, privatus에서 왔

고, 이 단어들은 ‘박탈된’, ‘여읜’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33) 그렇다면 사적 영역에서 박탈된 것은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질문해 

볼 수 있다. 야마모토는 사적 공간의 본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한나 

                                                      

Books, 2001) 

31)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http://stdweb2.korean.go.kr 

32) Oxford Dictionaries, http://www.oxforddictionaries.com 
33) Wiktionary, https://en.wiktiona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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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Hannah Arendt를 인용한다.34 ) 아렌트는 이것을 “타인이 보고 들음

으로써 생기는 현실성의 박탈, 공동의 사물세계의 중재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분리됨으로써 형성되는 타인과의 ‘객관적’ 관계의 박탈, 

삶 그 자체보다 더 영속적인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박탈”

로 설명한다. 35 ) 결국 주변에서 타인이 제거됨으로써 생겨나는 현상들이 

현실성에 대한 박탈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주택에서

는 사적 영역의 절대성이 항상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었기에 이 박탈에 

대한 감각은 휘발되어 버렸다. 

 

사생활은 태초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역사적 현실이다. 따라서 영원히 

확정된 경계를 갖는 ‘사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당연한 이

야기지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선은 끊임없이 변한다.36) 

 

<사생활의 역사> 5권의 초입부에서 등장하는 위의 문장은 사생활의 

개념이 등장하고, 발전하여 주거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기까지의 흐름

을 관통한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부터 드러나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상호 관계는 아렌트의 시대인 근대 산업시대를 거쳐 현재의 집합

주거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화해 왔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는 공론 영역(아렌트는 공론 영역과 공적 영역

을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공론 영역은 공적 영역에 의사소통이라는 행위

가 결부된 것이다)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으로 사적 영역을 소유해야 했

었다. 공공 영역의 구현을 위한 사적 영역의 희생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적인 영역은 곧 타인의 부재이다. 노동을 통해 인간의 필연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존을 보존하는 사적 영역은 세계를 구성하는 데 필연적 전

제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37) 

아렌트나 이진경 모두 부르주아의 주택에서 사적 공간은 하인들에게 

                                                      
34) Riken Yamamoto, "한나 아렌트 (ハンナ アーレント),"  http://www.y-gsa.jp/yamamoto/post-

72.html. 

35) Hannah Arendt, 인간의 조건, trans. 이진우 태종호 (서울: 한길사, 2005). p.112 

36) Philippe Ariès, Georges Duby, and Roger Chartier, 사생활의 역사, trans. 김기림, vol. 5 (서울: 

새물결, 2006). p.34 

37) Arendt, 인간의 조건.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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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된 공간이었음을 지적한다. 38 ) 이후 근대 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사

적 공간은 재산 개념이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이동하면서 사적 공간을 정

의해 주었던 소유의 개념이 변화하게 된다. 이진우는 <인간의 조건> 역

서의 서문에서 아렌트의 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소유에 대한 관점

이 장소로 확장되는 지점을 밝혀낸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소유(所有)는 ‘장소의 가짐’이다. 소유가 마음

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점유 또는 부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은 고대

의 정치에 있어 본질적이다. 그런데 근대의 자본주의 과정에서 소

유는 점차 구체적 공간과 장소의 성격을 상실하고 자의적으로 점유, 

처분, 양도할 수 있는 동산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역설적으로 표

현하면 부의 증대가 결코 행위의 가능성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한나 아렌트는 현대사회가 잠재적으로 부유할지

는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소유가 없는 사회’라고 주장한다.39) 

 

아렌트는 소유의 개념(구체적 공간과 장소)이 규정해왔던 사적 영역

이 산업시대에 들어서 소유의 주된 대상이 크기가 작은 물건으로 변화하

면서 사적 영역에 대한 개념들이 흔들림을 밝힌다. 아렌트에게 오늘날의 

사적 영역은 물건에 대한 소유로만 점철된 채 공론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주관적 욕구와 가치에만 얽매여 세계의 박탈이 일어나는 곳이

자, ‘무세계성’의 공간이다.40) 

주거에서 사적 공간의 절대성은 소유의 개념이 물건을 대상으로 전이

되면서 발생하였다. 기존에 소유의 대상이었던 장소는 소유한 물건을 담

는 곳으로 변질되면서 경계를 닫아걸고 지켜야 하는 곳이 되었고, 생활

의 모습 또한 그것에 맞춰 닫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소유의 해방이 

현대 집합주거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한 답은 다음 항에서 나폴리를 관찰한 결과를 보며 힌트

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과 삶을 공유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 것

의 영역과 네 것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이 작용하고 있기 때

문에, 소유의 집착과 사적 공간의 절대적 권력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38)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서울: 그린비, 2010). 

39) Arendt, 인간의 조건. p.45 

40) 같은 책.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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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획일적인 주택의 대량 집

합으로 표출되었다. 주택은 가족이 머무는 보금자리이자 재산 증식 수단

으로써의 물건이 되었다. 사람들은 주택을 거주의 장소로 인식하지 못하

고 소유의 물건으로 인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주택)을 지

키기 위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김광현은 프라이버시

를 지키는 것으로 모든 한국 집합주택의 초점이 몰리게 된 것을 비판하

고, 주택이 이제까지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된, 매매와 소유의 대상

이 되는 물건임을 지적한다.41) 

그러나 아렌트는 사적 공간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 그는 

사적 영역이 제거될 경우 공론 영역 또한 존재할 수 없고 인간실존의 위

험이 비롯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42), “공공성의 빛으로부터 은폐할 필요가 

있는 어두움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사적 공간”이라고 말한다. 43 ) 사적 

영역을 친밀성과 관련된 곳임을 이야기하며 삶의 모습을 담는 하나의 그

릇과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렌트는 “공론 영역의 소멸의 마지막 단계

는 필연적으로 사적 영역의 제거라는 위험을 수반한다”고 단언한다. 공

론 영역이 사라지면 사적 영역 역시 사라진다는 것이다.44) 이는 공론 영

역과 사적 영역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것이다. 공공성을 빛이라 이야기하

며 사적 영역이 어둠을 담는 곳이라는 비유를 한 것은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의 상호의존적 성격에 대한 은유이자 얇은 경계를 두고 전환되는 두 

영역간의 관계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사적 공간에 대한 집착은 사람들을 실내로 몰아넣는다. 도시라는 제

한된 환경 속에서 거듭 실내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공적 공간이 제거된 

삶을 살게 되며, 세계의 박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박탈은 같은 형태

의 주거가 무수히 반복되는 도시의 풍경에 의해 강화된다. 이러한 반복

이 일상성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라는 단지형 주거는 한 단지에 같은 형태의 건물이 무수히 배

치되고, 일본의 맨션이나 대량으로 지어진 주거 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 유사한 주거들이 누적되어 있는 건물이다. 특히 평면의 형태와 크기

                                                      
41) 김광현, 건축 이전의 건축, 공동성 (서울: 공간서가, 2014). p.139 

42) Arendt, 인간의 조건. p.124 

43) 같은 책. p.125 

44) 같은 책.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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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유사하게 고착되었던 한국의 80~90년대 아파트들과 그 영향을 받

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은 표준의 주거가 존재하는 특이한 현상을 

발현시켰다. 똑같은 집의 똑같은 인테리어를 구매해서 새로운 가구와 가

전제품을 집어넣는 것으로 완성된다. 내가 남과 어떻게 다르게 살고, 비

슷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 결국 획일적 주거형태가 반

복되는 주거는 아우라를 상실하게 된다. 권현아는 아파트의 단조로운 공

간조직이 삶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브랜드 아파트라는 (근대적)이상향을 가진 도시 주거

가 필연적으로 내재한 일상의 축소”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45) 

 

3. 2. 3. 지역사회권 실천의 모델 

 

지역사회권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실천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보기 

위해 모델이 필요하다. 발터 벤야민은 근대 도시에 매혹되어 있었는데, 

도시의 밀도로 발생한 집합주거의 가능성과 물신주의의 경향의 결합을 

흥미를 가지고 관찰하였다. 그는 뛰어난 미학자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도시사회학자의 위치에서 남긴 저술의 양이 훨씬 더 많고, 예리한 통찰

력을 바탕으로 근·현대 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남겼다. 

벤야민은 도시 연구에 역사유물론적 사고를 바탕에 둔 현상학적 시각을 

개시하며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는 “일상생활과 도시의 미

시사회학”을 방대하게 수집하고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로 구체화된 

도시의 풍경을 제시하였기에 가능했다. 46 ) 나폴리에서 시작된 벤야민의 

도시 관찰은 모스크바, 베를린 등을 거쳐 파리에서 꽃을 맺는다. 그의 대

표작인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방대한, 

파리라는 거대도시의 역사에 아로새겨진 삶과 세계의 흔적을 탐구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집대성된 작품이었다. 

벤야민의 언어들은 아직까지도 도시를 읽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개 몇몇 용어들의 기계적 재활용에만 그치고 만다. 벤야민의 

                                                      
45 ) 권현아, "한국 도시주거의 상품화와 일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p.263 
46) Patrick Tacussel, "The City, the Player-Benjamin, Walter and the Origin of Figurative Sociology," 

Diogenes 134 (1986).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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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아우라, 판타스마고리아로 대표되

는 핵심적인 언어로 구성된 도시의 장면들 아래에 그것들을 포착하는 그

의 도시를 읽는 ‘태도’에 있다. 산보객, 혹은 관상학자로써 도시를 배회

하며 순간순간의 풍경에 아로새겨진 흔적들을 탐구하는 것이 그의 도시

학자로써의 관점이었다. 47 ) 앞서 살펴보았던 아렌트는 세계는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벤야민이 

탐구했던 흔적은 바로 세계에 남겨진 물건에 대한 흔적이고, 물건에 남

겨진 시간의 흔적이다. 

벤야민을 지역사회권 해석을 위해 도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벤야민이 지역사회권과 유사한 형태의 나폴리에서부터 힌트

를 얻어 다공성 개념으로 도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벤

야민의 잠재된 영향력이 야마모토의 지역사회권의 공간적 실천에서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야마모토는 공간적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벤야민이 근대 도시에서 관찰

했던 모나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야마모토 리켄이 벤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로 받아들인다기보다, 벤야민이 현대 

건축가들이나 철학자들에게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잠

재성의 흔적을 야마모토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이 항에서는 벤야민의 도시에 대한 관점 중 ‘다공성’을 중심으로 도

시의 집합주거에 대한 벤야민의 글들을 이해하고 지역사회권 개념으로 

확장시킨다. 다공성 개념이 지역사회권의 넘실대는 테두리를 어떻게 이

해할 것인가에 대한 단서가 되어 준다. 

 

(1) 주거 실내의 재구성과 다공성 

 

벤야민은 나폴리를 다녀온 경험을 통해 도시의 다공성에 대해 탐구하

게 되었다. 나폴리에서부터 시작된 도시에 대한 관심은 이후 벤야민이 

그의 가장 유명한 저작인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저술하게 되는 계기를 마

련해 주기도 했다. 그는 나폴리의 거리 풍경에서 느껴지는 활기가 나폴

                                                      
47) Walter Benjamin,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trans. 최성

만 (서울: 길, 2008).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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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다공성이라는 도시적 특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또한 

나폴리에 대한 텍스트를 통해 도시 경험을 구체화하는 저작 스타일을 시

도하고, 이후에도 이어가게 되었다. 

"다공성"은 ‘현상 사이의 명확한 경계 없음 / 하나의 사물 안으로 다

른 사물이 침투하는 것 / 새로운 것과 낡은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혼융’을 지칭하는 말이다.48) 도시의 다공성

은 도시 환경의 혼란을 돋보이게 하고, 숨겨진 것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건축과 행위와 일상생활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확실하고 즉

흥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49) 또한 틈새로 사적인, 혹은 공적인 삶

들이 장소의 관습적 정의를 해체하고 넘나들게 된다. 이러한 경계의 넘

나들기가 주거와 도시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주거와 도시의 차

원이 혼재되어 다채로운 풍경을 만든다. 

 

의자, 화로와 제단을 갖춘 거실이 거리 위에 재현되는 것처럼, 거

리는 훨씬 더 시끄럽게 거실에 나타난다50) 

 

위의 인용문과 같이, 나폴리 사람들은 거리에 가구와 생활용품을 배

치하고, 공적 공간에서 실내의 감각을 재구성했다. 공동사회는 사적 주거

지로 침투하고, 사적 주거지에는 공동사회가 스며들어 있다.51) 이러한 상

황은 기능적인 불가피함과 풍토적인 온화함에 기인한 것이지만 벤야민은 

주택 실내의 원심력으로 인한 공동체적 성격을 부르주아적 삭막함에 대

비시켜 낭만적으로 묘사한다. 52 ) 공공 공간으로의 적극적 참여는 행위와 

의사소통이 동반되는 것이고, 이것들은 도시를 공감각적 풍경으로 만들

어낸다. 다공성에 바탕을 둔 도시에서의 참여 가능성은 행위들을 즉흥적

으로 발생시킨다. 

 

다공성은 남부 장인의 게으름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

다도 즉흥에 대한 열정의 결과로 나온 것이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48) Graeme Gilloch,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trans. 노명우 (경기: 효형, 2005). p.56 

49) 같은 책. p.56 

50) Walter Benjamin, One Way Street and Other Writings, trans. Edmund Jephcott and Kingsley Shorter 

(London: NLB, 1979). p.174 

51) Gilloch,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p.60 

52) Brian Elliott, 건축가를 위한 벤야민, trans. 이경창 (서울: Spacetime, 2012).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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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는 공간과 기회를 요구한다. 건물은 대중적 무대로 사용된다. 

그들은 전부 무수히 많고 동시에 활기찬 극장이다. 발코니, 중정, 

창문, 입구, 계단, 그리고 지붕은 무대인 동시에 특별석이다. 가엾은 

거지마저 어둑한 이곳에선 군주가 되고, 그의 빈곤함을 통해 이중

으로 참여에 대해 인식하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나폴리 거리

에서 삶의 광경이, 그리고 그의 가난을 즐기며 위대한 광경을 따라

잡는 여가가 그것이다.53) 

 

도시의 다양한 틈새들 사이로 흘러나오고 흘러 들어가는 일상의 모습

들이 즉흥성과 혼재되면서 도시가 극장이 되는 순간에 벤야민은 매혹을 

느낀다. 실내의 재구성을 바탕으로 실외는 일상의 활기를 포용한다. 

이렇게 활기찬 나폴리의 거리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 벤야민이 19세기 

파리의 화려한 아케이드, 나아가 물신주의가 지배하던 당대의 화려한 역

사를 연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벤야민은 “건축은 잠재적 신화의 가장 

명백한 증거이며,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은 파사주(아케이드)”라고 

말한다. 54 ) 파리의 아케이드는 실내이자 실외이고 산업시대의 물건들이 

신화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공간이었다. 도시의 산보객들은 아케이드의 

복잡한 실내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시대를 구성하는 사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풍경에 매혹되었다. 산보객은 대로를 실내로 변환시키며 길거리에

서 자신의 휴식처를 찾는다. 그래서 산보객은 거리이지만 영원한 실내인 

아케이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55) 

이렇게 실내가 쏟아져 나오는 아케이드는 대량생산된 물건과 사람으

로 가득 찬 미로였고, 이는 산보객에게 끊임없는 방향 상실의 장소이자, 

몰락과 덧없음의 장소이며, 즉흥성과 연기의 장소의 세 가지 관점(다공

성이 잠재되어 있는)을 제공했다.56)  

아케이드 내부의 실외의 실내화와 실내의 실외화는 유리와 철이라는 

재료의 물성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유리라는 재료의 비물질적인 성질

과 철제 부품들의 조립으로 구성된 아케이드 공간은 그 자체로도 산업사

회의 생생한 단면이었다. 여기에 유리 너머로 비치는 상품과 반사되는 

                                                      
53) Benjamin, One Way Street and Other Writings. p.170 
54) Gesammelte Schriften / Walter Benjamin, 7 vols., vol. 5 (Frankfurt: Suhrkamp, 1991). p.1002 

55) Gilloch,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p.60 

56) 같은 책.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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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이 이미지의 꼴라주를 이루며 아케이드의 모호함을 증폭시키는 동시

에, 실내를 해방시키고 있었다.57) 사실상 아케이드는 부르주아의 외부화

된 거실이었던 셈이다.58) 

아케이드의 꼴라주적 성격에서 출발해 도시의 풍경이 언어의 스냅샷

으로 묶인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현대성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어휘집

이며, 도시 경험의 구체적 이미지 모음이 된다.59) 도시에서의 경험에 대

한 60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일방통행로>에서부터, 더 많은 글들의 미로

인 <아케이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벤야민이 도시를 이해하고 포착

하는 사전과도 같았다. 

 

(2) 집합주거와 실내의 해방 

 

벤야민에게 대도시의 성장으로 인해 부르주아의 주거가 현대인들의 

하우징(집합주거)으로 변이하는 과정은 중요한 시사점들을 던져주었다. 

그는 부르주아 가족의 품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며 거대하고 사치스러운 

주택에 대한 원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에는 도시의 거주자가 

되어 주로 베를린과 파리에서 살며 자연스럽게 하우징에 대한 관심을 갖

게 되었다. 거주의 개념이 현대 사상가들의 저서에서 근대 생산 기술의 

사회적 영향의 반대편에서 기능한다면, 하우징은 사회적 실천을 근대 기

술적 생산과 긴밀히 연결되게 묶으려는 시도를 대표한다.60) 벤야민은 유

년기의 가장 내밀한 기억 중 하나로 부르주아 주거인 할머니 댁에서의 

경험을 불러오는데, 그 경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밀함의 해방이었

다. 

 

그런데 이렇게 동떨어지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 중에서 가

장 중요한 곳은 로지아였다. … 로지아에서 사람들은 종종 형태로가 

아니라 소리로 지각되었다. 게다가 그런 고급 주택가에 있는 골목

마당은 원래 그다지 북적대는 곳이 아니었다. 거기서 부유한 사람

                                                      
57) Elliott, 건축가를 위한 벤야민. p.91 

58) 같은 책. p.93 

59 ) Susan Buck-Morss,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trans. 김정아 (파주: 문학동네, 

2004). 

60) Elliott, 건축가를 위한 벤야민.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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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해 행해지는 작업에는 그들의 느긋함이 배어 있었고, 그래

서 일요일이면 그곳에 자리 잡는 무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은 

인상이 모든 것에서 느껴졌다. 따라서 일요일은 원래 로지아의 날

이었다. 다른 공간들은 마치 찢어진 틈이라도 있는 것처럼 결코 일

요일을 완전히 붙잡아 둘 수 없었다. … 교회–12사도 교회와 마태 

교회, 그리고 빌헬름 황제 기념 교회–가 오후가 되면 서서히 우리 

위에 얹어주었던 종소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로지아의 난간에 걸려 

넘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저녁까지 그 소리들은 로지아 안에 쌓여 

있었다.61)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아래 놓인 유물론자로 물신주의와 생활의 

밀착성에 대한 탐구를 행해 왔고, 물신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많은 부

분에 적용되어 있었다. 따라서 부르주아 주거의 내밀한 실내가 하우징으

로의 전환에 힘입어 해체되는 과정을 벤야민은 모던으로의 혁명적 전환

으로 생각하여 긍정적 해석을 내렸다. 이와 같은 부르주아 주거에서 모

던 하우징으로의 개념 전환은 벤야민이 베를린을 떠나 나폴리와 모스크

바를 여행하면서 공고해졌다. 

그에게 실내는 ‘숨는 곳’, ‘창고방’ 그리고 ‘죽은 공간’의 세 가지 모습

으로만 드러났다. “부르주아의 실존은 사적 영역에 의해 지배된다. 자연

과 행동 양식이 중요하고 심각할수록 그것은 통제에서 벗어난다. 정치적 

고백, 재정적 처지, 종교 – 이 모든 것은 어디론가 숨어버리려 하고, 가

족은 부패하고 어두운 건물이다”.62) 

아파트의 ‘편안함’은 아파트가 주는 영구적이고 내구적인 느낌에서 

유래한다. (부르주아)주거는 소비의 누적으로 이뤄진 퇴적물이고, 모든 것

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공간이다. 실내는 도시의 다른 기념물들처럼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서, ‘반복동

일성’으로 남으려 한다.63) 영원의 감각은 벤야민에게 허망한 오해이자 근

시안적인 자만이다. 실내는 일시성의 부정과 ‘영원함’에서 유래한 “중산

계급의 가정에서 스며 나오는 부르주아적 안전”이라는 의미에서 ‘세월 

                                                      
61) Walter Benjamin,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시절 ; 베를린 연대기, trans. 윤미애 (서울: 길, 

2007). p.215 

62) 일방통행로 ; 사유이미지, trans. 김영옥, 윤미애, and 최성만 (서울: 길, 2007). p.158 

63) Gilloch,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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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이 된다.64) 

결국 벤야민은 모던 하우징으로의 전환이 부르주아 주거의 저주받은 

실내를 철폐하고, 세속적인 죽은 공간으로부터 해방으로 이어지기를 바

란다. 이는 나폴리와 아케이드에서 발견한 가능성으로부터 시작되어 활

기 넘치는 공공공간으로의 확장을 통해 꼴라주와의 결합으로 맺어진다.65) 

 

(3) ‘다공성’을 통한 실내와 실외가 혼재되는 범주 

 

벤야민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다공성에서 비롯된 ‘외부지향성과 가

족집단의 개방성은 이방인과 관광객에게는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66) 

엄밀히 짚고 넘어가자면 벤야민은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의 혼재를 긍정

적으로 바라본 것이지 공공 영역으로 모든 공간을 구성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안락함으로만 점철된 부르주아의 주거를 경멸하지만, 통제

를 위해 사적 삶이 폐지된 모스크바의 주거 공간 또한 부정적으로 묘사

하고 내부의 결핍을 견디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가졌다.67) 학습되어온 사적 영역의 절대성이 사적/공적 경계의 해체를 사

적 영역의 해체로 오인하도록 관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 공적인 성격은 공동체라는 집단의 내부에서 활성화되는 것일 뿐 

이방인에게는 결국은 사적 영역으로 남는다. 

결국 다공성이 적용되는 범주가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삶이 공유

되는 정도가 다르게 된다. 공유의 정도는 공간적인 분리로 일어나는 것

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하나의 풍경을 공유하면서도 이

방인에게 실내와 실외의 혼재는 그저 혼란스런 광경의 일부일 뿐이지만 

내부자에게는 일상의 풍경이 된다. 다공성의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

는 자격은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와 사회

적 합의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이다. 이방인이 영원히 이방인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64) 같은 책. p.164 

65) Elliott, 건축가를 위한 벤야민. p.72 

66) Gilloch,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p.62 

67) Walter Benjamin, 모스크바 일기, trans. 김남시 (서울: 길, 2015).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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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4. 지역사회권 실천의 구조 

 

앞서 살펴보았듯 지역사회권은 관습에 대한 의문으로 출발하여 주거

에 내재되어있는 본질을 시대에 맞춰 드러내는 것으로 수렴한다. 야마모

토는 지역사회권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사회권주의”라는 복잡한 용어까

지 사용해 가면서 그 성격을 중립적으로 풀어내고자 노력했다. 지역사회

권이 삶의 방식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발생할 거부감을 해소하고, 특

별한 형태의 삶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설득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 <마음을 연결하는 집: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역사회권>이라는 책이다. 

지역사회권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적 삶의 방

식을 제안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다음으로 그 공동체를 누구와 함께, 어

떤 범주의 권역에서 영위할 것인가가 두 번째다. 야마모토는 건축가로써 

이 삶의 방식을 경제적, 환경적, 방법론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동체의 권역을 건축적으로 설정해 주려는 노력을 반복해왔다. 즉, 지역

사회권은 개인이 모여 만든 가족과 가족이 모여 만든 주거 집합에 거주

하는 사람들 사이의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건축이 새로운 삶

의 방식이 구현되는 배경이 돼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권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사적 공간의 절대성을 해

소하고, 집합 주거에서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해야 한다. 그리고 이

를 위해서 소유의 해방이 만들어 내는 가치와 공유의 가치가 설득력 있

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이던 주거 형태를 개별의 삶

을 반영한 형태로 변화시키고 공동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들

이 다양성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함

께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 지역사회권 내의 사람들에게 자리매김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권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범주는 어떤 

기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는가가 뒤따르는 질문이 된다. 앞서 살펴본 다공

성 개념이 이 기준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의 참조점이 될 

것이다. 다공성의 내부자가 되기 위한 경계는 절대적 불변의 형태를 취

하지 않는다. 몇 번의 왕래를 거쳐 익숙한 사람이 된다면 다공성의 내부

자가 될 수 있다. 참여의 의지와 익숙해짐이 동반된다면 물리적 경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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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 없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지역사회권의 경계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권 내의 활동을 위해 교류의 공간이 제안되어야 

한다. 사적 공간의 절대성이 해소되었다고 해도 지역사회권을 영위하는 

모두에게 속한 공간이 존재해야 지역사회권 내에서 어울리는 활동들이 

적용 가능하다. 

 

 
 

<그림 3-3> 지역사회권 실천 구조 
 

다시 한번, 지역사회권의 실천을 위해서는 ‘함께 공유하는 삶의 모습

을’, ‘누구와 함께’, ‘어떤 장소에서’의 세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된다면 지역사회권의 온전한 실천이 불가능하거나 실천을 

위해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거주자들이 적응해 나가야 한다. 

야마모토는 자신의 책에서 세 가지의 안을 제시하며 실천의 형태를 

상상하고 있다. ‘도심초고밀도 모델’과 ‘교외고밀도 모델’, ‘목조주택밀집

지역’의 리모델링이 그것이다. 세 사례 모두 다양한 삶의 모습을 묘사하

고, 공동 공간에서 일어날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건축적 바

탕과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제안까지 구체적으로 행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어진 사례에서는 삶의 방식의 제안이 건축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기에 건축적 제안 이외에 지역사회권 실천에 기여하는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다. 

4장에서 살펴보게 될 집합주택 단지들은 2장에서 분석하였듯 스스로 

닫혀있다. 단지라는 울타리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외부와 내부를 구

분하고 단절시킨다. 경계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지의 주민이 되

어야만 한다. 단지의 외부인을 철저히 구분하고, 내부에서 완결되는 아파

트 단지는 지역사회권의 개념과 대척점에 있다. LH 강남 3단지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어떻게 지역사회권을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 52 - 

3. 3. 야마모토 리켄의 집합주택과 지역사회권 

 

 

3. 3. 1. 야마모토 리켄의 집합주택 

 

야마모토 리켄은 초기 설계작업에서부터 지역사회권의 단초가 되는 

개념들을 주거에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여기서는 야

마모토의 하우징 프로젝트들 중 ‘지역사회권’ 개념의 실천적 요소들의 

단서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시대별로 나열하며, 분석하

려 한다. 관계를 구현하는 공간의 구현 방식은 초기의 설계에서부터 꾸

준하게 유지되어 오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변화해 왔다. 이 변화와 

누적의 과정을 살펴 보며 지역사회권의 공간적 실천 방법에 대한 실마리

를 찾고자 한다. 

 

(1) 호타쿠보 하우징, 1991 

 

  
 

<그림 3-4> 호타쿠보 하우징 중정 (좌) 

출처 - http://www.riken-yamamoto.co.jp 

<그림 3-5> 구성 다이어그램 (우) 

출처 – Riken Yamamoto and Wilheim Klauser, 1999 p.49 참조하여 다시 작성 

 

호타쿠보 하우징은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에 있는 집합주택으로, 

총 110가구와 주민 집회소를 포함하여 1991년에 준공되었다. 지역사회권

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야마모토 리켄이 

초기부터 주거에서 모여 사는 방식을 고민해 왔다는 사실과 그 고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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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권의 실천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실마리가 되어 준다. 

<그림 3-4>을 보면 중정을 중심으로 주택들이 배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림 3-5>에서 이 구성을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고 있다. 리켄

은 주민 공동의 공간인 중정으로의 접근은 개별 주호를 통해서만 가능하

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야마모토의 집합주거의 공동 공간에 대한 초기의 

사고를 드러낸다. 내부의 중정은 외부로부터는 닫힌 채 주민들만의 공동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 공동 공간에 접한 각 세대의 발코니는 유리로 구

성되어 공동의 공간에 대한 개방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 3-6> 호타쿠보 하우징 단면 

출처 - Riken Yamamoto, 2012 

 

   
 

<그림 3-7> 호타쿠보 하우징 코트 

출처 - Yamamot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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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호타쿠보 하우징 평면 (1~4층) 
출처 - Yamamoto, 2012 

 

또한 외부로부터 폐쇄적인 중정과는 반대로 단지 안에서는 각 동마다 

2~5층의 주민이 공유하는 코트를 중심으로 개별 주호가 열린 채 구성되

어 관계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림 3-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트는 

반투명 유리와 철제 프레임으로 벽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 이 코트는 2층부터 5층까지의 주호가 시각과 청각을 공유하는 공

간이다. 

호타쿠보 하우징은 한 동의 각 층이 한 세대를 구성한다. <그림 3-8>

을 보면 알 수 있듯 각 층의 세대는 각기 다른 평면형을 가지고 있다. 

야마모토는 기존 주거의 폐쇄적 구조를 허물고 방과 주방, 거실을 코트

라는 외부 공간에 접하는 복도로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동 주민들간의 

접촉을 늘리려고 했다. 평면에서도 2층에서부터 코트가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 내부의 구성을 보면 가족 내에서도 개인 공간과 공동 

공간이 코트에 접한 복도로 구분되어 있다. 

야마모토는 호타쿠보 집합주택을 설계하면서 두 개의 겹을 설정한다. 

먼저 개개인이 구성하는 가족이라는 겹, 그리고 가족들이 구성하는 집합

주거의 겹이 그것이다. 한 집의 내부에서 개개인의 공간이 따로 존재하

지만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선택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집

합주택 전체에서도 반복된다. 코트는 한 동에 함께 묶여있는 가족들이 

선택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 중정은 단지 전체의 가족들이 선택

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겹의 모임 공간을 두고,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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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면들을 투과성 있게 처리하면서 접촉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설계를 

하였다. 

단지 외부와는 경계를 명확히 두고, 단지 내부는 과감하게 열려 있는 

호타쿠보 하우징의 구성은 논쟁과 비판을 피해갈 순 없었다. 그러나 입

주민들은 점차 코트와 중정을 잘 활용하였다. 호타쿠보 하우징은 공적인 

성격이 도드라지는 과감한 제안이 거주의 가치를 인정받고 거주자들에게 

오롯이 소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념비와 같다. 

 

(2) 요코하마 공공주택, 2000 

 

  
 

<그림 3-9> 요코하마 공공주택 (좌) 

출처 - http://www.riken-yamamoto.co.jp 

<그림 3-10> 요코하마 공공주택 배치도 (우) 
출처 - Riken Yamamoto, 2012 

 

요코하마(미츠쿄) 공공주택은 요코하마에 위치한 공공임대 집합주거

단지이다. 19개동 124가구로 단지가 구성되어 있다. 현영 공공주택인 이 

단지는 19개동이 지역사회와 격리된 형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주택을 재건축하며 이전의 조직들을 보존하였다. <그림 3-9>에서 볼 

수 있듯 지형 차를 이용해 마주보는 동끼리 가운데에 작은 중정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이 중정을 단차를 두고 자연스럽게 차도와 격리

하여 마주본 집들의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호타쿠보 하

우징에서는 폐쇄적으로 구성되었던 공동 공간(중정)이 요코하마 공공주

택에서는 시각적으로도 단지 외부와 연계되어있고, 물리적으로는 단차와 

낮은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동선이 외부로부터 단절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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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요코하마 공공주택 중정과 보이드 (좌) 

<그림 3-12> 요코하마 공공주택 평면 (우) 
출처 – Yamamoto, 2012 

 

공공임대주택이므로 1층에는 단차를 없애고 고령자 주호를 중심으로 

배치하였다. 2층으로는 일반 주호를 두었다. 그리고 각 주호마다 방 하나

의 크기를 가진 발코니를 두어 외부 공간을 활용할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사람들은 빨래를 널거나 테이블을 두고 외부 발코니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발코니와 연결 통로를 사용하여 규칙적으로 배

치된 단지 건물들 사이로 보이드를 연속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그림 

3-11>과 같이 시선을 열어 주었다. 이를 통해 단지 전체가 낮고 넓게 퍼

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하나로 통일되었다. 

단지가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외에 창호와 유리를 사용한 것이 도드라

진다. 야마모토는 요코하마 공공주택에서부터 집합주택의 문을 유리 창

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외부와 접하는 면을 대부분 유리로 처리

하여 외부와의 연계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발코니 공간과 주호 진입부

가 안쪽으로 물러나 있어 단지에 다양한 깊이가 생긴다. 

공동 공간이 모든 세대로부터 쉽게 접근 가능하고 크기도 커서 주민

들이 활용하기 좋다. 공동 공간을 마주보는 두 동의 사이에 두고 들어가

기 위해 거치도록 배치한 것은 동선에 의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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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들은 많은 유리창을 반투명하게 처리하거나 

커튼이나 시트지, 블라인드를 사용해서 외부와 내부를 분리하고 있다. 하

지만 종종 막을 걷어내고 외부를 향해 내부를 개방하기도 한다. 

 

(3) 시노노메 카날 코트 블록 1, 2003 

 

  
 

<그림 3-13> 시노노메 카날 코트 블록 1 (좌) 
출처 - http://www.riken-yamamoto.co.jp 

<그림 3-14> 시노노메 카날 코트 2층 평면 (우) 

출처 - Riken Yamamoto, 2012 

 

시노노메 카날 코트는 일본 도쿄 고토구에 지어진 집합주택 단지이다. 

일본 재생공단에서 주도하여 항구의 중공업 단지를 주거단지로 바꾸었다. 

시노노메 카날 코트는 총 6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1712가구가 배

치되어 있다. 야마모토는 이 단지의 MA로 참여하였고, 블록1을 설계하

였다. 참고로 블록2는 이토 도요, 블록3은 구마 겐고, 블록4는 야마 

Architects, 블록5는 ADH Architects, 블록6은 모토쿠라 아코토가 설계하였

다. 블록1은 42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시노노메 코단은 정주감각으로 생

활을 부활시키고, 24시간의 생활 양식에 알맞도록 되어 있으며, 다양한 

생활 양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68) 주거 평면

에서는 기존의 가족 단위를 담는 공간에 부속실 하나를 추가한 형태를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으로 정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정하

고 그것들을 주거를 통해 담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68) 공동주택연구회, Ma와 하우징 디자인 (파주: 동녘, 2007).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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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시노노메 코단 블록 1 평면 

출처 – Concept, 2006년 5월호 

 

시노노메 코단 블록1은 중복도로 계획되어 있다. 이것은 시노노메 코

단 단지가 용적률 400% 이상의 고밀도 단지로 계획되어야 했기 때문이

다. 야마모토는 주변 환경과 주거의 질을 고려하여 고층으로 단지를 짓

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중복도형으로 단지를 짓게 되었다.69) 이런 

배치를 가진 집합주거의 경우 복도가 어둡고 삭막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지만, 야마모토는 이를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공간을 통

해 극복해 낸다. 야마모토의 특징적인 유리 대문이 복도 양측으로 나열

되며 벤야민의 아케이드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 야마모토는 소호가 삶

을 전시하는 공간이자 삶의 모습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길 바랬고, 이것

이 확장되어 용도를 지닌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노노메 코단 블록1의 복도는 물건으로 대변되는 삶이 전시되기

도 하고, 소리와 실루엣이 어른거리기도 하는 공간이다. 

 

                                                      
69) 같은 책.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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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SOHO 공간 

출처 - Yamamoto, 2012, Concept, 2005년 6월호 

 

앞서 말했듯 벤야민이 바라본 아케이드는 파리의 실내이자 실외이고 

전시공간으로써 상품들이 나열되어 꼴라주 되어있는 공간이었다. 시노노

메 코단 블록1의 복도는 마치 아케이드처럼 삶이 전시되는 공간이다. 유

리와 프레임으로 공동의 공간을 향해 열려 있는 이 공간은 물론 유리를 

가리고 기존의 주거 내부와 같이 사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공간에는 활용에 대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가변형 평면으로 계

획하였기 때문에 공간을 필요에 따라 구획할 수 있다. 따라서 소호 공간

의 활용 방식에 따라 좁게 구획하여 밖으로 나가기 전, 집으로 완전히 

들어오기 전의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꾸밀 수도 있고, 거실이나 

재택근무용 사무시설처럼 넓게 사용할 수도 있다. 

시노노메 코단의 중정은 데크를 통해 한층 위로 형성되어 있어, 전형

적인 야마모토의 공동 공간의 성격을 지닌다. 물리적으로는 격리되어 있

으나 시각적, 청각적으로는 연결된 중정 데크는 단지의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된다. 데크를 가로지르는 S자 보행축은 한층 아래로 파여 

있어 성큰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와 단지를 이어준다. 또한 이 보행로 주변으로 편의점이나 생활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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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의 주민들이 외부의 공간과 자연스럽게 

엮이도록 한다. 

3. 3. 2. 야마모토 리켄의 집합주택과 지역사회권의 간극 

야마모토 리켄은 지역사회권을 제안하며 현대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물신주의의 맥락에서 형성된 사적인 절대성과 거주의 상실을 비판한다. 

그리고 사회상의 변화에 힘입어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살펴보겠지만 야마모토가 건축을 통해 지역사회권을 실천했

다고 말한 건축물들은 그다지 성공적으로 작동하지는 못했다. 

이는 야마모토가 지역사회권 내의 삶의 모습을 제안하면서, 건축이 

행위들의 매개체가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원인이 있다. 앞서 2

절의 1항에서 말했듯 야마모토는 본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고정된 관념들을 재편하여 공간에서 다시 구현하기를 원했다. 이는 

루이스 칸이 먼저 이야기하였고, 엑세터 도서관이나 솔크 연구소와 같은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설계함으로써 이미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호기심인

지 타당성이 입증된 선언이었다. 

하지만, 지역사회권은 시설의 범주에서 다루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복

잡한 개념이다. 공간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고 가능성 있는 

행위들을 담아주는 것까지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위를 촉발시

키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가능성이 잠재된 공간

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한들, 누군가 나서서 사용하는 힌트를 주지 않

는 이상 사람들은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주거 공간에 사람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 쉽게 반감을 갖는다. 주거는 머무르고 사

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변화를 달

가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자발적으로 조율하고 공유

하는 과정 없이 공간적으로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구현한다면 사람들의 

일상과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권의 실천을 위해서는 앞서 정리한 세 가지 구조가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공간적 바탕은 충분조건이지만, 공유의 방식은 필연조건

이다. 야마모토의 집합 주택 사례들은 공간적 바탕을 조성하여 공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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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구성되어 있다. 야마모토는 

책에서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제안하였으나, 실제 집합주거의 설계에

서는 건축적 요소들의 구현에만 그치고 있다. 이것은 건축가가 삶의 방

식을 제안하고 지시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자리잡는

데도 내홍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젝트가 단지형으로 발주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맞추어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렇기 때문에 지역사회권의 구현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에서 지역사회권을 실천하기 위해 설계한 판교 월든힐스 2단지와 

논문의 중심 사례인 LH 강남 3단지에서도 건축적 제안만이 반복되고 있

다. 4장에서는 LH 강남 3단지에서 지역사회권 실천을 위해 제안한 건축

적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5장에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

고 있으며 지역사회권의 실천에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장 LH 강남 3단지 분석 

4. 1. LH 강남 3단지 건립 배경 및 목적 

4. 1. 1. 아파트 단지형 공공임대주택 

2장에서 서술하였듯이 한국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일반적 
주거 단지 개발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민 없이 건설되어 왔다. 대개 대

단지형으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 중 몇 개의 단지를 공공임대주

택 전용으로 할당하고, 그 중 한 단지는 임대 후 분양주택, 한 단지는 국

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형으로 계획하는 양상이 반복되었다. 많

은 양을 빠르게 지어 공급하도록 계획되면서, 공공임대라는 특수한 성격

은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와 같이 지어져 왔다. 
분양형이 아닌 이상 최소 20년을 한집에서 사는 것이 보장되는 공공

임대주택은 주거 내부를 어떻게 거주를 위한 장소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까 고민해야 하고, 오랜 기간 주민들끼리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다같이 
활용하는 단지 내부의 시설들을 잘 구성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형 공공임대주택들은 집합주택을 일반해로 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 단지가 가진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 형성의 어려움이 그것이다. 아래의 예에서는 단지

형이 야기하는 문제들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이어서 이 사례들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3절에서 LH 강남 3
단지를 분석하여 지역사회권을 실천하기 위한 특수한 공간적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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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초지구 공공임대주택 

<그림 4-1> LH 서초 보금자리주택(3, 4, 5단지) (좌) 
<그림 4-2> LH 서초 3단지 (우) 

서초지구 공공임대주택은 총 3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지가 
강남 보금자리주택과 유사한 구성인데, 서초 A4블록은 10년 공공임대주

택이고, 서초 A5블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LH 강남 3단지와 유사

하게, LH 서초 3단지는 국민임대 440세대와 장기전세 250세대, 영구임대 
100세대의 혼합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단지는 전 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리 아래 장기간 활용될 것이다. 

<그림 4-3> LH 서초 3단지의 한 동과 동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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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동 사이의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그림 4-3>과 <그림 4-4>에서 보면 알 수 있듯 LH 서초 3단지는 고

층의 타워형 아파트 동이 5개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로 공공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4-3>의 오른쪽 배치도를 보면 동 사이의 공용공간

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주차장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보행 공간 및 주민시

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지의 공공시설로는 아파트 상가

와,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텃밭이 있다. 주민 
시설은 동과 큰 연계 없이 동 사이에 놓여 있다. 

<그림 4-5> 공공의 공간과 접하는 부분 

<그림 4-6> 개별 주호로 들어가는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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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LH 서초 3단지는 복도식 아파트

이다. 그러나 복도를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복도가 어둡고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외부와 접촉이 용이하지 못해 통로 이외의 역할은 할 수 없게 되어있

다. 주호에서 복도 반대편에 위치한 베란다 또한 주민들이 외부와 닿은 
공간으로 인식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

지로 동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림 4-6>처럼 깊이 위치해 있거나 일상

적인 동선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들과 연계가 떨어진다. 또한 
사람들이 입구에서 무언가 할 가능성도 그만큼 감소한다. 이는 아파트라

는 주거 기계가 보여주는 거주 상실의 단적인 예로, 통로들이 지나간다

는 기능 하나에만 너무 충실하고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풍경이다. 

(2) 은평, 고덕지구 공공임대주택 

<그림 4-7> 상림은평뉴타운 1단지 롯데캐슬 
출처 – 다음 지도 

은평지구 공공임대주택은 SH 공사 주도로 이뤄진 ‘은평뉴타운’ 사업

의 일환이었다. 대규모의 개발사업으로 10개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

설하는 사업이었다. 단지마다 비율은 다르지만 국민임대주택을 포함시켜 
분양하게 되었다. 은평뉴타운 1차개발은 총 12개 단지가 임대주택을 포

함하고 있다. 적게는 단지당 77세대부터 많게는 403세대까지 총 1699세

대의 국민임대주택이 분양되었다. 
12단지 모두 아파트와 혼합형으로 구성하여 일반 아파트 단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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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갖는다. 상림 은평뉴타운 1단지가 707세대 중 403세대가 국민임

대로 분양되었다. 동과 동 사이의 공간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구획되어 
있고, <그림 4-7>에서 단지 중심에 배치한 녹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의 아파트 단지들은 주차 수요를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여 대부분 충족시

키고, 동과 동 사이에 생기는 지상의 공간은 지상 주차공간으로 사용하

거나 녹지, 놀이터 등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대개 이 공용시설들은 사람

들과 어울려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개인이나 한정된 몇몇만이 사

용하게 된다. 상림 은평뉴타운 1단지도 지상공간에는 주차장을 두고, 자

투리 공간에 놀이터나 주민시설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단지의 중심에

는 주차장을 두지 않고 녹지와 휴게공간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단지의 
중심에 배치한 녹지와 주변의 세대 간의 관계 맺음이 부재하고, 녹지와 
주변의 공동 공간 또한 지나가는 것 이외의 행위가 개입하기 어려워 단

지 내의 관계 맺음이 부족하다. 

<그림 4-8> 고덕 리엔파크 3단지 
출처 – 다음 지도 

고덕 리엔파크 3단지 또한 은평지구 국민임대주택과 유사하다. 총 
2283세대 중 1814세대가 국민임대주택인 이 단지는 한 단지의 임대주택 
개수가 은평뉴타운 1지구보다 많을 정도로 한 단지의 크기가 크다. 하지

만 주민 공동시설이 단지 내부에 많지 않고, 동과 동 사이는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그림 4-8>과 같이 동과 동 사이의 공간에 녹지와 벤치를 두고 
동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두는 배치조차 많지 않고, 이마저 한 동의 입구

만 녹지를 향하고 있어 단지의 주민들끼리 접촉하는 기회가 많을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공간 구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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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형 공공임대주택들은 기존 아파트 단

지의 배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는 지역에 대한 무신경

함을 상품성이나 마케팅의 측면에서 변명할 여지라도 있지만 공공임대주

택들은 거주에 대한 고려가 결핍된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서 오랜 기간 
살아가도록 방치한다. 

4. 1. 2. 서울강남지구 디자인시범 주거단지 국제공모 

국민임대주택 정책이 2008년에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서울의 주거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세곡동 지역에 대규모로 주거단지를 세우는 계획이 세워졌다. LH는 단지 
계획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주도하였다. 이때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

택을 포함한 단지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개념을 
답습해오던 공공임대주택에서 탈피할 필요성을 느끼고 새로운 거주의 형

태를 제안하는 집합주거를 현상설계를 통해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

해 서울 강남지구 디자인시범 주거단지는 2개 단지에는 국내·외 건축가

들을 지명하여, 1개 단지에는 젊은 국내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현상설계가 
진행되었다. 

전술하였듯 주거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주도적으로 수많은 공공

임대주택 단지를 지어왔다. 그러나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획일화된 공

공임대주택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을 제안하자는 
목표의식에 다다랐다. 따라서 서울 강남지구 디자인시범 주거단지 현상 
설계의 목표는 ‘가장 세련된 공공주택 디자인을 한국의 공공주택에 실질

적으로 적용하고 소개하는 것’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는 
것을 넘어 단지의 가치가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 정

도의 공공주택의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제안하는 것’이었다.70)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현상안에 대한 심사는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이뤄졌다. 이는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의 제안’ 그리고 ‘실험성/명품

으로서의 가치’, 마지막으로 ‘조경/지형에 대한 고려’였다. 또한 심사위원

70) LH and 한국건축가협회, 서울 강남지구 디자인시범 주거단지 국제공모 작품집 (서울:
LH, 2010).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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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심사 과정에서 공공주택의 유형적, 형태적, 공간적 구조와 관계, 그

리고 도시의 컨텍스트와 지형과의 관계 등의 탐구를 바탕으로 한 실험성

이 새로운 공공주택의 제안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 조건임이 논의되었

다. 71 ) A3블록과 A5블록은 묶인 채로 현상설계가 진행되어 한 건축가가 
두 단지 모두 설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A4블록은 한 건

축가가 오롯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A3블록과 A5블록은 국내·외 저

명한 건축가들을 지명하여 현상설계를 진행하였고, A4블록은 국내 젊은 
건축가들로 한정하여 현상안을 모집하였다. 각각 5개의 팀이 참여한 현

상설계에서, A3와 A5블록은 각각 야마모토 리켄과 프리츠 반 동겐이 당

선되었고, A4블록은 협동원이 당선되었다.  
먼저 A3 블록(LH 강남 3단지)에 대한 분석에 앞서 A3 블록과 함께 

준공된 A5 블록과 A4블록을 소개하고자 한다. 두 단지 모두 앞서 소개

한 심사 기준에 준거하여 현상안이 당선되었고, 심사 결과에서 지적되었

던 개선사항과 시공사 및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하였다. 

<그림 4-9> LH 강남지구 디자인시범 주거단지 
출처 – Google Maps (좌), www.asiae.co.kr (우) 

(1) LH 강남 힐스테이트 (A5 블록) 

71) 같은 책.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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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LH 강남 힐스테이트 
출처 - LH and 한국건축가협회, 앞의 책, 2010 

<그림 4-11> 블록 유형 계획 개념 
출처 - LH and 한국건축가협회, 앞의 책, 2010 

LH 강남 힐스테이트를 설계한 Frits van Dongen(van Dongen – Koschuch 
Architects and Planners)은 네덜란드의 건축가로, 암스테르담의 The Whale이
라는 집합주택을 필두로 다양한 집합주택을 설계해 왔다. 

동겐은 현상안에서 본 단지의 계획 개념을 다이아몬드 형태를 가진 
블록 유형으로 설명한다. 그는 단지 내에 커뮤니티 조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앙 정원을 가진 블록형을 채택하였다. 블록형은 공동 공간과 
외부의 공용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동겐은 블

록 유형을 통해 the Whale에서처럼 단지 내에서 Public, Communal, Private
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공동체의 형성에 바탕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 했다. 야마모토와 다른 점은 <그림 4-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ublic을 외부로, Communal을 내부로 인식하며 Private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LH 강남 힐스테이트는 블록들의 형태를 조절하고, 산의 모양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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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하여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려 하였다. 그렇기에 블록형임에도 불구하

고 10층 이상의 높이를 가진 주거동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그림 4-10>
과 같이 고층의 블록이 중정을 감싸고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블록이 다이아몬드형인 것은 향에 대한 고민으로 동, 서향 세대를 최

소화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다. 또한 타워형을 결합하여 블록형에서 고

층 세대를 혼합하면서 향과 환기와 조망을 동시에 고려했다. 전체 동선 
계획에서는 자동차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였고, 보행동선을 통해 단지 
내부와 공동공간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펴져 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

다. 

<그림 4-12> LH 강남 힐스테이트의 중정 

그러나 LH 강남 힐스테이트의 중정은 사람들이 활용할 여지를 충분

히 주고 있지 못하다. 매 중정마다 똑같이 놀이터와 주민운동기구를 두

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중정이 거

대한 블록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에 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세대들과 관계를 가지고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아

파트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지나치는 공간이 될 뿐이다. <그림 4-12>
를 보면 알 수 있듯 중정이 지형에 의해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사람들

이 어울리기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한다. 또한 <그림 4-11>에서 제시한 것

처럼 Public과 Communal의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지도 못하고 있다. 중정

의 크기 또한 너무 커서 개별 주호와 시각적, 공간적 연계가 충분히 이

뤄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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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LH 강남 힐스테이트 59A / 81A 단위세대 평면 
출처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 [A5 BL] 팜플렛 

아파트 주호 설계는 현상단계와 실시단계가 차이를 보이지만, 공용 
공간을 최대로, 사적 성격의 외부공간인 발코니를 배치하고, 코어당 세대 
수를 늘리는 것은 현상단계부터 유지된 개념이다. 반 동겐은 새로운 공

동주거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복층형 평면을 도입한다. 그러나 평면상에

서 크게 새로운 제안은 없다. 한국의 아파트와 유사하게, 거실이 안쪽에 
있다거나, 방들의 배치가 일반 아파트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거주의 관

점에서 새로운 제안이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LH 강남 힐스테이트의 세대 분포를 살펴보면, 505동은 장기전세주택 

370세대가 입주해 있고, 501동부터 504동까지는 최종 분양 형태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이 419세대, 분납임대주택이 510세대로 총 969세대가 입주

해있다. 한 동에 장기전세주택을 전부 배치하는 것은 10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가 최종적으로는 분양되어 민간 소유의 건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내에서의 Social Mix 관점에서 보면 아쉬운 것이, 가장자리

의 1개 동이 장기전세주택에 할당되어 있어, 접근 방법이 달라지고, 관리

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도 구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

다. 

(2) 강남 브리즈힐 (A4 블록) 

이민아(협동원)가 설계한 강남 브리즈힐은 현상설계에서부터 과감한 
평면계획과 단지 구성이 돋보였다. 현상안에서는 외부에 접하는 방식을 
극대화한 평면들을 얼기설기 배치하고, 외부 복도의 배치를 통해 거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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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 주고자 했다. 

<그림 4-14> 강남 브리즈힐 
출처 – 서울강남보금자리 A4BL 팜플렛 (좌) 

초기 디자인 공모에서는 A4블록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였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형 주택의 거주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으로 계획이 시작되었다. 주거공간의 내·외부 모두가 구

체적 일상공간임을 인식하고, 그 관계들을 어떻게 중첩시키고 엮어가는

가가 강남 브리즈힐의 단지 계획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다. 그렇기 때

문에 단지 – 주거동 – 주호 간의 계획에 위계를 두지 않고 각각의 관계

가 맺어지는 사이사이를 생활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하려 했다. 이를 위해 주호의 반복 배치에 의해 단지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호를 잇는 외부공간의 배치를 통해 공간을 구획하고자 했다. 

이후 단지의 성격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바뀌었으나 공간의 배

치 개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레벨에 따른 단계별 중정의 배치를 통해

단지 입구부터 현관까지 이동하는 동안 모든 경로가 보행공간이면서 생

활공간이 되도록 했다. 이는 중정마다 다양한 공용시설들을 시각적, 물리

적으로 중첩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그림 4-15>와 같이 공

용 공간이 건물에 둘러싸인 채 반복되고 있으며 각각의 주호와 시각적으

로, 물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주거 내부와 외부가 접촉될 기회를 늘려주어 공

동체의 형성에 바탕이 되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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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강남 브리즈힐 주동 계획 

강남 브리즈힐은 이와 같은 공용 공간의 계획법이 주호의 평면과 적

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민아는 세대를 계획하면서 외부의 공용 
공간으로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발코니를 주호의 양 편에 배치하며 아파

트 내부의 주민들간의 공간과 거주공간을 밀접하게 만들어 공명할 수 있

도록 했다. 

<그림 4-16> 강남 브리즈힐 84A / 84B 단위세대 
출처 – 서울강남보금자리 A4BL 팜플렛 

이와 같은 계획은 평면이 ㄱ, ㄴ자로 계획되어 일조량 극대화 및 외

부공간과의 접점을 늘리는 것을 통해 가능해졌다. 평면의 한 축을 고정

하면서, 다른 축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거실 폭이 넓

지 않기 때문에 양면이 외부와 접하도록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외

부와 접촉면적이 넓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확장형이 아닌 외부와

의 교류 공간으로 작동하는 외부 발코니를 두었다. 초기 의도는 외부와 
접하는 공간을 늘려 적극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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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었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에서는 
발코니는 확장형 베란다의 인습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을 확장형으로 시

공하여 외부와의 접촉 기회는 줄이고, 내부를 늘려버렸다. 비록 발코니의 
역할은 사라졌으나 넓은 외부와의 접촉 면적은 남아 양면이 외부와 접하

는 거실이 되었다. 
강남 브리즈힐은 전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국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지을 땅을 임차해

주고, 주민들은 건설비에 해당하는 돈만 지불하면 되는 제도이다. 그렇기

에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내집마련의 디딤판이 되어줄 수 있는 국가적 
정책이다. 

4. 1. 3. LH 강남 3단지의 구성 

<그림 4-17> LH 강남 3단지 
출처 - http://gaa-arch.com 

LH 강남 3단지는 세곡동 보금자리 단지에 전부 저소득층 임대를 위

해 지은 단지로 야마모토 리켄(Riken Yamamoto & Field shop)이 Ga.a 건축

과 협력하여 설계한 단지이다. 2010년에 현상설계를 모집하였고, 2011년에 
<地域社会圏主義(지역사회권주의)>가 출간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권 개

념과 시기적으로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번역본 <마음을 연결

하는 집>의 마지막 장에서 ‘한국에서의 지역사회권’을 이야기하며 LH 
강남 3단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권의 실천 전략에 대한 힌

트들을 찾아내는 데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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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LH 강남 3단지 배치도 
출처 – LH 

LH 강남 3단지는 남동향의 판상형 아파트가 나열되어 있다. 배치상

으로는 저층형과 고층형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한국의 판상형 
아파트 배치와 상당히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저층형은 두 동의 입

구가 마주보고 가운데 공간을 마주본 공간의 주민들끼리 공유하는 것이 
유사한 구성이다. 고층형은 남향으로 정렬되어 일조를 확보하며 엇갈려

서 배치되어 있는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의 유사성은 작

은 차이들을 통해 기존의 아파트 단지의 배치에서 드러나는 단절의 성격

을 극복하고 있다. 기존의 캐릭터가 없던 공용 공간에 마주본 동의 주민

들이 함께 활용하는 공동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고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

해 주는 것 등의 미세한 조정이 이뤄졌다. 3절에서 이러한 차이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개별 주호의 평면에서는, 중소형 규모의 평면이 어떻게 공동 공간과 
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다. 복도와 닿아 있는 사랑방 공간 72 )

이 곧 집의 거실이자 단지의 구성원들을 마주치는 공간의 연장이 되는데, 
현상안에서 이것은 방을 구획하는 방식에 따라서 외부와 개방 정도가 다

72) 명칭은 사랑방 공간이지만 한국의 사랑방 개념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전의 집합주

택 설계에서 이용해온 문지방 공간의 명칭을 한국에 맞추어 사랑방이라는 용어를 사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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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접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어지는 과정에서 방의 구획이 고

정화되고, 거주자가 거실의 깊이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공간

의 성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유리로 된 외피만 남은 사랑방 공간은 모두

가 시트지를 붙여 가려야 하는 불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표 4-1> LH 강남 3단지 유형별 구성 
출처 – LH 강남 3단지 팜플렛 

LH 강남 3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으로 구성된 공공임대

주택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급을 위한 분배가 정해져 있었다. <표 4-1>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임대는 36형과 46형, 영구임대는 21형과 29형

으로 구성되어있다. 영구임대가 총 192호로 전체 단지 세대수의 18% 정

도를 차지한다. 영구임대 한 가구당 평균 거주자 수가 2인이 안 되기 때

문에 전체 거주자 인구 비율에서는 18%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73) 

LH 강남 3단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성원 집단 두 개는 
사업지구 철거민들과 신혼부부들이다. 국민임대의 우선공급자에 해당하

는 두 집단은 기존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과 지속을 담당한다. 

73 ) 영구임대주택 가구원수 평균 1.9명, 국민임대주택 가구원수 평균 2.7명 (출처 – 국토

연구원, 2011년 주거실태조사 조사보고서) 

임대 
유형 

공급 
형별 

주택 
유형 

건설 
호수 

공급호수 보증금 및 임대료 (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고령
자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용 공용 합계 

계 계약금 잔금 

국민 
임대 

36 
(557호) 

36L 84 
- 460 72 

18,400 3,700 14,700 230 

36.62 19.94 78.37 

36Ta 448 36.08 20.26 77.76 

36Te 25 25 - - 36.05 20.28 77.73 

46 
(316호) 

46L 72 

- 299 17 39,400 8,000 31,400 327 

46.71 24.93 99.37 

46Ta 128 46.01 24.62 97.94 

46Tb 64 46.05 24.94 98.32 

46Tc 52 46.01 24.62 97.94 

영구 
임대 

21 
(62호) 21L 62 - 12 50 1,840 360 1,480 36.6 21.78 12.44 47.75 

29 
(130호) 

29L 94 - 18 76 
2,480 490 1,990 49.5 29.43 16.23 63.13 

29Le 36 -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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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LH 강남 3단지와 지역사회권 실천의 특수성 

이 절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지역사회권 개념과 LH 강남 3단지를 포

함한 야마모토 리켄의 설계 사례들을 종합하여 앞서 살펴본 한국의 아파

트 단지형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고, 야마모토 리켄이 LH 강남 3단지에

서 구현한 기존의 아파트와 다른 공간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

한 공간 요소들은 야마모토가 지역사회권 실천을 위해 제안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지역사회권을 만들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권은 모여 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공간적 실천 
전략 또한 공공 공간의 조성 방식과 공공 공간과 개별 주호(사적 공간)
가 만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야마모토는 한국에서 이러한 조합 방식

을 어떻게 구현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야마모토는 <마음을 연결하는 집>의 마지막 장 ‘지역사회권을 시도하

다’에서, 한국에 지어진 2개의 집합주택을 한국에서 지역사회권을 시도

한 사례로 들고 있다.74) 이를 바탕으로 야마모토가 LH 강남 3단지를 설

계하며 지역사회권을 구현하기 위해 공간으로 제시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한국의 일반적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와 비

교하여, 어떤 부분들이 지역사회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 이해한

다. 그리고 지역사회권 실천 구조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과 공동체

의 범주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지역사회권의 실천이 가능한지 살펴본

다. 

74) Riken Yamamoto, 마음을 연결하는 집 :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역사회권, trans. 이정환

(파주: 안그라픽스, 2014).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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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1. 동의 배치와 단지계획 

(1) 동의 배치에 따른 공동공간의 구획 

<그림 4-19> 야마모토 리켄의 집합주택단지 구성법 

지역사회권을 공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야마모토의 집합주

택 단지 계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성 방법은 구성원들의 공용 공

간과 공동 공간의 구분과 구획에서부터 출발한다. 야마모토의 단지 구성

법에 대한 최초의 고민에 대한 다이어그램은 호타쿠보 하우징에 적용된 
<그림 3-5>의 다이어그램이다. 이것은 개인이 구성하는 가족, 가족(혹은 
새로운 집합)이 구성하는 집합주택 단지에서 벌어지는 삶의 모습이, 다

양한 교류가 자연스럽게 행해지면서도 개별의 삶이 적합하게 담기는 형

태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배치이다. 호타쿠보 하우징, 요코하마 공공주

택, 판교 월든힐스 2단지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 배치는 <그림 
4-19>의 다이어그램으로 종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단지 구성법에서는 세 가지의 성격으로 단지의 공간을 구분할 수 있

는데, 이는 공동/공공/사적의 특성들이다. 개별 주호는 상대적으로 사적

이다. 그러나 공동(Common)공간에 개방적으로 접해 있다. 공동 공간은 
물리적으로 공공(Public)과 이격되어 있다. 이것은 접근의 관점에서 분리

가 일어난 것이고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는 공공과 긴밀하게 관계가 
맺어져 있다. 

야마모토의 하우징에서는 이러한 단지 구성법이 꾸준히 반복된다. 호

타쿠보 하우징은 이 단지 구성법의 원형이다. 호타쿠보 하우징은 공동 
공간과 공용 공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동 공간으로는 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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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후 요코하마 공공주택에서는 공동 공

간의 규모나 공동 공간을 공유하는 세대의 수가 줄어들었고, 물리적인 
분리가 완화되면서 공동 공간과 지역 사회가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단지 구성법의 공동 공간은 벤야민이 나폴리에서 발견했던 
도시의 다공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 공간에서 드러

나는 공간적 속성들은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다. 개별 주호가 공동 
공간을 향해 열려 있고, 사람들은 공동 공간에서 실내를 재구성할 기회

를 가진다. 공동 공간은 공공 공간과는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형태를 갖

는데, 이는 다공성은 외부인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속성을 공간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오스카 뉴먼은 공동 공간의 속성을 ‘준’ 사적, 혹은 ‘준’ 공적 개념으

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김광현에 따르면 “현실 속에 있지도 않은 
개념상의 용어”일 뿐이고, 단지라는 물리적인 공동체 안에서 사적인 공

간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75) 
그럼 공공과 비교되는 공동이란 것은 무엇인가 질문해 볼 수 있다. 

김광현은 공동성(commoness)을 “인간 안에 있는 공동적인 것”이라 설명

한다.76) 또한 공동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

니라, 그 건축만이 지니는 단독성을 얻기 위함”이다.77) 그렇기 때문에 공

동 공간(Common Field)은 각각의 주거가 직접 닿아있는 공동의 장소이고, 
그곳에 비추어 각각의 주거에 차이를 드러내는 공동의 바탕이 되어주는 
공간이다. 

두 개의 동이 마주보며 생기는 마당이 열린 마당의 역할을 하고, 마

당으로 묶이지 않고 등진 두 개의 동 사이의 공간은 퍼블릭 패스로써 단

지 외부에서 주호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자, 물리적으로 열린 마당과

는 구분되지만 시각적, 청각적으로는 연계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

간 구성들을 통해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층위의 공적인 공간들이 중첩

되도록 했다. 현상안에서는 열린 마당에 텃밭을 두어 주민들이 적극적으

로 공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고 했다. 텃밭은 지어지면서 저층부 옥상

75) 김광현, 건축 이전의 건축, 공동성 (서울: 공간서가, 2014). p.144
76) 같은 책. p.66
77) 같은 책.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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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치되었고, 퍼블릭 패스는 차량 동선과 중첩되며 또 다른 마당의 
역할은 약화되었다. 또한 단지 내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배치하고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삶이 전개되는 다양한 방식

들을 제안하였다. 당선되며 야마모토가 한 개의 블록을 담당하게 되면서 
커뮤니티 시설들의 프로그램 다양성이 줄어들었으나 단지 주민들에게 필

요한 시설들에 공간이 집중되면서 사용성은 증가하였다. 
LH 강남 3단지의 열린 마당 배치는 7~80년대에 한국에 지어진 판상

형 아파트들의 공간 구성과 유사하다. 판상형 아파트들은 이 양면의 공

용 공간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그림 4-20>의 오른

쪽과 같이 LH 강남 3단지와 유사하게 마주본 두 동의 입구를 한 공용 
공간에 배치하고 등진 두 동의 사이에는 녹지를 두는 배치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이는 두 동의 주민들이 하나의 공용 공간에서 집으로 진입하

게 된다. 다음으로 <그림 4-20>의 왼쪽과 같이 한 동의 입구 부분에 주

차장을, 뒷부분엔 일정 면적의 녹지를 두는 배치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입구 부분의 공용 공간이 오롯이 한 동의 주민들에게만 할당된다. 
앞서 고덕 리엔파크 3단지에서도 발견하였듯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배치의 방식이다. 

<그림 4-20> 과거 아파트 단지 배치(좌 - 개포주공아파트, 우 - 가락시영아파트) 
출처 – 다음 지도 로드뷰 

과거 아파트들은 동 사이를 녹지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았다. 예전에

는 이러한 녹지 공간이 아이들의 놀이터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지하주차

장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 현관이 마주하는 부분에 주차장을 두고 두 동

의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동시에 사용하였다. LH 강남 3단지의 배치는 
이런 배치와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은, 두 
동의 입구가 마주한 공간을 오롯이 주민들이 어울리는 공간으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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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등을 마주 댄 공간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고 조금 더 공적인 공

간으로 만들어 성격을 구분해 냈다는 것이다. 

① 동선 구획

LH 강남 3단지의 동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자동차 동선, 외부

인 동선, 내부인 동선이 그것이다. 자동차 동선과 외부인 동선은 거의 유

사하다. 특히 LH 강남 3단지를 거치는 외부인들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자신의 집으로 가는 LH 강남 힐스테이트의 주민이 많다. 따라서 외부인

들과 내부인들을 동시에 포용 가능한 동선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동선의 분리가 공공 공간과 공동 공간의 구분을 만들어주기 때

문에 단지 전체의 공간 구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지의 주민들이 나

누어 사용하는 공간과, 단지의 경계에 의해 외부와는 구분되어 있지만 
누구든 쉽게 왕래가 가능한 공간의 구분이 LH 강남 3단지 공간 구획의 
규칙이 되어 준다. 

② 퍼블릭 패스 (Public Path)

LH 강남 3단지의 주민들은 두 개의 마당을 갖는다. 이것은 각각 퍼

블릭 패스와 열린 마당이다. 외부로부터 단지로 진입해서 처음으로 도달

하는 곳이자, 앞서 말했듯 소속 구분 없이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단지로 걸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길이 되어 주는 곳이 퍼

블릭 패스다. <그림 4-21>과 같이 퍼블릭 패스에서 남쪽으로는 열린 마당

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옥외 주차장, 북쪽으로는 옥외 주차장과 지하 주

차장 입구가 자리해 있다. 
퍼블릭 패스는 대부분 세대의 발코니와 부엌 쪽에 해당한다. 외부와 

접하는 면이 유리로 되어 있지만 부엌부분은 가려진 유리로 되어 있고, 
방에 접한 발코니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시야의 간섭이 적어 주민들이 
투명한 유리를 그대로 둔 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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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퍼블릭 패스를 중심으로 한 1층 평면 
출처 – 도면 LH 제공 

<그림 4-22> 퍼블릭 패스로부터 열린 마당으로 진입하는 현관 
좌) 현관에서 정면에 위치한 계단실 / 우) 현관에서 열린 마당으로 가기 직전의 공용시설 

퍼블릭 패스에서 열린 마당으로 진입하도록 열려 있는 현관은 넓게 
구획되어 있고, 들어서면 4층 높이의 높은 층고를 갖는 아트리움이 있다. 
현관은 문으로 닫혀있지 않아, 사람들의 진입을 쉽게 한다. 현관을 통해

서는 열린 마당과 집으로 향하는 복도에 도달할 수 있다. 
열린 마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면에 한 집의 현관이 위치하지 

않도록 배치가 조정되어 있다. 퍼블릭 패스를 공유하는 외부인으로부터 
열린 마당 방향의 시선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부분 다음 동의 계

단실이나 엘리베이터 공간이 정면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거나, 들어가면

서 양면을 유리문으로 만든 주민 공용시설을 맞이하게 두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쉽게 접촉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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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열린 마당 (Common Field)

<그림 4-23> 열린 마당을 중심으로 한 1층 평면 (일반형) 
출처 – 시공 도면 LH 제공 

커먼 필드는 야마모토의 첫 집합주택인 호타쿠보 하우징에서부터 등

장한 공동의 공간이다. LH 강남 3단지에서는 한국의 전통 공간의 이름을 
차용하여 열린 마당으로 칭했다. 다공성의 배경이 되는 장소로, 열린 마

당을 공유하는 주민들끼리는 삶의 연장이 되는 공간을 공유하게 된다. 
퍼블릭 패스는 동과 동의 묶임과는 관계없이 단지 주민 누구나, 혹은 

외부인까지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물리적, 시각적인 접근성을 가진 
공간이라면 열린 마당은 물리적으로 퍼블릭 패스를 거치지 않고는 접근

할 수 없도록 격리된 공간이다. 그러나 약간의 시각적 제약을 제외하고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지 않고 있다. 

<그림 4-24> 열린 마당 

열린 마당은 일상성의 확장 공간으로써 기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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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활동의 바탕이 되어 준다. <그림 4-24>에서처럼 열린 마당에 평

상의 형태의 넓은 벤치가 설치되어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고추를 말

리기도 하고, 경로당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며,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열린 마당은 참여 공간과 사랑방 공

간의 연장으로써 주민들이 앞마당처럼 편하게 사용 가능한 공간이 된다. 
LH 강남 3단지에서는 색깔로 공동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배치상 한 

열린 마당을 공유하는 3~5개의 동이 한 가지의 색으로 칠해져 구분되고 
있다. 하나의 열린 마당을 공유하는 301동부터 303동까지는 초록색, 304
동부터 308동까지는 빨간색, 309동부터 312동까지는 파란색, 313동부터 
315동까지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④ 브릿지

<그림 4-25> 브릿지 단면 및 평면 
출처 – 도면 LH 제공 

<그림 4-26> 브릿지에서의 공간 전이 

브릿지는 LH 강남 3단지에 존재하는 레벨 차이를 자연스럽게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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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열린 마당들을 연속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한

다. 열린 마당에서 커뮤니티 시설 사이로 한층 올라가면 브릿지가 있는 
데크가 나온다. 브릿지를 따라 건너면 퍼블릭 패스를 한층 위로 가로질

러 다음 동의 열린 마당으로 이동할 수 있다. 
브릿지는 열린 마당의 배타적 성격을 단지의 차원에서 해소하고 있다. 

지대의 높이 차이로 인해 동 간의 연속성이 사라지면서 열린 마당이 마

주본 동들의 사이에서만 공유될 수 있었으나 브릿지를 두어 퍼블릭 패스

를 거치지 않고 열린 마당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2) 커뮤니티 시설 

야마모토의 지역사회권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 중의 하나는 공용 공간

의 비율과 전용 공간의 비율을 치환하는 것이다. 전용 공간에 포함된 시

설들을 공용 공간에 배치하고, 전용 공간은 삶의 행위를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안은 실제로 그의 설계에서는 직접적으로 구현된 
적은 없다. 가령 부엌과 화장실과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용 공간에 중복되어 배치되어 있던 것을, 공용 공간으로 꺼내어 나누

어 사용하고 전용 공간에는 조금 더 공간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

본의 경우 셰어하우스의 형태로 그의 제안과 유사한 형태의 삶을 꾸려가

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1인 주거에 해당하는 가구의 형태가 대부분이

다. 야마모토가 설계한 집합주택들은 단위 주거의 규모가 작지 않아 그

가 주장하는 1가구 1주택 개념의 철폐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용 공간의 비율을 과감히 늘리는 제안 또한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공용 시설과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커뮤니티 시설의 형태로 단지 
주민들에게 공동 행위의 바탕이 되어 주는 시설들은 그의 최근 집합주거

들에서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공동 공간과 연계되어, 
무지향적이고 다목적인 공동 공간의 성격을 보완하고, 특수한 행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지원을 해 준다 

커뮤니티 시설들은 공동 공간에 맞닿아 있어 공동 공간에 특징을 부

여하고 행위를 구체화한다. LH 강남 3단지에서는 색으로 구분된 공동공

간에 한 개 혹은 두 개의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4-27>과 
같이 어린이집, 경로당, 사랑방, 작은도서관, 운동시설 등의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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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간을 마당 삼아 전개되고, 각 마당에 특색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이 열린 마당을 운동장처럼 사용하고, 간간히 어

린이집 밖으로 아이들이 나와 내는 소리들이 열린 마당을 채운다. 또한 
사랑방이나 경로당의 경우 종종 열리는 점심 나눔이나 잔치를 열린 마당

에서 해서 동의 사람들에게 활력을 전달한다. 

<그림 4-27> 커뮤니티 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사랑방, 작은도서관) 

LH 강남 3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은 각 시설이 매개시켜주는 사용자의 
특색이 연령이나 관심사로 묶이기 때문에,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

끼리는 교류가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고, 이것이 접촉의 기회를 늘려 
가며 커뮤니티를 만들어준다.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는 위치는 각각 브릿지 연결 부분으로 넘어가

는 공간의 1층에 남쪽부터 순서대로 관리사무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이 들어가고, 열린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정면에 위치한 커뮤니티 
시설은 순서대로 사랑방, 작은도서관, 경로당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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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2. 세대 공간 계획 

(1) 문지방 공간 

야마모토의 건축에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민감하게 드러난다. 그는 관습적인 심리적 거리감에 의해 물리적

으로 굳게 닫힌 경계가 만드는 소외의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제
안을 한다. 그것이 바로 문지방 공간으로 드러나는 경계 공간이다. 이 공
간은 명칭을 여러 번 바꾸고 있지만 개념은 유사하게 유지된다. 

문지방 공간이 바로 야마모토가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주거를 내
부로 향하게 만드는 사적 공간의 절대성을 철폐하고 주거의 본질, 혹은 
공동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한 공간이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성
격은 다르게 쓰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공동 공간의 연장으로 문지방 공
간을 인식하고 사용하도록 했다. 문지방 공간은 벤야민이 로지아에서 느
꼈던 공감각적 감각이 구현되는 공간이다. 또한 아케이드처럼 유리로 덮
인 채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거실이 되어준다. 실내이지만 
공동 공간의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공간인 것이다. 

호타쿠보 하우징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중정을 바라보

는 발코니와 코트에 접한 집의 외부 복도가 문지방 공간과 유사한 역할

을 했다. 시노노메 블록 1에서는 SOHO라는 이름으로 직주의 혼합이 이
뤄지는 장소이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시
노노메 블록 1은 넓지 않은 복도에 문지방 공간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흡사 아케이드를 산보하는 것 같은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림 4-28> 도큐멘타 우르바나 주택 전실 
출처 – Herman Hertzberger,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 수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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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방 공간의 예는 헤르츠버거의 건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도
큐멘타 우르비나에서 주거의 입구는 매개공간으로 표현된다. 헤르츠버거

는 입구를 매개공간으로 ‘구체화’하여, 사람들 사이의 교제에 꼭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78) 

주민들은 전실을 각자 개성 있게 해석하고 활용했다. 헤르츠버거에 
따르면 전실을 “계단의 일부이자 주거지의 연장”으로 보는 세대도 있었

고, “열린 복도로 여기고 집안과 같은 분위기가 나도록 꾸미”는 세대도 
있었으며, “안쪽 문을 진짜 현관문” 삼아 삶의 모습을 전실에 굳이 드러

내지 않는 세대도 있었다. 79 ) 야마모토의 문지방 공간 또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공동 공간의 연장이자 주거의 내
부로써 차이를 드러내는 공간이 되어 준다. 

<그림 4-29> 문지방 공간과 참여 공간 
출처 – 도면 LH 제공 

야마모토 리켄의 주거 설계에 문지방 공간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LH 강남 3단지에서는 문지방 공간을 한국 전통 공간 개념인 사랑방

으로 다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LH 강남 3단지의 사랑방은 문지방이라

는 같은 개념적 뿌리를 가진 다른 공간들보다 더 발전된 공간 개념을 구
현하고 있다. 이것은 사랑방과 접한 열린 마당 사이에 참여 공간이 개입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참여 공간은 복도의 공간을 의미한다. LH 
강남 3단지의 복도 공간, 특히 저층부의 그것은 각각 집으로 이어주는 
기능 이외에도 여러 역할을 한다. 열린 마당을 감싸는 공간이 되어주며, 

78 ) Herman Hertzberger,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 수업, trans. 안진이 (파주: 효형출판, 
2009). p.135 
79) 같은 책.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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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기 전 이웃과 한번 더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기

도 하다. 또한 LH 강남 3단지의 복도는 폭을 다양하게 확보하였기 때문

에 사랑방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흘러 넘친 일상을 담는 역할을 한다. 
아래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시공하면서 불거진 민원으로 사랑방의 창

호를 가리는 것이 지배적인 삶의 모습이 되면서 참여 공간에 사랑방의 
역할이 일부 넘어가게 되었다. 

(2) 참여 공간 

LH 강남 3단지의 복도는 개별 주호로 인도하는 공간이자 사랑방과 
맞닿아 삶을 담아내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만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아파트에서는 덜 선호되는 형태이지만 복도형을 선택하였다. 
A5 블록 또한 같은 이유로 복도형을 선택하며, 코어의 낭비를 지적한

다. 80) LH 강남 3단지의 경우 저층부는 층당 7세대가 1개의 코어를 공유

한다. 고층부는 3세대가 1개의 코어를 공유한다. 코어당 세대수가 얼핏 
많은 듯 하나 인원 수로 환산해보면 저층부에 1~2인용 세대가 많기 때
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림 4-30> 참여 공간의 활용 형태 

주민들은 참여 공간에 물건들을 적재하여 수납 공간처럼 활용한다. 
실내의 물건들이 실외로 나와 이질적인 풍경을 만들어준다. 일반적으로 
복도형 아파트에서 종종 복도의 끝에 위치한 세대들이 짐을 쌓아두는 경

80) LH and 한국건축가협회, 서울 강남지구 디자인시범 주거단지 국제공모 작품집.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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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으나 LH 강남 3단지에서는 복도가 개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1층에 위치한 세대들도 참여 공간에 짐을 쌓아둔다. 또한 
참여 공간에 존재하는 요철에 빨래 건조대를 두는 세대의 수도 상당히 
많다. 참여 공간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타입은 <그림 4-30>의 우
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테이블과 의자를 두는 형태이다. 주민들은 집
에서 나와 참여 공간의 테이블에서 열린 마당을 조망하기도 하고, 손님

을 맞아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문지방 공간을 참여 공간에서 재구성한다. 

(3) 문지방 공간의 표면 

문지방 공간의 실현은 주거와 외부의 공용공간이 접하는 경계면이 어
떻게 구성되었는가가 중요하다. 야마모토는 초기 건축부터 꾸준하게 이 
경계를 형성하는 표면을 철제 프레임과 유리로 구성해 왔다. 이를 통해 
시선을 열고 공간을 구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결국 문지방 공간

은 유리라는 재료의 물성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벤야민은 물신주의의 일시성에 대한 감각을 유리라는 “물성이 지각적

으로 미약”한 재료를 통해 강화한다.81) 그는 유리를 통해 유년기에 경험

한 밀실공포증의 대상인 부르주아 주택 내부를 해체하고자 하였다.82)  
유리 표면은 투과하면서 반사하기 때문에 상의 혼재가 일어난다. 야

마모토는 이것을 부대낌 공간의 표면으로 구축하면서 내부나 외부에 레
이어를 덧대어 깊이를 형성한다. 혹은 주호의 평면을 파고 들어간다든가, 
엇갈리게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동선의 깊이를 형성한다. 이렇게 주거의 
표면들의 조합 방식이나 주호의 조합 방식에 따라 만들어지는 깊이가 
Topographic Depth(지형학적 깊이)를 구현한다. Topographic Depth는 위계적

으로 구성된 공과 사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개방을 지양하고 깊이 
너머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만드는 공간적 구조를 형성한다.83)  

81) Brian Elliott, 건축가를 위한 벤야민, trans. 이경창 (서울: Spacetime, 2012). p.32
82) 같은 책.
83) Peter Carl, "Convivimus Ergo Sumus," in Phenomenologies of the City : Studies in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Architecture, ed. Henriette Steiner and Maximilian Sternberg (Surrey: Ashgate, 2015).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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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동의 표면 

야마모토는 유리의 물성과 Topographic Depth가 주는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주거 설계 외에도 꾸준히 유리를 통해 공간이 개방

됨으로써 얻는 효과를 고민하였고, 분석을 위해 선정한 주거 설계 사례 
이외에도 주거에는 유리를 통해 내부인들과 공유되는 공간을 만들어 주
었다. 가제보나 오카야마 주택 같은 단독주택에서도 방과 거실(공동 공
간)을 유리문으로 열어주려고 했다. 호타쿠보 하우징에서는 동 내부의 
코트에 접한 복도나, 중정 방향의 발코니와 실들에 유리를 활용하여 내 
외부의 접합과 깊이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요코하마 공공주택 또한 많
은 부분을 유리 창호로 둘러싸 공동 공간과 외부에 접하는 방식을 제안

했고, 외부 발코니 공간 등을 보이드로 처리해서 단지에 깊이감을 주었

다. 시노노메 코단의 유리 대문은 야마모토의 문지방 공간의 표준형이 
되었고, 중간중간 삽입한 보이드들이 복도와 단지 전체에 Topographic 
Depth를 만들었다. 판교 월든힐스 2단지는 한 층을 유리 표면으로 덮는 
벤야민식 이상향의 실천이었을 뿐 아니라, 매 세대의 배치를 엇갈리게 
두어 시선의 침투를 제어하고, 깊이를 만들었다. 

<그림 4-32> 문지방 공간 표면의 가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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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들은 문지방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그림 4-32>를 
보면 활용의 세 가지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가운데와 오른쪽의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다. 창 내부의 블라인드로 창을 선택적으로 가리는 
경우가 가운데의 문지방 공간 표면이다. 이는 필요에 따라 블라인드로 
외부와의 접촉을 선택할 수 있다. 오른쪽 사례는 같은 사례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사용 형태를 보여주는데, 블라인드에 제거가 어려운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세대의 대부분은 유리에 시트지를 붙여 외부와의 접
촉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오른쪽 사례는 플라스틱 가림막으로 외부의 
빛 마저 가려버렸다. 마지막으로 왼쪽 형태는 찾아보기 드물지만 간간히 
등장한다. 유리 대문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로, 외부와 사
랑방 공간이 접촉하는 기회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4) 유동적 내부 

<그림 4-33> 사랑방의 활용을 위해 제안되는 유동적 내부 
출처 – 도면 LH 제공 

문지방 공간은 거주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다. 그것은 공동 공간을 
향해 열린 이곳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문지방 공간을 
인지하는 방식에 따라 거주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공간을 활용한다. 유
리문을 활짝 열어두는 사람도 있고, 시트지를 붙여 내부와 외부를 차단

하는 사람도 있다. 문지방 공간의 깊이를 얕게 하여 작은 전실로 활용하

는 사람도 있고, 깊이를 깊게 하여 사람들을 초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

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 다양한 풍경을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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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문지방 공간이 되어주는 거실 

<그림 4-33>처럼 유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문지방 공간의 내부는 
활용에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고, 실내의 활용도를 높이며, 다양한 삶의 
형태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시노노메 코단 이후의 집
합주택들은 문지방 공간의 구성이나 유리의 활용 형태가 반복되고 있고, 
유동적 내부 개념 또한 유지되고 있다. 주민들은 가변형 벽체를 두어 실
내를 삶의 형태에 맞게 조정하고, 실내와 공동 공간의 조응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그림 4-34>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거주자들은 문지방 공간의 
특수한 활용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거실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거실의 
역할이 고착화된 한국의 상황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람

들은 거실이 TV를 보고, 가족끼리 모여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
라기 때문에 가변형 벽체를 사용하여 공간을 조절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

성을 느끼지 못했다. 또한 가변형 벽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증
가할 수 밖에 없는데, LH 강남 3단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집합주택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
변형 벽체라고 할 만한 것은 사랑방 공간 옆의 방에 설치된 미닫이문 밖
에 없었다. 결국 사랑방은 일반적 거실에 유리문을 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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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지역사회권 실천의 평가 및 의의 

5. 1. 한국에서의 지역사회권 실천 평가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권을 시도했다고 야마모토가 말한 LH 강남 3단

지에서 드러나는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 혹은 아파트와 다른 공간적 특

징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과연 지역사회권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

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권 개념이 유효

하고 가치가 있는 것과 별개로 야마모토의 제안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찰해야 한다. 한국에 지어진 야마모토의 2개 집합주택은 지역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였고, 아파트 단지가 필연적으로 수렴하게 

되는 공동체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이었다. 

하지만 지역사회권의 실천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결과물들

만을 남긴 상태이다. 판교 월든힐스 2단지와 LH 강남 3단지 두 개의 집

합주거가 지어졌는데, 둘 모두 주민들이 야마모토의 근본적 제안을 거부

하였다. 야마모토의 책에서는 인터넷 신문에서 지적하여 강화된 두려움

이 LH 강남 3단지의 유리에 시트지를 붙이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러

나 판교 월든힐스만 하더라도 초기에 단지가 미분양되어 분양사인 LH에

서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또한 현재 거주자들도 2층의 유리를 전부 가

리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LH 

강남 3단지도 사람들이 유리문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고 시트지를 붙이거

나 외부와 시선이 교류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변하여 사용상의 불편함만

이 강조되며 단지 주민들이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귀결되었다. 따라

서 지역사회권으로 부를 만한 활동들이 등장하지도 못하였다. 

본 장에서는 야마모토 리켄의 집합주거들에서 지역사회권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들을 살피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두 단지 모두 

야마모토의 제안과 충돌하는 삶의 모습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

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에서 지역사회권이라는 제안이 정

말로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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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1. 판교 월든힐스 2단지와 지역사회권 

 

  
 

<그림 5-1> 판교 월든힐스 2단지 공용길 

출처 - http://www.riken-yamamoto.co.jp (좌) http://blog.naver.com/8586ks (우) 

 

  
 

<그림 5-2> 판교 월든힐스 2단지 공동마당 

출처 - http://annews.co.kr (좌), http://blog.naver.com/8586ks (우) 

 

LH 강남 3단지를 설계하기 얼마 전에 경기도 판교에 지어진 월든힐

스 2단지는 집합주택단지이기는 하나 이전의 야마모토의 집합주거와는 

다르게 고급형 타운하우스로, 3~4개 층으로 구성된 주택들 100세대가 배

치되어있는 집합주거이다. 작게는 150m2, 제일 큰 4층 주택의 경우는 

230m2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지는 야마모토 리켄이 한국에 지

은 첫 건물이자, 지역사회권을 적용하고자 한 집합주거이다. 84  야마모토

는 지역사회권을 적용하기 위해 과감한 공간적 제안들을 제시한다. 그러

나 이 제안들이 삶과 밀접하게 조응하지 못하면서 판교 월든힐스 2단지

                                                      
84 Riken Yamamoto, 마음을 연결하는 집 :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역사회권, trans. 이정환 

(파주: 안그라픽스, 2014)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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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사회권 구현에 있어서만 아니라 집합주거의 개념에서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판교 월든힐스 2단지는 야마모토의 주택 설계에서 늘 등장하는 개념

을 반복하고 있다. 단지는 마주보는 두 동 사이로 배치된 공동공간과 등

진 두 동 사이에 생기는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전형

적인 야마모토의 집합 주거 배치로, 공동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커

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또한 그의 주택 설계 중 가

장 과감한 공간의 구성을 보여 주는데, 입구가 있는 2층의 삼면을 유리

로 구성하여 만든 Shikii(しきい, 문지방) 공간이 그것이다. 외부와의 소

통을 강조한 공간이며, 평면적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하여 교류

의 가능성을 높였다. 

 

   
 

<그림 5-3> 판교 월든힐스 2단지 단면(좌), 2층 평면(우) 

출처 - http:/www.world-architects.com (좌), Riken Yamamoto, 2012 (우) 

 

2층을 중심으로 1층은 주거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 3층은 각자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3층 이상에서는 개별 방이 배치되어 사적인 성격

을 유지하고 있고, 1층에는 메인 침실이 거실과 부엌, 중정 혹은 후정과 

결합되어 있다. 기존 주거에서 사용하는 주거의 요소들이 공동 공간에 

접합 2층과 중정의 공간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권 실천의 형태로 드러나

게 된다. 

먼저 1층의 중정은 거의 모든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그림 

5-4>와 같이 이용되고 있다. 관상용 중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두는 등 실내로 둘러싸인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부의 활

동을 확장시켜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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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판교 월든힐스 2단지 1층 중정 

출처 – 공미나, 국내 타운하우스 공간 디자인에 나타난 영역성과 프라이버시 구축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좌), http:/blog.naver.com/windowstory(우) 

 

1층은 가족 공간으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사적인 성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난간을 통해 내부로 침투하는 시선을 가리고, 

침실과 같이 더 사적인 공간은 공동공간에서는 보이기 어렵게 배치하여 

사생활을 확보하였다. 중정은 거실과 부엌과 같은 공간에서 외부의 풍토

와 햇볕에 접촉할 기회를 만들고, 실내를 다시 한번 해방시키며 공동성

의 감각을 고양시킨다. 

 

  
 

  
 

<그림 5-5> 문지방 공간 

출처 - http:/www.world-architects.com (윗줄 좌측), Riken Yamamoto, 2012 (윗줄 우측), 

http:/blog.naver.com/windowstory (아랫줄) 



 

 

 

 

- 98 - 

 

문지방 공간은 <그림 5-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동 공간과 적극적

으로 소통하는 공간이다. 야마모토는 이를 위해 2층의 3면을 유리로 구

성하고 주거의 내부를 개방하도록 만들었다. 현관과 결합되어 문지방 공

간이 되어 주는 2층은 보통 일곱 세대(한 동)가 공유하는 공동 공간을 

향해 열려 있다. 같은 동의 주민들은 문지방 공간을 통해 삶을 함께 구

성하게 된다. 

하지만 투명성이 너무 강조되어 사람들은 이 공간을 불편하게 여겼고, 

모두 커튼과 블라인드, 반사 필름지 등으로 가리도록 했다. 주변을 조망

하고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유리는 반대로 주변 환경에 

의해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판교 월든힐스 2단지는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분양사였던 

LH에서는 2단지를 실패한 프로젝트로 평가하였다. 이는 초기 분양 시 

월든힐스 2단지의 인기가 적어 분양이 더뎌 발생한 적자 때문이다. 사람

들이 2층의 문지방 공간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에 분양 시 선호도

가 떨어졌다. 기존의 주거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삼면이 유리로 된 공간

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어려워했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졌다. 또한 

집안을 드러내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기도 했다. 이는 

월든힐스가 고급주택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부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5. 1. 2. LH 강남 3단지와 지역사회권 

 

앞서 4장에서 살펴본 지역사회권 실천을 위해 제안한 건축적 요소들

은 제안한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3장에서 지역사회권 실

천의 구조적 토대인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 범주, 건축적 요소가 모두 갖

춰져야 지역사회권의 실천이 이뤄짐을 밝혔는데, 야마모토는 집합 주택

을 설계하며 건축적 요소와 (때때로)공동체의 범주를 만들어 주었으나 

삶의 방식은 공간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집합주거가 비슷한 공간 구획을 반복함에도 성공적인 프로젝트와 

그렇지 못한 프로젝트가 극명하기 나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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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가려진 문지방 공간의 입구 
 

가장 대표적으로 야마모토가 제안한 공간의 핵심인 문지방 공간을 주

민들은 익숙한 형태로 재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유리 문 밖으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이 불편하여 문을 가렸다고 말했다. 

문지방 공간의 가치는 선택적 접촉을 거부하는 순간 사라지고 만다. 현

관의 유리가 기존의 거주 개념과 배치되는 만큼 지역사회권의 실천을 위

해서 유리 현관의 가치를 전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모델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림 5-7> 주민 시설로 활용하도록 제안된 공간 
 

<그림 5-7>의 주민시설로 제안된 공간은 입주 2년째에도 비어 있다. 

야마모토는 이 공간을 퍼블릭 패스에서 열린 마당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배치하여 열린 마당을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

민 공용 시설을 넣어주고자 했으나 자세한 공간의 활용법이 제시되지 못

했고, 작은 오피스나 상업시설로 사용하기에도 관리사무소의 지원이 부

족하고, 사업성이 떨어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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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리라는 투명한 재료를 통해 접촉의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

라는 강렬한 주장은 이미지로는 설득력 있게 보이지만, 실제로 주민들에

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거의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공간들이 

결국 건축물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야마모토의 의도와 반하여 사용되는 건축적 요소들이 발생하는 원인

으로는 앞서 밝혔듯 지역사회권의 실천이 공간적 제안으로만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함께 사는 삶의 방식과, 누가 함께할 것인지, 그리고 

어울리기 위한 공간적 배경의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지역사회권을 구

현할 수 있다. LH 강남 3단지에서는 야마모토의 건축적 요소들만 순진하

게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준비가 되지 않은 

주민들은 요소들에 거부감을 느끼고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림 5-8> 단지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경계 
 

야마모토가 <마음을 연결하는 집>을 쓴 것도 스스로 건축적 요소의 

제안으로 지역사회권을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

다. 책에서 다양한 삶의 모형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드

러내어, 사람들에게 지역사회권에서 살 만하다는 것을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 101 - 

5. 1. 3. 지역사회권 실천의 작은 사례들 

 

지역사회권은 공간의 조성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지역

사회권은 삶의 방식이자,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간

은 가능성의 장이 될 뿐 지역사회권의 형성을 담보해줄 수는 없다. 야마

모토의 주장으로는 건축물이 지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환경으로 받아들이

기 때문에 건축적인 공간의 구현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볼 

한국의 사례들을 보면 공동체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림 5-9>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주택 

출처 – http://emanas.synology.me/wordpress (좌), https://www.facebook.com/macoop.kr (우) 

 

한국에서는 지역사회권 개념과 유사한 집합적 삶의 방식이 주택협동

조합의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 완성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

방 정부 주도형인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주택(막쿱)이 있다. 이 집합주

택을 설계한 EMA 건축사 사무소의 소장인 이은경은 야마모토 리켄의 

사무실에서 LH 강남 3단지와 판교 월든힐스 2단지의 설계를 경험하였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형 주택에서 사람들과 모여 사는 

방식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막쿱은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 기준 이외에 활동 제안서를 받

았다. 제안서를 통해 1.5배수의 인원을 선별하고, 입주 사전 교육을 통하

여 예비 입주자들끼리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투표하였다. 따라서 입주

자들은 사전에 이미 함께 살기 위한 친분을 쌓고, 예술 활동이라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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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테제 아래 묶일 수 있었기에 공동체의 형성이 쉽게 이뤄졌다. 막쿱에

서는 특별한 주거 내부보다, 사람들이 비슷한 직업군으로 묶이면서 서로

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전제되고, 공동 공간으로 제공된 1

층의 공간이 그 관계를 바탕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집합 내에서 창조적인 

교류 활동이 일어난다. 

막쿱은 세대간의 접촉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1층에 마

당과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활동이 일

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지 주민들끼리 협업의 기회를 늘리고, 사전에 

주민 교육을 통해 삶의 방식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활발

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또한 거주자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누구나 

정기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막쿱 방문이 하나의 문화 상품

이 되었다. 이렇듯 개방적인 막쿱의 공동체는 지역사회권의 관점에서 성

공적으로 정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지역사회권의 개념과 병치시키고 고찰해 볼 

수 있는 활동이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시작된 마치즈쿠리와 영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되었다.85 마을의 개성을 살려 지

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획일적 개발에 반하여 출발한 이 운동은 전

국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특색과 전통을 가진 마을들을 정비하는 

데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다. 

마을 만들기는 전국적으로 여러 마을에서 행해졌는데, 전제조건으로 

주민의 참여를 들고 있다.86 가시적 성과물로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마을

의 특색 만들기를 꼽을 수 있다.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마을 만들기의 사

례가 드문 것은 결국 대다수가 마을정비사업의 형태로 끝맺어지고, 주민

들의 참여를 통한 마을의 지속성 부여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의 

사례들 중 BLANK라는 단체가 주도하는 성대골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BLANK는 ‘청춘플랫폼’이라는 마을의 교류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활동

을 제안하였다. 이후 운영진이 마을로 이사해 직접 주민이 되면서, 마을 

                                                      
85 전동진 and 황정현, "마을 만들기 운동과 패러다임의 전환," 존재론 연구2014 p.35 

86  박선희,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  

(2014)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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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더 직접적으로 교류하며 마을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거주의 성향 가운데서도 위의 사례들은 삶에 깊숙이 

침투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행위에 기반하여 공동체

적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고, 주민들이 이러한 삶의 형태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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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한국에서 지역사회권 실천이 갖는 가치 

 

 

5. 2. 1. 지역사회권 실천의 한계 

 

지역사회권은 현대사회에서 점차적으로 해체되고 있는 가족 개념에 

대해 반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여서 사는 방법을 제시한다. 야마모토는 

<마음을 연결하는 집>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제안을 했다. 

공간적 제안은 방대한 논의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지만 비중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고, 책에서는 공간에서 펼쳐진 다양한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이해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집합주택을 설계하며 지역사회권 삶의 방식까지 제시하고 어

떻게 살라고 말하기 어렵다. 현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삶의 모습을 제

안해 준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는 공간의 관점에서 사람들 사이의 접촉

을 늘려줄 수 있는 설계로 지역사회권을 실천하고자 한다. 그가 건축적 

제안으로 삶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공간적 제안들이 그의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약점을 갖고 있다. 결국 야마모토 의도와 다르게 지역사회권이 구현되지 

못한 것은, 지역사회권이 공간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 한국과 외국을 가리지 않고 – 현관이 유리로 되

어있는 형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 이러한 주거의 투명성이 특별히 

한국에서 작동하지 않는 요소라고 말하기 어렵다. 지역사회권을 실천하

기 위한 삶의 방식은 소유의 절대성이 해체되어야 긍정적으로 소화되는

데, 이전까지의 관념이 쉽게 해체되기는 어렵다. 주택의 내부는 근대 이

후 물건이 중요해지며 사적 공간으로 점철되었고, 이를 개방하는 것은 

금기에 가까웠다. 지역사회권은 이런 인습에 정면으로 대치하였으나 쉽

게 극복할 수 없었고, 공간의 제안에만 그친다. 건축적 제안에만 그치는 

것은 대담한 제안이지만 지역사회권의 실천을 위한 제안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공유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활 모델을 제안하고, 지속적으

로 이를 독려하지 않으면 쉽게 자리잡기 어렵다. 야마모토는 건축가라는 

한정적인 입지에서 한발 나아가 생활을 제안하는 역할까지는 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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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결국 지역사회권 실천을 위해 제안한 공간이 이전 공간으로 회

귀하는 결과만 낳는다. 

아파트 단지라는 도시 주거 또한 지역사회권의 실천을 막는다. 특히 

한국의 단지형 아파트는 지역사회권에서 누가 함께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지와는 관계 없이 물리적으로 선을 긋기 때문에 지역사회권 실천을 위

한 조건에 기본적으로 부합하기 어렵다. 지역사회권은 공유의 삶을 누구

와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아파트 단지는 그 범주에 대한 고민

을 차단한다. 닫힌 주택이 수평, 수직으로 누적된 한 동의 아파트가 나열

된 아파트 단지는 다공성이 구현될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지역사회권이 제안하는 삶의 형태와 현재 한국인의 삶의 

방식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 같은 아파트도 프라이버시라는 명목 아

래 복도형이 더 싸고 계단형이 더 비싸게 팔리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서 주거 공간의 근간에 의문을 가하는 것은 일견 사치로 보인다. 부동산

이 가계의 가장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가정 경제의 상황을 무

시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집을 구하면서 내가 살기 좋은가와 더불어 다

음 사람에게 빨리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도 동시에 고려한다. 그렇기 때

문에 자신의 삶에 맞춰 살 집을 고르는 것보다 평균의 취향을 우선 고려

하여 집을 고르게 된다. 

지역사회권은 한국이라는 단조로운 주거 환경에 익숙해진 거주자들 

속에서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고 공동체적인 삶의 범주에서 살아가도록 

주장하며 고군분투하지만 특히 판교 월든힐스 2단지나, LH 강남 3단지에

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5. 2. 2. LH 강남 3단지에서 지역사회권 실천의 의의 

 

LH 강남 3단지가 달성하지 못한 지역사회권의 형성에 입각해 이 시

도를 실패로 치부하기에는 묻히기 아까운 가치들이 이곳에서 발견된다. 

지역사회권은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고찰하고,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에 대한 방법을 제안한다. LH 강남 3단지에서는 소극적이지만 기존의 아

파트 단지보다 더 다양한 단지 주민들 사이의 삶이 구현된다. 이것은 야

마모토가 기존의 주거에서 행해지던 관습을 해체하고 지역사회권의 실천

이 가능한 공간들을 주거에 포함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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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구체화된 가설들이 생활상과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사회권은 정착하지 못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도전적으로 관습을 깨고 

모여 사는 방식에 대한 근원적 고민을 제시하고, 공간적 해법을 제시하

였다. 야마모토가 설명한 지역사회권 개념과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LH 강남 3단지의 거주민들은 공동의 공간에 사생활을 드러내며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에 절대적인 거부감을 적게 가지게 되었다. 이를 

증명하는 예로 LH 강남 3단지에서는 앞서 참여 공간에 짐이나 가구를 

꺼내두고 단지 주민들과 교류하는 세대가 많음을 살펴보았다. 또 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세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야마모토의 의도대로

라면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드물게 문지방 공간의 창을 전혀 가리지 않은 

세대도 2세대 이상 발견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문

지방 공간의 존재와 참여 공간, 그리고 열린 마당의 활용법을 숙지해가

고 있다. 

한 거주민은 인터뷰에서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불편함 이외에는 단

지의 환경이나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

민들은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체의 형성보다는 아름아름 작은 커뮤

니티를 단지 내에서 만들어가며 열린 마당과 참여공간, 문지방 공간을 

활용해가고 있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지역사회권이 산발적으로 형성되

어 가고 있었다. 

한국의 주택은 소유의 개념이 거주의 개념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한 

채 복합적인 인식으로 이뤄져 있었으나, 최근 이러한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주거에 대해 더 사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

각하고 닫힌 상황을 선호하는 한국의 풍토에도 불구하고 야마모토는 한

국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더 이상 공단

이 주택 건설을 주도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시장이 유의미한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2장에

서 살펴보았듯이 주택의 소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와 더불어, 20

년, 30년, 영구임대 등의 장기간 주거 문제에 대한 해방을 가능케 하는 

임대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판교 월든힐스 2단지의 분양이 늦어진 이유와 지역사회권 형성에 실

패한 이유는 문지방 공간의 크기가 너무 크게 설정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과잉 노출을 시도해서이기도 하다. 최소 40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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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3층 이상의 타운하우스에서 거주민들은 자신을 대변하는 물건들이 

들어찬 실내를 밖으로 노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고급 타

운하우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 중요한 대부분의 주

택에 해당된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게 되면 내집 마련의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의 해방은 역설적으로 더 

긴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적 공간의 절대성에 해방을 가

져온다. 공공임대주택이 기존의 아파트 단지가 번번히 좌절시켰던 공동

체의 구현을 가로막던 요소를 제거하면서, 지역사회권의 실천에 긍정적

인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야마모토의 설계와 맞물려 단지형이라

는 한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권의 형성이 가능해 보이는 집

합주택이 되었다. 

지역사회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자, 환경적 측면에서도 공유가치가 

이득을 주고, 도시의 환경과 조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지역사회권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부동산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거주의 질이 상승하고, 

기존에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했던 가치들(상품성)이 뒤로 물러

나게 된다. 이를 통해 거주에 대한 감각이 주택의 설계에 전면으로 부각

된다. 

  



 
 

6 장 결  론 
 
 
 
본 논문의 주요 테제인 지역사회권은 거주의 본질이 제거된 주택의 

집합을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모
여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야마모토 리켄의 제안이다. 본 연구는 야마모

토 리켄이 한국에 설계한 공공임대주택인 LH 강남 3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권의 실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지역사회권은 야마모토 리켄이 제안한 생활의 방식으로, 현대 대도시

의 인구 집중에도 불구하고 개인, 혹은 가족의 단위로 닫혀버린 거주의 
양상에 대한 비판 위에서 개념을 수립해 나간다. 모여 살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접촉의 기회를 상품성이라는 명목 아래 건축을 통해 차단하

면서, 공동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박탈당한 도시의 거주민들은 
개인의 범주에서는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작은 공간만을 할당 받아 살아

간다. 지역사회권은 사적 공간이 절대성을 얻고 닫혀가는 도시 주거에 
숨통을 틔워주고 거주를 영위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야마모토는 지역사회권의 실천 방식을 고민하며 <마음을 연결하는 
집: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역사회권>을 집필하였다. 대학원생들과 전문

가들이 함께 고민한 더불어 사는 방식에 대한 상세한 제안으로 이뤄진 
이 책은, 변화하는 도시 주거에 함께 사는 가치가 동반될 수 있도록 방
법론을 제시한다. 

지역사회권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 범위, 그리

고 함께 어울리기 위한 공간 모두가 충족되었을 때 실현이 가능하다. 야
마모토는 집합주거에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를 반복해왔는데, 
한국에는 2010년에 공공임대주택인 LH 강남 3단지를 설계하였다. 

한국은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시장이 형성됨

으로써 거주와 투자의 개념이 주거에 동시에 얽히게 되었다. 이에 아파

트라는 사고 팔기 좋은 정량화된 주택이 단지화를 통해 수평, 수직으로 
누적되면서 도시를 잠식해 나갔다. 아파트는 지었다 하면 주변의 아파트 
값까지 함께 끌어올리며 끊임없이 지어져 왔고, 서울에 살기 위한 비용

은 끝없이 증가하게 되었다. 
 
 

- 108 - 



 
 
이러한 환경에서 소외되기 시작한 도시 거주자들이 대거 발생하였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주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소
외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소유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정착이 가능하다는 역설적인 관계 안에서 도시 집합주

거의 새로운 가능성이자 방법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의 중심 사례인 LH 
강남 3단지에서 지역사회권이 공공임대주택과 만나는 지점에 있고, 기존

의 관습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공임대주택에서 지역사회권 실천의 가능

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분석을 진행하였다. 
야마모토의 이전 집합주택 설계 사례와 LH 강남 3단지와 비슷한 시

기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을 분석하여 LH 강남 3단지에

서 드러나는 지역사회권의 구현을 위해 제안된 건축적 요소들을 도출하

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권 실천의 바탕이 되어주는 공간에서 
접촉의 기회의 중요성과 모여 사는 방식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파악

할 수 있었다. 
그러나 LH 강남 3단지가 성공적으로 지역사회권을 구현하고 있지 못

하며, 단지 전체나 열린 마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구성에 실패하였

기 때문에 분석한 실패의 원인으로는, 지역사회권의 실천 구조가 건축적 
요소만 제공한다고 구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사례들은 더불어 사는 방식을 거주자들이 함께 고민하는 과정

을 통해 활발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는 야마모토의 지역

사회권 실천을 위한 건축가의 역할이 공간을 설계하는 것 외에 삶의 방
식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도 있다는 것을 깨
닫게 해 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지역사회권의 실천 구조를 갖추지 못한 아파트 단지에 적용된, 태

생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사례를 가지고 지역사회권의 실천 요소를 분석

하고자 하는 점. 
2. 실천적 영역에 있는 지역사회권의 구조를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데 

머물렀다는 점. 
3. 입주 후 2년이 지난, 아직 거주자들의 정착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

은 사례를 분석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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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도출해 낸 결론은 다

음과 같다. 
1. 지역사회권은 공유하는 삶의 방식과, 삶을 공유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 범주와, 모여서 일어나는 활동의 공간이 갖춰져야 실천이 가능한 삶
의 형태이다. 

2. 지역사회권의 실천 구조가 모두 갖춰져야 지역사회권의 가치가 구
현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적인 토대를 잘 계획한다면 거주자들이 적응

하여 지역사회권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진다. 
3. 공공임대주택은 사적 공간의 절대성에 상대적으로 덜 얽매이게 되

어 지역사회권 실천의 전제조건을 만족시킨다. 
 
본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로는 지역사회권에서 벌어지는 삶의 방식들

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사회권 실천의 상관관계

에 대한 분석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야마모토 리켄이 설계한 
사례를 야마모토 리켄의 지역사회권을 통해 분석하였으나, 정부에서 꾸
준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존의 아파트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주거에서 모임의 방식을 고
민한 새로운 사례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의 가치를 고민하고 지역사회권을 실천하

기 위한 고민과 시도의 양, 범위 모두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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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we picture the image of a common family figure, the first image that 

comes up with is based on the apartment complex. In other words, the apartment 

complex is the most typical and dominant dwelling type in Korea. The reasons why 

the apartment has become the most representative housing type are : 

Macroscopically, 1. In order to solve the lack of housing. 2. to earn economic profits 

from constructing apartments. Microscopically, buying and selling apartment 

buildings worked as a safe and fine investment for mid-class people. We call this 

phenomenon as ‘History of the Mid-Class’. Thus stories of the apartment in Seoul is 

forming a large portion of history of the city, and it is still ongoing mythology. 

We cannot consider economics without thinking of apartment buildings. It is the 

economic value that determines the price of an apartment. In most cases, the distance 

from the subway station or expected price increase rate is more important rather than 

the quality of the interior space. These situations made people who cannot afford to 

live at apartments pushed out from their base. Moreover, due to its lack of openness, 

the apartments started to exclude themselves from surroundings. 

The government attempted to solve these problems of ‘exclusion of the 

apartment building’, introducing permanent public rental housing to peopl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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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n’t own their houses. However, due to undersupply of the rental housing and 

short term of provision - the end of 80’s to the early 90’s – the plan had few effects. 

From 2000s, the government began to establish policies to provide public rental 

housing again in order to settle the overheated housing market price. Changes of 

social conditions like above and dissolution of large family structure disassembled 

conventional dwelling type of citizens. And this aroused the needs of a new dwelling 

type. 

This study is focused on Riken Yamamoto`s LH Gangnam Block 3 which 

attempts to reflect changes of the notion of dwelling. LH Gangnam Block 3 is in 

good terms of accomplishing local community area. The resid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stay longer even more than average term of usual residents of apartment 

complex. Thus, the architect needed to consider more about relationship among 

residents breaking away from usual aspects of apartment model. Therefore, ways of 

living together became more important than ever at a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took notice of the concept “Local Community Area” proposed by 

Riken Yamamoto in order to suggest communal lifestyle. The architect attempted to 

settle the problems that dwelling`s commercialization caused through a proposal - 

housings that are strongly based on local community area. In other words, he 

understood the local community area as it has purposes of retrieving community 

from housings based upon a new social aspects. In Riken’s writing <Local 

Community Area>, it suggests several ways of accomplishing local community area. 

On the basis of the deconstruction of “1 family unit to 1 housing correspondence”, 

local community area proposes increase of public area to private ratio to connect 

residents and suggests ways of living together. 

The study reconstruct the notions those affects local community area. At first, 

Riken Yamamoto thought that the purpose of the dwelling is converging towards 

gaining private values due to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dwelling. To avoid this to 

be realized, the study contemplates values of private spaces and common spaces, 

analyzes their interdependency from the view of Hannah Arendt. Secondly, and uses 

Walter Benjamin`s urban perspective to understand local community area. The 

porosity revealed itself from Naples` urban structure becomes the key to understand 

local community area. At last, the study compares Riken Yamamoto`s housing cases 

with local community area to search for possibilities of practice, specific ways to 

achieve local community area and find gap between reality and local communit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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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the study analyzes spatial practices of local community area at LH 

Gangnam Block 3 in view of comprehension of practicing methods. Moreover it will 

be compared with Pangyo Housing in order to find effective elements and those 

which are not, also to understand the reason why they worked as a successful or 

unsuccessful elements in LH Gangnam Block 3. 

There is a contradiction to apply ‘Local Community Area - proposal of 

communal living’ to ‘Typical Korean Apartment Complex’. Apartment complex 

which strongly associated with economic issues could be seem as in skew position 

with local Community Area, which eventually heads to communal lifestyle. On the 

other hand, LH Gangnam Block 3 could be different, since it is rental - relatively 

free from economics than Apartment Complex. Thus it was the possible to find 

potential of achieving local community or community area. 

 

 

 

 

 

 

 

 

 

 

 

 

 

 

 

 

 

 

 

 

 

Keyword : Public Rental Housing, The Apartment, Dwelling, Community, Local 

Community Area, Riken Yamamoto 

Student Number : 2014-20499 


	1.서론
	1.1.연구 대상 및 목적
	1.2.연구 방법 및 의의

	2. 한국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사회적 배경
	2.1. 공공임대주택의 등장 배경
	2.1.1. 서울의 성장과 주거 정책
	2.1.2. 공공임대주택의 등장

	2.2.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와 제도
	2.2.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및 분류
	2.2.2. 공공임대주택의 제도적 모델

	2.3. 공공임대주택과 아파트 단지
	2.3.1. 아파트 단지의 프로토타입화
	2.3.2. 아파트 단지의 자기완결성
	2.3.3. 사회적 변곡점을 맞이한 아파트 단지와 공공임대주택


	3. 지역사회권 개념 고찰
	3.1. 지역사회권 개념과 모델
	3.1.1. 지역사회권의 기본 개념
	3.1.2. 지역사회권의 제안과 생활 모델

	3.2. 지역사회권 실천 방법 고찰
	3.2.1. 지역사회권과 건축의 관계
	3.2.2. 사적 공간의 절대성에 대한 비판
	3.2.3. 지역사회권 실천의 모델과 공동체의 범주
	3.2.4. 지역사회권 실천의 구조

	3.3. 야마모토 리켄의 집합주택과 지역사회권
	3.3.1. 야마모토 리켄의 집합주택
	3.3.2. 야마모토 리켄의 집합주택과 지역사회권의 간극


	4. LH 강남 3단지 분석
	4.1. LH 강남 3단지 건립 배경 및 목적
	4.1.1. 아파트 단지형 공공임대주택
	4.1.2. 서울강남지구 디자인시범 주거단지 국제공모
	4.1.3. LH 강남 3단지의 구성 

	4.2. LH 강남 3단지와 지역사회권 실천의 특수성
	4.2.1. 동의 배치와 단지계획 
	4.2.2. 세대 공간 계획


	5. 지역사회권 실천의 평가 및 의의
	5.1. 한국에서의 지역사회권 실천 평가
	5.1.1. 판교 월든힐스 2단지와 지역사회권
	5.1.2. LH 강남 3단지와 지역사회권
	5.1.3. 지역사회권 실천의 작은 사례들

	5.2. 한국에서 지역사회권 실천이 갖는 가치
	5.2.1. 지역사회권 실천의 한계
	5.2.2. LH 강남 3단지와 지역사회권 실천의 의의


	6.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