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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오랫동안 디자이너의 관심은 산업주의 논리에 의거 기계생산을 위한 공
급자 중심의 외형적, 물적 특성의 창조에 머물러 있었을 뿐, 인간으로 향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인간과 기계문명은 서로를 소외하는 현상
을 낳았고 기계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소외
감까지 일으키는 현상을 낳고 말았다. 사람에게 맞지 않는 기계 중심적 방
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디자인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렇듯 과거에는 기술
을 인간의 몸에 잘 맞추기 위해 고민해야했다면, 오늘날에는 인간의 마음
에 기술을 잘 맞추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심리학자 및 건축가들은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보편적 요구를 바탕으로 건
축공간과 형태가 인간의 지각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공간의 개념이 관념론적이거나 유물론적인 공간인식에서 벗어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개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인간의 체험이며, 인간이 공간을 지각하는 과정은 복합적인 과정으로 
수많은 변수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디자인은 환경을 조
작, 점유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보이는 것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디자인 행위가 시작되는 것
이기에 보이지 않는 환경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연
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매개시켜주는 인자로 ‘구축환경의 사용자 행태 지
원적 특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사용자가 일상적 환경을 점유하고 있
는 행동장면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환경과 사용자의 관계에 기반 한 사
용자의 행동장면 분석을 통해 구축환경에 존재하는 사용자 행태 지원적 
특성들을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 시켜봄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건축행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요어 : 환경, 사용자, 행위, 장소, 어포던스, 행태지원적 특성

학 번 : 2010-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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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용자는 건축물과 직, 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주체를 의미한다. 건
축물을 디자인하는 건축가와 더불어 건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한 요소이다. 사용자라는 개념은 근대의 건축이론과 담론에서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라는 기능주의 명제를 앞세워 획일적인 
건축을 생산하며 기능과 형태의 관계에 대한 일방적 강조로 인해서 사용
자는 건축가의 계획 개념 속에서 추상화 혹은 획일화 된 존재로 남았다. 
하지만 후기 모더니즘의 등장과 함께 건축에서의 관심이 기능과 형태 중
심에서 환경, 사람, 경험, 지각 등으로 전환되면서 건축에서 사용자의 중
요성이 대두되었다. 건축가 요나 프리드만Yona Friedman은 사용자의 범주를 
거주자뿐 아니라 통행인, 그리고 주변 배회자 까지 총칭하여 보고 이들이 
건축의 중요한 주인공actor으로써 건축의 기능을 결정하는 주체이자 끊임없
이 변화하는 건축의 역동적 프로세스의 주인임을 강조한다.1) 

  이러한 사용자 개념은 근대 모더니즘 건축가들의 정량적인 건축 계획 
방법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 현대 건축에서 사용자의 자율
성에 대한 강조는 건축 공간의 미정성Uncertainty이나 불확정성indeterminacy

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다. 혼돈chaos과 더불어 미정성, 불확정성의 개념은 
혼잡과 무질서로 대변되는 21세기 현대도시가 만들어낸 특징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많은 현대 건축가들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행위들
을 수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결정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사용자들은 신체
의 능동적인 참여라는 행위를 통해 이러한 미결정 공간의 틈을 채워나간
다. 즉, 공간의 의미를 구체화 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에는 많은 건축
가들이 ‘사용자의 행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는 사고를 바탕으로 사용자
에 의해 완성되는 미결정적 공간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미결정적 
공간들은 자칫 사용자들의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빈 공간Void으로 전락

1) Jonathan Hughes 저, “Function Follows Form_Yona Friedman”, 『Non-pla
n』, Architectural Press, 2000, pp.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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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간은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환경은 인간 주변을 둘러싸고 인간의 신체
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자극, 정보를 여러 감각기관에 의해 
받으면서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건축공간으
로 가져와서 생각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자들은 주변의 사물들과 끊
임없이 관계하면서 그 공간이 가진 본연의 의미를 이끌어내고 주변의 다
른 사용자들과도 관계하며 전체적인 건축공간의 의미를 형성한다. 건축가
에 의해 마련된 공간에 사용자의 감각을 통한 신체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
는다면 그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부void 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
큼 건축에 있어서 사용자 신체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심리학자 및 건축가들은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보편적 
요구를 바탕으로 건축공간과 형태가 인간의 지각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공간의 개념이 관념론적이거나 유물론적인 공간인식에
서 벗어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개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여기서 핵
심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인간의 ‘체험’이며, 인간이 공간을 지각하는 과정
은 복합적인 과정으로 수많은 변수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
다. 디자인은 환경을 조작, 점유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보이는 것의 배
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디자
인 행위가 시작되는 것이기에 보이지 않는 환경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살
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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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좋은 건축을 만드는 것은 사용자들의 행위를 수용, 제어할 
수 있는 유연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환경과 사용
자의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건축에서의 사용자 
개념을 살펴본다. 근대에서 다루어진 사용자 개념은 추상적 존재였으며, 
근대 이후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건축적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사용자는 
기능을 위한 수동적인 존재로 남게 되는 한계를 낳았다. 기존의 사용자 중
심 디자인 개념들은 구체적인 개인으로서의 사용자를 살펴보았지만, 특정 
‘상황’에만 국한되어 사용자들의 다양하고 불확정적인 행위를 수용할 수는 
없었다(2장).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상 도시건축공간에서의 실
제 사용자들의 점유행위를 관찰하고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환경-사용자’
의 물리적·인지적 관계를 매개시켜주는 중요한 인자인 ‘행태 지원적 특성’
을 분석하고 일반화 및 유형화 시켜본다(3장). 여기서 도출된 일상에서의 
‘행태 지원적 특성’을 초등학교라는 특정 건축물에 대입시켜 각각의 공간
에서 이 특성들이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가를 살펴
본다(4장).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행위를 바탕으로 한 ‘행태 지원적 특성’이 
건축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인자임을 인식하면서 
본 연구는 마무리된다(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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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진행 및 흐름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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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근대 보편적 개념의 사용자

2.1.1 기능에 종속되는 사용자

  사용자2)라는 개념은 모더니즘 시대에 등장한 어휘 중 하나로 건물을 점
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나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정의는 공간
을 사용하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공간에 다양한 사용을 기대하는 보편
적 의미의 사람을 뜻하는 추상적인 개념어라고 할 수 있다. 레이너 벤험
Reyner Banham은 근대건축은 형태는 기능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결정되며, 
건축물의 전체 형태가 기능의 총체로 결정된다고 보았다.3) 이는 근대 건
축가들이 건축의 본질로서 기능의 표현에 대해 중시한 사고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근대의 건축이론과 담론에서는 루이스 설리번Louis Sullivan의 ‘형
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라는 기능주의 명제를 앞세워 획일
적인 건축을 생산하며 기능과 형태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근대건축에서
는 공간의 내재적 속성만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공간의 
경험 주체인 사용자의 존재는 배제되었고, 근대 건축가들은 사용자의 행위
는 기계의 부속처럼 예측이 가능하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을 프로
그램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며 기능적 공간에 종속시켰다.4) 

  근대 건축가들은 사용자 행위의 분석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결과를 가
진 기능적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형태와 기능의 
유형 사이에서 진로를 모색하던 건축이 점차 기능의 유형 쪽으로 기울게 

2) 사용자user는 모더니스트 담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개념어 중의 하나로 
1945년 이후 서유럽 국가에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도입되던 시기에 개념적으로 정
립되었다. 이후 이 개념어는 1950년대 이전까지 별 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쇠퇴하
는 듯하더니 1990년대에 다시 널리 통용된 개념이다. Adrian Forty 저, 이종인 
역, 『건축을 말한다』, 서울 : 미메시스, 2009, p.518

3) Reyner Banham 저, 『The New Brutalism』, London : The Architectural 
Press, 1966, p.18

4) 건축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물리적 장치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는 건축결정론Architectural Determinism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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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에는 새로운 기술적 성취와 사회적 열망의 도래라는 역사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산업 혁명이후 기술적 진보와 사회주의적 개혁사상과 맞
물려 사회 변혁의 기초적인 도구로서 기능, 프로그램을 재정의 하려는 아
방가르드의 시도들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20세기 초 소개된 프레드릭 테
일러Frederick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1911 과 같은 합리적 분석-개선이라는 선형적인 논리가 깊
이 개입하고 있었다.5) 이와 같이 공간에서의 분석법 적용은 사용자들의 
행위를 정량적이며 수학적인 계산으로 함수화 하여 건축 공간에서 사용자
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림 2-1] 기능(효율적인 주방 동선)에 종속된 사용자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 크리스틴 프레드릭Christine Frederick

  과학적 관리법에 따른 건축공간의 분석과 계획은 당시 비합리적인 요소
를 제거하고 최적화된 공간을 구현한다는 목표 하에 일종의 수학에서의 
공식처럼 사용되었다. 1922년 크리스틴 프레드릭Christine Frederick 은 가정

5) 봉일범 저,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건축-지어지지 않은 20세기』, 서울: 
Spacetime, 2009,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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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과학적 관리법 Scientific Management in the Home 에 주방 공
간에서 기물의 배치에 따른 사용자 동선의 조절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과학적 관리법에 따라 좋은 배치와 나쁜 배치를 다이어그램을 통해 비교
하면서 사용자를 동선에 종속시켜 사용자의 행위를 일반화, 표준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 2-2] 최단 동선을 위한 사용자 움직임의 표준화 – 알렉산더 클라인Alexander Klein  

  알렉산더 클라인Alexander Klein은 1928년에 독일 주거단체German Housing 

Agency를 위해 시행한 리서치를 토대로 ‘마찰 없는 생활을 위한 기능적 주
택Functional House for Frictionless Living’을 제안했다. 그는 주택을 일종의 기계
로 간주하고, 19세기 전형적인 주택에서의 복잡하게 얽힌 동선과 그가 디
자인 한 분리된 동선을 비교하였다. 검게 칠한 부분은 거주자의 동선을 의
미하며 각 실을 최단거리로 연결한 것이다. 여기서 동선이 갖는 의미는 합
리적이며 효율적인 움직임이고 이에 사용자는 공간속에서 표준화 되었다
[그림 2-2]. 그는 스스로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우수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주택이 우연한 마주침의 가능성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사회적인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6) 그는 비생산적이
고 불합리한 행위들을 무시하고,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들에만 집중하
면서 공간과 기능의 일대일 대응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6) Jonathan Hill 저, 『Actions of Architecture』, London : Routledge, 2003,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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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살펴본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분석의 도구를 사용한 건축에서는 
사용자는 수동적인 존재였으며, 사용자의 모든 행위는 공간 중심으로 해석
되어버렸다. 이러한 분석법은 대부분 면적과 동선에만 국한되었다. 이는 
당시 합리적인 공간의 효율성을 강조한 기능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며, 그에 따라 주거에서 다른 공간보다 노동과 생산의 개념이 가장 뚜렷한 
주방에 한정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또한 이러한 주방에서의 동선 다
이어그램은 일종의 기능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것을 순수하게 정제된 시점의 공간적 해석으로 환원해버리는 편집증
적 오류7)를 낳았다. 특정 시점의 사용자 행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는 주방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행위들을 대변하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방은... 기본적인 형태와 재료들로... 또 벽(색채)으로 평평하게 확장
되는 표면과 벽채 위에 수직인 (나무)표면들로 설계되었으며... 내가 그 
방에서 얻으려고 하는 평형상태는 기본적이며 변화 가능하므로, 그것은 
표준적인 가구나 전화에 의해서 방해될 수 없다. 방은 인간을 위해 존
재하는 것이다. 방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_ El Lissitzky

  근대 건축은 보편적인 인간상, 위생 등 생물학적 요구에 의한 인간상, 
과학기술의 희망을 품는 인간상 확립8)을 목표로 삼았으나, 절대 다수를 
위한 주택은 역설적으로 건축의 대량화와 맞물려 다양성을 말살하는 우를 
범했다. 근대 건축은 주체를 수용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주체를 생산하
는 시각적 메커니즘으로 거주자에 앞서 거주자를 기획한다.9) 건축가는 공
간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연출하는 일종의 영화감독이다. 근대부터 현대까

7) 봉일범 저,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건축-지어지지 않은 20세기』, 서울: 
Spacetime, 2009, p.52

8) Daniel Pinson 저, 정진국 역, 『건축과 근대성』, 서울 : 영림카디널, 1999, 
pp.83-84

9) B. Colomina 저, 박훈태 역,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 대중매체로서의 근대건축』, 
서울 : 문화과학사, 2000,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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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많은 건축가들은 사용자의 감동적, 영화적 공간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
간 전개 방식이라는 컨셉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이 같은 컨셉의 사용은 
결국 사용자의 움직임, 즉 행위를 구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림 2-3] 시각적인 개방성을 가진 뮐러주택Muller House의 중심공간인 숙녀의 방에서 

사용자의 신체는 구속됨 – 아돌프 로스Adolf Loose

  베아트리츠 꼴로미나Beatriz Colomina는 건축가와 배우로서 사용자의 관계
를 설명하기 위해 대조적 경향의 작가인 아돌프 로스와 르 꼬르뷔지에의 
주택을 비교한다. 먼저 로스의 뮐러주택은 라움플란Raum Plan10)을 바탕으
로 한 로스의 주거건축에 전형적인 연극성theatricality을 형성한다. 이 주택
은 사람들이 태어나 살고 죽는 장소인 가족연극을 위한 무대이다.11) 이러
한 연극성은 로스가 도착과 출발이라는 구성을 창안한 방식에서 볼 수 있
다. 사용자를 잠시 멈추게 하는 빈번한 방향 전환을 통해서 그리고 어두운 
입구와 밝은 거실영역 사이의 변화를 통해 사용자는 무대세트 – 일상 생
활무대 - 로 오르는 느낌을 받는다.12) 이 주택에서의 사용자는 로스가 사
용자의 신체를 구속하여 무대세트에서 정해진 동선으로만 이동하는 연극
배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0) 아돌프 로스가 건축에 대해 가장 중요한 기여로서 주목했던 삼차원에서 디자인 
하는 기법이다.

11) B. Colomina 저, ‘The Split Wall : Domestic Voyeurism’, 『Sexuality and 
Space』,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2, p.85

12) Hilde Heynen 저, 이경창 역, 『Architecture and Modernity』, 서울: 
Spacetime, 2008,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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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빌라사보아Villa Savoye의 ‘건축적 산책로’라는 개념에 종속된 사용자 –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 라는 꼬르뷔지에의 말에서는 사용자 또한 기계
의 부속으로 여겨지는 기능주의자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 그의 대표작 
빌라사보아Villa Savoye에서도 이러한 사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건축적 산책로의 공간이다. 건물을 침해하는 이 건축적 산책로를 통해 건
축적 입체속으로 스며드는 인체의 진정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혹은 그 반
대로, 건축적 입체가 사용자 신체의 움직임을 강력히 유도한다고 할 수 있
다.13) 사용자는 이 주택에서 정해진 시각적 연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영화적 시퀀스sequence14)의 컨셉을 위한 보조적 존재이다. 사용자의 시
선이나 이동 등 모든 행위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는 건축적 기능과 형
태를 위한 하나의 부속으로서 사용자를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사용자의 
행위를 연출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과학적 분석도구에서 시간이나 변화의 
개념이 추가된 것으로, 여전히 건축가들이 다양한 사용자의 행위를 제한하
고 있다. 그들이 계획한 공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건축가가 계
획한 공간적 시퀀스에 종속된 후에야 가능하다. 근대의 이러한 건축 작업
들은 사용자의 신체를 기능적 요소로 공간에 고정시키고, 성별이나 인종, 
신체적 차이도 없는 중성화된 건축의 부분객체로 전락시켰다. 

13) Bernard Tschumi 저,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Cambridge(MIT 
Press), 1996, p.126

14) 영화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츄미가 건축에 도입한 것으로 특정 상황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묘사하는 영상 단락 구분. 몇 개의 신scene이 한 시퀀스를 이룬다. 신은 
한 개 이상의 쇼트shot가 이룬 장면. 다시 말해 쇼트가 신을 이루고 신이 시퀀스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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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추상적 다이어그램의 사용자

  건축 공간의 생산이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을 때 그
러한 건축 공간이나 건축물 자체는 추상적인 것이 되고 만다. 근대 건축의 
추상성은 공간을 철저하게 시각적인 어떤 것으로만 보았다는데서 발생한
다. 르네상스의 원근법 회화에서 나타나듯이 공간을 철저하게 시각적인 것
으로만 보는 것은 공간을 기하학적인 추상으로 환원하는 것과 동전의 양
면관계에 있다.15) 

[그림 2-5] 숫자단위를 이용한 신체의 치수와 비례를 바탕으로 한 척도 모듈러Modulor   

  이와 더불어 공간을 점유하는 사용자 또한 신체의 비례 및 치수를 바탕
으로 한 기하학적 다이어그램으로 추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예로 먼저 
근대 건축운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모듈러
Modulor’를 들 수 있다. 이는 수학의 숫자단위와 신체의 비례를 고려하여 
만든 비례의 척도로서 건축공간을 계획하는데 뿐 아니라 가구를 디자인 
하는데도 응용되었다. 모듈러는 공간의 주어진 기능을 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척도로서, 일반적인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계획에 활용하였을 뿐 사용

15) 박영욱 저, 『필로아키텍처-현대건축과 공간 그리고 철학적 담론』, 서울 : 향연, 
2009,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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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험이나 구체적인 행위를 고려하지는 못했다. 

[그림 2-6] 평균 남성의 신체치수와 행위에 따른 공간 및 사물디자인의 척도 – 

에른스트 노이페르트Ernst Neufert 

  또한 에른스트 노이페르트Ernst Neufert 는 그의 저서 Architects’ Data16) 
를 통해서 사용자의 행위를 고려한 척도인 ‘보편적인 기준The Universal 

Standard’를 제시했다. 이 척도는 당시 남성의 평균적 신체 치수를 고려하
여 만들어낸 것으로 건축요소의 척도는 평균적 남성 신체의 기능적 행위
의 반경에 의해 결정된다. 노이페르트의 ‘보편적인 기준’은 신체의 치수에 
그치지 않고 행위를 유발하는 신체(사용자)를 고려를 했다는 점에서 ‘모듈
러’와 차이가 있다.17) 그는 신체의 치수, 행동반경, 행위의 프로세스 등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최대한의 효율과 편의를 얻을 수 있는 공
간의 척도로 제안한다. 이러한 그의 공간의 척도는 건축물 전체에서 이루

16) 노이페르트Neufert는 ‘이 책의 목적은 인간의 대부분의 행위와 연관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척도와 공간계획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Ernst Neufert 
저, 『Architects’ Data』, Wiley-Blackwell, 2002, p.1

17) 공간계획의 척도를 사용자의 행위와 연관 지으려고 한 시도는 이전 담론에서 찾
아 볼 수 없었다. - 박도현, 『디멘젼 개념변화와 ‘디멘젼 교란’적 표현에 관한연
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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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게 아니라 문, 복도, 도로, 교실, 강의실, 가구 등과 같이 건축적 
사물들의 층위에서 이루어졌다. 건축물의 요소로서의 사물의 척도가 신체
의 기능적인 행위 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처럼 사물과 신체의 구체적
인 행위 사이의 연관성은 높지만, 이 보편적인 기준 또한 인체의 고정시점
에서의 일정 행동반경에 그쳤다는 것에 그 한계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다이어그램의 일부로만 남았다.

[그림 2-7] 생활자세의 동작치수, Bernard Rudofsky 저, 『Now I Lay Me Down to Eat: Notes 

and Footnotes on the Lost Art of Living』 (1980)에서 재인용 

  인간의 신체는 건축 또는 일상 환경에서 각기 다른 행위와 동작으로 공
간을 점유하고 움직인다. 근대의 건축 공간에서 신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
거나 신체의 영향을 받는 건축구조, 가구, 집기 등의 크기와 형태는 신체
의 비례나 치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버나드 루도프스키Bernard 

Rudofsky는 신체는 그것이 신체로서 성립하기 위한 절대적인 스케일scale과 
프로포션proportion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건축 공간을 디자인
할 때 필요한 인체의 치수는 실제의 생활에서 사물과 관계하는 동안의 자
세로서의 동작을 수반하는 공간적 넓이가 있는 치수이며, 필요한 공간은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가 연속하거나 복합하거나 하는 형태로 얻어진다. 신
체의 세부적인 치수나 사용자의 행위에 필요한 공간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의 측정데이터가 [그림 2-7]이다. 하지만 루도프스키의 이러한 척도는 앉
거나 선 자세의 두 가지 시점에만 국한된 특정 신체행위 반경으로 사용자
의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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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에서의 공간은 사용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살 수 있고 체험되어진 
공간18)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기능적 공간에 의해 사용자의 활동
이 한정되는 것이 근대 기능주의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사용자는 건
축가의 계획 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기능적 공간에 종속
되거나, 최적의 합리적인 설계를 위한 계획에서 아예 배제되기도 했다. 그 
후 건축 공간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의 신체에 대한 관심으로 비례, 치수 
등이 사용되면서 사용자의 위상이 오르는 듯 했지만, 특정 시점과 행위에 
국한되어 다양한 행위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띠며 다이어그램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남았다. 심리학자 탈콧 퍼슨Talcott Parson은 ‘인간이 지
각하고 생각하며, 환경에 정서적 또는 공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들의 
생리적 특성, 개성, 문화, 사회 조직, 환경 그 자체에 의해 지배를 받았
다.’19) 고 말하며 기능주의가 제시한 공간의 개념은 인간 행태의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이후 건축 프로그래
밍, 디자인 방법론, 환경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사용자의 공간 행태, 지각, 
인지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심리적, 사회적,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시
키려는 공간 구성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제시되었
다.20)

 

  
 

18) 김광현 저, ‘건축과 운동’, 『건축의 기초개념』, 이상건축 연재, 2000, p.72
19) Jon Lang 저, 『Designing for Human Behavior : Architecture and 

Behavior Sciences』, Penn : Dowden, 1977, p.13
20) 길성호 저, 『현대건축 사고론』, 서울 : 미건사, 1997,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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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대 이후 구체적 개념의 사용자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근대의 건축이론과 담론에서는 ‘형태는 기능을 따
른다.Form follow function.’라는 기능주의 명제를 앞세워 획일적인 건축을 생
산하며 기능과 형태에 대한 강조로 인해서 사용자는 건축가의 계획개념 
속에서 추상화 혹은 획일화 되었다. 다시 말해, 사용자는 건축가에 의해서 
완성된 공간에서 의도한 바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1960-70년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건축에서의 사용자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따른 근대 이후 건축에서의 사용자 중심 디자인 시도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2.2.1 근대건축 비판과 사용자 논의 

  공간과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근대의 인간성 상실과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에 대항하는 학자로 프랑스의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그리고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있었다. 이들 중 르페브르는 그의 저서 The Production of 
Space 에서 근대에서 사용한 사용자 개념의 추상성을 비판하며, ‘사용자
라는 단어는 뭔가 막연하고 수상한 느낌을 풍긴다. 도대체 무엇의 사용자
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사용자의 공간은 실제로 체험되는 것이지 재
현되거나 구상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가, 도시설계자, 계획가 등의 전문가
들의 추상적 공간과 비교할 때, 사용자들의 일상적 행위들의 공간은 구체
적인 것으로서 주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21) 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그는 근대의 사용자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기능주의의 기능 결정론적 사고
로 이어짐을 비판하였고, 사용use과 사용자user를 기능적 결정론에 대항하
는 혁신적인 공간 생산을 위한 주요 개념으로 보았다. 르 페브르에게 공간
이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의 활동과 그 외의 다른 공간적 실

21) Henry Lefebvre 저,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 Blackwell, 1991, 
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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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으로 인해 창조되는 것이다. 그는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이나 다양성의 출
현 및 존재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대중 사회를 위한 공간 
창조에 대항하여, 사상들과 개인들로 섞여있는 멜팅 팟melting pot과 같은 
하나의 도시와 그 도시 속에서의 많은 인구를 제안한다.22) 도시는 불일치
와 차이가 존재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긍정적인 의
미를 지닐 수도 있는 곳이다. 

  에이드리언 포티Adrian Forty 또한 모더니즘 시기의 이와 같은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점유자, 거주자, 고객 대신에 <사용자>를 선택한 것은 불우한 사람들 
혹은 힘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는 함의를 강하게 풍긴다. 그러니까 
건축가의 주택 구상에 기여할 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게다가 
<사용자>는 언제나 미지의 사람이다. 이 때문에 현상적 실체가 없는 허
구 혹은 추상이다. <사용자>는 구체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사용자의 신원, 직업, 계급, 젠더, 살고 있는 역사적 시기 등이 밝혀지
면 그것은 더 이상 카테고리가 아니다. 그 추상적 일반성이 박탈되면 
<사용자>의 가치는 붕괴한다. 사용자라는 카테고리는 사람들 사이에 존
재하는 각종 차별을 무시하면서도 건물의 거주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사람들을 그냥 <사용자>라고 지칭함으로써 그들의 불
일치하고 비순응적 개별성을 박탈하고 그 대신 동질적인 - 허구적인 - 
일체성을 부여한다.23) 

  그의 지적에서 보듯이, 모더니즘 시기의 사용자 개념은 구체적이거나 실
제적인 경험인 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추상적이고 허구적, 보편
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후기 모더니즘의 등장과 함께 건축에서의 관심이 
기능 중심에서 환경, 사람, 경험 등으로 옮겨왔다. 특히 1960-70년대의 
철학, 사회, 예술 등 전반의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들은 사용자의 역할과 

22) Tom Avermaete외 2인 공저, 권영민 역, 『Architectural Position - 
Architecture, Modernity and the Public Sphere』, 2009. p.393

23) Adrian Forty 저, 이종인 역, 『건축을 말한다』, 서울 : 미메시스, 2009, 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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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에 대한 관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문학에서의 수용미학24), 건축
에서의 상황주의자situationist 담론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처럼 사용자를 
중시하는 설계방법론은 1960년대에 광범위한 사용자 담론을 촉발하였고, 
이러한 담론을 바탕으로 정량적 접근방법인 기능주의와 유형학을 비판하
며 사용자들의 생활 및 행동 패턴에 기반 한 유연하고 새로운 공간 디자
인의 가능성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건축가들에게는 공간계획에 있어서 사용자들을 위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주된 관심사였다. 주제의 초점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행위와 프로그램들에 대한 건물의 유연성flexibility과 적응성adaptability에 관
한 것들이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욘 하브라켄John Habraken이 SAR(건축가들
의 연구를 위한 재단)의 연구과제에서 주로 이 주제를 다루었다. 그는 그
의 저서 Supports 에서 광대하고 지속적인 건물의 구조와 그 내부 구성
의 가변성을 구분한다. 그는 매일의 일상적 행위가 펼쳐지고, 건물이 거주
자들에 의해 전용되고 특징지어질 수 있는 기반base으로서의 건축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25)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러한 시도들은 근대건축의 기능적 공간에
서 무시되어온 사용자를 건축계획에 있어서의 중요한 개념으로 설정하여 
인간행태로서의 건축architecture as human behavior을 제시한다. 이렇듯 디자인 
과정에 사용자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건축과 사용자의 간극을 
좁히는 방법이 사용자 참여디자인 방법론user-participation design method이다. 
이는 근대의 결정론적 건축개념에서 사용자를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했던 
기능주의 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법론이다. 크리스
티나 후퍼Christina Hooper는 루이스 설리번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

24) 수용미학은 1960년 말 서독 문예학계에서 시작된 문학연구의 한 방법론으로 문학
작품의 역사성과 예술성이 독자(사용자)의 작품 체험 속에 내제해 있다고 전제한다. 
작가-작품 중심에서 작품-독자 중심으로 전환된 개념으로 작품에서의 독자(사용자)
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문이다.

25) John Habraken 저, Supports : an Alternate to Mass Housing, UK : The 
Urban International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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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치환하여 ‘형태는 지각을 따르며, 지각은 형태를 따른다.’26)는 명제를 
내세우며 건축에서 사용자의 지각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곧 
건축 작품을 해석하고 경험하는 주체가 사용자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건축
에서 사용자의 부재는 건축의 부재와도 같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2.2.2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건축적 시도와 한계

(1) 사용자의 참여 : 헤르만 헤르츠베르허Herman Hertzberger

  기능주의의 기능 결정론적 사고에 대항하는 또 다른 이는 네덜란드의 
건축가 헤르만 헤르츠베르허Herman Hertzberger이다. 그는 사용자의 구체적 
행위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의 개념의 중요성을 여러 문헌과 작품에서 언
급하였는데 다음의 글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건물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건축가는 사용자가 반드시 각각의 부분과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가를 그들 자신을 위해 결정할 수 있
도록 자유를 부여해야함에 항상 유념해야한다. 사용자들의 개인적인 해
석은 건물의 프로그램에 고착되어 있는 건축가들의 정형화된 정량적 접
근보다 훨씬 중요하다.27)

  헤르만 헤르츠베르허는 사용자가 공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 사용자
가 창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공간을 디자인 할 것
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그가 말하는 공간이 무계획적으로 큰 개방공간이나 
단순히 유연한 공간은 아니다. 여기서의 유연성은 다목적성polyvalence이나 
미완성incompletion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행위
에 대해 반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간이다. 

26) Christina Hooper 저, 『Perceptual Aspects of Architecture』, New York : 
Academic Press, 1978, p.181

27) Herman Hertzberger 저, 『Lessons for students in architecture』, 010 
Publishers, 2005,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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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위에 집중하여 설계에 반영한 헤르만 헤르츠베르
허의 대표적인 건축공간으로 네덜란드 델프트Delft 시에 위치한 몬테소리
Montessori학교 모래 놀이터를 꼽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그는 어린이
들의 일반적인 모래밭에서 이루어지는 갖갖이 행위를 분석하여 공간계획
에 반영하였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몬테소리학교
의 시멘트 블록을 이용한 모래 놀이터이다. 어린이들이 형성하는 그룹의 
패턴과 인원수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를 공간화 시킨 것인데, 적절히 구획
된 일정 규모의 경계 공간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공간을 구현했다.

[그림 2-8] 몬테소리 모래 놀이터에서 주어진 공간을 점유하는 아이들(사용자) 

  이 공간은 [그림 2-8]에서 보듯이 아이들의 다양한 놀이행위와 경험이 
중첩, 소통되는 곳이다. 모래 놀이터에서 사용자, 즉 아이들은 모래성을 
만들거나 눕거나 구르며, 시멘트 블록으로 이루어진 낮은 경계를 따라 아
슬아슬하게 걷기도 하고, 블록으로 구획된 공간 안에서 모래를 이용한 놀
이를 한다. 이곳에서의 사용자는 건축가가 제공한 최소한의 규제 속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자율적인 해석에 
따른 행위를 취하며 공간을 점유해나간다. 

  위의 놀이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진 틀에서 사용자의 자율적인 
해석에 따라 행위가 유발되며 그 행위를 통해서 공간의 의미가 발생한다. 
헤르만 헤르츠베르허는 이러한 사용자의 개념을 작은 공간계획에서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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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에서도 시도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아펠도른
Alpeldoorn의 센트럴 베헤이르 오피스Central beheer office를 꼽을 수 있다. 이 
오피스는 가구 배치와 장식을 사용자에게 맡긴다는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
이 있었고, 사용자들은 업무공간에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애정과 정
성을 쏟았다. 최고 결정권자의 이 같은 배려가 있었기에 건축가의 ‘사용자
에게 최종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개념’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 

[그림 2-9] 사용자에게 가구 배치와 장식에 대한 자유권한을 부여한 센트럴 베헤이르 오피스, 

각 유닛은 사용자들의 개성에 따라 제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 오피스는 전체적으로 정방형의 구성을 띄며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각기 유닛들이 확대가 가능하고 유닛들 간의 위계가 약하다. 각기 유닛들
은 사용자들이 공간을 사용하는 목적과 구성원들의 개성에 따라 하나같이 
다른 모습을 띈다. 건축가는 사용자의 공간 점유방식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최소한의 건축적 틀로서 정방형의 유닛만을 제공하였다. 각 유닛의 가구와 
장식들의 배치는 사용자의 개성, 활용과 업무 패턴에 맞게 조절되며 사용
자들의 점유에 의해 최종 디자인이 완성된다. 사용자는 적절한 장소, 즉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는 장소에서라면 건축가가 사용자의 참여를 독려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건축가의 의무이기도 하다.28) 



- 23 -

(2) 사용자의 표류와 전용 : 국제 상황주의자Situationist International

  이러한 능동적29) 개념의 사용자는 비슷한 시기에 유럽 전역에서 큰 사
회적 영향력을 떨친 국제상황주의자Situationist International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상황주의자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는 기 드보르Guy Ernest Debord가 참
여한 상황주의 잡지인 Internationale situationniste 에 등장한다.

<상황주의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설명적 가치로서 상황을 인
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만드는 행위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사회적 실천과 개인적 연사의 모든 수준에서 행해진다. 우리는 
삶의 순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존재적 수동성을 대치하며, 유희적 긍정
으로 의심을 대치한다. 현재까지 철학자와 예술가들은 상황을 해석하기
만 했다. 지금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
이다.30)

  위 잡지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황주의자는 상황의 인식에 따른 해석
이 아니라 상황의 창조와 변화에 더 큰 관심이 있다. 이런 관심은 그들로 
하여금 스펙터클로 길들여진 비 참여적인 사회 문화에 대한 비판을 가하
게 했다. 또 이들은 공간의 기능에 따라 분리하는 조닝과 합리적이고 정량
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행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인간성을 소외시키
는 기능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상황주의의 ‘상황’이라는 용어는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의 ‘상황’이라는 개념에서 차용한 것으로 생각된
다.31) 사르트르는 자유란 상황 내에서만 존재하며, 상황은 자유를 통해서
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상황주의자는 상황을 구축하
기 위해 개입 혹은 참여하는 사용자를 의미한다.

28) Herman Hertzberger 저, 『Lessons for students in architecture』, 010 
Publishers, 2005, p.25

29) 조나단 힐Jonathan Hill의 분류에 따른 사용자중 reactive user와 유사하다.
30) Internationale situationiste, n° 9, 1964년 8월, p.24 ( 장용순 저,『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 02 은유와 생성』, 서울: 미메시스, 2010, pp.178-179 재인용)
31) 이승우, 『스펙타클 정치에 대한 도전 :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 1957-1972, 서울

대학교 석사논문,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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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주의는 전체의 참여적 문화, 일체성의 문화, 인간적 개입의 문화를 
호소하며 기능주의와 합리주의의 근대 건축론과 도시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도시건축을 제안하려고 노력했다. 팀 텐TEAM-X이 완벽한 형
태를 지닌 구조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한 반면, 상황주의는 명확한 형
태를 갖추지 않은 도시건축이다. 그들은 순수하고 동질적인 조닝에 반대하
면서 영역과 기능의 혼합을 요구한다. 심리 지리학32), 탈정향désorientation, 
우회, 표류 등의 개념을 통해서 기능주의에 대한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한
다.33) 이런 개념들은 그들의 ‘벌거벗은 도시’, ‘뉴 바빌론’ 등을 통해서 찾
아 볼 수 있다. 

[그림 2-10] 기 드보르Guy Ernest Debord와 아스거 요른Asger 
Oluf Jorgensen의 벌거벗은 도시  

  기 드보르Guy Ernest Debord와 아스거 요른Asger Oluf Jorgensen의 ‘벌거벗은 
도시The naked city’는 심리 지리적 분석에 기반을 두고 진행한 작업이다. 심

32) 도시의 단조롭고 반복되는 기능적 일과 속에 은폐되어 있지만, 일상적 경험속에 
내재한 혁명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실험영역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곳들을 기존
의 도시에서 발견해 내는 연구

33) 장용순 저,『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 02 은유와 생성』, 서울: 미메시스, 2010,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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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리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재개발로 인해 사라져 갈 위기에 처한 도시
의 중요한 곳들을 지도로부터 조각조각 잘라냈다. 이렇게 잘라진 도시의 
파편들은 타불라 라사34)Tabula Rasa로서의 하얀 종이 위에 재배치했다. 이 
도면 위의 화살표는 기능적인 순환으로서의 연결이 아니라 표류dérive에 가
까운 무의식적 산책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 드보르에 의하면 표류는 상황
주의자들의 주요 개념어로 심리 지리적 연구를 위한 수단이었다. 다양한 
분위기속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테크닉이나 목적 없이 보행하는 테크닉
을 의미한다. 이는 심리 지리적 본성 인식과 놀이-구축적 행동과 연결되
어 있으며, 고전적인 개념인 산책이나 여행 등과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림 2-11] 거주자들이 영위하는 삶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파리공중도시계획안 

  심리 지리학으로부터 출발한 국제상황주의자의 도시론은 곧 일원적 도
시계획35)Urbanisme Unitaire으로 정교화 되고 요나 프리드만Yona Friedman의 
공중도시La Ville Spatiale, 엘리슨과 피터 스미슨Peter & Alison Smithson의 베를
린 공중 가로 계획Berlin Haupstadt Project을 만나 콘스탄트Constant에 의해 뉴 
바빌론New Babylon으로 형상화되기에 이르렀다.36) 1956년에 발표된 가변건

34)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종이라는 뜻으로 일체의 경험 이전의 인간의 정신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렘 콜하스의 믈룅-세나르Mulen Senart 등 건축 작업에 종종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35) 기드보르에 의하면 일원적 도시론은 ‘행동의 실험과 동적으로 연결된 환경의 통합
적 구축과 함께 가는, 예술과 기술 전체의 사용의 이론’이며, ‘놀이로서 보다 자유
로운 사회의 진지함으로서, 상황들을 구축하는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초’이
다. Internationale situationiste, n° 1, 1958년 6월, n° 2, 195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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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L'Architecture mobile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건축가가 다수의 사용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출발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다.’고 보는 그의 인식에 근거한다. 가변건축의 핵심내용은 사용자(거주
자)가 직접 디자인을 주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건설로 도시환경에 다수의 
시민들이 사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변건축은 프리드만이 공간적인 하부구조spatial infrastructure라 부르던 구조
물인 공중도시La ville spatiale로 발전한다. 

  요나 프리드만이 그려낸 3차원의 구조물은 지상에서 10미터 높이에 6미
터 모듈로 설치됐다. 대규모의 공공시설들은 지상부에 위치하며 주거 프로
그램은 공간적 하부구조에 들어섰다. 여기서의 거주자들은 이후 디자인 과
정을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하부구조는 도시에서 오랜 시
간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사용자들이 직접 보고 만지는 나머지 경
험의 대상들은 모두 일시적이며 가변적이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로 인해 
도시의 하부구조는 물리적인 한정성에도 불구 다양한 사용자의 수많은 사
용 패턴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시의 중시하는 가치 중 하나
가 사용자 개인의 자유와 창조적인 행위를 존중하는 것이었기에 사용자 
개개인이 자유롭게 공간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부구조를 마련해준다는 것
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사용자들이 상황을 구축하도록 배경을 마련한 일
원적 도시계획을 구체화된 도시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는 콘스탄트Constant

의 뉴 바빌론New Babylon 계획안은 토지의 공유와 기계에 의해서 사회의 모
든 생산이 자동화된다는 가정 아래 만들어진 도시적 계획이며 하나의 이
상도시였다. 이곳에서 모든 사용자(거주자)는 어떠한 구속도 없이 일을 할 
필요조차 없는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으로 묘사되며, 그들의 이동은 표
류dérive의 방식으로 자유롭다. 뉴 바빌론은 지상에서 15미터 가량 떠 있는 
단위구조인 섹터sector들로 구성되어 자유로이 연결되고 확장되는 네트워크 

36) 봉일범 저, '도시 : 사건과 구조‘, 『건축-지어지지 않은 20세기』, 서울: 
Spacetime, 2009,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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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네덜란드 멤버인 콘스탄트의 공동적 행위에 대한 마지막 참여가 노란 
영역yellow sector에 대한 묘사였다. 이것은 필로티 위에 올려진, 상황주
의적으로 매달린 도시의 제안이었다. 거기에는 놀이 영역과 주거 영역 
사이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위기의 놀이, 미로-집, 움직이는 칸
막이벽들이 설치되었다.37)  

  이 매달린 도시에서의 칸막이벽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동 및 변
형이 가능하다. 각 영역이 기능에 의해 완벽히 규정되는 기능주의의 조닝
과는 달리 이곳 뉴 바빌론에서의 섹터들은 아무런 기능이나 목적을 전제
로 분리되어있지 않다. 섹터들의 이름은 구분을 위한 것일 뿐 아무런 의미
가 없으며 섹터 내에 구축된 공간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어떠한 규정도 보이지 않는 중성적 특성으로 인
해 공간을 표류하는 사용자들의 창조적인 행위와 참여에 의해서만 그 공
간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림 2-12] 사용자로 하여금 상황의 구축을 위한 미로의 사다리(좌)와 뉴 바빌론의 섹터중 

하나인 옐로우 섹터(우) 

 

37) Jean Francois Martos 저, 『The Histoire de I'Internationale situationniste』, 
Paris : Grard Lebovici, 1989,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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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바빌론은 사용자의 행위와 참여에 따른 이벤트에 의해서 공간의 성
격이 규정되는 중성적 성격을 바탕으로 하는 가변적 미로의 구조를 보인
다. 뉴 바빌론 프로젝트가 구조나 성격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요나 프
리드만의 가변건축이나 공중도시와 차별되는 점은 사용자가 상황을 구축
하기 위한 직설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인데,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미
로(사다리)이다. 뉴 바빌론의 섹터내부는 움직이는 미로의 연속으로 이루
어져있는데, 이곳에 거주하게 되는 사용자는 항상 새로운 공간을 마주하게 
되며 그에 따라 그 공간은 창조적인 구축의 배경이 되는 비 규정적 장이 
된다. 콘스탄트는 그가 그려낸 구조에서 사용자들이 실제 어떻게 반응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로테르담에 실험 스튜디오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콘스탄트는 ‘뉴 바빌론의 실제 디자이너는 바빌론인(사용자)들이 될 것
이다.’ 라고 밝혔지만 이것을 그 모형에서 명확하게 찾아 볼 수는 없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과 놀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 뉴 바빌론은 실현의 가
능성이 극히 낮았기에 물리적 존재를 만들어내는 건축의 개념이라기보다
는 새롭게 마련된 공간에서 사용자에 의해 작동하는 일종의 시스템을 만
들고자 한 시도였다. 하지만, 당시 많은 시도들 중 건축과 도시의 사용자
가 주어진 정보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의 욕망 혹은 의지에 따라 공간과 장소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구축의 
주체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뉴 바빌론의 경우가 유일한 듯하다.38) 

(3) Do it Yourself : 세드릭 프라이스Cedric Price

  세드릭 프라이스Cedric Price는 시간을 기반으로 하며, 사용자의 참여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건축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20세기 후반 
가장 영향력 있는 공상적 건축가이다. 펀 팰러스Fun Palace는 프라이스의 
가장 유명한 작업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일반 빌딩 요소들의 조합으로 
다중 프로그램화된 24시간 작동하는 엔터테인먼트 센터이다. 이 작업의 

38) 봉일범 저, '도시 : 사건과 구조‘, 『건축-지어지지 않은 20세기』, 서울: 
Spacetime, 2009, pp.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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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사용자의 요구와 열망desire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를 생산39)

하는 것이다. 그는 당시 영화감독으로 유명했던 요안 리틀우드40)Jona 

Littlewood와 공동 작업으로 펀 팰러스를 진행했다. 

[그림 2-13] 세드릭 프라이스의 스케치에 표현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들 

  

  그는 사용자의 다양한 행위들의 유연한 수용을 위해서 다양한 사이즈와 
모양의 공간을 그려냈다. 다층화된 거대한 사용자 참여공간은 다른 행위간
의 연결과 충돌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세드릭 프라이스는 사용자의 참여
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프로그램의 유닛공간을 제안했는데, 이 유닛공간
에 대해 그는 ‘it’s a kit of parts, not a building‘ 이라고 묘사한다. 그
들이 제안한 공간 중 핵심공간은 교육의 기계Teaching Machine라고 명명된 
공간인데, 다른 말로 가로의 대학교University of the streets이다. 이 공간에서
는 사용자의 관찰, 추론, 기억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교육적인 
게임의 장이다.41) 퍼즐을 맞추고 영화 스크린을 설치하고 미술행위를 하
는 등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장소이다. 그
는 프로젝트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

39) Mary Lou Lobsinger 저, ‘Cedric Price : An Architecture of the 
Performance’, 『DAIDALOS 74』, 2000, p.24

40) 그녀는 당시 ‘The mother of modern theatre’ 로 비유되었다.
41) 세드릭 프라이스와 리틀우드는 이 공간을 주로 Fun Arcade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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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가능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사용자의 참여에 의한 사후 구
축적 태도를 지향했다. 

(4) 움직임의 주체 :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

  현대 건축담론에서 다양한 경험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을 가장 구체
적으로 규명하고 탐구한 건축가로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를 꼽을 수 
있다. 츄미는 ‘프로그램 없는 건축이 존재하지 않듯이, 움직임 없는 건축
도 존재하지 않는다.’ 는 명제를 제시하고 사용자의 움직임을 건축의 발생
인자Movement as Generator로 간주한다.42) 움직임의 주체인 인간은 당연히 건
축 공간 경험의 주체자, 즉 사용자이다. 움직임으로 대변되는 이벤트event

는 결국 사용자의 행위와 물리적인 건축공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다
음은 츄미의 이벤트와 건축 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글이
다. 

건축의 경우에 이벤트는 장소에 발생하는 것 뿐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
는 것, 즉 무엇이 발생하도록 그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
라서 건축은 장소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43)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가 건축공간을 점유함에 따라 발생된 이
벤트는 단순히 장소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즉, 
공간을 점유하는 사용자들에 의해서 공간의 장소성과 정체성이 형상화 된
다는 의미이다. 또한 츄미는 사용자에 의해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나는 사건
들이나 건축가의 원래 의도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전용appropriation에도 관
심을 가졌는데, 그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에서 성당 안에서의 장대높이뛰기, 세탁실에서 자전거 타기, 엘리베이터 
샤프트에서 스카이다이빙 하기 등의 구체적인 예들을 들며 프로그램간의 

42) Bernard Tschumi 저, 『Event-Cities2』,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2000, p.17

43) Edward S. Caesy 저, 『The fate of place: a philosophical history』, 
Californi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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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이나 사용자의 전용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그는 관습적인 공
간 조직에서도 초현실적으로 터무니없는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
을 표출한 것이다. 다음은 그의 전용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문구이
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로툰다는 도서관이지만 연회장으로 사용되기도 한
다. 또한 학교 특강의 장소로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언젠가는 대학의 
체육시설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로툰다가 아주 멋
진 수영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내가 농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만, 오늘날 철도역이 박물관이 되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면서, 형태
와 기능간의 완전한 상호교환성, 근대주의에 의해 신성시되던 전통적이
고 규범적인 인과 관계의 상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기능은 
형태를 따르지 않으며, 형태도 기능을 따르지 않지만 - 또는 허구도 이
와 유사하다 - 분명히 이들은 서로 영향을 준다. 로툰다에 만들어진 커
다란 수영장에 다이빙한다는 것은 충격의 일부분일 뿐이다.44) 

[그림 2-14] 비일상적인 예를 들며 다른 프로그램간의 조합과 그에 따라 발생되는 이벤트(좌), 

사용자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건축 공간(우)

  알도 로시Aldo Rossi 는 L'archittectura della Cittá 에서 도시의 건축은 
총체적인 인공물이며 도시 생활의 무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이벤트의 개념을 건축의 장소의 기억화와 관련지어 해석한 반면, 베르나르 

44) Bernard Tschumi 저,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cambridge, 
MA/London: MIT press, 1994, pp.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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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미는 이벤트의 개념을 건축의 새로운 경험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한 개
념들인 공간, 움직임과 짝을 이루는 3중적 요소의 하나로 제시한다. 츄미
는 The Manhattan Transcripts 에서 틀과 시퀀스뿐만 아니라 이벤트, 
공간, 움직임의 개념을 기존의 습관적이고 인습적인 건축 해석을 탈피해 
새로운 경험의 질서를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하고 있다.45) 

  츄미는 예상치 못한 행위, 즉 이벤트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의 사이
공간in-between space을 제안했다. 여러 가지 해프닝, 이벤트, 사건 등을 수
용하기 위한 중성적이며 불확정적인 공간인 이 사이공간은 창조적 사용자
의 적극적인 행위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공간이다. 그는 건축 공간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사물의 반복적인 속성인 반면, 이벤트는 단 한번만 일어나는 
우연적인 사건이다. 그것은 다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츄미는 이벤트
의 개념을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수성의 개념, 즉 서로 간 아무 관련
이 없는 사물들의 다수성과 관련지어 설명한다.46) 이러한 디자인 접근방
법은 사용자의 예상 불가능한 행위들을 수용하기 위해 건축 공간구성에 
미확정적인 틈을 제공하는 것이다.

(5) 한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 건축에서는 근대와 달리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묘사되었으나 결국은 건축가의 개념 속에 머무르며 
추상적이거나 기능적 공간에 지배되는 수동적인 사용자로 남게 되었다. 

  근대 건축에서의 사용자 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각 시도들이 가지는 
한계점을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5) 길성호 저,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서울: Spacetime, 2003, p.75
46) Yukio Futagawa 저, 『Bernard Tschumi』, Tokyo : A.D.A EDITA, 1997, 

p.77, Ibid, p.7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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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 시도 주요개념 한계점

1. 헤르만 헤르츠베르허Herman Hertzberger

센트럴 베헤이르 오피스

- 기능주의 결정론 비판

-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

- 유연한 공간(다목적성)

  의 제안

-

2. 국제 상황주의자Situationist International

뉴바빌론 – 콘스탄트

- 중성적 공간

- 사용자의 전용과 표류

- 자발적 공간의 창조

- 움직이는 구조물

완전 자동화라는 시스템

을 갖춘 생산과 놀이라

는 개념은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낮음

3. 세드릭 프라이스Cedric Price

펀 펠레이스

- Do it yourself

- 사용자의 요구와 열망

에 적응하는 기계

- 거대한 놀이 공간

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한 

듯 보이지만 결국은 시

스템화 된 기계에 구속

4.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

맨하탄 트랜스스크립트

- in-between space

- 이벤트-불확정적

- 움직임=건축발생인자

- 공간의 전용

예측 불가능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된 

일시적 우연성을 자신의 

기준 하에 미리 설정함

사용자 중심 건축 디자인 시도의 한계 

추상적, 일반적인 존재로 남은 근대의 사용자 개념의 한계를 비판하며, 구체

적으로 사용자를 묘사했지만 결국은 건축가의 개념 속에 머무르며 기능적인 

공간에 구속되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사용자는 여전히 수동적인 존재로 

남게 되는 모순을 보임

[표 1] 근대 이후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건축적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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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용자 중심 디자인 개념의 부상

  오랫동안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에게 공간은 물(物)적 대상으로만 인식되
어왔고, 그들의 관심은 산업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기계생산을 위
한 물적 대상의 외형적 창조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실질적인 
공간의 이용주체인 사용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건축에서의 사용자 개념은 기능주의 시대의 기
능에 종속되는 일반화된 추상적 존재였거나(2장1절), 후에 사용자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건
축가의 계획 개념을 위한 수단(2장2절)에 머무르고 말았다. 본 절에서는 
현대 이전의 사용자 개념의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인 창조적사용자와 건축과 인간의 관계를 논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인 수용미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3.1 자발적으로 공간을 해석하는 창조적 사용자

  사용자의 개념은 1960년대 후반에 들면서 추상적 의미의 보편성을 표상
하는 사용자나 주어진 공간을 능동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간을 재해석하
는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위와 
경험의 주체로서 규정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대 건축 담론
에서 사용자라는 단어를 주체적 의미를 강화시켜 행위자actor라고도 한
다.47) 건축가가 미리 예상한 사용자의 행위와 실제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사용자의 행위는 우연히 같을 확률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후자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건축가에 의해 연출된 공간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기적 해석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거나 주어진 공간을 
주체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용자를 일컬어 ‘창조적 사용자’라고 한
다. 앙리 르페브르는 이러한 창조적 사용자를 기능주의의 권위와 파편화된 

47) 신승수 저,『사용자 중심의 중층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건축 디자인 연구』, 박사학
위논문, 서울대학교, 2010,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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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실험을 공격하는 전용자appropriator로 묘사했는데 이는 상황주의자
나 츄미의 사용자 개념에서 기원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건축이론가 조나단 힐Jonathan Hill은 벤야민의 수동적 혼란과 능동적 
혼란을 건축에 적용48)하여, 이처럼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사용자의 개념이나 역할에 대해서 그의 대표적 저서 Actions of 
Architecture 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49) 

구 분 개 념

Passive User  (수동적) 예측가능, 용도나 공간을 변경할 수 없는 사용자

Reactive User (반응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간의 물리적 변경이 가능한 사용자

Creative User (창조적)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용도와 의미를 부과하는 사용자

[표 2] Jonathan Hill의 단계별 사용자 개념구분

  창조적 사용자는 건축가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데, 이것은 공간의 전용appropriation50) 개념이다. 이렇듯 건축가나 디자이너
의 디자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공간이나 사물을 해석하거나, 디자인 의
도가 전혀 없는 사물을 창조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는 실제 일상의 도시-
건축공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일례로 뉴욕 맨하탄의 건물들은 도시
가로와 직접적으로 바로 맞닿아 있어, 보행자 가로와 건물의 경계가 선명

48)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예술작품과 관객의 관계에 있어서 예술작품
에 흡수된 개인의 집중된 ‘응시contemplation - 아우라와 관련된 고전적 감상의 의
미’보다 대상과 감상자의 관계를 일으키는 ‘혼란distraction’을 중시하였는데, 혼란은 
‘수동적 형태passive form - 습관과 반복에 의해 강화된 무신경 상태’ 와 ‘능동적 
형태active form - 습관적 행위로부터의 일탈로서의 혼란’ 사이를 오간다. 그는 일
반적인 건축의 경험은 수동적 혼란과 관계 가 깊다며, ‘능동적 혼란’ 을 ‘충격
shock’과 연결한다. 벤야민의 이러한 구분은 경험하는 개인의 차이에 의한 것 보다
는 매체가 초래하는 결과물이다. 개개인들은 처음엔 수동적이지만 곧 그 예술 작품
을 통해 어떤 것을 감지하게 된다.

49) Jonathan Hill 저, 'The role of users', 『Actions of Architecture』, 
Routledge, 2003, p.28

50) 상황주의자들의 상황의 구축방법 중 하나로, ‘본디의 뜻과 달리 응용하여 사용함’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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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러한 도시적 상황에서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사용자)들은 길을 지
나는 행위 외에 멈추거나 다른 일상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림 
2-15]에서 보듯이 이곳의 사용자들은 자신 주변의 사물의 상황을 자신의 
목적행위를 이루기 위해서 건물의 입면을 자발적 해석에 따라 잠시 서서 
통화하는 공간, 대화를 나누는 공간, 담배를 피우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두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요철과 같이 들
어간 건물의 입면공간은 사용자에게 독립된 개체 공간으로 인식된 것이고, 
이 공간에 들어간 사용자는 건물을 등지고 눈앞으로 지나가는 다른 사용
자들과 반대편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사용자는 일상의 공
간에서 사물을 대할 때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상황과 특성을 
판단한 후에 행위를 취한다. 경험이나 지각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행위에 
대한 사물의 가치를 먼저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 2-15] 건물과 바닥이 만나는 경계에서 건물입면의 미적요소로서 계획된 홈의 

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좌), 건물의 환기를 위해 기능적으로 파여진 홈에 걸터앉은 

사용자들(우)

  이안보든Iain Borden은 사용의 개념, 즉 일상생활에서의 살아있는 경험을 
통한 공간의 전용을 일상 도시-건축공간에서의 스케이트보딩skate boarding

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스케이트보더는 특정용도로 
사용되거나 버려진 공간인 연석, 커브, 램프, 빈 수영장, 계단, 핸드레일 
등을 전용하면서 도시 내 수많은 공간을 스케이트보더를 위한 익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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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X-game으로 전환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도시에의 반작용으로 
움직이고 몸의 움직임을 도시로 투영하면서 물리적 환경과 몸을 변증법적
으로 연동시키며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51) 

[그림 2-16] 일상에서의 건축-도시공간 구조물을 전용하는 스케이트보더 

  특히 이안 보든은 공간과 신체의 관계는 경험과 창조적 행위의 주체로
서의 사용자 개념이 신체에 기반 한 움직임을 통해 공간 환경과 연결된다
는 점을 환기시킨다.52) 즉 이벤트event는 사용자의 행위와 물리적인 공간 
환경을 매개하며 이때의 이벤트는 사용자의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구체화
된다. 즉 현대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개념의 창조적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
와 경험을 통해 이벤트를 생산하고 공간을 생산하는 창조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 

2.3.2 수용미학의 건축으로의 적용 

  야우스H.R.Jauss에 의해 제기된 수용미학은 1960년대 말 서독 문예학계에
서 시작된 문학연구의 한 방법론이다. 이 새로운 문학 연구 방법론은 문학 

51) Jonathan Hill 저, ‘Architects and creative users’, 『Actions of 
Architecture』, Routledge, 2003, pp.64-66

52) 신승수 저, 『사용자 중심의 중층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건축 디자인 연구』, 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0,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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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역사성과 예술성이 독자, 즉 수용자의 작품 체험 속에 내재해 있다
고 전제한다. 문학작품의 해석과정에서 독자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 수용
미학적인 시각을 건축 작품의 해석과 디자인 접근방식의 담론에서도 발견
할 수 있는데, 환경-행태 분야의 연구문헌들은 모더니즘 건축이 배제하였
던 인간을 건축 디자인의 중심적 테마로 설정하고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이들 연구는 환경과 인간의 심리학적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쉐마, 이
미지, 심상, 기억, 지각, 인지, 행태 등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해왔다.53) 이 
개념들은 건축을 하나의 열려 있는 텍스트로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수용
자와의 관계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의 건축형태의 의미는 인
간의 감정적 반응의 기반이자 인간의 행태를 위한 단서이다. 여기서의 의
미는 건축의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그 요소에 
의도화 되거나 속성이 부여된 것이다. 

  후퍼K.Hooper는 ‘건축은 인간이라는 관찰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54)고 보았는데, 이는 물리적인 형태 보다 인간이 지각한 지각된 형태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1960년대에 시작된 환경-행태 연구 분야를 바탕으
로, 디자인 과정에 사용자가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건축 작품과 사용자
의 간격을 좁히려는 방법은 ‘사용자 참여디자인 방법론’이다. 이는 건축 
결정론적 관점에서 사용자를 통제하려 했던 모더니즘 건축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인간의 이미지, 기억 등에 의한 형태의 의미와 상징
성, 장소성의 회복을 중시한 후기 모더니즘 건축가들의 디자인적 접근태도
는 작가-작품 위주의 시각에서 수용자(사용자)를 중요시 하는 태도로의 전
환을 보여준다. 이러한 건축적 담론에서 주목할 점은 작가-작품 위주의 
디자인 방법에서 탈피한다는 점이며, 이는 작품을 해석하고 경험하는 수용
자(독자)를 중시한 수용미학적 태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건축의 
수용미학적 해석은 모더니즘의 추상적 공간개념에서 배제되어 온 인간을 
부활하고 공간을 ‘인간화’하려는 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53) 길성호 저,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서울 : 시공문화사, 2003, p.22-23
54) K.Hooper 저, 『Perceptual Aspects of Architecture』, New York : Academic 

Press, 1978,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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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지구조의 형성과 사용자 행태

  인간은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환경은 인간 주변을 둘러싸고 인간의 신체
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자극, 정보를 여러 감각기관에 의해 
받으면서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건축공간으
로 가져와서 생각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자들은 주변의 사물들과 끊
임없이 관계하면서 그 공간이 가진 본연의 의미를 이끌어내고 주변의 다
른 사용자들과도 관계하며 전체적인 건축공간의 의미를 형성한다. 건축가
에 의해 마련된 공간에 사용자의 감각을 통한 신체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
는다면 그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부void 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
큼 건축에 있어서 사용자 신체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심리학자 및 건축가들은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보편적 
요구를 바탕으로 건축공간과 형태가 인간의 지각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공간의 개념이 관념론적이거나 유물론적인 공간인식에
서 벗어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개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여기서 핵
심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인간의 ‘체험’이며, 인간이 공간을 지각하는 과정
은 복합적인 과정으로 수많은 변수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
다. 인간의 존재와 공간의 관계를 ‘체험된 공간’Erlebte Raum의 개념으로 서
술한 볼노우O.F.Bollow는 저서 Mensch und Raum 인간과 공간 에서 ‘체험
된 공간은 기하학에서 말하는 균질적인 연속적 공간이 아니며, 또한 칸트
가 생각한 것과 같은 선험적인 공간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55) 
그는 어떠한 장소라도 인간에 대해 의미를 지니며, 인간과 공간은 서로 떼
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여겼다. 인간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
으며, 공간은 인간의 일상적 경험세계를 포함하는 실체의 세계이다.56) 다
시 말해 인간의 존재와 행위는 모두 공간적 체험에 연결되어있다. 공간적 
체험은 인간이 환경을 지각하고 공간개념을 인식하여 행위를 발생하는 것
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공간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건축가의 몫이다.

55) 길성호 저, 『현대건축 사고론』, 서울 : 미건사, 1997, p. 274
56) 권영걸 저, ‘인간, 공간, 행태’, 『16 Issues in Space Design』, 서울 : 도서출판 

국제, 2006,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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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신체의 중심성과 공간지각

신체는 스스로를 움직이며 동시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사방에 있는 사물들을 붙잡아 놓고 있다. 

_Maurice Merleau-Ponty

  사물의 본질을 다루는 현상학에서 메를로퐁티는 선험적 의식을 강조한 
에드먼드 후설Edmund Husserl에 반해 인간의 신체 자체를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는 신체(몸)이며 신체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가진 
존재57)이다. 신체가 세계에 정확하게 위치할 때, 신체에 의해서 의미를 획
득한다. 몸이 세계를 지각한다는 것은 몸이 가진 감각이 직관 즉 심상(心
象)을 통해 육화된 체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체험된 세계 자
체로서의 몸은 공간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는 이 공간을 ‘현상적 장’58)

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현상적 장은 주체와 세계가 분리된 대상이 아닌 몸
이 세계에 고정됨으로서 관계된 공간성을 경험하는 의미의 장소이다. 건축 
공간과 신체의 상호관계성은 공간과 형태 디자인만큼 중요한 개념이다. 이 
관계는 신체가 공간과 형태를 경험하는 방식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와 
연결된다. 그간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신체와 지각적 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현상학과 실존주의적 관점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서의 현존재Dasein, 실존Existence 즉, 실존적 자아의 중심으로서 
지각하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59) 이는 인간의 
육체성이 강조되는 신체 중심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학적 
존재론의 개념은 기존의 관념론적, 유물론적 건축 공간론의 개념에서 벗어
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개념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에 따라 1960년대 이후부터 지각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신체를 

57) 조광제 저, 『주름진 작은 몸들로 된 몸』, 철학과 현실사, 2003, p.61
58) 메를로퐁티는 체험된 공간은 주관적인 공간이 아니라 객관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가 체험된 세계의 바탕을 ‘현상적 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칫 기하
학적 공간은 객관적 공간이고 체험된 공간은 주관적인 공간이라는 오해를 막기 위
함이라고 밝혔다. 박영욱 저, 『필로아키텍쳐』, 향연, 2009, p.54

59) 길성호 저, 『현대건축 사고론』, 서울 : 미건사, 1997,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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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Moore Human - Kent 

C. Bloomer 

중심으로 가치를 포함한 공간경험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건축가 찰스무어60)Charles W. Moore는 신체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건축공간의 중요성을 제
기해왔다. 그는 건축공간을 단지 시각적 차원
에서의 의미 전달보다는 신체의 기억을 통해
서 경험되는 ‘장소의 영역성’으로 인식한다. 
그에 따르면 건축의 1차적 목적은 영역성을 
창조하는 것이며, 건축가의 역할은 ‘사용자가 
장소의 이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건축적 자
극을 한정해주는 것’ 이다. 또한 건축의 중요
한 특성은 현존하는 것과 인간의 기억 속에 
내재하는 것과 상호간 어떤 연계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61) 장소의 이미지는 곧 건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즉, 사용자와 관계할 때 공간의 의미를 생성하는 요소인 사물object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건축공간을 오브제 상호간의 추상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모더니즘 건축과는 달리 인간의 신체를 통한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
간의 의미가 구축된다고 보았는데, 여기서 신체 중심의 감각은 건축공간과 
장소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지각과 체험 구조를 전제로 하
는 건축을 ‘지각의 건축’62)Architecture of Perception이라고 한다.

  무어에 따르면 ‘건축이란 인간의 감성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며, 인간의 
기본욕구와 정서에 대응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63) 이러한 장소를 구
성하는 요소가 바로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물-사용자의 관계성이다. 

60) 그는 『Body, Memory, and Architecture』 등의 저서를 통해 인간의 참여와 관
련된 ‘신체의 중심성’을 바탕으로 체험되는 공간적 질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61) Kent C. Bloomer & Charles W. Moore 저,『On Post-Modernism』, AD, May 
1977, p.255

62) C.R.Smith 저, 『Suppermannerism : New Attitudes in Post-Modern 
Architecture』, New York : E,P.Dutton, 1977, p.77 에서 LA출신 건축가 Tim 
Vreeland에 의해 명명됨.

63) 길성호 저,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서울: Spacetime, 2003,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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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용자는 건축가가 구축한 사물이 구조화된 장소에서 사물과 관계하며 
건축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파울로 포르토게시Paulo Portogeshi 는 이러한 
건축적 공간을 ‘공간에 거주자의 꿈의 질서로 표현되는 의식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만든 공간’64) 이라고 말한다. 그는 의미를 담아 만든 공간의 꿈
의 질서는 다른 시간과 장소로부터 이끌어 낸, 인간이 기억 가능한 사물을 
활용하여 정의하였다. 이는 인간의 지각을 통해 체험된 공간이기에 인간의 
지각차원이 무시된 모더니즘 건축의 추상적이며 정량적인 공간과는 엄연
히 다르다. 

  공간은 사물과 사물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인식되며, 사물은 다시 인간에 
대해 정신적 영향을 발생시킨다. 공간은 그저 비어있는 단순한 공허(空虛)
이거나 무제한적인 용기(容器)가 아니며,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이러한 사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공간에 대한 인식
의 틀이 형성된다. 사용자는 공간을 볼륨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변 대
상물들 간의 상관적인 역학적 작용에 의해 크기와 방향, 밀도 등을 가진 
하나의 총체적인 힘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공간을 경험할 
때 공간을 개별적인 요소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힘으로 인지하
게 된다는 의미이다.65) 

  공간에 있어서 인간(사용자)의 지각은 이처럼 중요하다. 지각Perception이
란 인간(사용자)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과
정이다. 이 지각에 대한 사고는 철학으로부터 유래하여 심리학 분야까지 
이어졌으며, 이를 공간디자이너들은 지각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
척하여 인간의 지각현상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왔다. 특히 공간디자
인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게슈탈트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지각이론들이다.  
하지만 이들 이론은 주로 2차원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현해내는데 중점

64) Paulo Portogeshi 저, 『After Modern Architecture』, New York : Rizzoli, 
1982, p.85

65) 권영걸 저, ‘인간, 공간, 행태’, 『16 Issues in Space Design』, 서울 : 도서출판 
국제, 200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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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며 단순히 형태구성 측면만이 강조되었다. 다시 말해 실제 건축 공간 
내에서 구축된 환경이 인간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지, 어떻게 보이며 느
껴지는지, 또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배제된 
채 인간이 대상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사실 일상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인간의 흥
미나 즐거움은 움직이는 가운데 주변 환경의 변화와 항상성을 지각하는데
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형태적 측
면 뿐 아니라 사용자의 지각에 따른 행태적인 측면 까지도 고려되어야 한
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지각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바탕을 둔 
지각이론이 대두되었는데, 바로 생태학적 지각이론Ecological Theory of 

Perception이다.

  생태학적 지각이론은 제임스 깁슨James J. Gibson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지각을 환경에 적응하려는 인간의 행태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인간의 감각기관들은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용기(受
容器)가 아니라 환경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지각 시
스템이다.66) 즉, 지각은 인간이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사건, 사물 혹은 사
물의 배치에 관한 정보를 환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
이다. 이런 지각을 통해 습득되는 정보의 핵심은 인간의 행위를 위한 수단
을 얻는 것이고, 앞서 2장에서 밝힌바 있는 주변 환경이 인간에게 제공하
는 정보인 행태 유발 가능성 즉, 행태지원성Affordance이다. 이 개념은 인간
과 환경사이에 존재하는 시각적 정보이자 지각 대상의 불변하는 기능적 
속성이다. 인간은 건축 공간에서 행태지원성을 지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
신의 행위를 결정한다. 즉, 지각은 사용자의 행태를 지원하는 것이며 행태
는 사용자의 지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상호작용이다. 이렇듯 
생태학적 지각이론은 인간의 행태를 실제 일상 공간에서의 지각현상으로 
설명하였기에 오늘날 환경디자인 이론의 기초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66) 권영걸 저, ‘인간, 공간, 행태’, 『16 Issues in Space Design』, 서울 : 도서출판 
국제, 2006,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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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인지-행태’의 속성

    1960년대 후반부터 현대건축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디자인 개념과 원
리는 기능과 형태 등에서 벗어나 건조된 환경에 인간이 반응하는 상호적 
측면의 ‘인간 행태를 위한 소 환경67)’settings for human behavior이라는 시각
에서 검토되어 왔다. 건축 분야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는 쉐마, 이미지, 심
상, 기억, 인지, 행태 등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건축에서의 인간 체험과 경험 측면을 강조해왔는데 지각, 인지, 행
태의 측면을 강조해온 환경-행태 분야의 연구들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인
다. 환경 심리학의 하나인 환경-행태 연구 분야에서 시작된 인지-행태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공간 행태와 그 행태가 일어나는 환경 상호간의 관계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함으로써, 건축분야에서는 디
자인에 유용한 정보 즉 다른 유사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행태
를 예측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카플란S.Kaplan 등의 환경 심리학자들은 인지
를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중재하는 중요한 인자로 보았으며, 인지는 인간
의 자극 환경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에 관련한다. 

  인지의 개념은 주로 환경과 인간의 경험 현상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이해되었으나, 실제적으로 건축적 체험과 건축 작품의 특
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용한 인자로 인간의 체험 구조를 중시하는 많은 
건축가들의 건축적 사고와 디자인 행위의 바탕이 되었다. 왜냐하면 라포포
트A.Rapoport의 지적68)처럼, 공간 행태에 적절한 인지적 배경은 적절한 의
미를 전달하도록 디자인 된 환경적 소환경과 단서들에 의해 제공되기 때
문이다. 이 인지적 이미지는 형태적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행태를 조
절하기 때문에 인지와 행태는 건축의 경험에서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69) 건축에서의 인간의 체험을 움직임으로 파악한 폴 프랭클Paul 

67) 이러한 개념을 내세운 학자로는 R.B.Betchel, A.Rapoport, G.R.Lym, J.Brebner, 
Jon Lang 등이 있다.

68) A.Rapoport 저, 『The Meaning of the Built Environment』, Beverly Hill : 
Sage Publication, 1982,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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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l 은 인간이 인식한 공간의 이미지와 그에 따른 실제 공간에서의 움직
임의 관계성을 중요시하였다. 인간의 움직임을 통해서 2차원적 이미지가 
3차원적인 것으로 통합되고 다양한 각각의 이미지는 단일한 통합된 이미
지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인지와 공간에서의 행태가 상호 연관
되며 인간의 경험을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건축적 공간은 공간적 느낌이 체험될 수 있는 ‘교감적 공간’70)acute space

으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이는 공간 개념과 지각적 경험을 인간의 체험에 
바탕을 둔 공간 구성의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지는 형태를 
지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에서의 인간 행태를 조절함으로써 공간의 지
각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축형태와 공간 지각의 문제를 인지적 관점에
서 접근한 연구들은 인지적 재현cognitive representation, 인지적 정위cognitive 

orientation, 인지세트cognitive set, 인지구조cognitive structure 등의 인지 개념이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미적 판단은 상이
한 환경과 대상의 경험으로부터 추상화 되는 일련의 관계성의 개념에 기
초하고 있으며, 이때 이 관계성은 새로운 환경 경험의 원리와 법칙으로 작
용하여 인간의 감각 정보가 세계에 대한 지각과 이해로 통합되도록 기여
한다.71) 이처럼 건축 공간의 인식은 인간의 인지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디자인의 접근은 기능적, 형태적, 공간적 접근 보다는 사용자에게 체
험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의 경험과 지각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이해가 아니라, 그 물리적 
공간의 결합 방식이 인간의 경험과 맺어지는 관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성을 사용자의 인지구조에 부여하는 것이 건축에서의 
인지적 접근방법이다. 이는 인지 구조의 개념에 바탕을 둔 관계성이 사용
자의 인지구조와 일치되면 사용자는 보다 의미 있고 다양한 건축적 경험

69) 길성호 저, 『현대건축 사고론』, 서울 : 미건사, 1997, p. 333
70) 건축가 림G.R.Lym에 의해 명명된 개념. 그는 근대의 인간의 공간체험이 배제된 근

대의 중성적 공간neutral space을 비판해왔다.
71) lbid p.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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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접근법이다. 건축 환경과 공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의미화 작업making sense과 참여involvement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한 카플란s.Kaplan은 인지과정과 관련된 건축 형태 및 공간 지
각과 표현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시한
다.72) 의미화 작업은 인간이 스스로의 행동을 이해하고 유지하기 위한 관
심이며, 참여는 인간이 공간 환경을 이해하고 자극 받기를 원하는 관심이
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선호도에 관한 표를 들어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따라서 명료한 환경의 지각된 구조는 의미화 작업에 기여하고, 가능성이 
풍부한 불명확한 공간은 사용자의 참여를 유발하는 지지환경이다.
   

Level of Interpretation Making Sense Involvement

The Visual Array
COHERENCE

(일관성)

COMPLEXITY

(복합성)

Three-Dimensional 

Space

LEGIBILITY

(명확성/가독성)

MYSTERY

(불명확성/비가독성)

[표 3] 인간의 선호도 매트릭스 - S. Kaplan 

  위의 표73)는 시각적 배열(2차원적 평면), 3차원적 공간의 관점 면에서의 
인간의 선호도의 관계를 보여준다. 일관성은 건축 외관의 2차원적 평면을 
인간이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인식 작업과 관련되고, 복합성은 벤츄리
R.Venturi가 강조한 바 있듯이 형태 구성의 다양함, 풍부함 등의 요소가 2차
원의 시각적 배열에 대한 인간의 미적반응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3차원
적 공간에 함축된 의미는 새로운 공간적 정보를 제공하는 인간의 참여를 
통해서 경험된다. 일관성은 2차원적 건축형태 표면의 구성과 지각 행위의 
조건에 관련되어 있고, 반면에 명확성은 공간 내에서의 인간 이동의 조건 

72) S.Kaplan저, 『Perception and Landscape: Conceptions and Misconception
s』, Submitted to the 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Techniques for 
Analysis and Management of the Visual Resource, Nevada, 1979, p.242 

73) lbid, p.245 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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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공간적 깊이와 잘 한정된 공간이 존재 - 과 관련되어 있다. 3차
원적 공간과 참여의 영역에 위치한 불명확성은 공간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 공간 안으로 참여하여 더 많은 것을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인간이 그 공간을 더 선호하게 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항상 행동의 조짐
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건축 공간과 인간 상호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개념적 도구이다. 이는 어포던스affordance(인간 행태유발 가능성)가 
풍부한 건축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경험을 지속시켜 주는 불명확
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에서 인간의 체험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디자인 접근을 위해서는, 인
간이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추상화하는 방식과 이 정보에 기초하여 외적인 
환경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앞서 살펴본 인지-행태에 관련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인간이 물리적 
세계 내에서 어떻게 행태를 발현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사고를 통한 디자
인 개념을 구체화, 체계화 한다면 인간의 지각을 바탕으로 한 건축적 시도
를 하는 건축가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 디자인은 건축 형태와 공간의 물리적 대상에 기초한 
원리나 요소의 개발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이 사용자의 인지 구조와 어
떻게 관계하여 건축적 체험을 다양화, 강화시켜 주는가 하는 관점에서 다
루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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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인간 행태의 기본 과정 

3.2 사용자의 행태 유발요인

  진정한 건축적 경험은 건물에 직접 다가가서 건물과 마주치는 것이며,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는 행위나 문의 시각적 디자인을 보는 행위가 아니
라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는 행위인 것이다.74) 필란드의 건축가 유하니 
팔라스마Juhani Pallasmaa에 따르면 건축은 ‘인간의 모든 감각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교감을 통해서 형성되는 일상의 체험과 소통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다.’75) 환경은 인간 경험과 행태의 지원성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풍부
하다.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에 연루된 과정은 아래 [그림3-2]에서 
볼 수 있다. 환경에 관한 정보는 ‘사용자의 욕구’로 유발된 ‘선험적 도식’
에 의해 인도되는 지각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이러한 선험적 도식은 부분
적으로는 천성적인 것이며, 또한 부분적으로 학습에 의한 것이다. 이는 
‘지각’과 ‘인지’ 사이의 결합 부분을 형성한다. 그리고 지각 과정뿐만 아니
라 정서적 반응과 행동(공간적 행
태)을 이끌어 내며, 다음에 반응과 
행동이 형태의 결과로 분명히 이해
될 때 ‘선험적 도식’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느낌과 행동은 자연 
및 구축 환경, 그리고 문화적 환경
과 관련된 사람들의 정신 내부의 
‘지원성’에 의해 제한된다.76) 본 연
구에서는 상호작용 공간에서의 사용
자 행태의 유발요인인 사용자욕구와 
사물환경간의 상호 ‘관계성’에 주목
하였다.

74) 박영욱 저, 『필로아키텍처』, 서울 : 향연, 2009, p.27
75) Juhani Pallasmaa 저, 『The Eye of The Skin : Architecture and the sens』, 

John Wiley & Sons Ltd, 2005
76) Jon Lang 저, 조철희 외 역,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서울 : 국제, 

1991,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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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사용자의 욕구

  
  환경에서의 행태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따
라서 인간의 욕구에 관한 개념은 환경을 구축하는 행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인간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환경이나 사물에 더 애착ㅇ
르 갖는 경향이 있다는 심리학 연구결과들이 있다. 인간이 환경을 조절하
는 기본적인 동기는 유쾌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반대의 환경은 배제하기 
위한 것에서 기인한다. 화이트R.W.White에 의하면 환경을 변화시켜 그 환경
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으로부터 
인간은 만족을 얻게 된다고 한다.77) 인간은 환경에서 무력한 조재이기보
다는 어떤 일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를 주도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되
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동기가 바로 통제에 대한 인간욕구이다.

  인간 욕구에 관한 이론을 제창한 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가장 기본적
인 것에서 가장 높은 차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유형의 인간 욕구를 
설명했다. 욕구이론이란 인간의 행동은 욕구에 의해 동기 유발된다는 전제 
하에, 인간의 기본 욕구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는 이론적 지향을 말한다. 
그 중 알렉산더 라이튼Alexander H. Leighton의 ‘본질적인 노력의지 척도’와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H. Maslow의 ‘인간욕구의 위계’, 그리고 머레이H. 

Murray의 ‘명시적 욕구이론’이 있는데, 구축된 환경이 인간을 지원해야 하
는 것에 염두를 둔 디자이너들에게 자주 사용되던 개념이다. 라이튼의 개
념78)은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구축 환경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한 도
구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그의 욕구목록은 명확한 분류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매슬로우의 개념이 더 호응을 얻었다. 

77) R.W.White 저, 『Motivation reconsidered :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1959, pp.297-333

78) 물리적 안전, 성적 만족, 적개심의 표현, 사랑의 표현, 사랑의 지속, 파악의 수용, 
자발적 행위의 표현, 사회와 타인들로 구성된 상소에서 한 개인의 장소에 기초한 
방위인식, 일정한 그룹원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대감, 윤리적 질서에 소속감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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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의 단계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하위 단계의 욕구들
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비로
소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기는 것
으로 욕구에는 위계가 있다. 여기에
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과 같
은 ‘생리적인 욕구’, 물리적인 해로
움으로부터의 안전과 보호 같은 ‘안
전성의 욕구’, 집단에서의 지위와 
애정의 수용과 같은 ‘소속감과 사랑
의 욕구’,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높은 가치에 머물고자 하는 개인의 바람
과 같은 ‘존중의 욕구’, 한 개인의 능력을 발휘코자 하는 바램의 표현과 
같은 ‘실현의 욕구’. 지식에 대한 갈증과 아름다움에 대한 바람과 같은 ‘인
지적, 미적 욕구’ 등이 있다. 그가 제시한 처음의 욕구 5단계는 인간의 학
습하는 행동과 예술적 행위에 몰입하는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후에 그의 제자들과 연구를 통해 7단계로 마무리하였다. 인지적, 미
적 욕구 단계가 추가된 단계이다. 

  명시적 욕구이론Manifest need 는 인간의 욕구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추구되는 것이 아니며, 동기는 명시적으로 대두된 욕구에 의해 유발된다
는, 머레이의 동기이론을 말한다. 그는 매슬로우와는 달리 욕구의 중요성
에 관한 순서를 밝히지 않으며, 명시적 욕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며 배우게 되는, 학습된 욕구라고 주장한다. 그의 
욕구이론에서는 욕구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1차 2차 욕구이다. 
1차 욕구는 신체적인 만족에 관한 욕구로 다른 학자들이 언급한 생리적 
욕구들이 이에 속한다. 2차 욕구는 심리발생의 욕구라고도 하는데 성취나 
자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는 외현욕구와 잠재욕구인데, 외현욕구란 
어떤 동작을 수반하여 직접 행동으로 표현되는 욕구이다. 이 욕구는 보통 
사회의 표준이나 관습에 맞게 외부로 나타난다. 잠재욕구는 표면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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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욕구인데 무의식적 욕구로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에 의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현되지 않는다.79) 

  인간의 욕구의 정도는 개인의 철학, 개성, 문화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
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육체적인 안락함의 수단을 찾지는 않는다. 다만 
인간은 부분적으로 자신의 욕구의 관점에 서서 주변 환경을 마주한다. 인
간의 행동은 욕구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절한 
잠재성을 가진 사물의 환경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본인의 욕구가 어느 정
도 일치되어야지 인간은 행위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인간의 행태는 자신들의 욕구와 지각하도록 학습되어온 것에 상당한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며, 그를 바탕으로 환경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가능케 하는 정보(어포던스)를 습득한 물리적 인지적 
관계의 결과물인 것이다.

3.2.2 행태 지원적 속성(어포던스)

[그림 3-4] 어포던스 개념의 형성 다이어그램

  인간의 신체를 바탕으로 건축을 구성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에는 
행동장면80)behavior setting와 어포던스affordance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간을 구

79) 한덕웅 저, 『인간의 동기심리』, 서울 : 박영사, 2004
80) Roger Barker가 명명한 것으로 특정의 시간, 공간에 있어서 반복되는 행동이 일

어나는 사회적, 물리적인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팅은 연극의 무
대 셋트의 셋팅과 비슷한 의미이며 중요한 것은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그 속에
서 활동하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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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있는 사물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
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위를 유발하는 인자
인 사물의 환경 조건에 해당하는 어포던스를 살펴보기로 한다. 어포던스는 
1979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제임스 깁슨James. J. Gibson이 그의 저서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
어다. 그는 저서에서 어포던스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사용자에게 제공
하고 자극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어떠한 행동을 유도한다는 뜻
으로 행동 유도성이라고도 불린다. 

  생태학적 지각 이론의 창시자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레빈K. Lewin의 행
위 유발성에서 어포던스의 개념적 근원을 얻어낸 깁슨은, 어포던스를 인간
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시각적 정보이자 지각 대상의 불변하는 기능적 
속성으로 보았다. 어떤 사물의 어포던스란 그것이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
든 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물을 이용할 수 있
게 하는 사물의 특성이다. 즉, 어포던스는 지각 행위를 통한 환경 정보가 
지각자(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행동의 가능성인 것이다. 이는 환경에서 사
물의 가치와 의미가 직접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수용자(사용자)의 특별한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81) 어포던스는 
사용자의 의지나 목적에 의해 변형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존재할 뿐이다. 

  또한 도날드 노먼Dona.ld A. Norman 은 이러한 어포던스 개념의 창시자 깁
슨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켜 디자인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디자이너들
로 하여금 사물의 환경에 근거한 사용자 중심적 디자인에 관심을 갖도록 
하며 어포던스의 개념이 디자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깁슨
이 주로 사용자가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만 관심을 가졌던 반면, 노
먼은 어떻게 어포던스를 디자인에 잘 적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쉽
게 인지되도록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연구했다. 즉 그의 연구는 사
용자의 실제 생활환경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노먼은 어포던스를 

81) J. McGrenere, Wayne Ho 저, 『Affordance : Clarifying and Evolving a 
Concept』, 200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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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기능적 특성으로 정의 내렸는데, 즉 사용자에 의해 지각된 사물의 
특성, 즉 사용자가 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속성이다. 이
는 노먼이 주장하는 핵심으로 어포던스는 대상의 사용을 결정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의 가능성의 범위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간단한 사물에 그림이나 설명 등이 요구되는 것은 실패한 디자인
이다.82) 

[그림 3-5] 후카사와 나오토Fukasawa Naoto의 우산꽂이 홈 디자인 

  현재 어포던스의 개념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곳은 제품 디자인 분
야이다. 그중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 중 하나로 일본의 후카사와 
나오토Fukasawa Naoto를 들 수 있다. 그는 사용자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관
찰하고 분석(사용자의 인지행태를 관찰)하였으며 이를 디자인으로 해결(어
포던스를 적용하여 적절한 환경제공)하였는데, 이는 노먼의 어포던스 개념
을 제대로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우산꽂이
가 없는 곳에서 우산을 세워놓을 때, 바닥 타일의 틈에 맞춰서 우산을 세
운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우산꽂이는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행위를 디자인
으로 살린 것으로 단순한 사례이다. [그림 3-5] 이 경우의 목적은 사용자

82) D. A. Norman, 『The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 New York : Basic 
Books, 1988,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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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상황 하에서 드러낸 환경 안에서의 가치이다. 우산꽂이를 디자인할 
때, 현관 대리석 바닥에 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타일의 틈새와 비슷한 
정도의 홈을 파놓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우산을 놓을지도 모른다.83) 
우산을 꽂는 사용자는 그것이 우산꽂이라는 의식이 없다. 그러나 디자이너
에게 이것은 분명 디자인 된 우산꽂이이다. 즉, 수용자 입장의 사용자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어포던스는 최근 공간 디자인에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환경
의 어포던스를 지각한다는 것은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방
식을 지각하는 것이다.84) 다시 말해 어포던스는 행위의 유발 가능성이라
고 볼 수 있다. 사용자에게 어떤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는 것은 곧, 사용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 정보
에 대한 사용자의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행위이다. 결국 어포던
스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사물로 인한 환경이 
가진 성질로 이해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일상 도시-건축공간에서 사물의 
어포던스를 지각하며, 이에 대한 지각은 공간과 사용자 자신이 어떻게 상
호작용할 것인가를 지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공간 내의 다양한 
어포던스를 지각하고 이러한 지각을 바탕으로 공간 내에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은 일정한 방식으로 어떤 행태를 지원하는 
지리적, 구축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환경이 갖는 지원성affordance은 그 장소에서의 인간 행태
를 위한 잠재적 환경을 구성한다. 어포던스는 인간과 환경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정보 즉 환경 정보가 지각자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행동의 가능
성이다. 이는 사용자의 행동을 지원하는 사물환경의 특성 또는 행동의 기
회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환경과 사용자가 상호작용하기 위한 일
종의 기회로 객관적이지도 주관적이지도 않은 상호 관계적 특성이다. 

83) Fukasawa Naoto 저, 이호숭 역, 『디자인 생태학』, 서울 : 세종출판사, 2005, 
p.147

84) 이진환, 홍기원, 정영숙 공역, 『환경심리학』, 서울 : 학지사, 1997,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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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physical 어포던스 인지적cognitive 어포던스

신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지하며 촉진시키는

디자인의 특징

환경에 대하여 인지하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지지하며 

촉진시키는 디자인의 특징

[표 4] 어포던스가 지지하는 행동 종류의 특성에 따른 분류

  인간은 주변 환경의 지각에 따라 서로 다른 행태를 보인다. 이는 환경의 
어포던스가 각기 다름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욕구나, 의지, 학습정
도도 다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사용자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어포던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속성에 따라 분류해본다. 환경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사용자는 물리적 행동과 인지적 행동을 
수행하고, 이러한 사용자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포던스가 존재하
게 된다. 노먼은 사용자의 물리적 행동을 ‘실제 어포던스real affordance’, 인
지적 행동을 ‘지각된 어포던스perceived affordance’라고 지칭하였다.85) 여기서 
어포던스가 인간의 행동을 수행하는데 기여한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본 논
문에서는 그 어포던스가 기여하고 있는 행동 종류의 특성에 따라 ‘물리적 
어포던스’와 ‘인지적 어포던스’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여 구분 짓는다. 물
리적 어포던스는 인간이 신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도
움을 주고 지지하고 촉진시키는 디자인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며, 인지적 
어포던스는 인간이 어떤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고 
지지하며 촉진시키는 디자인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노먼의 이론을 연구한 렉스 하트슨H.R.Hartson은 그의 논문 Cognitive 
and Physical Affordance in Interaction Design 에서 바람직한 디자인
을 하려면 물리적 어포던스와 인지적 어포던스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85) D.A.Norman저, 『Cognitive engineering in D.A.Norman & S.W.Draper, 
User Centered System design』, Hillsdale, 1986.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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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인지
적 어포던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서 지각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물리적 어포던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인지적 어포던스가 물리적인 어포던스를 유도하지 못하여 제공하고자 하
는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은 실수와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를 어포던스의 오보86)misinformation in affordance라고 한다. 

[그림 3-6] 노먼의 7단계별 행위모형(좌), 하트슨의 행위단계(우)

  노먼의 행위모형87)[그림3-6(좌)]에서 사용자의 정신적인 활동을 지지해 
주는 근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각적 어포던스로서, 이는 사용자가 적
절한 신체적 행동을 하기 이전에 목적으로 하는 의도를 행동으로 실천하
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사용자가 지각을 하는데 있
어서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점
은,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사용자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는 데 도움
을 주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시
각적 단서나 실마리 등을 이용해서 지각적 어포던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86) H.R.Hartson저, 『Cognitive and Physical Affordance in Interaction Desig
n』,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0106, Virginia Tech, 2002, p.11

87) D.A.Norman저, 『The Design of Everyday Things』, New York, 1990,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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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88) 한편 하트슨은 노먼의 7단계별 모형을 사용자
의 행위를 계획단계, 물리적 행동단계, 그리고 행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
는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그림3-6(우)]. 그는 사용자의 행태에서 노먼
의 인지적인 엔지니어링 모델을 인지적이고 물리적인 사용자 행동 모형을 
포함하는 상호작용의 모델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림 3-7] 일상 사용자 행위분류 - 후카사와 나오토의 논의을 바탕으로

  일상에서의 행위에는 의도에 따른 의식적 행위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행하게 되는 무의식적 행위가 있는데, 전자는 자의식을 후자는 본능을 바
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그림3-7]. 후카사와 나오토Fukasawa Naoto는 이 
후자의 부분, 즉 무의식적 행위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큼을 강조
하였다. 그는 이런 무의식적 행위로부터 디자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여
겼는데, 이 무의식적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이 환경에 용해되어 있는 잠재
적 정보인 어포던스인 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행위로 부터의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경에 내포된 가치인 어포던스를 발견하여 조화시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무의식중의 행동이나 심리를 구체적으로 관찰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억과 감각에 적용시키는, 그
런 마음의 심층부분까지 건드려주는 접근 방법이야 말로 디자인에 새로운 
체험과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88) 김영호 저,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잠유성(潛誘性)의 재해석과 그 적용』, 중앙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 200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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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내포된 디자인이라는 것은 행위에 스며있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
으로 결국 환경에 용해되어 있는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은 
보통 생활의 대부분의 행위가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유감스럽게도 행위는 무의식중에 하기 때문에 자연스
러운 흐름이 유지되는 것이며, 인간은 직감적으로 환경에 내포된 가치
인 어포던스를 발견하여 조화시켜 나아가려고 하고, 그 연속이 바로 행
위가 된다.89) 

  위의 글은 나오토가 NTT ICC워크샵에서 피력한 내용으로, 인간의 의식
을 초월한 환경과의 관계는 신체적이면서도 동물적인 것으로, 환경에 남아
있는 ‘무의식의 행위의 잔상’으로부터 보편을 발견할 수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환경에는 무한한 디자인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관찰을 통
해 세밀하게 찾아내서, 그것을 구체적인 디자인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
이다.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몰입
하는 풍부한 감수성이야 말로 바람직한 디자인 해결에 있어서 필수 조건
이라는 것을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90) 예측 불가능하고 다양한 특이
성들은 사용자들의 일상에서의 점유행위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
서 건축에서는 다양한 사용자의 실재 일상 행위를 전제로 한 계획이 필요
하다. 공간은 일정한 방식으로 어떤 행위를 지원하는 지리적, 구축적, 사
회적, 문화적 요소들로 구성91)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공
간이 갖는 어포던스는 그 장소에서의 인간 행태를 위한 잠재적 환경을 구
성한다. 건축공간을 설계하는 것은 그곳에서 일어날 행위들을 배치하는 것
이고, 모든 디자인에서 설계자는 어포던스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선택하여 
변형 할 뿐이며 어포던스 간의 관계를 발견하여 배치하는 것이다. 어포던
스에 좋고 나쁨의 기준은 없지만 굳이 말한다면 실현가능한 어포던스가 

89) F.Naoto 저, 『Design Dissolving in Behavior』, NTT ICC, Tokyo, 2002, p.3
90) 김영호 저, op.cit. pp.50-51
91) 권영걸 저, ‘인간, 공간, 행태’, 『16 Issues in Space Design』, 서울 : 도서출판 

국제, 2006,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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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키워드 의미 및 정의 특성 및 주장

제임

스깁

슨

‘직접지각이론’

(Theory of direct perception)

행위자의 행동가능성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성질.

-동물과의 관계로서 정의되는 

환경의 성질

-3가지 원칙

1.상대성의 원칙

2.독립의 원칙

3.불변의 원칙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그 

존재는 ‘이원적’이다.

도널

드노

먼

물리적 어포던스와 인지적 

어포던스

행위자의 정신적 지각가능성

-사물의 지각된 특성

-사물의 실제적 특성

-사물을 어떻게 다루면 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단서 제공.

1.행동 유도성

2.제약

3.가시성

4.대응

5.피드백

-경험, 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의존성’

렉스

하트

슨

‘노먼의 물리적, 인지적 

어포던스에 대한 재해석’

-바람직한 디자인을 하려면 

물리적, 인지적 어포던스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단, 인지적 어포던스가 물리적 

어포던스를 유도한다는 개념을 

강조

-노먼의 7단계 행위모형을 

3단계로 압축

1.계획단계

2.물리적 행동단계

3.결과평가단계

나오

또 

후카

사와

‘체험적 기억(Active Memory)’ 

=공유감각

-디자인 중심으로 어포던스를 

이해

-환경에 내포된 디자인

-행위에 스며있는 디자인

-무의식적 행위에 대한 탐색의 

중요성을 강조.

-환경에 용해되어 있는 

어포던스적인 접근을 기본으로 

하는 사고방식을 주장

-자의식적 행위, 본능적 행위

[표 5] 심리학과 디자인분야에서의 어포던스 개념 정리 

충만한 자연환경에 가까운 정보배치를 시도하는 것92)이 앞으로 현대 건축
에서 필요로 하는 방법일 것이다.

92) Contemporary House Conception – 117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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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상에서 나타나는 행태 지원적 특성

  구축환경은 사용자의 여러 행태를 지원하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었
다. 어떤 위치에서의 환경이 갖는 어포던스는 그 장소에서의 사용자 행태
를 위한 ‘잠재적 환경’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 어포던스는 구축환경이 사
용자에게 잠재적으로 제공하고 허용하는 사용의 유용성이며, 환경이 사용
자에게 그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행위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환
경과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물리적 인지적 관계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사용자와 구축환경이라는 두 가지 위상이 교섭되는 물리
적 접촉의 장이 바로 상호작용 공간이다.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은 환경 
레이아웃 패턴을 3가지의 기본적인 유형으로 분류했다. 즉, 고정형태의 공
간, 반고정형태의 공간, 비형식적 공간이 그것이다. 고정형태의 공간은 쉽
게 움직일 수 없는 요소들 즉, 견고한 벽, 마루, 창문 및 붙박이 가구 등
으로 둘러싸여 있다. 반 고정 형태의 공간은 가구 등으로 그 공간 내에서 
여기저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그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
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전통적인 일본 주택에서는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 
여러 상이한 행위들을 위해 서로 다른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벽이 
이동 될 수 있다. 93) 

[그림 3-8] 상호작용공간의 구조적 특성 다이어그램

  구축환경에는 그 물리적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많은 행위들을 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며, 여러 가지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쉬
운 것들이 있다. 환경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93) Jon Lang저,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서울 :　국제, 1991,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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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첫째는 ‘적응성’있는 것이고, 둘째는 ‘유연성’
있는 것이다.94) ‘적응성’ 있는 레이아웃이란 물리적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도 상이한 시간대에 여러 가지 고정 행태 패턴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말
한다. 이것은 다목적, 다기능의 고정 형태의 공간이다. 예를 들어, 체육관
은 체육수업의 장소가 되며, 때로는 무용수업의 장소, 강의를 위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반면 ‘유연성’ 있는 레이아웃은 여러 가지 상이한 욕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변화시키기가 쉬운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일반
적으로 반 고정 형태의 공간에 내포되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한다. 
보통 그것은 폐쇄된 경계나 그 자체의 내적 구조 안에서의 변화를 수반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연성 있는 운동 경기장이란 그 경기장 내의 좌석
의 재배치를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전통건축에서의 들
어열개문과 같이 폐쇄된 경계를 변형시키는 유연성 있는 공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축환경은 사용자 측면의 사용상의 지원특징으로 ‘일상
성’과 ‘특정성’을 들 수 있는데, ‘일상성’은 서로 다른 사용자들의 일상생
활 속에서의 다양한 사용이 내포하는 다수성과 이질성을 의미한다. 이는 
공간에서의 다양한 사용행위의 중첩을 지지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성’은 사용이 전제로 하는 특정한 사람들 혹은 사용자들의 교환 불가
능한 행위의 유일 혹은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특정 사용행
위를 더욱 지지하고 강화시켜주는 특성이다. 이처럼 사용자와 환경간의 상
호작용공간은 사용상의 지원특성과 물리적 환경의 지원특성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접촉의 장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특성이 교섭되어 사용자의 다양
한 행태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사용자의 행태는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
지만 그것은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불확정이라는 한계를 가지
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행태의 유형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불확정적인 
사용자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행태를 상정하고 그
에 맞는 적절한 구축환경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행태중심의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본 연구의 목표이기도 하
다. 이를 위해, 이번 장에서는 ‘구축환경의 사용자 행태 지원적 특성’을 바

94) Ibid.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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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일상 구축환경에서 나타나는 사용자 행태를 각 환경에서의 지원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3-9]. 

  A영역 : 적응성-일상성(고정형태 공간에서 사용의 중첩)은 구획된 공간 
내에서 다양한 사용행위의 중첩을 지지하는 것이고, B영역 : 적응성-특정
성(고정형태 공간에서 사용의 강화)은 구획된 공간 내에서 특정 사용행위
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C영역 : 유연성-일상성(반 고정형태 공간에서 
사용의 중첩)은 유연한 구조의 공간 내에서 다양한 사용행위의 중첩을 지
지하는 것이며, D영역 :　유연성-특정성(반 고정형태 공간에서 사용의 강
화)은 유연한 구조의 공간 내에서 특정 사용행위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그림 3-9] 구축환경의 사용자 행태 지원적 특성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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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적응성-일상성’ : 고정형태의 공간에서 사용의 중첩

  서울역 역사내부의 계단은 사용자의 여러 가지 고정행태 패턴의 중첩을 
지원하는 적응성 있는 공간이다. 역사 내부에는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
을 대합실로부터 플랫폼까지 수직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계단이 있다. 이 계
단은 고정형태의 공간으로서 사용자의 이동을 위한 건축적 요소로써 계획
되었다. 하지만 이곳 계단은 사용자의 다양한 행태를 지원하고 수용하는 
다기능적인 공간이기도하다. 

[그림 3-10] Case #1. 서울역 역사내부의 계단을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

  실제로 이 공간의 사용행태 패턴을 살펴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플랫폼으
로의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뿐 아니라, 이동이라는 본래의 기능과 더불어 
다른 행위 – 플랫폼으로 드나드는 열차를 조망하거나, 전광판을 통해 열
차 정보를 얻으며, 잠시 앉아서 쉬는 등 - 를 취하기도 한다. 또한 비나 
태양빛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주는 천장 구조물, 눈앞에 펼쳐지는 열차
와 열차 이용객들의 움직임, 그리고 열차의 도착정보 전광판이라는 주변의 
환경이 사용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머무르게 하였고 이어서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이렇게 발생된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계단은 이동 
동선으로서의 기능과 동시에 앉아서 쉬는 행위를 지지하는 만남의 장소로
서의 기능도 발생되는 것이다.

  홍대 앞 놀이터(정식명칭 : 홍익어린이공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1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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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까지 예술시장 프리마켓Free Market이 열린다. 이 장터는 다양한 창작자
들과 시민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대안적인 자생예술시장이자 일
상적인 축제로 홍대 앞을 대표하는 문화행사이다. 고정형태로서의 놀이터
는 시간차를 두고 상이한 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성 있는 공간으로 
다수 사용자의 일상을 중첩시킨다. 놀이터는 평상시에는 누군가를 기다리
는 공간, 놀이시설물을 이용하는 등의 일상의 놀이터에서의 일반적 행위가 
발생한다. 

[그림 3-11] Case #2. 기존의 홍대 놀이터(좌), 프리마켓으로 전환된 홍대 놀이터(우)

  하지만 매주 토요일이 1시가 되면 예술작품을 팔거나 공유하기 위해 나
오는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자리를 펴기 시작하면서 공간의 기능은 놀이터
에서 일순간 예술가들을 위한 시장, 즉 프리마켓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사
회적 약속을 통해 마련된 장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을 물건을 가져와 팔거
나 사는 행위를 실천하며, 또한 장 바깥에서 쇼핑의 목적이 없이 근처를 
지나가던 사용자들 또한 다른 사용자들의 이러한 행태에 호기심을 가지고 
예정에 없던 참여를 하거나 구경하기도 한다. 예술가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상주하는 홍대라는 지리적 환경, 길게 뻗은 평평한 놀이터라는 물리적 환
경덕분에 이러한 다수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구획된 공
간 내에 펼쳐진 수많은 소품들과 예술품의 행렬은 사용자의 소비욕구를 
자극시키며 공간으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상행위와 예술교류라
는 행위를 공유함에 따라 놀이터에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집합적공간이 
발생되어 장소의 의미가 변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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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동 쌈지길의 중정은 한국 전통건축의 마당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항
상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지닌 적응성이 높은 다목적 마당이다. 이곳은 일
정 기간을 두고 대형설치미술이 전시되며 가판대가 설치된다. 또한 쌈지길 
건물은 4층까지 완만한 경사로 돌아 올라가며 쇼핑행위를 할 수 있는 램
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리적 구조는 사용자의 다양한 사용행위를 
중첩시킨다. 

[그림 3-12] Case #3. 쌈지길의 다양한 점유행위를 보이는 사용자

  사용자는 마당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건물을 둘러싼 램프를 따
라 걸어 오르는 다른 사용자와 매장을 접하게 된다. 이에 흥미를 느낀 사
용자들은 램프를 따라 천천히 오르며 램프에 면한 매장의 쇼 윈도우에 자
연스럽게 노출되고 소비행위를 하기도 한다. 물론 쇼핑만을 목적으로 온 
사용자는 바로 목적지로 이동한다. 사용자는 중정을 중심으로 다른 사용자
들의 행위가 표출되는 환경에 노출되어 무의식적으로 건축가가 의도한 핵
심개념인 램프를 따라 이동하며 소비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
위를 통해 건물내부의 다양한 사용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중첩된다. 사용자
는 쇼핑이라는 행위와 동시에 다른 사용자의 행위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유희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Times Square의 아트리움 홀은 사용자가 건물에 진입 
했을 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공간이다. 이 홀에서 사용자는 아트리움을 
통해 들어오는 채광, 여러 개의 층으로 홀 전체를 두르고 있는 유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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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공간, 복도를 가로지르는 브릿지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나타나는 공
간의 풍부함과 더불어 다양한 사용자들의 행위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고정형태의 이 홀 공간은 다목적·다기능의 공간으로서 사용자의 다양한 사
용행위의 중첩을 지원한다. 로비 층에 들어선 사용자는 마치 위에서 숨어
서 자신을 감시하는 사용자 - 홀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공중 브릿지 위를 
걷거나 홀 내부를 내려다보는 사용자 – 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림 3-14] Case #5. 원형무대에서 열리는 공연을 공유하는 사용자들 

  홀 한가운데는 원형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방문자들이 앉
아서 쉬는 곳으로 사용되지만 정기적으로 공연이나 이벤트가 열린다. 이때 
홀의 로비를 이용하는 사용자들과 상부의 다층적으로 구조화된 복도에서
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이 원형무대의 이벤트를 공유한다. 이렇게 사용자들
이 공유하는 이벤트의 모습을 또 다른 사용자들이 목격하면서 다양한 행
위들의 중첩이 자연스럽게 연출된다. 이 이벤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
는, 쇼핑을 목적에 둔 사용자들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청각적으로 소통되며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아트리움 홀과 면한 
총 5개 층의 복도들은 홀 중앙의 원형무대와 관계하면서 일종의 테라스나 
객석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 다층으로 구조화된 홀 상부의 복도공간에서의 
행위와 원형무대에서의 행위들이 중첩, 교류되어 이곳에서 사용자의 행위
를 더욱 다층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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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행태의 다층화를 지원하는 또 다른 사례로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파크Holocaust Memorial Park를 들 수 있다. 이 공원은 기념비성을 
일상성으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사용자의 행위와 경험의 일상
성과 특정성이 다 기능적 공간조직을 통해 구현된 기억할 만한 공간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추모공간은 유태인의 학살을 기념하기 위해 2711개의 
콘크리트 사각 기둥이 2.7 헥타아르ha의 대지위에 군집을 이루며 일정 그
리드에 맞춰 배열되어 있다. 관의 모양을 연상시키는 이 사각기둥들은 공
원의 어느 방향에서든 접근이 가능하고, 만지고, 기대고, 올라서고, 눕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15] Case#6. 홀로코스트 메모리얼Holocaust Memorial Park 

  사각의 콘크리트 기둥의 높이는 제각각 다른데, 외부에서 중심으로 갈수
록 높이가 서서히 높아진다. 기둥이 세워진 바닥면은 대지 높이에서 약 3
미터 정도 낮은 지점까지 굴절된다. 기둥의 제일 윗부분 또한 굴절되어 물
결치는 바다처럼 보이는데 기둥 상부 면들은 기둥 바닥 면들과는 다르게 
굴절된다. 이러한 바닥면에서 물결치는 파도의 모습은 개별적인 기둥과 그 
주변을 둘러싼 개별적 공간의 컨텍스트context에 의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바닥면의 위상학, 기둥들이 서 있는 곳, 그리고 기둥의 윗
면, 이 세 가지 실체들 사이의 인지적, 추상적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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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서를 가진듯한 가늠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95) 사용자들은 
공원 최 외곽에서 앉을 수 있는 정도의 낮은 단으로 접근하여 다른 높이
의 단으로 옮겨가며 각자의 행위를 발생시킨다. 걸터앉아서 사람들을 기다
리거나,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등의 일상행위들이 자연스
럽게 담긴다. 또한 사각기둥은 그리드체계에 맞게 배열되어 기둥 사이공간
을 지나는 사용자들에게 미로나 골목길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추
모공원은 사물의 밀도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일상성과 특정성을 공간화하
고 있으며, 콘크리트 기둥이라는 사물의 크기와 높이, 위치 등을 통해 사
용자들의 다양한 행위를 지원하는 다 기능적 공공공간의 훌륭한 사례이다. 
이러한 군집 공간은 ‘일상적 삶의 전형적인 반복을 초월해서 사회적 상호
작용과 다 기능적 사용을 의미하고 촉진한다.’96)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기
념비적 공간과는 달리 기념하는 행위가 오브제들이 녹아내린 유동적인 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3-16] Case #7. Washington Square Park 분수대를 점유한 사용자 

  Washington Square Park은 뉴욕대학교 근처의 도심 속 공원으로 많
은 현지인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중앙에는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둘레로 풀pool이 있으며, 분수를 중심으로 풀을 따라 둘

95) Cynthia C. Davidson 저, 『Anytime』, MIT Press, 1999, pp.250-257
96) Quentin Steven 저, ‘Why Berlin’s Holocaust Memorial is such a popular 

playground’, in the architectural journal OASE 77, Netherlands : NAi 
Publishers, 2008, p.73



- 70 -

러앉을 수 있는 일종의 제방이자 3단 정도의 계단이 있다. 고정행태의 분
수대는 사용자의 상이한 요구들에 대응하는 다 기능적 공간이며, 다수의 
일상이 중첩되는 장소이다. 더운 여름 청량감을 주는 분수는 사용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오며 풀을 따라 둘러앉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인식한 사용자는 계단에 앉아 분수를 즐기거나 동행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사용자에 따라서는 직접 발을 담그거나 분수에 직접 몸을 던져 시원
함을 몸소 체험한다. 분수를 점유하는 행위를 통해 더위 해결이라는 욕구
를 가진 사용자는 자신의 욕구가 만족됨을 경험하고, 소시오페탈97)

socio-petal 형태로 분수를 둘러싼 계단은 중심인 분수로 사용자들을 유도하
고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과의 비슷한 점유행위를 통해 유희적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곳은 공원의 중심공간으로 360˚로 전망이 가능해 
주변의 다른 사용행위와 시·청각적으로 소통하며 중첩된다.

[그림 3-17] Case#8. 공용공간과 침실로 기능하는 Room #302 - Yuko Nagayama

  일본 도쿄에 위치한 전시시설이자 임시 숙박업소인 Llove 302호는 흰색 
자갈로 가득 차 있으며, 다양한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다. 방 한가운데는 
사각형의 틀에 자갈이 담겨 포장되어 있다. 고정행태의 이 방은 물리적인 
변화 없이 상이한 요구를 수용하는 다 기능의 공간이며, 시간차를 두고 다
양한 사용행위가 발생한다. 흰색자갈은 일본식 정원에서 차용된 것이며, 
이 방에서 일종의 카펫이다. 평상시 사용자들은 이 방을 마음의 안식을 얻

97) 오즈몬드Osmond.H에 의해서 명명된 가구배치의 형태로 ‘중심으로 바라보며 둘러
싸 앉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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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정원과 같은 공간으로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가운데 위
치한 사각형의 틀 위에 메트리스를 설치하여 침실로 사용하기도 한다. 평
상시에는 사용자들이 모여서 쉼터로 사용하는 이 공공의 영역은 메트리스
라는 사물이 설치되면서 사용자의 행위가 전환되고 그에 따라 일시적으로 
침실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사용
행위가 동일한 공간에서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는데, 이는 공간이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적응력 - 일정한 경계를 지닌 구획된 공간이며, 
사물을 설치하기에 용이한 물리적 조건(지형) - 을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
한 것이다.

3.3.2 ‘적응성-특정성‘ : 고정형태의 공간에서 사용의 강화

  브로드웨이 애브뉴Avenue7에 있는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 앞 광장에 
설치된 TKTS 뮤지컬 티켓팅 부스98)는 상부에 27단의 붉은 발광다이오드
(LED) 유리계단을 설치하였다. 고정형태의 이 유리계단은 사용자의 상이
한 욕구들에 따른 다양한 고정행태 패턴을 지지하며, 동시에 앉아서 한쪽 
방향을 바라보도록 하는 객석이라는 특정성을 지닌 공간이다. 건축가 존 
최에 따르면 ‘타임스퀘어는 객석이 없었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쇼를 
볼 수 있는 야외극장이자 만남의 장소로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그림 3-13] Case #4. 뉴욕 타임스퀘어 TKTS 티켓팅 부스 위 계단에서 점유한 사용자

98) 2000년 뉴욕시 사상 최대의 건축공모전의 당선작으로 한인 건축가 존 최John 
Choi가 디자인 했으며 실시설계는 Perkins Eastman에서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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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레드카펫을 연상시키는 계단을 오르며 일
시적인 배우가 된다. 이 부스는 지친보행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계단을 
오르면 뉴욕의 중심가의 유니크한 뷰를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은 티켓을 판
매하는 부스를 계단 아래에 위치시킴에 따라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단독건물이 아닌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광장의 연장이
다. 이 계단은 다양한 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성을 지닌 환경이다. 광
장과 건물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스탠드 형 계단을 점유한 사용자들은 자
신에게 적합한 행위 – 티켓을 사기위해 대기하며 도시락을 먹거나 계단에 
앉아서 바쁘게 돌아가는 타임스퀘어 지구를 조망하는 행위 - 를 취하며 
눈앞에 펼쳐지는 타임스퀘어와 브로드웨이를 관람하는 일종의 관객이 된
다. 이곳은 관광객에게는 사진촬영의 명소이며, 시민들에게는 웨딩이나 영
화촬영세트로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의 다양한 점유행위들이 중첩되는 일
상성의 사례라고 볼 수 도 있지만, 이곳에서의 이러한 중첩행위들은 방향
성을 가지고 앉는 행위를 강화한 결과물로서 특정성의 사례에 더 가깝다
고 본다.

[그림 3-17] Case #9. 기둥받침을 앉아서 휴식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기둥받침은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는 사용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다목
적의 사물이자, 앉는 행위를 지원·강화하는 특정성을 가진 장소이다. 건물
의 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건축적 구조체인 기둥은 그 양식이나 상황에 
따라 기둥받침base이 부착되어있다. 이 기둥받침은 구조체라는 고정형태의 
사물이지만 특정한 사용행위를 지지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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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받침이 없는 기둥이 주를 이루지만, 기둥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 머무르며 점유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휴식장소로의 기능을 갖는다. 기둥
은 건물에서 평면적으로 보았을 때, 점적인 요소로서 일종의 좌표점이다. 
이에 따라 기둥을 점유하는 사용자는 기둥을 통해서 건물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는 구조요소의 하나인 기둥과 받침
을 특정 사용행위 즉, 다르게 몸을 기대어 앉아서 쉬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진 기둥받침은 신체를 기대어 앉을 
수 있는 용도를 가진 잠재적 사물이 된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일시적으로 사물환경의 의미가 변화된 것을 인지하며 원래의 기능이 
아닌 곳에서 휴식이라는 자신의 욕구가 만족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림 3-18] Case #10. 볼라드에 올라앉아 있는 사용자(좌), 광장의 기둥에서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사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우) 

  광장 내 외부의 경계를 나누기 위해 설치된 기둥은 사용자에게 일종의 
스크린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광장이라는 고정형태의 공간에서 사용자가 
기둥을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사용하며 다수의 유사 행태패턴이 나타난다. 
광장의 기둥은 선적인 요소가 아닌 점적인 요소로서 사용자들의 내 외부
로의 소통이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의 위치를 규제한다. 사용자는 이 사물
을 점유하면서 다양한 행위 - 주로 기둥을 직접 이용함 - 를 보이는데, 
기둥을 팔을 걸치거나 몸을 기대고, 매달리는 등의 행위가 가능한 조건을 
가진 사물이라고 자율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이러한 기둥은 몸을 지지한
다는 특정 사용행위를 지원하는 사물인 것이다. 또한 차량도로와 보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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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는 보행자도로로 차량이 진입하는 등의 돌발적인 상황을 막고자 위
험구간에는 일정간격으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사례에서 보는 볼라드
는 고정형태의 사물로 사용자의 특정 행태패턴을 지원한다. 볼라드는 차도
와 보도의 경계로 작동하지만, 일상에서 사용자의 행태를 관찰해보면 앉아
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시 짐을 올려놓고 쉬는 등 본래의 용도와 달리 활
용한다. 이는 볼라드가 가진 물리적인 특성 - 딱딱하고 앉기에 적합한 높
이를 가진 - 이 사용자의 앉는다는 특정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적응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이러한 점유 행위를 통해서 기둥과 볼라드는 
휴식과 유희적 행위를 지지하는 사물의 기능을 가지게 되며, 사용자는 자
신의 휴식, 유희적 욕구를 만족함과 동시에 사물환경의 의미변화를 자연스
럽게 경험하게 된다.

[그림 3-19] Case #11. 평시 세종문화회관의 진입계단(좌), 야외 공연장으로 전환된 

세종문화회관의 진입계단(우) 

  서울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에는 세종로 레벨로부터 본 건물을 연결시
켜주는 중앙 계단이 설치되어있다. 이 고정형태의 중앙계단은 특정 시기가 
되면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사용자의 행태패턴을 지원하는 다 목적의 공
간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가을별밤 페스티
벌’이 일주일간 개최된다. 페스티벌이 열리기 전에는 건물을 방문하는 사
람들이 진입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임시 휴식처나 기다림의 장소로 이용되
는 등의 일반적인 계단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일어난다. 하지만 페스티벌 
기간이 되어 광화문광장과 진입계단 사이공간에 무대가 설치되고, 국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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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뮤지션들이 공연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속속들이 계단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페스티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찾아온 사람들은 물론, 흘러
나오는 음악을 듣고 오는 사람, 촬영을 위해 찾아온 언론매체 사람들 등으
로 계단이 매워지는데, 이곳 중앙 계단은 사용자에 있어서 무대에서 펼쳐
지는 공연을 보기 위한 일종의 관람석이 된다. 이는 기존의 계단이라는 용
도가 다수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행위를 유발하는 페스티벌이라는 이벤트
와 더불어 무대라는 사물이 세팅되면서 장소의 의미가 전환되었기 때문이
다. 이처럼 세종문화회관 진입계단은 시간차를 두고 무대 관람이라는 전혀 
다른 행태패턴을 지원할 수 있는 다 기능적 공간인 것이다. 

[그림 3-20] Case #12. 뉴욕 Bryant Park의 영화관으로의 전환

  뉴욕의 중심거리에 위치한 브라이언트공원Bryant Park은 고층빌딩 숲에 
둘러싸여 있는 도심공원으로, 시시각각 그 풍경이 변하는 뉴욕의 대표 공
원중 하나이다. 이 공원은 고정형태의 공간으로 평상시 다수의 사용자를 
수용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다양한 사용행태의 중첩이 일어나는 다 목적
의 공간이다. 하지만, 특정기간에는 사용자의 유사한 행태패턴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공원에는 수많은 원형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
며, 주출입부에는 여름(6월-8월)이 되면 무대와 스크린이 설치된다. 영화
상영이 계획된 날이면 사용자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어 무대를 기준으로 잔
디밭위에 각자 가져온 담요 등을 깔고 일정 영역을 차지한다. 또한 잔디밭 
주변으로는 사용자들이 테이블과 의자를 일사분란하게 세팅하고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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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다. 공원에서의 스크린 설치가 사용자의 관람이라는 특정행위를 지원·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사용자들의 이러한 공원 점유에 의해 공원은 순식간
에 야외극장으로 기능이 전환된다. 

[그림 3-21] Case #13. Rolling Houses - Avatar Architettura 

   2011년 11월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Santa Maria Novella 광장에 나무
로 된 ‘구르는 집’이 설치되었다. 구르는 집은 고정형태의 설치물로 사용
자의 특정 행태패턴을 지원한다. 이는 사용자를 위한 최소 공간영역의 프
로토타입prototype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목적에 따라 굴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균일하지 않은 단면 그 자체가 이 구조물의 사용 
시스템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장치의 단면을 통해 독서, 식사, 대화 등 자
신의 목적에 적합한 행위가 가능함을 인식하고, 장치를 굴리면서 적합한 
단면의 모습을 찾는다. 이렇듯 다양한 사용자의 상이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 기능적 공간인 것이다. 사용자들의 단면을 찾는 탐색활동들은 광
장의 다른 사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더욱 다양한 사용행위를 유발한다. 
이를 통해 장치의 단면은 사용자에 따라 시간에 따라 항상 변화한다. 동일
한 장치에서 이런 단면의 변화에 따른 상이한 점유행위의 중첩은 새로운 
광장 풍경을 만들어낸다. 사용자의 이러한 무의식적인 사용행위가 전체 장
의 풍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광장에 흩뿌려진 이 장치는 사용자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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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방해 받지 않고 자신만의 생활 영역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면서 휴식이라는 행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림 3-22] Case #14. Das Netz - NL architects

  Das Netz 놀이터는 베를린 Alt Köpenick의 두 건물사이 빈 공간에 설
치된 그물구조의 다리와 같은 놀이 시설이다. 건축가가 독일의 급격한 도
시화로 인해 생겨난 시티센터와 호반 산책로 사이의 빈 공간을 연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바탕으로 계획한 시설물이다. 이 그물구조의 놀이터
는 고정형태의 공간에서 다양한 놀이 활동 즉, 특정 행태패턴을 지원하는 
사례이다. 네 개의 기둥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그물망은 아크구조로 장력
에 의해 로프가 형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를 내릴 수 있는 이 그물구조
의 놀이터는 두 건물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이동 가능함을 인식한 사용자
는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로 넘어가기 위해 이 구조물에 오르며, 아이들
은 놀이터로 이용하기 위해 기어오르고 뛰는 등의 행위를 보인다. 또한 탄
력 있는 로프구조는 눕거나 앉아서 쉬는 행위도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들
의 표현에 의하면 이는 도시의 대형 해먹huge urban hammock이다. 멀리서보
면 일종의 장막과 같은 이 구조물은 이를 점유하는 사용자에게는 투명한 
존재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해먹, 발코니 그리고 전망대로 작동한다. 이
곳에서 사용자는 사용행위에 관계없이 몸이 공중에 떠있는 신비로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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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다. 이곳은 건축가 NL architects의 의도대로 하나의 고정형
태의 구조물이 놀이라는 행위를 강화시켜주는 장소이다.  

[그림 3-24] Case #16. Jantar possivel II - Nuno Vasa

  ‘가능한 저녁식사ⅡJantar possivel II’는 누노바사Nuno Vasa에 의해 리투아니
아 빌니우스시의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로, ‘젊은 예술가가 독특한 예술적 
게임을 통해 사용자들을 그려낸다.’99)는 컨셉을 바탕으로 한다. 이 조형물
은 고정형태의 사물로 사용자의 특정행태 패턴을 지원하며 강화시켜준다. 
전체적으로 시소와 반원의 형상이며 의자와 테이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광장에서 사용자들은 조형물의 이러한 독특한 형태에 이끌려 점
유하기 시작한다. 한명의 사용자가 앉으면 시소와 같은 원리로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이에 흥미를 느끼는 사용자는 놀이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두 명의 사용자는 커피나 스낵 등을 들고 와서 앉아 서로 균형
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사실 이 조형물은 두 명이 앉아야
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이곳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근사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와 함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일종의 파트너 게임으로 디
자이너의 의도가 잘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사용자의 무의식적인 게임 참
여로 식사라는 행위를 지원하는 사물인 것이다. 식사라는 동일 행태패턴을 
강화하는 사물이지만, 다른 사용상 요구에도 대응하는 다목적의 공간이다.

99) 2006년 7월 13일자 Vilnius 신문 “Modern Sculptures of a European City in 
the Heart of the Capital City”에서 발췌



- 79 -

[그림 3-34] Case #26. 지하철역사 지하도 기둥에 부착된 QR코드 매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스마트쇼핑을 즐기고 있는 사용자 

  지하철역사(驛舍)에서의 기둥은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중요한 구조적 요
소 중 하나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
가 2000만 명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관련 매체들이 급속도로 
출시되고 있는데, 이중 하나인 QR코드100)는 최근 길거리의 광고판이나 브
로셔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 지하철역사의 지하도 기둥에는 스마
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광고가 부착되었다. QR코드 광고가 부착된 지하도
는 고정형태의 공간이며, 쇼핑이라는 사용자의 특정 행태패턴을 지원한다. 
여기서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각 상품에 배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게 된다. 그 후 스마트폰에 세부정보를 입
력하면 구매한 상품이 집으로 바로 배송되는 시스템이다. 이 지하도 공간
은 상이한 사용상의 요구와 기능을 수용하는 다 목적의 공간이다. QR코드
라는 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통하여 소비행태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곳을 
지나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기둥의 쇼핑코드를 촬영하는 
동안 지하도는 일시적인 쇼핑몰로 기능이 전환된다. 

3.3.3 ‘유연성-일상성’ : 반고정형태의 공간에서 사용의 중첩

  BMW 구겐하임 실험실101)은 건물 사이공간에 설치한 반 고정형태의 건

100) QR코드는 바코드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작은 데이터 코
드다. QR은 Quick Respon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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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 장치로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사용행태 패턴을 지원하는 공간장치이
다. 네모반듯한 블랙 큐브의 형태로 복층의 구조이며 외관은 메시 형태로 
감싸고 아래층은 열린 공간으로 되어있다. 양쪽 면에는 화이트 컬러의 커
튼을 드리웠고, 상부는 도르래 시스템을 통해 무대 설치와 공간 구성에 필
요한 각종 설비와 장비를 오르내릴 수 있게 하여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12] Case #4. BMW구겐하임 실험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  

  이 실험실은 워크숍, 공공 토론, 공연 및 공식 및 비공식 모임 등을 통
해 각기 실험실이 방문하는 도시와 도시민들의 일상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는다. 이곳에서 고정된 사물은 미디어나 조명장치를 지지하기 위한 천장 
프레임과 벽면의 스크린이다. 실험실은 다양한 사용요구에 대응해 공간을 
조절하고 기물을 재배치하는 유연성이 있는 공간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고
정행태 패턴들이 중첩되는 곳이다. 사용자 각각의 모임은 성격에 따라 반
고정형태의 이 공간에서 이동 가능한 사물 즉, 테이블, 의자, 가구 등을 
이동 혹은 재배치하여 사용한다. 

  사용자의 행위를 다층화하기 위한 또 다른 사례는 WEST8의 에이드리
안 허즈Adrian Gauze의 쇼부르그광장Schouwburgplein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

101) 일본의 아틀리에 바우와우Bow-Wow의 작품이다. BMW 구겐하임 랩은 BMW와 구
겐하임미술관의 장기 협동 프로젝트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도시생활에 관한 미래
지향적 생각과 디자인을 교류하는 자리로 건축, 예술, 디자인, 과학, 교육 분야의 
신세대 리더와 함께 오늘의 도시를 고찰해 미래의 도시 상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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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 그는 사용자 주체의 행위가 의식적인 행위이기를 바랬으며, 사용자
들이 비움의 공간을 나름의 방식으로 전용하는 상황의 구축이 발생하는 
것을 의도했다. 이 계획의 기본 개념이 ‘찾아내기 힘든 현실성을 제공하
기’ 이다. 반 고정행태의 광장에 사용자의 다양한 사용행태의 중첩을 지원
하는 사례이다. 이 광장은 애초에 사용자들의 보편적인 이용을 강하게 거
부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이 광장 위의 모든 발걸음은 의식적인 걸음으
로 하나의 선택으로 디자인 되었다.102) 이 광장에서의 단은 단으로서의 의
미 그 이상이며 스스로에게 가변적 용도를 부여한다. 사용자들을 자극하고 
활동적인 자세를 갖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곳은 도시 일상의 사용자들에
게 그들만의 환상과 정체성을 제공한다.

[그림 3-29] Case #21. 쇼부르그광장Schouwburgplein의 다양한 음향의 울림이 있는 

바닥재료(좌), 동전을 투입하여 자유 의지에 따라 작동할 수 있는 크레인조명(우)

 
  광장의 바닥이 무대처럼 올려져있어 광장으로의 접근마저도 하나의 사
용자의 취사 선택적 요소로 계획되었고, 서로 다른 바닥 재료가 만들어내
는 다양한 종류의 음향울림 때문에 사용자들의 모든 걸음이 의식적인 선
택으로 느껴지도록 세심하게 디자인 되었다. 특히 이 광장에서 사용자가 
동전을 투입함에 따라 움직이는 조명 크레인의 역할이 큰데, 이 크레인은 
사용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드러내는 무대로 변하
게 하는 가능성의 장치이다. 허즈는 건축 외부 공간에서도 건축적 스케일

102) Hans Ibelings 저, ‘Accelerating Darwin’, 『The Artificial Landscape』, 
Netherlands : NAi Publishers, 2000,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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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물이나 마감 재료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대규모의 외부공간을 
사용자로 하여금 마치 건축물의 내부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함
이다. 이 광장은 사용자의 일상, 비일상적 행위를 통해 생성된 장들이 모
여서 서로 관계를 맺고 새로운 행위를 유발한다. 이러한 집합적 공간은 예
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그림 3-25] Case #17. 가로수길의 메자닌 방식을 채택한 커피스미스

  커피스미스는 신사동 가로수 길에 위치한 대형 커피전문점으로 입면전
체가 열린 상태로 과감하게 가로와 면하고 있다. 반 고정형태의 공간인 커
피스미스는 다양한 사용행태의 중첩을 지원한다. 지상 층은 보행자 도로에
서 한단높이로 들어 올려 진 일종의 무대 공간으로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이다. 이곳에는 벽면에 부착된 좌석을 제외하고는 자유롭
게 이동 가능한 테이블과 의자가 세팅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자신
의 목적과 인원수에 맞게 자율적으로 가구들을 이동 재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상 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음료를 마시거
나 대화를 나누는 목적행위를 해결함과 동시에 가로수 길을 지나는 보행
자와 끊임없이 관계하며, 또한 2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와 시각적, 청
각적으로 소통한다. 이 카페의 2층은 메자닌103)mezzanine 방식으로 계획되
어 가까이는 일층, 멀리는 외부와 시각적, 청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되
어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 변형이 가능한 

103) Mezzanine은 보통 1층과 2층 바닥 사이에 기준층 바닥 면적보다 작은 층을 의
미하며, 극장의 무대 밑이나 극장에서 여러 개의 발코니 중 가장 아래의 것으로 보
통 계단형 평면배치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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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상이한 고정행태패턴들이 중첩된다. 

[그림 3-26] Case #18.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들

  뉴욕 타임스퀘어Times Square 광장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는 공용의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이 광장은 광장을 중심으로 양
쪽으로 보행로가 인접해있고, 각종 광고판으로 둘러싸여있다. 반 고정형태
의 공간인 이 광장은 다양한 사용행태의 중첩을 지원한다. 또한 공용 목적
의 광장시설을 인식한 사용자들은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주변 상점에서 식
음료를 구입하여 개별 혹은 그룹단위로 공용의 테이블을 점유한다. 테이블
과 의자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기에 광장이나 주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곳에서의 사용자들은 동시에 전광판의 영
상을 관람하거나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와 끊임없이 관계한다. 사용자들의 
취식이라는 행위의 결과로 광장은 일시적으로 노천카페, 레스토랑으로 전
환되며, 전광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거나 영상을 관람을 관람하며 노천극
장으로의 변모도 가능하다. 이 광장은 다양한 사용행위들이 중첩되는 장인 
것이다. 또한 시간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끊임없이 변화되
는 기능이 발견된다.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은 철도유휴지를 재생한 사례로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힌다. 첼시마켓 부근에는 일광욕을 위한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데, 이 벤치는 개별 사용자를 위한 것이 있고 다수 사용자를 위한 것이 있
다. 벤치는 허드슨 강변을 향해 설치되어 있고, 기존 철도레일을 보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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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 위에서 바퀴를 달아 벤치를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 이곳은 반고정형
태의 공간으로 다양한 사용행태의 중첩을 유발한다. 

[그림 3-31] Case #23. High Line 이동형 벤치를 점유한 사용자 

  하이라인을 따라 걷던 보행자는 휴식의 필요성이나 일광욕의 욕구를 해
결하기위해 벤치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인원수에 맞게 벤치를 점
유한다. 간혹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벤치를 직접 움직여 다른 사
용자와의 적정거리를 두기도 한다.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행태에 대응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변화가 가능한 유연성이 있는 환경이다. 또 이 공간
은 다양한 사용자의 행위가 중첩되는 공간이다. 각자의 욕구에 맞게 벤치
를 점유한 사용자들은 일차적인 욕구의 해결과 함께 이차적으로 자연스럽
게 눈앞에 펼쳐지는 허드슨강의 파노라마틱 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동시에 눈앞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용자의 행위와 끊임없이 소통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런던 하이드파크Hyde park에 위치한 2012서펜타인
Serpentine갤러리 파빌리온은 지면으로부터 일정부분 파 내려가 있으며, 그 
위로 1.5미터 높이에 물로 가득 찬 플랫폼이 11개의 기둥에 의해 지지되
고 있다. 내부는 디자인 개념104)에 의해 복잡한 형상과 다양한 높이로 바
닥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 가능한 스툴형stool 코르크 의자가 배치되어 있

104) 사용자를 공원의 잔디밭 아래로 유도하여 ‘지난 11년간의 다양한 파빌리온의 과
거’를 읽을 수 있도록 과거의 구조적 파운데이션의 흔적을 재구성하여 바닥형상을 
잡았다. 11개의 기둥은 지난 11년간의 파빌리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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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가 자주 내리는 런던에서 인기 있는 장소이기도 한 이곳은 사용자들
이 주로 휴식을 위해 사용한다. 

[그림 3-32] Case #24. Serpentine Gallery Pavilion 2012 @ Hyde Park 

- Herzog & de Meuron and Ai Weiwei

  이 파빌리온은 반고정형태의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각 사용자들의 다
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 가능한 코르크의자가 있으며 내·외부
의 경계 또한 모호하다. 마감재질의 대부분이 코르크로 이루어진 이곳에서 
사용자들은 거부감 없이 기어오르거나 눕고 앉는 등의 행위를 취한다. 이
곳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기도 하고, 방문객들은 다양한 
구조를 점유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고고학적 접근을 통해 
생산된 이 파빌리온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땅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연스럽게 파빌리온
에서의 사용행태와 공원에서의 사용행태가 중첩된다. 누구나 쉽게 들어 옮
길 수 있는 코르크 의자는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개별, 다수의 
사용자의 영역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이 복잡한 구조의 내부
와 코르크 의자로 인해 어린이는 놀이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처
럼 다양한 구조와 평면, 사물로 인해 사용자의 사용행위는 풍부해지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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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첩된다. 

3.3.4 ‘유연성-특정성’ : 반고정형태의 공간에서 사용의 강화

  매장 입구의 진입계단 디자인은 사용자 흐름의 통제를 위해 디자인 되
었음에도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여러 행위에 대해서 느슨하다. 명동에 
위치한 대형패션 쇼핑몰 FOREVER21의 주출입부는 가로로부터 일정거리
를 두고 후퇴하여 있고, 명동가로와 매장의 높이차를 극복하고자함과 동시
에 이동을 위한 진입계단을 두고 있다. 사적인 영역인 동시에 공적인 영역
으로 다양한 사용자들의 만남과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 공간은 반고정형태
의 공간으로 사용자의 특정행태를 지원하기위해서 기물을 이용해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킨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필요에 따라 매장에서는 상품을 
입힌 마네킹을 이 계단에 전시함으로써 명동가로의 보행자들을 매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패션모델들이 매장의 상품들을 입
고 이 계단을 점유하여 일종의 일시적 런웨이runway가 되기도 한다. 

[그림 3-33] Case #25. 명동의 Forever21 매장의 주출입구는 내부 상품이 

가로로 방출되어 나와 광고의 무대로 사용된다.

  이에 가로를 지나던 사용자는 마네킹에 입혀진 상품들을 구경하고 싶다
는 충동을 느낀다.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용자는 직접 다가가서 계단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진열된 마네킹의 상품들을 비교하며 만지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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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인다. 이는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먼저 실천된 행위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에 의해 주출입부는 내부 매장의 
연장이 되며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쇼핑이라는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이 
계단은 쇼핑이라는 행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요소를 조절하는 유
연성 있는 환경이다. 여기서 사용자는 출입부의 기능이 변화되었다는 사실
을 인식하기 어렵다. 마네킹과 상품들이 내부에서 외부인 출입부로 쏟아져 
나오면서 사용자의 쇼핑이라는 행태가 연장되고 강화되었다.

  균질공간의 근대적 개념이 공간의 무한확장 가능성에 대한 중성적 성격
이었다면, 현대에서는 이러한 중성적 공간에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행위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다시 말해, 
사용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공간의 의미가 다양해지도록 하여 균질한 공간
속에서 비 균질한 특성을 연출하고자 함이다. 일본의 건축가 이시가미 준
야Ishigami Junya는 캠퍼스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립된 카나가와 공
과대학K.A.I.T의 공방 프로젝트에서 이와 같은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공방은 학생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개개인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그림 3-27] Case #19. 카나가와 공과대학K.A.I.T 공방에서의 사용자

  이시가미 준야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미스 반 
데어로에Mies van der Rohe의 유니버설 스페이스Universal space처럼 어떤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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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프로그램이 레이아웃된 
평면이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나 모호해지는 공간, 그러한 모호함을 구현하
는 것이다.’105) 그가 말하는 모호함의 공간은 사용자에 의해 어떠한 상황
이 발생할지 모름을 전제하는 것이며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공간이다. 건물은 305개의 편평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둥의 밀도에 따라 일종의 방과 같은 공간이 구획되며 그 공간에는 작업
에 필요한 기자재와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각각의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고 자유롭게 공간을 개조할 수 있도
록, 인접 공간들 간의 관계, 개별 공간의 크기, 다양한 공간들이 서로 연
결되는 방법에서 유연성을 추구하였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 보이는 밀
도를 가진 기둥에 의해서 공간의 크기가 다양해진다. 방과 방 사이의 경계
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공간에서 사용자의 점유에 의해 발생하는 
장들 간에 시각적인 소통이 존재하여 전체성을 이루는 공간이다. 

[그림 3-35] Case #27. SANAA의 의자배치 실험 

  건축가의 평면에서 계획된 의자는 고정적이며 사용자의 행위가 부재한 
상태이다. 사용자는 의자라는 사물을 점유함에 따라 앉는다는 기능적 의미
를 형성하며, 사용자와 의자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SANNA는 특정 

105) Ishigami Junya, ‘공간의 위계를 없애다.’, 『공간지SPACE 479』, 2007,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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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간에 빈 의자들을 랜덤하게 배치했다. 이 실험실은 사용자의 요구
에 따라 행태장치의 재배치를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반고정형태의 공간이
라고 할 수 있다. 실험이 시작되고 이 공간에 들어온 사용자들은 각자 혹
은 그룹의 의지나 목적에 맞게 의자를 재배치하여 점유한다. 이는 사용자
들이 의자가 가지고 있는 이동의 가능하다는 특성과 앉는 행위를 지지하
는 기능을 인지한 결과이다. 사용자에 의해 점유된 의자 사이의 거리가 가
까운 간격을 두고 있다면 그곳은 사용자들의 대화의 장이 된다. 사용자는 
의자의 점유를 통해 개인적인 영역을 형성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사용자
의 영역과 중첩되거나 교류하여 또 다른 새로운 장으로서의 영역을 만든
다. 인간은 자신의 영역이 침범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자와 함께 교류하기
를 원한다. 이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정 거리의 경계이며 퍼스널 스
페이스personal space라고 불린다. 하나의 공간에서 이러한 개인의 영역을 유
지하면서 계속해서 교류가 일어나는 공간을 일컬어 고차원적 공간106)Meta 

Space이라고 한다.

[그림 3-36] Case# 28. 도시의 일상공간을 점유하여 사적인 행위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퍼머넌트 브렉퍼스트permanent breakfast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프리드만 데어슈미드Friedmann Derschmid가 1996년 

106) Mary Ann Tetreault에 의해 명명된 공간의 개념, 『The Production of Public 
Space』 (1998) 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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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안한 ‘퍼머넌트 브렉퍼스트’Permanent Breakfast라는 공간실험은 현대판 상
황주의자들의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적극적인 공
간실험이다. 이 실험이 펼쳐지는 장소는 반고정형태의 공간이며 실험의 상
황인 식사행위를 강화시킨다. 이 실험의 기본 아이디어는 공공장소에서 여
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식사를 함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뚜렷한 피크닉 
장소도 필요 없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자극할 뿐 아니라 이 
공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107) 네 명이상의 그룹이 도시의 일상적 공
공영역에 자리를 잡고 ‘Permanent Breakfast’라고 프린트 된 파란색 판
자를 세워 둔 채 식탁과 의자를 세팅하고 아침식사를 함께 한다. 이들은 
광장의 한가운데, 건물의 옥상, 다리 위, 도로 변, 해변 등에서 아침식사를 
하며, 사적인 영역을 찾아 나선다. 이러한 장소의 점유행위는 다른 사용자
들에게 매력적으로 작동하여 타자로 하여금 동일한 행위를 유발한다. 사용
자들은 식탁과 의자라는 기물을 일상 도시공간에 가져와 아침식사라는 공
동의 행위를 공유함에 따라 이러한 각각의 공간들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
는 일종의 사적인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일정하지 않은 공간에서 파
란색 판자, 의자, 식탁 등의 사물 재배치를 통해 사용자들의 실험행위가 
강화되는 것이다.

  2004년에 요시오 다니구치Yoshio Taniguchi에 의해 새롭게 확장된 뉴욕 
MOMA 뮤지엄은 애비 알드리치 락펠러Abby Aldrich Rockfeller 조각공원108)을 
향해 확 트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 반고정형태의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이
곳은 지친 관람객들을 위한 일종의 휴식공원으로, 마블계열의 바닥과 계단
으로 공간이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행태장치 즉, 식재와 수 공간, 조형작
품, 테이블, 의자 등이 설치되어있다. 이곳에서 사용자들은 주로 휴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기호에 맞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물을 다른 
사용자와 일정 거리를 두고 점유하며 공간을 채워나간다.

107) 웹사이트 http://www.permanentbreakfast.org/
108) 1953년 필립존슨에 의해 최초로 설계된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디

자인 중 하나로 이후 몇 번의 건물확장으로 사라졌다가 요시오 다니구치의 리노베
이션으로 복구되어 길게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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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Case #29. MOMA 뮤지엄 조각공원에서의 사용자 

 이동 가능한 의자를 재배치하여 동행자와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햇빛을 피해 나무 그늘아래 앉고, 수 공간을 가로지르는 다리위에 앉은 사
용자, 설치조형물에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여 사용하는 사용자가 목격
되기도 한다. 사용자는 잘 계획되어진 사물환경을 각자 자신의 목적에 맞
게 점유하며 휴식공원으로의 기능을 재확인한다. 조각공원은 다양한 행태
장치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중첩을 유발하지만, 이곳은 휴식이라는 특정 사
용행태를 더욱 다양화, 그리고 강화시켜주는 곳으로 봐야한다. 녹색의 식
재와 풍부한 수 공간간과 물소리, 주변으로부터 확실히 독립된 장소로 인
식시켜주는 벽, 흥미로운 형태의 설치조형물 등은 사용자에게 휴식 욕구가 
만족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그림 3-23] Case #15. Green drawer pavilion - MUU Store Design Studio

  MUU Store Design Studio가 제안한 실험 공간인 녹색서랍 파빌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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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세 가지의 서랍이 벽에 설치되어 있다. 이 실험 공간은 물리적 변형
이 가능한 반고정형태의 공간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공간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한다. 서랍에는 잔디와 꽃이 자라고 있는데, 실제로 건물 벽으
로부터 빼거나 다시 밀어 넣는 것이 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이 서랍은 
건물 벽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내외부에서 모두 사용가능하다. 
서랍이라는 사물의 작동원리를 이미 알고 있는 사용자는 실제로 서랍을 
건물 내외부에서 서랍을 빼거나 다시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다. 날
씨가 좋을 때는 서랍장을 건물 밖으로 빼놓고 그 위에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등의 일상적 행위를 보인다. 반면 날씨가 좋지 못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서랍을 실내로 들여놓고 그 위에 눕거나 밥을 먹으며 꽃을 감상한
다. 이렇게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녹색서랍은 건물 내·외부에서 사용자에
게 자연의 신선함을 제공하는 이동 가능한 정원으로 작동한다. 정원을 서
랍에 접목시키면서 사용자가 내부와 외부 모든 곳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
는 행위가 강화되었다. 이 녹색서랍은 방과 정원사이의 새로운 소통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림 3-40] Case #32. Westblaak skate-park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용자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웨스트블락 스케이트 공원Westblaak skate park은 더
크 반 파이페Dirk Van Peijpe가 설계한 것으로, 안전과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추방되고 있는 스케이트 보딩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도
심내의 도로 한가운데 교통섬위에 계획되었다. 스케이트 공원은 반고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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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공간으로 설치물을 통해서 사용자의 보딩이라는 특정행위를 강화시
켜주는 곳이다. 이곳의 설계는 주 사용자인 보더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여러 방식의 보딩이 가능한 장치들이 설치되었다. 
주 사용자인 보더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는 장치들을 점유하며 보딩을 즐
기며 이러한 개별적 행태가 모여 공공의 공간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
원은 스케이트보드 뿐 아니라 인라인, 자전거 등의 익스트림 스포츠도 함
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도심에서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구경하
려는 사람들로도 북적인다. 도심 내 교통섬에 다양한 보딩 장치들을 설치
하면서 주 사용자의 점유행위들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 공간을 통해서 
도심의 훼방꾼으로 홀대받던 스케이트보더들은 이제 도심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창조적 사용자로 복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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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 구축환경의 행태 지원적 특성

  일상에서 사용자의 행동장면 분석을 통해 구축환경에는 사용자의 다양
한 행태를 지원하는 특성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의 다양한 행태
를 지원하는 구축환경의 특성 면에서 공통적으로 수렴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공간의 특성을 두 가지로 유형화 해볼 수 있다. 먼저, ‘다기능적 
공간’은 핵심기능은 변하지 않으면서 여러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공
간, 즉 사용자의 중첩적 행위와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적응성이 뛰어난 공
간이다. 다음으로 ‘다원자적 공간’은 동일한 공간에서 여러 상이한 활동들
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거나 그 구조 자체가 변화하기 쉬운 
공간, 즉 사용자의 경험을 강화 시켜주기 위한 유연성 있는 공간이다. 물
론 이와 같은 구축환경의 행태 지원적 특성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분
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위와 구축환경이 결합된 ‘상황’을 창
출하는 특성으로 앞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기능적 공간과 다원자적 
공간이 동시에 교섭하기도 한다.

  이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먼저 다기능적Multi-Function 공간에는 ① ‘적응
성-일상성’, ② ‘적응성-특정성’, 다원자적Polyvalence 공간에는 ③ ‘유연성-
일상성,’ ④ ‘유연성-특정성’ 의 네 가지가 있다. 일상에서의 ‘환경-사용
자’ 관계를 통해 도출한 구축환경의 사용자 행태 지원적 특성은 아래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다기능적 공간

(Multi-function)

① ‘적응성-일상성’ : 고정형태 공간에서 사용의 중첩

② ‘적응성-특정성’ : 고정형태 공간에서 사용의 강화

다원자적 공간

(Polyatomic)

③ ‘유연성-일상성’ : 반 고정형태 공간에서 사용의 중첩

④ ‘유연성-특정성’ : 반 고정형태 공간에서 사용의 강화

[표 6] 공간의 특성에 따른 구축환경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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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구축환경의 사용자 행태 지원적 특성을 구분하는 것은, 종합
적 환경을 구성하는 방향에 관련된 것으로, 어떤 특성이 존재하며 더 강하
게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지 이들 특성들로 공간을 일반화·유형
화시키기 위함은 아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분리하여 명확한 일반적 유형으
로 바라보는 시각은 오히려 사용자의 행태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
이 있다. 즉, 모든 환경에는 행태 지원적 특성이 존재하는데, 환경 또는 
프로젝트에 따라 그 특성이 교섭·중첩되는 곳도 있고 특정한 특성만 존재
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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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초등학교시설을 통해 본 

건축환경의 행태 지원적 특성

4.1 일상적 장소로의 학교

  4.1.1 ‘가르침’에서 ‘배움’의 장소로 변화

  4.1.2 ‘생활의 장(場)’이 되는 학교환경

4.2 초등학교의 행태 지원적 특성

  4.2.1 하카타초등학교福岡市立博多小学校

  4.2.2 비트라초등학교Vittra Telefonplan

4.3 소결 : 아동과 물리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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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상적 장소로의 학교

4.1.1 ‘가르침’에서 ‘배움’의 장소로 변화

전통적인 가르침의 방식은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109)

_Herman Hertzberger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로 구성된 사용자의 집합, 그리고 교육제도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며, 특히 학습이나 교육 시스템까지 깊이 관련되며, 또 사회
적 문화적 배경이 깊이 반영된 이른바 총체(總體)로서의 환경이다. 기존 
학교계획은 학생들에 대한 고려는 배제된 채 가르침의 극대화를 위한 기
능적인 공간과 합리적인 동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은 40명 내외
의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책상에 앉아 칠판 앞에 서있는 선생님과 
마주한 채, 일종의 감시의 시선을 받으며,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자연스럽게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아닌 가르치는 
교사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박스형의 교실
에 앞뒤로 문이 달린 교실세트들이 일자로 뻗은 편-복도에 면하는 계획방
식은 일종의 표준설계로 자리 잡았다. 

[그림 4-1] 전형적인 교실풍경(좌) / 학년세트 개념을 적용한 열린 학교 풍경(우) 

109) Herman Hertzberger 저, 『Space and Learning : Lessons in Architecture 
3』, 010 publishers, 2008,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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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1970년대 들어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 학생들에 적합한 학습법
을 중요시하는 교육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종래의 표준적 교실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다.110) 이를 바탕으로 학교를 ‘가르침’의 장소에서 
‘배움’의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기존의 학교모습에서 벗어
나 열린교육111)open education, 열린학교open school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
났다. 열린 교육의 핵심적인 개념은 상호교환 행동이며 학생 선택의 자유
와 고도로 개별화된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교육행태로, 전통적 초
등학교의 배치와 교사와 학생의 수직적 구도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비 규정적인 개별화된 학생중심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
지만, 학생 개인성의 회복과 기존의 교육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하고 창의
적인 교육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으로 제시된 이 개념은 본래의 의도와 다
르게 또 다시 전형적이고 획일적인 형태의 학교를 생산하게 되었다. 공간
의 목적은 상실한 채 폐쇄된 교실의 벽을 허물고 많은 오픈스페이스와 다
목적의 공간만을 생산한 것이다. 이는 열린 공간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
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거나 부족했던 탓이다. 

[그림 4-2] 대다수의 표준화된 학교의 모습(좌) / 열린 학교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후쿠오카 

시립 하카타 소학교(우) 

110) Herman Hertzberger 저, 『Space and Learning : Lessons in Architecture 
3』, 010 publishers, 2008, p23

111) ‘열린교육’이란 용어는 하버드대학의 버드R.S.Birth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나 공
식적으로는 1970년대 초 웨버Lillian Weber가 뉴욕대학에 “Workshop Center for 
Open Education” 이라는 연구기관을 설치하면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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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배움의 장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폐쇄적이던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생길 수 있
는, 그리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환경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열린 교
육은 학생의 자율성과 개별화를 통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를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학교이고, 따라서 열린 교육만으로는 학교
의 풍경을 바꿀 수 없다.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환경, 생활의 환경이 잘 
갖추어진 건축물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열린 교육, 열린 학교가 가
능해진다. 열린 학교는 단순히 학생이 교육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 놀고 배울 수 있는 생활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이들을 위한 학교는 그 자체가 공부방, 실험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인 동시에 놀이터, 공원 등의 휴식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4.1.2 ‘생활의 장(場)’이 되는 학교환경

  결국 열린 학교란 정해진 교육과정과 시간표에 따라 운영하는 형식적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놀이 및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
들 스스로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는 환
경이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말 그대로 학습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놀이, 
독서, 식사 등 다양한 교류를 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의 장소이
기도 하다.112) 또 학교는 선생님과 동급생, 그리고 상·하급생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곳이다. 아동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심
리학자 피아제Piaget 또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학교라는 물리적인 환경과 
더불어 선생님과 학생 등 사회적인 환경요소의 고려가 중요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습과 교육의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학
생들이 생활하는 장소로서 존재해야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행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장소이어야 한다. 이러한 생활의 장으로서의 학교를 마
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과 

112) Takahashi Takashi 외 2인 저, 이정남 역, 『건축도시환경과 인간행태』, 서울 : 
기문당, 2009,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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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행동장면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동보육시설에
서 어린이의 행동·심리와 물리적 환경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무어G.Moore는 
바닥의 높이 차이나 가구에 의한 위요감 등에 의해 분절된 공간이 많은 
쪽에서 학생들의 탐구적 행동이 많이 일어나며, 인식력이나 사회적 발달이 
진행된다고 하는 결과를 추출하였다.113) 이는 즉 환경의 사회적 측면과 물
리적 측면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야나기사와柳澤는 [그림 4-3]과 같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장면을 추출하여 이것을 행위와 환경요소의 접목으로서 설명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목관계는 다양한 물리적 요소가 놀이 등의 활동이
나 영역형성의 단서로 되어있다는 것을 나타내고114), 아동과 구축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장면 혹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3] 물리적 요소를 행동 단서로의 이용하는 모습(좌) / 실제 초등학교 공간에서의 

다양한 학생들의 행동장면(우)

  이렇게 아이들이 기둥과 벽에 기대있거나 단차가 있는 곳에 걸터앉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노는 행동들은 일상과 학교에서 자주 관찰되는 

113) G.Moore 저, 『Effects of the spatial definition of behavior settings on 
children's behavior』, Journal of Environment Psychology, 1986, 
pp.205-211

114) 일본건축학회, 『인간심리행태와 환경디자인』, 서울 : 보문당, 2000,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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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학생들의 공간 점유행위 - 

몬테소리학교

장면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놀이의 일종이며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선호도
에 기인한다. 학생들이 점유한 공간은 단순히 앉거나 기대어 노는 것뿐 아
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주변을 관찰하기에 용이하고, 빈번히 사용하는 동
선 상에 위치하는 것이며, 자기만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적절한 환
경적 지원이 마련된 공간이다. 

  일본의 건축가 그룹 실러캔스115)

Coelacanth는 학교 프로젝트에서 ‘학
교는 마을, 마을은 학교’라는 생각
을 기본으로 학생들의 일상 행위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그들
은 건물의 형태보다는 사람들의 행
태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이
를 바탕으로 그들은 학생들의 다양
한 행위를 수용, 유발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전체 건물의 
공간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가구를 
디자인 하고 배치하는 것에도 소홀
히 하지 않았다. 그만큼 학교설계에서 주 사용자인 학생들의 행태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아이들은 다양한 공간과 사물들을 어떻게 활
용할지 항상 궁리하고, 때로는 그곳에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또 아이들은 명확한 목적을 지니고 공간을 점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
간이나 사물이 가진 물리적인 성질 즉, 행태 지원적 특성이 아이들의 특정
한 행동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의 장소이자 생활의 
장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일상이 담기는 학교의 중요한 조건 중 하
나는 풍부한 행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공간이나 사물과 그것이 가진 
행태 지원적 특성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다. 

115) 1986년 동경대학교 대학원생 7인이 모여서 만든 설계집단으로 1995년 지바 시
립 우타세 초등학교를 설계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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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초등학교의 행태 지원적 특성

  최근 ‘시설현대화시범학교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편복도형 학교를 개
조, 신축하여 다목적 공간이나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는 열린 학교를 표방
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설계 단계에서 열린 교육에 대
한 충분한 이해와 주 사용자인 학생들에 대한 고려도 없이 최소 기준면적
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만 학교공간이 계획되면서 사용자의 행위가 담기지 
않는,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빈 공간을 남기고 말았다. 학교를 바꾸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개념이 또 다른 학교의 획일화를 낳은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본의 교육제도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건물의 계획방식도 그
대로 전해졌다. 교육체제나 교육시설 계획방법이 유사한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한발 앞서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성공한 사례들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 주변의 환경에는 사용자의 행위를 유
발하는 다양한 행태 지원적 특성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구축환경
에서 그 상황에 따라 각 특성들이 교섭되거나 또 특정 특성만이 존재하기
도 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자라는 다양한 변수가 고정 
값으로 존재하는 학교라는 타입을 선정하였다. 이에 어린이를 주 사용자로 
하는 초등학교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으로 초등학교라는 건축공간과 사용
자의 관계를 통해 각 공간에서 나타나는 여러 행태 지원적 특성들을 분석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초등학교에서 사용자 중심의 건축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행태 지원적 특성 마련의 토대가 된다.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다수의 학교설계를 진행하고 학교 건축물로 일본건축학회 작품
상을 수상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실러캔스Coelacanth K&H의 후
쿠오카 시립 하카타초등학교福岡市立博多小学校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그 외 그들의 작품들과 더불어 최근 교실 벽이 없는 학교로 주목받은 스
웨덴의 비트라초등학교Vittra Telefonplan를 사례 또한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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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하카타 초등학교 2층 평면도 

[그림 4-6] 아폴로 학교 - Sitting Step 

4.2.1 하카타초등학교福岡市立博多小学校

(1) ‘적응성-일상성’ : 사용행위의 중첩

  다기능적 공간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공통의 공간이 다양
한 사용행태를 수용하는 적응성 있는 공간으로, 먼저 사용자 행태의 중첩 
즉, 일상성을 지원하는 구축환경이 있다. 이러한 구축환경은 하카타 초등
학교의 계단형 강의공간인 ‘표현의 무대’에서 찾을 수 있다. 하카타 초등
학교 설계과정에서 구도 가즈미Kudo 

Kazumi는 동양東洋대학의나가사와116)

S.Nagasawa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기
존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 10미터, 길
이 15미터 규모로 300명가량을 수
용할 수 있는 계단모양의 표현의 
무대를 설치하였다. 주로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계단형의 강의실을 초
등학교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변화
시켜 적용한 것이다. 고정형태의 공
간인 표현의 무대는 계단으로서의 
기능을 전제에 두고 수업 시간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
련한 것으로 시간차를 두고 사용자
의 요구에 대응하는 다기능·목적의 
공간이다. 이곳은 사용행태가 시간
차를 두고 중첩되도록 지원하는 일

116) 일본 교육시설 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후쿠시마 현의 여러 중학교의 계획 및 일
본 전역의 수많은 학교 건설 계획에 참여하고 자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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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목업(Mock-up)에서 사용자의 

행동과 자세를 관찰하는 프로세스 

상성의 공간이다. 앉을 수 있는 계단은 일종의 극장으로서의 공간이며 즉
흥적인 행위들을 유발할 뿐 아니라, 무대에서의 프리젠테이션이나 공연을 
보기 위한 좌석으로서의 기능을 지원한다. 짧은 시간동안의 관객과 연기자
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 극장은 근처를 배회하거나 친구를 기다리는 아
이들에게는 즉흥적인 놀이를 위한 구실로 작동한다. 

[그림 4-7] 하카타 초등학교의 표현의 무대 강당

  건축가는 새로운 시도의 하나로 
도입한 이 ‘표현의 무대’를 계획하
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적합한 환경
을 구축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을 직
접 섭외하여 목업Mock-up모델에서 
그들의 행위나 자세를 관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 맞는 공간
을 계획하였다[그림 4-8]. 이 공간
은 자발성과 개성을 이끌어 내는 
것과 함께 학생 자신의 생각을 여
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며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들은 자유롭게 계단에 앉아서 계단 아래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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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어나는 연극의 관람자가 된다. 또한 이 공간은 유리로 마감되고 다
이하쿠로에 접하고 있어 주변을 왕래하는 보행자에게 내부의 학습풍경을 
자연스럽게 노출한다. 표현의 무대는 수업의 용도 외에 PTA총회117), 연구 
발표회, 문화 공연회, 야마가사와 돈타쿠118)를 위한 연습, 학부모의 서클 
활동 등의 용도로 대부분 무대를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다.119) 구도 가즈
미는 무대의 계단이 학습공간인 동시에, 2층 교사동 으로의 연결 통로이
고, 하부의 무대를 바라보는 객석이며, 지역문화의 장으로 기능하는 다기
능성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다기능적 공간은 사용자의 사용행위가 중첩되
는 중성적 공간을 통해 다양한 사용행위의 특정성이 구현되는 곳으로 공
간의 적응성이 강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9] 국기게양대 아래의 조형물을 놀이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학생들

  일상에서 어린이들의 점유행위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어
린이들은 단순한 조작이나 사용법에는 쉽게 흥미를 잃지만, 직접 조작이나 
참여를 통한 놀이에 더욱 흥미를 느낀다. 예로, 가위-바위-보를 하며 계단

117) Parent Teacher Association의 약자로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조
직으로 학부모와 교사로 구성되어 학교 운영에 대해 협의하는 기구

118) 하카타의 중심부인 후쿠하쿠라는 마을에서 초여름에 열리는 축제로 760년 정도
의 전통을 자랑하며, 일본의 중요 무형 민속문화재로 대개 7월1일부터 15일간 열
린다.

119) Kudo Kazumi 저, 류호섭 역, 『Gakkou Wo Tsukurou! 학교를 만들자!』, 서울 
: 퍼시스, 2009,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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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5층 옥상정원의 야외교실 

을 오르내리는 놀이를 통해 계단은 동선으로서의 기능 외에 어린이에게 
놀이의 장소로 작동한다. 구도 가즈미는 여러 학교를 답사하며 어린이들이 
계단에서 친구를 기다리거나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에 하카타 초등학교에서는 의도적으로 계단을 벤치 대신으로 
앉거나 놀이를 유발하는 도구가 되도록 이용하고 있다. 또한 운동장의 국
기게양대 아래에는 4개의 퍼즐형상 조형물이 설치되어있는데, 고정형태의 
사물로 아이들의 놀이, 휴식 등의 다양한 고정행태를 지원하는 적응성 있
는 공간이다. 이는 4개 학교의 통폐합120)을 상징하는 상징적 조형물이지
만, 사용자인 어린이들은 이곳을 놀이터로 변모 시켰다. 가즈미는 애초에 
계획상 좁은 운동장에 놀이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기게양대 
아래에 어린이들의 놀이행태를 수용할 수 있는 다기능의 퍼즐 형상의 장
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이 학교 5층에 위치한 옥상정
원에는 일정간격의 그리드위에 구
(球)형의 돌을 놓아두고 벽에는 칠
판을 설치한 ‘야외교실’이 있다. 고
정형태의 야외교실은 물리적 변화 
없이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고정형태를 
중첩시키는 일상성을 지원한다. 이 
공간은 야외수업이나 특별수업 시 야외교실로 사용하지만, 놀이의 공간이
기도 하다. 구형의 돌은 수업 시에는 의자이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어린
이들이 하나씩 점유하여 이곳저곳으로 뛰어넘는 등의 놀이를 지원하는 기
물이다. 즉, 놀이와 학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한 것이다. 구
도 가즈미는 이처럼 명확한 기능이나 사용법이 명시되지 않은 가구가 사
용자의 신체를 바탕으로 한 체험을 통해 사용법과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건축으로서의 가구’라고 명명했다. 이 가구는 다양한 고정행태에 대응할 

120) 쿠오카 도심부에 있던 오하마, 나라야, 코쿠쇼, 레이센의 4개 초등학교가 폐교되
고 그 후 1998년 하카타 초등학교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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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적응성을 가진 것이다. 명확한 사용방법이 없이도 어린이들은 사
물이나 공간을 점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습득하고 체험하는 것에 흥
미를 가지며 그 결과로 우연적인 행위들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공간은 실
러캔스의 초기작인 우타세 초등학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저층의 학교에서 
건물과 건물사이의 통로공간에 한단 높이로 들어 올려 진 이 야외교실은 
이곳이 일정부분 구획된 공간임을 암시함과 동시에 단위에 올라선다는 사
용자의 선택에 의해 참여여부가 결정된다. 일종의 무대와 같은 공간이다. 
이곳도 야외수업을 지지하는 칠판과 구형의 의자라는 기본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림 4-11] 우타세 초등학교 야외교실(좌) / 건물사이 통로공간의 원형쉼터(우)

   또한 통로에는 야외교실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무릎 높이의 원형 블록
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공간의 핵심은 '길을 가로막는' 성격이다. 흐름의 
공간인 통로에서 고정형태의 기물에 의한 멈춤을 통해 다양한 사용행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성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단은 상황에 따라 특별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다. 야외수업이 진행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단위에 걸터앉거나 눕고, 
주변 친구들의 행위를 두루 살피고, 물건을 늘어놓는 등의 행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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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다양한 기능에 유연적인 프리룸 

[그림 4-12] 러그미팅Rug meeting 학습 공간 

이렇듯 고정형태의 원형 블록은 아이들의 놀이, 식사, 휴식 등 다양한 사
용행위가 중첩되는 일상의 장으로써 다 기능적 공간이다.

  일본의 열린 학교는 1972년에 시
즈오카현 누마즈시의 가토학원이 벽
이 없고 카펫을 까는 형식의 교실
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다수의 
일본학교에서는 이러한 좌식학습과 
생활에 유용한 러그미팅121)Rug 

Meeting이 가능한 실들을 마련하고 
있다. 가즈미는 하카타 초등학교에
서 러그미팅 학습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교실하나 크기의 공간에 카펫
을 깔아놓은 프리 룸Free Room을 두
고 있다. 일정부분 구획이 된 고정
형태의 공간인 프리룸은 사용자의 
다양한 행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
성 있는 공간이다. 워크스페이스에 
인접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고, 학년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
든 편히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카펫으로만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이곳에는 좌식행위에 맞게 낮은 높이의 사다리꼴의 탁자들
이 있는데,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이를 조합하여 하나의 원으로 만들어 토
론에 가능하게도 사용하고, 또 분리하거나 이동하여 하나씩 점유하며 개인
적 영역을 마련하기도 한다. 중성적인 성격의 공간이지만 구체적인 공간의 
사용방식이 사용자에 맡겨져 있고, 공간 전체의 의미가 일정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변하는 다기능적 공간이다.  

121) 열린교육의 유형별 학습 공간(개인학습공간, 직소학습공간, 러그미팅공간, 팀티칭
공간) 중 하나로, 바닥에 러그를 깔고 학습하는 공간, 즉 학생들이 바닥에 자유로
이 모여앉아 토론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학습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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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분리된 공간들을 묶어주는 

데크 회랑 

(2) ‘적응성-특정성’ : 사용행위의 강화/인접

  다음으로, 적응성 있는 고정형태
의 공간에서 사용자 특정·유사한 행
태를 강화 즉, 특정성을 지원하는 
구축환경이 있다. 이러한 사용자 행
태 지원적 특성을 가진 공간은 하카
타 초등학교의 대지로서의 ‘데크회
랑’이다. 하카타 초등학교는 4개의 
학교가 통폐합된 것이고, 부지가 좁
기 때문에 고층화가 불가피했다. 당
시 기존의 고층화된 학교 건물들은 
관공서나 사무실 건물과 같이 단순
한 상자모양이 주를 이루었다. 학교
의 주 사용자인 학생들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상자 안으로 감춰졌으며, 겉
으로 드러나지 못하였다. 건축가는 고층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각적, 정신
적 접지성接地性을 제공하기 위해 건물 2층의 저학년 교실 주변 모든 건물
을 연결하는 인공도로의 개념인 ‘대지로서의 데크 회랑’을 설치했다. 

[그림 4-15] 하카타 초등학교 2층 전체를 연결하고 있는 대지로서의 데크 회랑 

  이로서 외부와 데크가 입체적122)으로 연결되어 학생들이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고정형태의 공간인 데크회랑은 다양한 사용행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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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파사드에 면한 입체적 가로

대응하는 적응성을 지니고 있고, 실
제로 다양한 사용행태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흐름을 강화
시켜 주기위한 공간으로 특정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공간이다. 학생
들의 수평적인 흐름과 동시에 입체
적으로 연결된 데크는 수직적인 흐
름도 유발하며 지지하고 있다. 이로
서 학생들의 흐름이 외부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학교가 더욱 역동적이며 
활기찬 풍경을 가지게 된다. 이는 가즈미가 기대했던 학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곳은 운동장과 시각적으로 소통되고 있어, 학교운동회가 열리면 
좁은 부지에 설치되기 어려웠던 운동장의 관람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
만큼 다른 기능에 대응하는 적응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건물의 1층에는 
관리의 기능을 가진 실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가는 행위는 자
연스럽게 주위에 노출되기 쉬워 외부인 출입에 대한 감시에 용이하다. 입
체적으로 구성된 데크가 일종의 학생들을 위한 안전장치인 샘이다. 통로이
자 쉬는 시간의 놀이터, 또 수업 장소로도 활용 가능한 데크 회랑은 다양
한 사용행위가 중첩되는 공동의 공간으로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있는 구
축환경이다.

  하카타 초등학교의 체육관동은 반지하의 실내 체육관과 그 상부에 미디
어 스페이스, 그 위 옥상에는 승강식 바닥판123)을 설치한 수영장이 있는 
복합 용도의 체육관이다. 고정형태의 공간인 실내체육관은 사용자의 상이
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의 공간이며, 주로 사용자의 신체적 활동
을 강화시키는 특정성의 공간이다. 성장기 어린이에게 신체적 활동은 매우 
중요하기에 체육관은 학교에서 필수 시설이기도 하다. 실내체육관은 다기

122) 학급정원 개념의 녹화공간을 입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3층으로 통하는 테라스, 
4층 수영장에 인공 잔디광장, 5층에 옥상정원을 두어, 각 학년의 교실로부터 1개 
층을 오르락내리락하면 땅에 닿을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Ibid. p.138

123) 수영장에서 어린이의 키에 맞추어 수심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영장 바닥판의 높
이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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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다이하쿠로 변에서 체육관 내부와 

운동장의 이벤트가 관통되어 보임 

[그림 4-16] 하카타 초등학교 체육관동 전경 

능의 공간으로 아이들의 신체적 활
동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각종 행사나 공연을 위한 
장소로도 사용된다. 편도 4차선의 
다이하쿠로에 길게 면하고 있는 이 
체육관동은 하카타 초등학교의 얼
굴124)이다. 멀리서 보면 유리와 철
골조로 된 하나의 볼륨으로 인식되
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어느새 건물
이 없어진 느낌이 들게 만든다. 운
동장에서 활기차게 뛰어노는 아이들
의 모습이 실내체육관을 통해 가로
에까지 표출되며, 가로에서는 반 지
하에 위치한 실내 체육관에서 펼쳐
지는 아이들의 다양한 행위들을 볼 
수 있다. 이는 건축가가 체육관을 
반 지하로 계획하면서 체육관의 상
부에 투명한 유리를 설치하여 도시
에서 학교의 내부 공간인 운동장까
지 시각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
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 실내체육
관, 외부운동장에서의 사용자의 고
정행태가 인접되어 중첩이 되는 것
이다. 이는 행위와 환경이 결합된 공간계획을 통해서 기존의 중성적 개념
의 체육관 공간이 아닌 다양한 경관이 공존하는 공간의 네트워크로 변하
고 있는 것이다.

124) 건축가 구도 가즈미는 부지를 방문했을 당시 현재 자리에 있던 옛 나라야 초등
학교의 높은 담장이 마을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서서 가로의 경관을 끊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개탄하며, 초등학교를 도시로 내보이고자 다이하쿠로 쪽으로 ‘도시의 얼
굴’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였다. Ibid,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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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워크스페이스에 면한 알코브 

(3) ‘유연성-일상성’ : 사용행위의 중첩

  학교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하나
의 집과 같은 공간이다. 건축가 가
즈미는 학생들이 구석진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행태에 
착안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아지트와 같
은 알코브125)Alcove를 제안했다. 반
고정형태의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알
코브는 다양한 사용행태의 중첩을 
지원한다. 주변 교실보다 낮은 천장고의 알코브 공간은 따뜻함을 주는 목
재로 마감되었고, 가구로 둘러싸여 학생들에게 아늑한 은신처와 같은 곳이
다. 바닥에는 일본식 난방장치인 코타츠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 움푹 들어
간 바닥에 놀이 요소로 블록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4-27] 아이들의 주요 거점 공간인 알코브Alcove 

  이와 같은 공간은 몬테소리학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헤르만 헤르
츠베르허는 몬테소리학교 내 넓은 홀의 한 가운데 정방형으로 우묵 들어
간 곳에 나무 블록이 끼워져 있는 Seating Hollow를 설치하여 아이들의 

125) 어느 공간 구석진 곳의 작은 골방 또는 우묵하게 들어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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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몬테소리학교 아지트 공간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아이들은 나
무 블록을 빼내어 이곳을 일종의 놀
이를 위한 수영장으로 만든다.126) 
또 블록을 꺼내어 숨거나, 쌓아올려 
블록 쌓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둘러 앉아 공부하는 곳으
로 사용한다[그림 73]. 이곳은 다양
한 사용행태를 지원하기 위해 변화 
가능한 환경의 유연성과 일상성을 지원하는 구축환경인 것이다. 

[그림 4-30] 몬테소리 학교의 Seating Hollow를 놀이, 학습의 공간으로 점유한 아이들 

  모든 개인과 집단은 포근한 둥지safe nest, 즉 자기 물건이 안전하다고 느
끼며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하카
타 초등학교에서 알코브는 아이들에게 아지트와 같은 공간이다. 이런 장소
가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자기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나중
에 돌아갈 보금자리가 없다면 어떠한 모험도 있을 수 없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포근한 둥지와 같은 장소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127) 하카타 초등

126) Herman Hertzberger 저, 『Space and Learning : Lessons in Architecture 
3』, 010 publishers, 2008, p98

127) Herman Hertzberger 저, 안진이 역,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수업』,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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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알코브 공간은 개인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지만 동시에 워크스페이
스에 면하고 있어서 다른 학생들의 행위를 바라보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다. 넓은 교실이나 워크스페이스 보다 알코브 공간으로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아이들의 물리적 거점영역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알코브는 사용자의 행태를 유발하는 사물과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
인 변화가 가능한 유연성 있는 다원자적 공간이다. 이 공간은 또한 특정한 
행위가 일어나는 각각의 공간과 인접하여 시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림 4-18] 다른 기능(운동장/수영장)으로 작동하는 적응성과 유연성이 높은 공간

  건물의 옥상에는 이 학교의 주 사용자인 유치원생부터 고학년까지의 연
령과 키에 맞춰 수심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수영장이 있다. 수영장
은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 변형이 가능한 반고정형태의 
공간으로 유연성 있는 구축환경이다. 평상시에는 수영장의 용도로 사용하
다가 수업이 없는 계절에는 바닥판을 완전히 올려 인조잔디를 덮어서 학
교옥상에서의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이곳은 수영장인 동시에 공중 운동장
으로 아이들의 놀이에 적합한 환경이 되어 아이들을 건물 밖으로 유도하
여 역동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하카타 초등학교의 수영장은 상이한 요구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다수의 신체활동이라는 특정행태에 시간차를 두고 대
응하는 공통의 공간이 사용행위를 수용하는 적응성 있는 공간이다.

효형출판, 2009,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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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2층에 위치한 미디어 센터 

[그림 4-34] Platform Block을 점유하고 있는 

학생들 / 미디어센터(좌), 몬테소리학교(우) 

[그림 4-19] 하카타 초등학교 단면도 

(4) ‘유연성-특정성’ : 사용행위의 강화/인접

  다원자적 공간은 동일한 공간에서 
여러 상이한 활동들을 유발할 수 있
는 요소들이 다양하거나 그 구조 자
체가 변화하기 쉬운 공간으로, 사용
자 특정·유사한 행태를 강화 즉, 특
정성을 지원하는 구축환경이 있다. 
이러한 사용자 행태 지원적 특성을 
가진 공간은 하카타 초등학교의 ‘미
디어센터’를 들 수 있다. 좁은 부지
에 새롭게 복합화 하는 학교의 기능
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카타 초등학
교는 체육관과 미디어센터, 수영장
을 수직적으로 배치하였다. 이에 따
라 고도의 구조적 해결을 필요로 했
으며 그 결과 40개의 철골 기둥이 
전체 건물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체육관동 2층에는 미디어 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 4면이 데크로 둘러싸고 있고, 내부에는 기둥이 없는 무
주공간이다. 이런 공간적 이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습 풍경과 행위가 학
교의 안과 밖에서 잘 소통 되도록 함과 동시에 공간 내부에 최대한의 자
연광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면이 투명한 유리로 디자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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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풍부한 채광과 다양한 가구로 채워진 미디어 센터 내부 

  또한 내부 공간은 기둥과 벽이 일체 없으며 가구로만 공간이 구획되어 
있다. 가구에 의해 생겨난 복도는 지식을 찾아가기 위한 일종의 내부화된 
가로이며 각각의 가구들은 멈춤의 공간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해주기
도 한다. 바닥에는 일정높이로 솟아 오른 정방형의 블록platform-block이 있
는 데, 이곳에서 아이들은 걸터앉거나 누워 책을 읽는 등의 행위를 취한다
[그림 4-35]. 미디어센터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공간
으로, 엎드려 누워서 책을 볼 수 있고, 학교 밖을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조용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채광이 좋아 따뜻하다는 이유 등을 들었
다.128)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은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 
나름의 편안한 장소를 발견하여 점유하는 것이다. 2층의 데크로 둘러진 
이 공간은 접근이 용이하여 휴일에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출입
할 수 있다. 건축가는 도서관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미디어센터
에서 사용자들의 다양한 행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 즉 다원자
적 장소를 만든 것이다.
 
  다원자적 공간은 동일한 공간에서 여러 상이한 활동들을 유발할 수 있
는 요소들이 다양하거나 그 구조 자체가 변화하기 쉬운 공간으로, 먼저 사
용자 행태의 중첩 즉, 일상성을 지원하는 구축환경이 있다. 이러한 환경은 

128) 하카타 초등학교의 2002년 3월15일자 PTA홍보 신문 : ‘하카타 아이 제12호’ 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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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알코브-워크스페이스-이동식수납장 

‘워크스페이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실러캔스는 학생들에게 풍요로운 공
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열린학교의 개념에서 탄생한 워크스페이스
를 각 교실과 연결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림 4-22] 하카타 초등학교 2층 평면도 - 워크스페이스로 학급이 확장 가능함 

  구획된 유연성의 공간인 워크스페
이스는 다양한 사용자의 행태에 대
응할 수 있다. 기존의 교실은 벽으
로 막혀있어 책상 수에 맞게 학생들
이 앉으면 여유가 없지만, 이 벽을 
삭제하고 각 학급의 공유공간인 워
크스페이스와 연결하면 필요에 따라
서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하카타 
초등학교에서는 교실과 워크스페이
스가 결합된 ‘학년세트class set’ 방식으로 일반 교실을 워크스페이스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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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필요에 따라 워크스페이스로 

교탁을 이동하여 학습공간으로 사용 

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학년세트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서 
한 세트를 8*12M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 안에 작은 워크스페이스를 두었
다. 학년 전체 단위로 워크스페이스를 넓게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교실을 
8*8M로 축소해 사용하고 나머지 워크스페이스 공간을 다른 학급과 공유
하여 사용한다. 이는 사용상의 상이한 특정행태를 지원하기 위해 물리적인 
변화가 가능한 유연성 있는 구축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그림 4-23] 열린교실에서의 수업모습(좌) / 교실의 워크스페이스로의 확장(우) 

  일종의 중복도 방식을 채택한 이 
학교에서는 마주보고 있는 학급이 
서로 공유 가능한 워크스페이스가 
생성되는 것이다. 기존에 벽으로 구
획 되었던 방식이 사라지면서 학생
들의 행위는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
에 구애받지 않고 교차될 수 있게 
되었다. 이 학교에서 각 교실은 일
종의 건물이며 긴 워크스페이스는 
도시의 가로와 같다. 헤르만 헤르츠베르허는 열린 학교에서의 워크스페이
스를 ‘배움의 가로’129)Learning street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는 ‘학

129) Herman Hertzberger 저, 『Space and Learning : Lessons in Architecture 
3』, 010 publishers, 2008,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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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학생들의 군집을 유발하는 가구 - 

우타세 초등학교 워크스페이스 

교는 도시와 같다’는 실러캔스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공간의 이러한 
가변성을 유지하기 위해 천장의 조명은 균일하게 계획하고, 공간의 크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벽 대신에 이동식 가방 수납장을 설치하였다. 이 수납
장은 워크스페이스를 조절하는 물리적 도구이자, 사용자의 특정행태를 지
원하는 사물이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이 수납장을 중심으로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기대는 등의 행위를 보인다. 넓은 교실에서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물리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즉, 수납장이라
는 물리적 거점이 학생들의 행동영역 형성을 촉진 시킨 것이다. 

  인간의 환경에서의 행태는 가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가구는 곧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의 모습을 담
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130) 학교에
서의 가구는 건축적인 공간을 설계
하는 것만큼 중요하며 학생들의 학
습 의욕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기물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 많은 학교에서 가구는 학교설계
와 별개로 취급하며 학교 표준 비품 리스트에 있는 철저하게 인간공학적
으로 설계된 제품에만 의존하고 있다. 학습 내용과 학생 각자의 욕구에 맞
게 다양한 형태나 크기로 조절이 가능한 가구는 학교 전체의 풍경을 바꿀 
만큼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벽에 고정된 칠판 앞의 높고 무거운 교탁에서
만 진행되던 수업과 달리, 학급의 크기가 조절가능 한 이 학교에서는 교사
의 자리를 자유롭게 이동가능 하도록 하였다. 교탁에 바퀴를 달아 교사들
이 학습 내용에 따라 이동하며 학습형태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이 교탁은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어 입식과 좌식 
교육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130) 김광현 , 『제3의 텍스트 : ‘놀이’의 건축』, ㅇ과ㄹ, 2003,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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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형태나 크기의 책상과 의자는 교실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큰 
책상이 있으면 여러 명의 학생이 한곳에 모여서 자료를 펼쳐놓고 서로의 
학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의 행위로 교실의 분위기는 역
동적으로 전환되며, 학생들의 학습의지와 발상의 폭이 넓어지는 등 학습효
과의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이 학교의 열린 공간인 워크스페이스에는 
‘강낭콩 테이블’이라고 명명된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강낭콩 모양으로 
단순한 원형 테이블과는 달리 방향성이 있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다른 
점유행위를 보인다. 이처럼 워크스페이스에 설치된 가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장소는 한정되지 않고 다양해졌다. 그만큼 행위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그림 4-25] 학습과 그룹형성에 유리한 강낭콩 테이블 

  여러 학생들이 모여 학습할 수 있는 책상과 좌식 수업에 사용할 가구, 
그룹의 크기에 따라 조합이 가능한 책상 등의 가구는 학생들의 행동을 유
발하고, 학습의 계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학교는 교육의 
내용과 어린 학생들의 신체조건 및 행동 패턴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카지마 코즈히로는 그의 저서 アクティビティを設
計せよ!(學校空間を軸にしたスタディ)에서 실러캔스의 학교작품에서 사용
자인 학생들의 행위를 분석하면서 가구배치의 중요함을 스터디 하였다[그
림 4-26].131) 

131) 小嶋一浩저, アクティビティを設計せよ!(學校空間を軸にしたスタディ), 彰國社, 



- 121 -

[그림 4-26] 우타세 초등학교 평면에서 각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구의 배치를 보여줌

200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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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여러 가지 학습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The Mountain' 

4.2.2 비트라초등학교Vittra Telefonplan

(1) ‘적응성-일상성’ : 사용행위의 중첩

  비트라 초등학교에서 ‘산The Mountain'은 다기능적 공간이다. 다기능적 공
간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공통의 공간이 다양한 사용행태를 
수용하는 적응성 있는 공간이다. 또 고정형태인 이 계단형의 공간은 다양
한 사용자 행태의 중첩 즉, 일상성을 지원하는 구축환경이다. 이곳은 놀이
하며 학습하는 공간으로 장방형의 학교 평면에서 중심에 위치한다. 이곳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플랫폼과 초소가 있는데, 초소에 오른 아이들은 주변 
사용자의 행태를 전망할 수 있다. 

[그림 4-27] The Mountain을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좌), 평면도(우) 

  거대한 빙산과 같은 이 공간은 영
화와 플랫폼,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
며 학습의 여러 가지 프레임을 형성
한다. 앉는다는 행위를 기본으로 지
원하는 이 구축환경은 일종의 극장
형 공간으로 아이들이 앞에 있는 무
대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연극이나 
프리젠테이션을 관람할 수 있는 기
능의 다양함을 제공한다. 또한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는 아이들의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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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일정범위로 구획된 초크하우스 

평면도

이를 위한 장치로 작동한다. 설계자 로잔보쉬Rosan Bosch에 따르면, 놀이하
며 학습하는 공간인 ‘더 마운틴’은 이 학교의 가능성과 기능성을 집약한 
메인 공간132)으로, 다양한 사용행위의 특정성이 구현되고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적응성이 있는 구축환경이다. 

[그림 4-29] 초크하우스Chalk House에서 나타나는 사용자의 다양한 행태 

  더 마운틴의 뒤에 면한 ‘초크하우
스’Chalk House는 미디어 랩Media Lab이
라는 주요 기능을 가진 고정형태의 
공간으로 사용자의 상이한 요구에 대
응하는 적응성을 지닌 공간이다. 네 
개로 구획된 이 공간의 주요기능은 
자가학습, 독서, 웹서핑 등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외벽
의 마감재질이 흑판으로 이루어져 있
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초크하우스
의 벽면은 바로 옆에 위치한 런치클
럽에서 수업 시 칠판으로 사용되며 아이들에게는 낙서라는 놀이행위가 가
능한 벽으로 작동한다. 또한 각각의 구획된 공간에는 비대칭형의 유리창이 

132) http://www.rosanbosch.com/en/project/vittra-telefonplan 발췌함. “의자와 
테이블 대신에 큰 빙산이 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아이들의 상
상 속에서 그 빙산은 영화관이 되기도 하고, 강단이 되기도 하며, 휴식공간도 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다양함’을 인식시켜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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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섬'Island Area를 점유한 사용자

설치되어 있는데, 내부의 풍경이 밖의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이곳은 이러한 사용자의 다양한 행태를 지원하는 일상성을 지닌 다기능적 
구축공간이다. 열린 평면위에서 일정 범위로 구획된 초크하우스의 재질과 
위치가 이렇듯 사용자의 상이한 요구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평면에서 사용자의 흐름
을 제어하는 하나의 거점으로서의 
가구인 ‘섬’Island Area은 명확한 
기능이나 사용법이 명시되지 않은 
가구이다. 하지만 이곳은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 중 하나로, 학생
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휴식의 공간
이며, 동시에 학습과 놀이의 장소이
기도 하다. 건축가는 놀이와 학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장치로서 
이러한 다기능적 가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사용자의 신체적 접촉을 바
탕으로 한 체험을 통해 사용법이과 기능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는 건축으
로서의 가구133)이다. 사용법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없어도 이 곳의 어린이
들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점유행위를 통해 흥미를 가지며 자연스럽게 사
용법을 습득한다. 이 가구는 사용자의 다양한 고정행태에 대응하며 이를 
지원하는 환경적 적응성과 사용상의 일상성을 지닌 구축환경이다.
 
  이와 유사한 공간으로 또 다른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는 '나무'The Tree가 
있다. 이곳은 학생들의 휴식과 만남, 그리고 학습의 공간으로 작동하는 다
기능적 공간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나무형상의 조형물을 중심으로 일정높
이를 가진 의자로서의 단이 둘러싸고 있다. 아이들은 나무를 중심으로 둘
러앉아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하나의 좌표로 정하여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기도 하며 각자의 랩탑Laptop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를 점유하면서 학습을 장소로도 사용하기도 한다.134) 고정형태인 '나무'

133) 앞서 실러캔스의 하카타 초등학교 작품분석에서 밝힌바 있다. 
134) 비트라 초등학교 입학 시 학교에서 한 학생당 하나의 랩탑을 제공한다. 이는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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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적응성과 이를 지원하는 일상성이 
있는 구축환경이다. 

[그림 4-32] 제2의 학습의 공간이자 만남의 공간인 나무The Tree

(2) ‘적응성-특정성’ : 사용행위의 강화

  다음으로, 적응성 있는 고정형태의 공간에서 사용자 특정·유사한 행태를 
강화 즉, 특정성을 지원하는 구축환경이 있다. 이러한 사용자 행태 지원적 
특성을 가진 공간은 비트라 초등학교에서 먼저 ‘동굴’cave을 들 수 있다. 
시청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이 동굴은 계단 형 공간인 ‘산’The 

Mountain의 하부에 마치 파고들어간 동굴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그림 4-33] 시청각 교육을 지원하는 공간인 ‘동굴’Cave

이 없는 학교라는 목표아래 자유로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언제 어디서든 학
습이 가능한 노마드적 공간을 마련하는 기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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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는 검붉은 계열의 부드러운 벨벳소재로 전체적인 마감이 되어 있으
며 건축가는 여기에 레벨차이를 두어 상부의 산과 다른 또 하나의 극장으
로서의 장치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곳곳에 앉거나 엎드
려서 시청각자료를 감상하고, 쉬는 시간에는 자신들만의 아지트로 삼삼오
오 모여서 그들만의 그룹을 만들어 휴식을 취하거나 놀이를 한다. 동굴은 
시청각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는 특정기능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놀이터, 
아지트 등으로 사용하는 상이한 사용행태들도 수용 가능한 공통의 공간인 
것이다. 다시 말해 동굴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사용별로 대응하는 적
응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물리적 고정형태는 시청각 교육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공간으로 특정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림 4-34] 소규모의 그룹학습 지원공간인 윈도우 팟Window pod

  비트라 학교에서는 개개인의 디지털 미디어와 랩탑이 학생들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원
하는 장소에 앉거나 누워서 또는 서서 독립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러
한 학생의 독립적 작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윈도우 팟’Window pod이 있
다. 이는 창 쪽에 면하여있고 두 종류가 있는데, 계단 형과 램프 형이다. 
기본형태는 계단이나 램프를 통해 한 개 층을 올라갈 수 있고, 그 위에는 
플랫폼과 벽으로 차폐된 한명이 점유할 수 있을만한 개인적인 공간이 있
다. 윈도우 팟은 열린 평면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행태를 유발
하기 위해 책상과 의자를 대신하여 제안된 건축적 가구이자 공간중 하나
로, 사용자의 특정·유사한 행태를 강화시켜주는 즉, 특정성을 지원하는 구



- 127 -

[그림 4-35] Nietzsche's room

축환경이다. 이곳은 주로 소규모의 
그룹학습에 이용되는데, 학생들은 자
신의 랩탑을 가지고 와 이 작은 공
간을 다양하게 점유한 채로 개인적
인 작업을 하거나 그룹토의 등을 이
어간다. 윈도우 팟이 소그룹의 행태
를 지원하는 환경이라면, 그 옆으로 
나란히 있는 ‘니체의 방’Nietzsche's 

room은 지극히 개별적인 고정형태의 공간으로 주로 학생들의 독서나 명상
이라는 사적인 행태를 지원하는 구축환경이다. 

[그림 4-36] 학교 건물 내부의 운동장이자 놀이터인 댄스 스튜디오

  성장기의 아동들에게 신체적 활동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기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운동장이나 놀이터를 설치한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비트라 초등학교에서는 그러한 공간을 설치하기에 제약이 있어, 건축가는 
신체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학교 건물내부에 대안 공간으로서 
댄스 스튜디오를 마련하였다. 소음차단을 위해 벽으로 확실히 구획된 이 
고정형태의 공간은 사용자의 신체적 활동을 지원 즉, 특정·유사한 행태를 
강화하는 공간이다. 바닥은 노란색 계열의 완충제를 깔고 천장에는 탑라이
트top-light를 설치하여 풍부한 채광을 바탕으로 밝고 따뜻한 느낌을 제공한
다. 이곳은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자유롭게 춤을 추며 자신을 마음껏 표현
할 수 있는 댄스수업을 진행하는 특별교실로 작동하며, 수업이 없을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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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음껏 소리 지르며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이나 놀이터로서 사용자의 
다양한 유희적 요구에 대응한다. 

[그림 4-37] 그룹을 이루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오가닉 테이블'Organic Table

  사용자의 행태를 지원·강화하는 또 다른 적응성 있는 구축환경으로 ‘오
가닉 테이블’Organic Table을 들 수 있다. 오가닉 테이블은 학교 설계를 맡은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된 테이블로 그룹스터디에 적합한 환경으로서의 사
물이다. 이 고정형태의 커다란 테이블은 여러 명의 학생이 한곳에 모여 앉
아 자료나 모형과제들을 펼쳐놓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학습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요철과 구멍이 있는 자유로운 형상의 테이블은 하나의 그룹
만 형성할 수 있는 원형테이블과 달리 2-3개의 소그룹으로 분화가 가능하
도록 디자인 되었다. 이러한 그룹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
의지를 자극하여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따라
서 오가닉 테이블은 사용자의 그룹학습이라는 특정행태를 강화하기 위한 
구축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3) ‘유연성-일상성’ : 사용행위의 중첩

  다원자적 공간은 동일한 공간에서 여러 상이한 활동들을 유발할 수 있
는 요소들이 다양하거나 그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변화하기 쉬운 유연성 
있는 공간으로, 먼저 반고정형태의 공간에서 사용자 행태의 중첩 즉,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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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런치클럽Lunch club의 평면도

성을 지원하는 구축환경이 있다. 유
연성 있는 구축환경은 다양한 사용
자의 행태를 수용하기 위해 자체적
으로 물리적 변화가 가능하거나 가
구 등의 요소를 쉽게 재배치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런치클럽’Lunch Club

이 이러한 반고정형태의 환경으로, 
전체적인 구조는 바닥을 특정패턴으
로 구획하고 있고 초크하우스에 인
접하고 있으며, 환기시설의 가림 벽면에 스크린을 설치하였다. 또한 사용
자의 점유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다. 먼저 이 공간은 런치클럽이라는 이름 그대로의 기능인 식당
으로 작동한다. 또한 수업시간에도 이용되는데, 인접한 초크하우스의 벽면
을 칠판으로 사용하며 수업에 맞게 가구들을 재배치하여 대응한다. 또 시
청각자료를 통한 수업에는 환기시설을 가리기 위한 벽면에 프로젝터로 영
상을 투영시켜 스크린으로 사용한다. 수업이라는 특정행태에 대응하기 위
해 가구를 재배치하고 주변의 환경을 활용하는 유연성 있는 공간인 것이
다. 

[그림 4-39] 식사와 학습의 장소로 사용되는 ‘런치클럽’Lunch Club

(4) ‘유연성-특정성’ : 사용행위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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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러그미팅’Rug Meeting 공간에서의 ‘대화를 위한 가구’Conversation Furniture

  다음으로, 사용자의 상이한 요구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있는 반고정형태
의 공간에서 사용자의 특정 행태를 강화시켜주는 구축환경이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바닥에 러그를 깔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반고정형태의 ‘러그미팅
Rug Meeting 학습 공간’을 들 수 있다. 확실한 물리적 경계가 없는 반고정형
태의 이 공간은 러그와 책상과 더불어 입면이 열려있는 ‘대화를 위한 가
구’에 의해 일정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곳에서 사용자인 아이들은 각자 
러그와 좌식용 책상을 하나씩 점유하여 수업의 형태에 따라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학습영역을 조절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좌식용 책상을 
가져와 러그에 앉아서 자가 학습을 하거나, 누워서 책을 읽는 등의 행태가 
발생한다. 사용자의 욕구에 따라 이동 가능한 사물 즉, 책상과 러그가 이
러한 사용자의 특정행태를 지원·강화하는 것이다. 

[그림 4-41]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학습할 수 있는 교실로서의 '작은집들'Small Houses



- 131 -

  로잔보쉬는 ‘작은집들’small houses을 ‘마을속의 작은집’small houses in the 

village라고 표현하는데, 학교라는 마을 속에서 교실로서의 작은집을 의미한
다. 이는 아이들이 소규모의 그룹을 지어 함께 어울리며 학습을 할 수 있
는 환경으로서 마련한 공간이다. 전체적인 구조는 스틸프레임과 책상, 의
자가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단일공간으로 특정 기능이 부여되지 않아 사용
자의 상이한 요구에 시간차를 두고 대응할 수 있는 적응성 있는 레이아웃
이다. 여기서는 4-5명이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그룹미팅학습을 할 수 있
고, 수업 외에는 아이들의 자습 공간, 식사공간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작
은집이라는 단일공간이 모여 있는 곳이 마을village이다. 작은집 하나만 보
면 적응성 있는 레이아웃이지만, 마을전체로 볼 때 필요에 따라서 작은집
들을 움직여 물리적 영역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장소이다. 마을은 작은집들이라는 적응성 있는 환경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유연성 있는 구축환경을 이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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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 아동과 물리적 환경 

  4장에서 분석한 초등학교 사례는 앞서 3장의 일상공간에서 범주화시킨 
행태 지원적 특성과 일정부분 차이가 있으나, 공간 환경의 특성 면에서 공
통적으로 수렴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라
는 환경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체이며, 이러한 환
경이 아동의 발달과 신체에 유익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나타날　때 이를 아
동 친화적 학교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디자
인은 ‘발달학적으로 적합한 디자인Developmentally Appropriate Design’이라는 용
어로 교육시설 디자인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다. 학교는 크게 물리적 환경, 
생물적 환경, 사회적 환경, 정신적 환경으로 나누는데, 복합적이고 종합적
인 의미를 가지는 환경의 한 요소인 물리적 환경은 물리적인 상태나 상황
을 일컫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의 물리적 환경은 교육목표에 접근
하도록 아이들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데 작용하는 외적 조건 즉, 행태 지원
적 특성들의 총체로서 아이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성장을 자극함과 
동시에 다양한 경험을 유인 해줄 수 있는 교재나 교구들을 포함한 환경이
다. 학교의 궁극적 목적은 연령, 성별,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아동들의 
발달적 요구에 부응하는 건축적 어포던스가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다. 인간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 특히 성인과 
달리 성장발달이 빠르고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미 성숙한 성인보다 성장과 발달의 과정을 거
치면서 더욱 인격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아동의 발달학적 요구는 신체
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 등 모든 측면에서 만족되어야 하고, 환경
은 아동의 이러한 다양한 감각을 자극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아동의 놀이 형태 특성에 대응하는 연령별, 영역별 공간에 대한 배려
가 필요하다.135)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태 지원적 특성을 적재적소에 배
치하여 사용자인 아동들의 이러한 다양한 행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135) 정경숙 저, 『아동친화적인 주거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환경 디자인 지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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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많은 심리학자 및 건축가들이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건축공간과 형태가 인간
의 지각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흐름에 주목하며 시
작하였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은 사용자(인간)의 체험이며, 
사용자는 공간을 지각하고 그 정보에 따라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지각을 통해서 얻는 정보의 핵심은 ‘잠재적 행동유발가능성’이라고 불
리는 어포던스affordance이다. 이는 곧 건축 환경의 사용자 행태 지원적 특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생태적 환경 내의 다양한 행태 지원적 특성
들을 지각하고 이러한 지각을 바탕으로 환경 내에서의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의 사용자 행태 지원적 특성의 내용과 범주
는 디자인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변수이자 반드시 제공해야 할 필
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일상
공간에서 나타나는 환경의 행태 지원적 특성을 범주화시켜 보았고, 이를 
특정 건축물인 초등학교에 대입하여 환경의 특성들을 분석해보았다.

  이렇게 환경과 사용자를 매개 시켜주는 요소 즉, 사용자 행태 지원적 특
성의 개념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개념으로서 환경 디자인 이론에 기본이 
된다. 구축환경의 여러 가지 형태는 각각 다른 사용자의 행태와 미적 경험
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의 행태 지원적 특성은 환경이 형성되는 
방식에 따라서 한 개인의 행동적, 미적 선택을 제한하거나 넓힌다. 행태 
지원적 특성은 인간이 환경과 주고받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시적, 비
가시적 정보의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용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보
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따라서 이를 건축에 적용하는 것은, 특
정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가시적이기에,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디
자인은 환경을 조작·점유하는 것만이 아니고,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을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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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과 사용자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건축에서 이 행태 지원적 특성의 적용과, 사용자 중심 디자인 개념을 실
현하기 위해, ‘좋은 건축을 만드는 것은 사용자들의 행위를 수용, 제어할 
수 있는 유연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나
타나는 사용자의 행동장면을 분석해보았다. 이 결과 구축환경에는 사용자
의 다양한 행태를 지원하는 특성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공간
의 특성을 두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먼저, ‘다기능적 공간’은 사용
자의 중첩적 행위와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적응성이 뛰어난 공간이다. 다음
으로 ‘다원자적 공간’은 사용자의 경험을 강화 시켜주기 위한 유연성 있는 
공간이다. 물론 이와 같은 구축환경의 행태 지원적 특성은 단순히 물리적
인 공간을 분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위와 구축환경이 결합된 
‘상황’을 창출하는 특성으로 다기능적 공간과 다원자적 공간이 동시에 교
섭하기도 한다. 이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먼저 다기능적Multi-Function 공간
에는 ① ‘적응성-일상성’, ② ‘적응성-특정성’, 다원자적Polyvalence 공간에는 
③ ‘유연성-일상성,’ ④ ‘유연성-특정성’ 의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건축 
환경의 사용자 행태 지원적 특성을 구분하는 작업은 총체적 환경을 구성
하는 방향과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정 환경에서 어떤 특성이 존재하며 더 
강하게 작동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건축가가 설계행위를 할 때, 사용자가 환경을 자신의 수요에 맞게 적응
시키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자극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가는 사용자의 목적에 가장 알맞은 해석과 사용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극으로써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축에서 사용
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방법은 공간에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수용 잠재
력을 높이는 것인데, 이 잠재력이란 공간이 사용자들의 여러 가지 행위들
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장소로서의 능력Place-capacity을 말한다. 이러
한 능력이 곧 사용자의 행위를 유발하는 인자이자 환경과 사용자의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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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지적 관계를 맺어주는 환경의 사용자 행태 지원적 특성이다. 이는 모
든 인간 점유행위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들의 조절을 통해 사용
자의 점유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더욱 다양한 사용자의 행태를 
유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의 다양한 행위와 그에 따라 발생된 장소를 수용하
기 위한 기본 틀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용자 중심의 건축을 위한 건축 환경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
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실제 환경에서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사용자 행
동장면 관찰을 통해 사용자의 행위체계를 분석하여 각 공간의 행태 지원
적 특성을 범주화시켜 보았다. 이러한 비가시적 특성들을 일반화·범주화 
시켜봄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건축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로의 적용 가능
한 방법론을 제안해 보고자 한 것이다. 물론, 심리적 상호작용 등의 보이
지 않는 복합적 과정의 결과물인 사용자의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한다는 것은 연구의 객관성에 있어서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 행태 지원적 특성들을 어떻게 가시화·일반화
시킬 것이며, 그 결과를 디자인 과정에 적용시켜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등
의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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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far, the focus of designers attention remained on the 
creation of supplier-centered external, material property to 
produce machines which was based on a principle of 
industrialism, not for humans. As a result, today the human and 
machine civilization alienated from each other and led to a 
socially isolated situation to those who cannot keep up with the 
developments of modern machinery. The issue was a design that 
induced man to behave in such a machine-centric way. If they 
agonized about how to adjust technology to human body in the 
past, it is time to try to adjust technology to human hearts. 
Since 1960s, psychologists and architect takes a serious 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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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that architectural space and form affects on human's 
perception and consciousness in accordance with universal 
demands for the recovery of humanity. Concept of space has 
changed from idealistic and materialistic space recognition to 
anthropocentric space recognition. What is essentially handled 
here is human experience, and it is a proven fact that the way 
people sense space is such a complex process that involves 
numerous variables. It is important to appraise the invisibl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environment since the acts of 
design starts from how to adopt things unseen beyond as it 
seems, not just manipulating and getting possession of 
environment. This paper study suggests 'the user behavior 
supportive quality within constructed environment' notion as a 
mediating factor between them and targets behavior setting that 
users occupy everyday environment as a subject of study. Also, 
it is highly motivated to seek concrete architectural behavior for 
user oriented architecture by examining and classifying the 
existing user behavior supportive qualities in constructed 
environment from analysis of users behavior setting which is 
based on relationship between user and environment.

Key word : environment, user, behavior, place, aff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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