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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토루공스어(土楼公社) 공공공간의 유형 및 사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백 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류 일 

주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생활 장소이며 또한 생의 기

점이기도하다. 주택은 사람과 주변 환경이 상호작용하고 서로 용합하여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물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

다. 21세기는 정보화와 글로벌의 시대이며 그로인해 사람들의 생활양상

이 많이 변했다. 또한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역시 많이 달

라지고 있다. 기능주의적인 단지계획사상과 방법은 사람의 거주요구를 

충족하지 못 하며 현대 생활방식에도 적합하지 않다. 중국은 시장경제에 

따라 도시가 빨리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의 주택환경 또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이 보다 더 좋은 주거환경을 추구하고 있으며 개

인 공간이나 실내 환경뿐만 주택단지 내의 공공공간 및 실외공간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주택단지 내의 공공공간은 거주환경을 향상

할 수 있고 주민에게 생활 정취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도시인 

마음속의 외로움과 냉담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중국의 주택단지 내 공공공간 계획이 탈바꿈되고 있다. 대가족이 

모여서 같이 사는 전통 거주단계에서 개혁개방 전 집단으로 거주하는 생

활단계를 거쳐 분양주택에서 거주하는 자주적인 거주단계로 변화하고 있

다. 거주주체 간의 관계가 약화해지고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가 향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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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세 가운에 주택단지 내 공공공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다른 거주주

체들이 공공공간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있고 단지 전체 거주환경이 공공

공간을 통하여 거주자에게 양호한 공간체험을 제공한다. 2008년에 중국 

Vank그룹이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토루공스어"(土楼公社)라는 주택단지

를 건설하였다. 이 단지는 과거와 다른 계획방식으로 공공공간을 조직하

고 주민에게 질이 좋은 생활환경 만들기를 탐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토루공스어”(土楼公社) 주택단지 내의 공공공간을 연구하기 

위하여 실외 및 반 실외 공공공간을 통로형, 접점형, 집중형, 경계형 4가
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간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리고 거주자의 단지 내 공공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후 공간분석 및 설문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토

루공스어 내 공공공간의 계획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중요한 공공공간을 제

안하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먼저, 토루공스어 단지 내의 통로형 공공공간은 주로 보행로와 복도공

간을 말한다. 통로형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는 "연도의 용도 및 활동 상

황, 통로의 형태 특징, 연도건축/도로/경관 등의 특징, 자체의 노출, 연
속성, 방향성, 명확한 시작점/종점" 7가지 항목으로 진행하였다. 토루공

스어 단지 내의 통로형 공공공간은 연도의 용도 및 활동상황이 좋고 연

속성이 높다. 특히 사람 이동 및 교류에 도움이 되고 공간 자체의 공공

성이 높다.
둘째, 토루공스어 단지 내의 접점형 공공공간은 주로 단지출입구, 주

거동 출입구, 계단실 출입구을 말하는 것이다. 접점형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는 "접점에서의 돌변, 기능의 중요성, 시각적 흡인력" 3가지 항목으

로 시행하였다. 토루공스어 단지 내의 접점형 공공공간이 주민 일상생활

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사용 빈도가 높다. 접점에서의 돌변 요소

가 많고 대체적으로 강한 공공성을 갖고 있다.
셋째, 토루공스어 단지 내의 집중형 공공공간은 주로 광장, 정원, 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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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옥상정원, 활동마당을 말하는 것이다. 집중형 공공공간에 대한 연

구는 "테마/기능의 집중성, 형태/경계의 명확성, 주변건축의 특징, 주변

과의 대비정도, 형태의 방향성" 5가지 항목으로 진행하였다. 토루공스어 

단지 내의 집중형 공공공간은 대부분 테마와 기능을 갖고 있고 명확한 

경계가 있다. 주변과의 대비정도 높지만 방향성이 좋지 않다. 그리고 주

변에 특지 있는 건축물이 없어서 거주자 사용할 때 평범한 공간체험만 

느끼는 것이다.
넷째, 토루공스어 단지 내의 경계형 공공공간은 단지외곽을 말하는 것

이다. 경계형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는 "명확성, 연속성, 장벽효과" 3가지 

항목으로 진행하였다. 토루공스어 단지외곽은 명확한 경계를 갖고 있고 

연속성이 좋아 단지 내부를 잘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단지 외부 소음, 
환경오염, 면적제한 등의 원인으로 단지외곽의 환경이 좋지 않고 사용률

이 낮다. 따라서 기본적인 공공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루공스어 내의 공공공간을 통로형, 접점형, 집중형, 
경계형 4가지로 분류하고 분석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4가지 유형의 

공공공간은 토루공스어 내에서 유기적으로 기능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

다. 단지 내 다차원적인 공공생활에 따라 형성되며 주민 공공생활의 근

간이 된다. 경계형 공공공간은 단지 형태 및 계획의도 때문에 충분하게 

쓰이지 못 하지만 나머지 3가지 유형의 공공공간이 단지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토루공스어 내의 공공공간이 주민 생

활의 중요한 공간으로 단지에게 활력을 주고 있고 앞으로 주택단지 공공

공간 계획에도 발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주요어: 토루공스어, 주택단지, 공공공간, 유형

학번: 2014-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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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대상

                         1.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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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택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주요 장소이다. 현대 국제주의 건

축사 Eero Saarinen이 “주택이라는 것은 집안과 건강한 환경을 의미하

고 비바람만 가리는 벽체와 지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

였다. 또 중국 고대의 저작에서 “宅者，人之本也，人因宅而立，宅因人得
存，人宅相扶，感通天地”1)라는 문장이 있다. 즉 주택은 사람의 근본이 

되고 사람이 주택으로 인해 생존할 수 있게 되고 주택은 사람으로 인해 

존재하게 된다. 사람과 주택의 상호작용으로 천지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는 말과 같다. 이처럼 거주 공간 환경의 의미는 아주 풍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 공간은 구체적인 물질적 공간기능의 조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을  수용하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한다.  거주 공간

의 본질은 사람과 주변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 전체이다.

주택 단지 안에 있는 공공공간의 좋은 디자인 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vank그룹은 2008년에 중국 전통 민가 건축 토루를 원형으로 삼아 “토
루공스어”(土楼公社) 주택단지를 건설하였다. 토루는 중국 복건성2) 서남 

지역의 전통 민가이다. 이는 천년 동안 거대한 볼륨으로 대가족의 번잡

한 일상생활을 수용하였고, 풍부한 공공공간으로 가족 구성원의 생활을 

지원했다. 토루공스어는 전통 토루의 기초 위에 개량하고 변형하여 풍부

하고 독특한 공유 공간으로 주민을 위해 다양한 공동체 생활환경을 마련

해주었다. 본 연구는 토루공스어 주택단지 내의 공공공간을 유형별로 연

구하고 공간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토루공스어 공공 공간의 계획 특징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함으로서, 또렷하고 완전하며 가소성이 있는 주택 

단지 의 공유 공간을 만드는 방법과 앞으로 주택 단지 건설에 좋은 지침

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1) 张志聪, <黄帝内经>, 2007
2) 복건성(福建省)은 중국 남부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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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광주시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토루공스어 주택 단지는 건설 이후로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다. 이 단지는 중국 전통 민가건축 원

형 토루 모양에서 기원하였고, 전체 거주 공간은 거대한 원형 주거동과 

내부 사각형 주거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임대 주택단지로서 토루공

스어는 설계 단계에서 단지 중의 공공공간을 포인트로 두었다. 본 논문

의 연구 대상은 토루공스어 주택단지이고 연구 범위는 단지 내의 공공공

간이며 공공공간의 사용 및 계획 상황을 연구하는 것을 통하여 토루공스

어 내의 공공공간의 계획 특징을 탐구할 것이다.

토루공스어가 2005년 중국주택공사 Vank그룹이 주최한 “도시 중, 소
득층 거주문제 해결방안 공모전”으로 시작하여 우수방안인 Urbanus설
계사무소가 설계한 “토루형 주택”을 선정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한 공동주택단지다. 중국 광저우 시에 북서쪽에 위치하여 대지 면적

이 13711㎡이다. 

그림1-1 토루공스어 사진
출처-http://www.urbanus.com.cn/ 

토루공스어가 중국 전통 민가건축 토루의 형태를 취하여 주동 배치는 

외원내방(外圆内方)3)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토루는 그것이 가진 특징인

3) 겉은 둥글고 속은 네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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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성을 이용하여 외부 고가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고 원의 향심적인 특

징을 통하여 단지의 응집력을 부여해 준다. 지상 6층 지하 1층의 건물로

서 주동이 외곽을 둘러싸고 단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1층 주 출입

구 주변에 상업시설 및 사무실이 배치되어 지층에 주민활동센터 및 아동

영어학원 등 시설이 들어가 있다. 임대주택이 1층부터 6층까지 주거동 

내의 편복도에 따라 나열되고 1실, 2실, 복층식 및 6인 기숙사형 등의 

세대가 있다. 방형주거동 1층에 외래 방문자를 위한 여관도 배치되어 있

다. 

그림1-2 중정

출처-http://www.urbanus.com.cn/ 

그림1-3 층간쉼터 및 반월형 보행로

출처-http://www.urbanus.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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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루공스어는 중,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지하 주

차장이 없으며 반면에 지층에 자전거 보관소를 두었다. 건물 옥상은 접

근 가능하며 주민여가생활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단지 내부 방형

주거동 모서리 부분은 대칭적으로 층간쉼터공간을 이루고 있고 복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토루공스어 내부에는 큰 녹지공간이 없으나 방형

주거동 중앙에 위치한 중정이 주요한 여가공간으로 활용된다. 원형주거

동 및 방형 주거동이 겹쳐서 형성되는 반월형 공간이 통로의 역할을 하

고 있고 단지의 보행로로 쓰고 있다. 그리고 단지 내의 필로티 공간이 

중정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날씨 대비한 여가공간으로 쓰이며, 주민생활

을 위한 다양한 공간체험을 만든다. 

그림1-4 복도 및 옥상의 모습
출처-http://www.urbanus.com.cn/ 

그림1-5 지역특색이 있는 외피
출처-http://www.urbanus.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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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최 Vank그룹

설계자 Urbanus설계사무소

년도 2008년
거주대상 중산층 및 저소득층

위치 광저우 시

대지면적 13711㎡
건축면적 9000㎡
용적률 1.3
직경 72m
층수 지하1층~6층
세대수 282/1800인
세대유형 1실/2실/복층/기숙사

주차 지하 자전거 보관실

위치

표1-1 토루공스어 개요

토루공스어가 위치한 광저우 시는 외래인구가 많고 소득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은 구성원들이 모여 있다. 그들은 도시에 살면서 귀속감과 긴밀

한 사회관계를 갈망한다. 그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토루공스어는 이웃관

계형성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도움 되는 공공공간을 중요시하며 설계되었

다. 그래서 중국 전통 민가건축 중, 대가족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공공

공간을 강조하는 원형 토루의 개념을 참고해 단지를 건설하였다. 전통 

토루의 구성요소 중 중앙 마당은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건물 

내 다양한 생활 활동을 수용한다. 위층에 위치한 편복도는 마당의 중심

을 향하고 있으며 이로써 내부 생활정보의 공유에 도움이 된다. 토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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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표시 공간

1.광장

큰 광장: 1-a
작은 광장: 1-b
2.단지외곽

3.단지출입구

주 출입구: 3-a
작은 출입구 : 3-b
4.주거동출입구

방형주거동 출입구: 4-a
원형주거도 출입구: 4-b
5. 보행로

공공구간: 5-a
거주구간: 5-b

6.정원

7.필로티

스어는 전통 토루에 비해 일정한 변형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주동

이 중심을 향해 있는 형태로 계획되었고 주택공간이 복도를 따라 계획되

었다. 

토루공스어 내의 공공공간을 진입하는 순서대로 살펴보면 광장, 단지

출입구, 주거동출입구, 보행로, 정원, 복도, 층간쉼터, 계단실, 옥상정원, 
활동마당 등이 있다. 각 공공공간의 위치는 표1-2와 같다. 

표1-2 토루공스어 내 공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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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도

9.층간쉼터

방형주거동 모서리 부분

10.계단실

원형주거동: 3개
방형주거동: 4개

11.옥상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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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활동마당

(지하1층)

공공공간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단지의 각 구역에 

랜덤으로 위치되어 있고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 공공공간，반공공 

공공공간，반사적 공공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용도에 의하여 교

통용 공공공간，여가용 공공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

에 의하여 영리적 공공공간과 비영리적 공공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의 유형에 의하여 실내 공공공간，반실외 공공공간，실외 공

공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에 따라 공공공

간에 관한 분류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지 내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실외와 반실외의 공공공간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1.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3.1 연구의 방법

이제까지는 토루공스어의 공공공간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 이전의 

선행 연구 및 자료조사를 통해 연구할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토루

공스어 내부 공공공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기 위해 2016
년 1월에 광저우 시에서 1주 동안의 현장조사를 하였고 각 공간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거주자가 단지 내 공공공간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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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사용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부분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설문조사의 결과가 각 공공공간의 분석내용과 비교하여 결론에 다다

랐다.

현대건축연구에서 흔히 대두되는 것이 도시과 건축의 관계이다. 도시

는 거대한 건축으로, 건축은 소형 도시로 여길 수 있다. 단지는 도시와 

건축 사이에 있어서 도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케빈린치가 <Image of 
the City>에서 도시이미지 형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말하였다. 즉 통

로, 경계, 구역, 접합점 및 랜드마크 5가지 요소를 통하여 도시를 연구하

였다. 본 연구는 이를 참고해서 단지 내의 공공공간을 통로형, 접점형, 
집중형, 경계형 4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공공공간을 구체적으로 분

석하였으며 설문조사의 결과와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1.3.1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2장
에서는 공공공간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고찰을 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연

구할 공공공간을 선정한다. 그리고 공공공간의 유형을 확정하고 선정된 

공공공간을 통로형, 접점형, 집중형, 경계형으로 분류해서 설문조사의 질

문을 설정한다. 3장에서는 토루공스어 내의 공공공간을 유형별로 분석한

다. 4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단지 내 거주자로부터 각 공공공간에 대한 

평가를 얻고 4가지 유형의 공공공간의 평가점수를 계산하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한다. 그리고 3장에 나온 공간분석 결과와 설문조사의 결과

를 종합하여 결과를 다시 정리한다. 그리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공공공

간에 새롭게 제안할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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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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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공공간에 대한 고찰 및 

분석항목 추출

                   2.1 공공공간에 대한 고찰

                   2.2 공공공간에 대한 분석항목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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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공공간에 대한 고찰

2.1.1 공공공간의 정의

현대의 공동 주택은 주민 간의 교류 및 공동체의 형성을 강화하기 위

하여 종종 주택 센터 혹은 개별 지역 센터에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용할만한 공간을 설립한다. 주택 내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공동 소유하는 이러한 공간은 공공공간이라고 부른다. 학술계에서 주택 

단지 내의 공공공간에 대한 정의는 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
공공간은 사회 각 계층한테 개방되어있고, 주민의 거주 공간에 대한 권

리를 구현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둘째, 공공공간은 주택 내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의 의견 혹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가리킨다. 이
러한 공공장소는 또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주로 주택 내의 공공공간을 연구한다.   
 

주택의 공공공간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이런 공간에 대한 명명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사용 측면에서 명명하는 공용

공간과  공공 차원에서 명명한 공공 공간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공

공공간은 공공성의 차원에서 명명한 단어이고 영어로 public space로 

번역할 수 있다.

최미옥(1999)4) 연구에 따르면 주택 단지 내의 공공공간은 주민들이 공

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시설이 포함하고, 또 공유 건물에서 제공하는 각 

공간도 가리킨다. 흔히 시설 관리 사무소,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휴게

소 등이 있다.
邓雯(2013)5) 연구에서는 주민 전용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전부 

공공공간으로 명명하였다. 공공공간 중에 모임 및 공공 활동을 제공할 

4) 최미옥, 공간의 경계에 관한 연구 _ 공공공간을 중심으로,1999
5) 邓雯,促进高层住宅邻里交往的内部公共空间研究,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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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장소는 모두 교제를 위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교제

라는 행위는 큰 무작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교제 활동은 흔히 자

발적이나 우연히 각 공유 공간 속에 나타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1977년, 미국 학자 Newman은 거리의 주택 공간을 '공공공간 - 반공

공 공간 - 반사적 공간 - 사적 공간" 등 네 가지의 순서대로 구분하였

다. 이러한 네 가지 순서와 주택 단지의 공간과의 대응 관계에서 공공 

공간은 주택 단지를 제외한 도시 공간이고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

는 완전한 공공 공간이다. 반 공공 공간은 주택 단지 내의 주요 도로, 
녹지, 활동 센터 영역 등 주택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다. 반사적 공간은 단체 또는 정원에서의 활동 

장소, 도로 및 기타 시설을 가리키고 주로 단체 또는 정원 내의 주민들

을 위한 것이다. 사적 공간은 주택 밑에 있는 마당과 실외를 가리키고 

주민에게만 한하여 사용되는 내부 공간이다. 위와 같은 구분 방법에 의

하면, 주택 단지 내의 교제 활동은 주로 반 공공 공간과 반사적 공간에

서 일어나고 공유 공간과 이웃 교제활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반 공공과 

반사적 공간에 집중한다.

그림2-1 Newman 이론에 의한 다이어그램6)

기존 연구에서 주택 단지 공유 공간에 대한 분류는 아래와 같이 몇 가

지가 있다.

6) 魏士保, 促进交往的居住区户外空间环境设计研究,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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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및 실외 공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가 있다. 
흔히 이런 구분 방법을 사용하는데 보통은 실외 공공공간부터 연구를 한

다. 실외의 공공공간은 대체로 주택 녹지 · 광장, 출입구 · 건물 앞 정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실내 공공공간은 로비, 계단, 복도, 공공 휴식처 등

이 포함되어 있다.

영리 여부에 따라 공공공간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주택 단지의 공공공간은 일정한 유료 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면, 헬스장, 유치원, 세탁소, 쇼핑센터 등이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이윤을 얻는 장소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생활시간을 배치하고 자

질구레한 생활을 간소화할 수 있다.

공간 및 시설에 따라 공공공간을 구분하는 연구가 있다. 주택 단지에

는 주민이 편리한 공공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몇몇 시설

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민 활동 센터, 노인정, 어린이 놀

이터, 도서관 등이 있다.

2.1.2 공공공간의 역할

공공공간은 주택 단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농경 사회에서 공업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인

간의 거주 환경 역시 예전의 촌락 울타리에서 현대화한 아파트로 발전하

였다. 촌락 울타리라는 거주 방식은 이웃끼리의 교제를 긴밀하게 만들 

며 마을 사람들의 소통과 연동도 자연스럽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의 등장이후,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공간에만 더

욱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웃 관계도 점차 차갑고 낯설어졌다. 현대 도시

에서는 경제 제도와 도시 제도가 사람의 직업 구성 및 분배를 결정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를 낯설게 만든다. 이런 특징은 사

람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보장해주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들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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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교류 및 참여 기능이 있는 공공 공간 역시 필요로 

한다. 현재 도시 주민들의 이웃 관계는 비록 냉담하지만 사람들은 마음

속으로부터 소통을 갈망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생활 상태에서 건물은 이

러한 간극을 와해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공공간의 주택단지 내에서의 기능을 연구한 기존 연구를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1)이웃 교제와 공동체 형성을 촉진

주택 단지 내의 공공공간은 주민들의 교제와 소통에 주요한 역할을 한

다. 주택 단지에서 노인과 아이들이 건물 앞 녹지 또는 벤치 옆에 모여

서 잡담하고 노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고, 어른들이 출퇴근 도중에 로비

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서로 인사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주부

들은 함께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은 무리를 지

어 놀이터 또는 운동장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주택 단지 내의 공공공간

은 빠르고 바쁜 사회생활 속에 처한 주민에게 편리하고도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알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긴밀한 이웃 관계를 형성해주고 주민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한다.

(2)주택 단지의 보안성을 높여줌

주택 단지 공공공간에서 주민들은 다양한 생활 활동을 하고 있다. 물
건을 구입하거나 운동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모임을 갖는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서로 더 잘 알게 되었고 이 집 어른은 그 집 아이를 알고, 
그 집 주부는 이 집 노인을 알며 낯선 사람이 들어갔는지 등을 알 수 있

으며, 공공공간 속에서 시선이 교차하고 정보가 공유되어 주택 단지의 

보안성을 크게 높여주고 주민들의 생활도 더욱 안전해졌다.

(3)주민생활의 건강 상태를 높여줌

도시가 발달 할수록 사람들의 생활 스트레스가 더 크고, 생활 리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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伍成强(2011) 高密度住宅区的公共活动空间设计
曾进（2010） 住宅区公共空间设计中的人性化策略与作为
최윤미(2007) 전원주택단지와 블록형단독주택단지의 유형분석에 따른 

공공공간 활성화에 대한 연구

김학균 외 1명(2001) 집단주거 단지 내의 커뮤니티 형성에 한 이론 고찰
邓雯（2013） 促进高层住宅邻里交往的内部公共空间研究
彭燕（2006） 上海现代住宅区户外空间设计研究
신연호 2007 수도권근교 전원주택단지에서 공동체의식 활성화를   

위한 외부공간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개발공사(1988) 공동체의식형성을 위한 주거단지계획기법에 관한  연구

더 빠르며 출퇴근밖에 없는 일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곤하게 한다. 대
문을 열고 아파트를 나가 화원에서 산책을 하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실

외 운동장에서 야구도 하고 공원에서 햇볕도 쬐면서 이렇게 주택 단지의 

공공공간은 주민에게 다양하고 건강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거주할 때 좋

은 심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2 공공공간 분석항목 추출

2.2.1 공공공간 선정

주민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택 단지 내 공공공간

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주택 단지가 서로 다름에 따라 공공공간의 설

계도 계획이 달라진다. 전에 발표했던 많은 주택 단지 공공공간 연구에 

관한 논문 중에서, 공공공간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과 논점은 서로 다소 

다르다. 일반적인 주택 단지 내의 공공공간 구성 요소 및 분류 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자는 이하 논문을 분석하였다.

표2-1 주택단지 공공공간에 대한 선행연구

선행 연구 논문 중에 공공공간 구성 요소와 관련된 부분은 표2-2를 

참고하고, 본 논문은 주로 “투로공스어”(土楼公社) 주택 단지 내에 있는 

실외 및 반 실외 공공 공간을 연구하였고, 실내 및 공공시설과 관련 요

소는 연구 범위에 없다. 그래서 선택 요소는(주택 단지 진입 순서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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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伍 成
强 ( 2
011)

曾
进 (
2 0
10)

최
윤
미
(20
07)

김 학
균 
외 1
명
(200
1)

邓 雯
(201
3)

彭 燕
(200
6)

신
연
호
(20
07)

한 국
토지
개 발
공사
(1988
)

김
슬
기
(20
15)

석영
(201
4)

연
구
자

단지입구
랜드마크

○ ○ ●

보행로 ○ ○ ○ ○ ●

광장 ○ ○ ○ ●

단지출입구 ○ ○ ●

벤치 등 
여가시설

○ ○ ○ ○ ○ ○ ※

계시판 등 
서비스시설

○ ○ ※

정원/녹지 ○ ○ ○ ○ ○ ○ ○ ○ ●

잔여공간 ×

주거동출입구 ○ ○ ●

필로티 ○ ○ ○ ○ ●

주거동입구홀 ○ ○ ×

E/V홀 ○ ○ ○ ○ ×

계단실 ○ ○ ○ ○ ●

복도 ○ ○ ○ ○ ○ ●

주호현관주변 ○ ○ ○ ○ ○ ×

옥상정원 ○ ●

공중가로 ○ ×

층간쉼터 ○ ●

놀이터 ○ ○ ○ ○ ○ ○ ○ ×

경로당 ○ ○ ○ ×

도서관 ○ ※

여성공간 ○ ×

다목적공간 ○ ※

공동창고 ○ ×

산책로 ○ ×

운동시설 ○ ○ ○ ○ ×

수변공간 ○ ○ ×

집회활동공간 ○ ○ ○ ●

공동주차장 ○ ○ ○ ×

경비실 ○ ×

지출입구, 광장, 보행로, 주거동출입구, 정원, 필로티, 계단실출입구, 복
도, 층간쉼터, 옥상정원, 집회활동공간, 단지외곽 총 12가지가 있다.

표2-2 선행연구를 통한 공공공간 선정

선정● , 없음× , 실내공간/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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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설 ○ ○ ○ ※

쓰레기수거장 ○ ※

자전거보관소 ○ ※

단지외곽 ●

 
2.2.2 공공공간의 유형 및 분석항목 추출

오늘날 수많은 건축학자 및 건축가는 도시와 건축의 발전에 관심을 가

지고 있다. 현대 도시는 거대한 건물로 볼 수 있고, 건물은 또한 작은 

도시로 볼 수 있다. Rem KooIhaas가 퓰리처 시상식에서 했던 강연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 건축 발전 중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중 하나가 바

로  “건축은 독립체로 향한 과정에서 도시화 중에서 끝나고, 주택은 하

나의 소형 도시로 볼 수 있으며, 하나의 도시는 역시 하나의 거대한 주

택으로 볼 수 있다”이다. 현대 도시 중의 주택 단지의 척도는 도시와 건

물 사이에 있고 사람이 도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단지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단지는 도시로 여길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토루공스어 주택단지 내의 공공공간을 분석할 것이다.

단지가 하나의 도시라는 점에서 도시가 지니는 특징은 단지에도 나타

난다. <The Image of the City>라는 책에서 케빈린치가 도시에 대한 사

람의 인지를 다섯 개의 요소로 요약하였다. 즉 통로, 경계, 지역, 노드, 
랜드마크이다. 사람은 이러한 요소를 통하여 보다 빠르게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이러한 요소는 도시의 형태를 결정하고 

있다.

통로는 주로 일종의 경로를 말하며 사람들은 습관적이고 우연히 하지

만 자연스럽게 통로를 따라 이동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관찰하며, 기타 환경 요소 또한 통로를 따라 배치하고 연계

되어있다. 통로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보행자길, 도로, 철도, 운하가 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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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는 통로가 아닌 다른 선형 요소이고 두개의 면이 이루는 한계이며 

가로요소이다. 세로로 된 통로와 달리, 어느 정도 장벽이라는 성질을 가

지고 있다. 강변, 길, 개발구 경계, 담 등은 경계로 여겨진다.

지역은 주로 도시를 나타내는 큰 부분이며 노드로 구성되어있고 경계

를 통해 한정된 범위가 생긴다. 지역에는 그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고 표

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관찰자로 하여금 내부에 들어간 느낌

을 들게 하고 사람들은 항상 내부에서 그의 특징을 관찰하게 된다.

노드는 요점 혹은 전략점이고 동시에 일상 왕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점이다. 자주 보는 노드는 도로 교차점, 방향 전환하는 

곳, 사거리 혹은 구조 교환하는 곳 등이 있다. 이것은 또한 어떤 특정된 

용도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주 가는 코

너 또는 폐쇄형 광장 등이 있다.

랜드마크는 명확히 한정된 일부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리키는데, 많은 

목표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외부에

서만 그를 관찰하고 그의 내부에 진입하지 않는다. 건물, 간판, 가게, 언
덕, 나무까지 등등은 모두 랜드마크로 여길 수 있고, 어떤 장소와 도로

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랜드마크가 많을수록 그 곳에 대하여 더 잘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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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설명 예시

Path 통로 사람들이 습관적이거나 

우연적이거나   잠재적으로 그에 

따라 이동하는 경로.

길,도로,보행로,철도,
운하

Edge 경계 통로가 아닌 선형요소. 두 계면의 

한계, 장벽역할이 있다.
하수구,강변,개발구역

가장자리,담
District 지역 접합점으로 구성되고 경계로 

제한하는 도로가 관통할 수 있는  

도시의 일부. 그리고 그 중에 

랜드마크가 분산되어 서있다.

도심, 상업구역, 
챠이나타운 등

Node 노드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전략적 

초점이나  도로 연결점/어떤 특징의 

집중.

사거리, 길모통이, 
광장, 도심,   도시

Landscape 랜드마크 외부의 참고점/ 다양한 가능목표 중 

가장 뛰어난 것

건축물, 
산,간판,점포,나무 등

표2-3 케빈린치의 도시이미지 5요소 

표2-3은 케빈린치가  5가지 요소로 도시를 연구하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주택 단지 내의 공공공간을 연구하기 위하여 케빈린치의 이론

을 참고해서 공공공간을 형태별로 4가지 유형을 분류해서 연구할 것이

다. 그 4가지 유형은 통로형 공공공간, 접점형 공공공간, 집중형 공공공

간, 경계형 공공공간이다. 그리고 토루공스어 내 공공공간의 상황에 의

해 유형별 공공공간에 대한 분석항목을 표2-4와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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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분석항목 설명
통로형 연도에 집중된 

활동과 전문적인 

용도

대상구역의 인파/교통흐름이 특징형성에 도움이 

된다.

특징이 있는 통로 

공간

너비 차이가 큰 도로가 사람의 관심을 끈다. 

특징이 있는 

건축입면/도로포장/
집단조경

건축입면/도로포장/집단조경이 통로 특징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통로 자체의 노출 및 

통로에서 보일 수 

있는 경관

시각적으로 쉽게 눈에 띄는 통로와 통로에서 보일 

수 있는 경치들이 도로의 중요성을 향상하고 

관찰자에게 깊은 인상을 만든다. 
연속성 도로와 연도 건물용도/입면, 녹화 등의 연속성이 

방향을 안내할 수 있고 사람에게 신뢰감을   

부여한다. 판별성이 있다.
방향성 통로의 경사도, 사용빈도, 건설 연대 등의 점차적인 

변화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이드 역할을 한다.
명확한 시작점/종점 시작점/종점이 명확한 통로은 쉽게 식별되며 

사람들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접점형

교통노선에서의 돌변 환경, 노선, 구조, 기능의 급작스런 변이가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된다.
중요한 기능 기능이 중요한 곳이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된다.
시각적인 흡인력 시각적인 흡인력이 있는 곳이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된다.
 집중형 테마요소/기능의 

집중

상업, 주거, 녹지 등 테마 요소가 집중된 곳이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된다.   
명확한 형태/분명한 

경계

공간이 확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분명한 

경계가 있으면 인상형성에 도움이 된다.
주변건물들의 특징 주변건물들에 특징이 있으면 인상형성에  도움이 

된다.
주변공간과의 대비 좁은 길 등 공간과의 대비는 인상형성에   

중요하다.
방향감 있는 형태 방향성 있는 형태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있다.
경계형 명확성 명확한 경계가 있다.

연속성 형태나 형식의 연속성이 있거나 추상적인   

연속성이 있다.
장벽효과 투과할 수 없도록 나누는 역할을 한다.

표2-4 토루공스어 유형별 공공공간 분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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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통로 보행로
복도

접점형 단지출입구
거주동출입구 (1원, 1방)

계단실출입구
집중형 광장 (1대,1소)

정원(필로티)
층간쉼터

옥상정원
활동마당

경계형 단지외곽

2.2.3 공공공간의 분류 및 설문조사  설정

토루공스어 내 선정된 공공공간들을 통로형, 접점형, 집중형과 경계형 

4가지 공공공간으로 분류하면 표2-5와 같다. 단지 내 보행로와 복도는 

통로형 공공공간으로 분류되고 단지출입구, 주거동 출입구와 계단실출입

구는 접점형 공공공간으로 분류된다. 광장, 정원, 층간쉼터, 옥상정원과 

주민집회활동공간인 황동마당은 집중형 공공공간으로 분류되고 단지외곽

은 경계형 공공공간으로 분류된다. 토루공스어의 단지출입구는 두 개가 

있고 광장은 큰 광장과 작은 광장 두 개가 있다. 그리고 단지는 원형주

거동과 방형주거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주거동 출입구는 두 개가 된

다. 필로티는 정원 안에 있으므로 정원의 일부로 여기고 정원과 함께 연

구하도록 한다. 
표2-5 공공공간의 분류

토루공스어 내 각 공공공간을 연구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항목들은, 통
로형, 접점형, 집중형, 경계형 공공공간의 분석항목에 의거하여 표2-6과 

같이 선정하였다. 



- 24 -

요소 분석항목 문제설정

통로형 
공공
공간

보행로 연도 집중적인 활동과 
전문적인 용도

보행로 연도에 집중적인 활동이 일어나며 그곳
에 전문적인 용도가 있습니까?

특징 있는 통로공간 이 단지 내의 보행로가 일반적인 보행로에 비
해 너비/ 외형/ 환경 등이 특별합니까? 

특징 있는 건축입면/도
로포장/집단조경

보행로 연도의 건축입면, 도로의 포장 및 조경 
등의 특징이 있습니까? 

통로 자체의 노출 및 통
로에서 보일 수 있는 경
관

단지에서 보행로를 쉽게 볼 수 있고 보행로를 
통과할 때 색다른 경치를 볼 수 있다.

연속성 보행로 자체 및 연도의 건축의 입면, 건축의 
용도, 조경녹화 등이 연속성이 있습니까?

방향성 보행로를 통과할 때 방향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까?

명확한 시작점/종점 보행로가 명확한 시작점과 종점이 있습니까?

복도 연도 집중적인 활동과 
전문적인 용도

복도 연도에 집중적인 활동이 일어나며 그곳에
전문적인 용도가 있습니까?

특징 있는 통로 공간 이 단지 내의 복도가 일반적인 복도에 비해 너
비/ 외형/ 환경 등이 특별합니까?

특징 있는 건축입면/도
로포장/집단조경

복도 연도의 건축입면, 도로의 포장 및 조경 
등이 특징이 있습니까?

통로 자체의 노출 및 통
로에서 보일 수 있는 경
관

단지에서 복도를 쉽게 볼 수 있고 보행로를 통
과할 때 색다른 경치를 볼 수 있다.

연속성 복도 자체 및 연도의 건축의 입면, 건축의 용
도, 조경녹화 등이 연속성이 있습니까?

방향성 복도를 통과할 때 방향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
습니까?

명확한 시작점/종점 복도에 명확한 시작점과 종점이 있습니까?

접점형 
공공
공간

단지
출입구

교통노선에서의 돌변 단지출입구에서 환경, 노선, 구조, 기능 등이 
깝자스럽게 달라집니까? 

중요한 기능 단지출입구가 단지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까?

시각적인 흡인력 단지출입구 공간이 거주자에 대한 흡인력이 있
습니까?

주거동
출입구

교통노선에서의 돌변 주거동출입구에서 환경, 노선, 구조, 기능 등이 
갑자기 달라집니까?

중요한 기능 주거동출입구가 단지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
까?

시각적인 흡인력 주거동출입구 공간이 거주자에 대한 흡인력이 
있습니까?

계단실
출입구

교통노선의 돌변 계단실출입구에서 환경에, 노선, 구조, 기능 등
이 갑자기 달라집니까?

중요한 기능 계단실출입구가 단지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
까?

시각적인 흡인력 계단실출입구 공간이 거주자에 대한 흡인력이 
있습니까?

집중형 
공공
공간

광장 테마/기능의 집중 광장이 명확한 테마(성업광장/교통광장/거주지
여가광장 등) 있습니까?

명확한 형태/분명한 경
계

광장의 형태가 확정합니까? 경계가 분명합니
까? 

주변건물 특징 광장 주변의 건물들이 특징이 있습니까?

주변공간과의 대비 광장과 그 주변공간의 대비정도가 높습니까?

형태의 방향성 광장의 형태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원 테마/기능의 집중 정원이 명확한 테마(녹지테마/운동테마/주민교
류테마/조경테마/놀이터테마 등) 있습니까?

명확한 형태/분명한 경 정원의 형태가 명확합니까? 경계가 분명합니

표2-6 설문조사 분석항목 및 문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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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까?

주변건물 특징 정원 주변의 건물들이 특징이 있습니까?

주변공간과의 대비 정원과 그 주변공간의 대비정도가 높습니까?

형태의 방향성 정원의 형태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층간쉼터 테마/기능의 집중 층간쉼터가 명확한 테마(여가테마/주민교류테
마/운동테마/서비스테마/놀이터테마 등)이 있습
니까?

명확한 형태/분명한 경
계

층간쉼터의 형태가 명확합니까? 경계가 분명합
니까?

주변건물 특징 층간쉼터 주변의 건물들이 특징이 있습니까?

주변공간과의 대비 층간쉼터와 그 주변공간의 대비정도가 높습니
까?

형태의 방향성 층간쉼터의 형태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옥상정원 테마/기능의 집중 옥상정원이 명확한 테마(여가테마/주민교류테
마/운동테마/서비스테마/조경테마 등)를 가지고 
있습니까?

명확한 형태/분명한 경
계

옥상정원의 형태가 명확합니까? 경계가 분명합
니까?

주변건물 특징 옥상정원 주변의 건물들이 특징이 있습니까?

주변공간과의 대비 옥상정원과 그 주변공간의 대비정도가 높습니
까?

형태의 방향성 옥상정원의 형태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활동마당 테마/기능의 집중 활동마당이 명확한 테마(여가테마/교류테마/운
동테마/서비스테마/주민자치관리테마 등)를 가
지고 있습니까?

명확한 형태/분명한 경
계

활동마당의 형태가 확정합니까? 경계가 분명합
니까?

주변건물 특징 활동마당 주변의 건물들이 특징이 있습니까?

주변공간과의 대비 활동마당과 그 주변공간의 대비정도가 높습니
까?

형태의 방향성 활동마당의 형태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계형 
공공
공간

단지외곽 명확성 원형주거동 외벽(단지외곽)이 명확한 경계를 
가집니까?

연속성 원형주거동 외벽(단지외곽)이 연속성이 있습니
까?

장벽효과 원형주거동 외벽(단지외곽)이 투과할 수 없고 
서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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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유형별 공공공간의 분석

                     3.1 통로형 공공공간에 대한 분석

                     3.2 접점형 공공공간에 대한 분석

                     3.3 집중형 공공공간에 대한 분석

                     3.4 경계형 공공공간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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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통로형 공공공간에 대한 분석

연구의 기준에 의하여 “토루공스어”(土楼公社) 내의 통로형 공공공간은

보행로와 복도 2가지로 나뉜다. 이 절에서 “연도에 집중적인 활동과 전

문적인 용도, 특징 있는 통로 공간, 특징 있는 건축입면/도로포장/집단

조경, 통로 자체의 노출 및 통로에서 보이는 경관, 연속성, 방향성, 명확

한 시작점/종점” 7 가지 분석항목을 바탕으로 보행로와 복도공간을 연

구할 것이다.

3.1.1 보행로

보행로는 토루공스어 내 거주자 일상생활에서 통행하는 공간으로서 중

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단지 내에 외부 원형주거동과 내부 방형주거동

이 겹쳐서 형성하는 공간은 보행로공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4개의 좁

은 반원형 공간양상으로 나타난다. 토루공스어 내의 보행로는 1층에만 

있고 동, 서, 남, 북 4구간 중에 동쪽 구간이 공공영역에 속해 있어서 공

공구간의 보행로이다. 또한 나머지 구간들이 거주구역에 속해 있으므로 

거주구간의 보행로가 된다. (그림3-1에서 5-a, 5-b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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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토루공스어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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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 집중적인 활동과 전문적인 용도

공공영역에 위치한 보행로 구간에 상점과 동사무소 등 공간이 배치되

어 있다. 보행로가 양쪽 상점들 사이에 지나가고 그곳에서는 집중적인 

상업 활동 및 커뮤니티활동이 자주 일어난다. 거주영역에 위치한 구간들

에는 깔끔한 도로포장 및 조경이 계획되어 있다. 원형주거동의 거주자들

이 집에 들어갈 때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장소는 주로 통과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3-2 공공구간의 보행로 및 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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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로의 공간적 특징

일반 보행로와 달리 토루공스어 내의 보행로는 단지의 형태로 인해 특

별한 공간양상을 갖고 있다. 평면도에서 보면 보행로가 굽어지는 반원형 

형태로 나타난다. 단면도에서 보면 보행로가 두 주거동 사이에 지나가고 

좁고 높은 입체공간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두 주거동을 연결하는 복도가 

공중에 지나가고 거주자에게 특별한 보행적 체험을 부여한다. 

그림3-3 공공구간 및 거주구간의 보행로 

(3) 특징 있는 건축입면/도로포장/집단조경

공공구간의 보행로 양쪽에 상점들이 나열되어 있고, 특징이 없는 건축

입면을 가지며, 거주구간의 보행로 양쪽에 주택들이 나열되어 편복도와 

발코니가 마주보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도로표면은 석재로 포장되어 다

른 공간과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보행로 양쪽 및 주변에 조경이 많지 

않고 집단적인 녹지 및 조형물이 없어서 단조로운 모습을 갖고 있다. 전
체적으로 보면 보행로 연도에 특징 있는 건축입면과 집단조경이 없고 재

석도로포장으로만 다른 공간과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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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행로 자체의 노출 및 보행로에서 보이는 경관

토루공스어 내의 보행로는 높은 주거둥 사이에 지나가서 사람에게 좁

고 긴 느낌을 부여한다. 보행로 양쪽의 주거동 층수는 약 4~6층이고 편

복도와 주택 발코니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양쪽 건물 높이와 보행로 

너비의 차이가 심하고 사람이 보행로에 걸어갈 때 양쪽 건물이 옹벽 같

은 모습으로 좌우를 보는 시야를 차단한다. 사람들이 위, 아래로 시각 

교류 및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연도에 따라 다른  경관을 볼 수 없게 된

다.

그림3-4 보행로 양쪽 건물이 경관을 차단하는 모습

(5) 연속성

단지 내에 4구간으로 구성된 보행로는 연속이 단절된 모습으로 나타난

다. 내부 방형주거동 모서리 부분이 보행로 중간을 자르고 통과하는 중

간 중간 끊어지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구간 간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구간과 구간 사이에, 원형주거동의 일부를 필로티로 계획하고 보

행로를 조금 확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곳은 지하 자전거 보관소에 

가는 통로로 쓰이고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임시 주차의 공간이기도 

한다. 그 공간이 보행로의 연속성에 도움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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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향성

공공구간의 보행로 양쪽 끝이 단지의 두 출입구이다. 주 출입구가 남

쪽을 향해 있고 작은 출입구가 북쪽을 향해 있다. 보행로가 두 출입구를 

직선적으로 연결하고 남북 향을 향해있는 것이다. 거주구간의 보행로는 

세 구간으로 나뉘고 그들의 공간형태는 서로 비슷하다. 더불어 외곽이 

원형이고 똑같은 복도 및 계단실출입구를 가지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다. 
따라서 토루공스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방향을 혼동할 여지도 있다. 

(7) 명확한 시작점/종점

토루공스어 내의 보행로는 중심대칭으로 4구간으로 나뉘어서 명확한 

시작점과 종점을 판별하기 어렵다. 공공구간 양쪽 끝이 단지출입구라 상

대적으로 시작점 및 종점의 느낌이 나는데 거주구간의 보행로에서 시작 

및 종결점을 찾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지 내의 보행로에는 명확

한 시작점 및 종점이 없다.

3.1.2복도

복도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갈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공간으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토루공스어 내에는 외부 원형주

거동이든 내부 방형주거동이든 복도가 계획되어 있으며 편복도의 양상을 

띤다. 원형주거동의 복도는 안쪽을 향해 계획되었고 방형주거동의 복도

는 외곽을 향해 계획되었다. 평면에서 볼 때 알 수 있듯이 원형주거동의 

복도와 방형주거동의 복도는 서로 마주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두 주거동의 복도를 연결하기 위해 방형주거둥 모서리부분, 즉 원형주거

동 계단실출입구 부분에 구름다리 역할을 하는 복도도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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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토루공스어 내의 복도

출처-http://www.focus.cn/

(1) 연도 집중적인 활동과 전문적인 용도

원형주거동의 복도이든 방형주거동의 복도이든 편복도의 모습으로 일

반 아파트의 편복도와 큰 차이가 없다. 복도의 너비는 약 1.5미터이고 

철제로 만든 난간이 복도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복도 한 쪽은 주택들이

고 반대쪽은 실외공간이다. 주거동의 형태에 따라 토루공스어 내의 복도

의 길이가 다르다. 특히 원형주거동의 복도는 단지 전체를 한 바퀴를 돌

도록 배치되어있다. 연도의 집마다 대문밖에 다른 것이 없으며 공간에 

제한이 있어 일어나는 활동이 적으며 통과의 역할만 맡고 있다.

(2) 특징 있는 통로 공간

단지 내의 복도는 일반 복도와 비슷하지만 원형주거동 복도의 경우는 

길고 곱은 양상이 아주 독특하다. 그리고 방형주거동의 복도는 원형주거

동의 복도와 마주보고 있어서 거주자가 통과할 때 서로 볼 수 있고 대화

할 수 있다. 토루공스어의 복도는 특별한 통과 체험으로 일반 복도와 다

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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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복도에서의 활동

(3) 특징 있는 건축입면/도로포장/집단조경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복도 연도의 건축입면은 특징이 별로 없다. 
주택의 문이 복도에 따라 나열되어 있고 계단실출입구가 그 사이에 나와 

있다. 복도의 지면포장은 콘크리트로 마무리되어 특별한 것이 없다. 그
리고 공간의 제한으로 인해 복도 연도에 조경이 없고 반대편에 마주보는 

복도만 볼 수 있다.

그림3-7 2층 복도에서 본 경치

출처-http://www.urbanus.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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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도 자체의 노출 및 복도에서 보이는 경관

토루공스어 내의 복도가 잘 노출되어 있다. 단지 내의 복도는 편복도

로서 한 쪽은 주택이고 반대쪽은 빈공간이다. 단지 보행로에 서 있으면 

어디에 있든 복도를 볼 수 있다. 방형주거동의 층수는 4층이고 원형주거

동 4층 이하의 복도와 잘 마주보고 있다. 원형주거동 5, 6층의 복도에 

서 있으면 방형주거동 옥상과 단지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체의 

거대한 원형 형태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림3-8 6층 복도에서 본 경치

출처-http://www.urbanus.com.cn/

(5) 연속성 

원형주거동의 복도는 연속성이 좋다. 방형주거동의 복도는 모서리 부

분의 층간쉼터가 있어서 연속성이 떨어진다. 단지 내 두 주거동을 연결

하는 공중 복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복도의 연속성이 좋다.

(6) 방향성

토루공스어 단지 내의 외곽의 원형주거동이나 내부의 방형주거동은 중

심대칭 도형인 원형 혹은 정방형의 형태를 취했다. 중심대칭 도형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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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상의 보이는 모습이 같고 방향성이 없다. 단지 내의 복도는 주거동

을 따라서 설치되었고 주거동과 같이 중심대칭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
로 인해 복도의 방향성이 거의 없다. 

(7) 명확한 시작점/종점

원형주거동과 방형주거동의 겹치는 곳에 복도의 끝점이 있고 그것을 

시작점이나 종점으로 여길 수 있는데 단지 전체를 보면 연속성이 좋은 

복도가 시작이나 끝의 느낌이 없다. 명확한 시작점이나 종점을 정리하기

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3.2 접점형 공공공간에 대한 분석

연구의 기준틀에 의하여 토루공스어(土楼公社) 내의 접점형 공공공간

은 단지출입구, 주거동출입구, 계단실출입구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접
점형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는 “교통노선에서의 돌변, 중요한 기능, 시각

적인 흡인력” 3가지 분석항목으로 진행할 것이다. 

3.2.1 단지출입구

토루공스어 단지는 두 개의 출입구가 있다. 하나는 주출입구로 계획되

어있고 하나는 작은 출입구로 계획되어 있다. 주출입구는 남쪽 광장을 

향해 높게 서있고, 강한 입구성을 가지고 있다. 작은 출입구는 북쪽 농

구장을 향해 있는 작은 입구로써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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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진입 전 진입 후
환경 밝다 어둡다

공간 넓다 좁다
용도 광장/농구장 보행로/사점

기능 여가 통과/상업

 

그림3-9 단지 주출입구 및 작은 출입구

(1) 교통노선에서의 돌변

단지 주출입구 및 작은 출입구에서의 공간의 변화는 비슷하다. 밝고 

넓은 광장 혹은 농구장에서 어둡고 좁은 입구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진입 

후엔 보행로가 눈에 보인다. 광장이나 농구장에서 여가생활을 하다가 출

입구에 진입하게 되고 진입 후엔 보행로 양쪽에 상업공간이 있다. 따라

서 통행 및 상업 활동의 기능으로 바뀐다. 단지출입구에서는 환경, 공간, 
용도, 기능 등의 돌변이 있다. (그림3-1 3-a, 3-b 참고)

표3-1 단지출입구에서 일어나는 돌변

(2) 중요한 기능

단지출입구는 단지에 진입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써 매일 통과하는 사람

이 많다. 주 출입구 양쪽에 상점들이 나열되어있고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매하는 공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작은 출입구 안에는 택

배보관소와 공용전화 등 시설이 설치되어있어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주출입구와 작은 출입구는 동등한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 38 -

원형주거동 진입 전 진입 후
환경 어둡다 어둡다

공간 좁다 좁다
용도 보행로 보행로

기능 통과 통과

(3) 시각적인 흡인력

단지출입구의 사진을 보면 주출입구는 두 주거동 사이에 있고 좁고 높

은 공간으로 사람의 시선을 끌고 있다. 작은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원형

주거동 1층에 개구부를 만들어서 출입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표

식이 없어서 사람을 이끄는 시각적인 매력이 없다. 

3.2.2 주거동출입구

토루공스어 단지 내에는 원형주거동 및 방형주거동이 있다. 각 주거동

에 들어가려면 각 주거동의 출입구로 진입해야 한다. 원형주거동의 출입

구는 단지의 작은 출입구 바로 옆에 있고 방형주거동의 출입구는 공공구

간의 보행로에 있다. 두 주거동의 출입구 위치는 그림3-1(4-a, 4-b)에 

표시된 바와 같다.

(1) 교통노선에서의 돌변

원형주거동의 출입구는 단지의 작은 출입구의 위치와 가까워서 교통노

선에서의 돌변이 크지 않다. 방형주거동의 출입구는 공공구간의 보행로

에 위치하고 위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진입하게 된다. 두 주거동의 출입

구는 모두 철문으로 통제되고 거주자만 진입할 수 있다. 두 주거동 출입

구에서의 환경의 변화상황은 표3-3과 표3-4와 같다. 이로써 방형주거동 

출입구에서의 돌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2 원형주거동 출입구에서 일어나는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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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주거동 진입 전 진입 후
환경 어둡다 밝다

공간 좁다 넓다
용도 보행로 정원

기능 통로 여가

표3-3 방형주거동 출입구에서 일어나는 돌변

(2) 중요한 기능

두 주거동은 유일한 출입구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거주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두 주거동의 출입구가 통과 및 진입의 역할만 

하고 있어서 다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시각적인 흡인력

두 주거동 출입구의 시각적인 흡인력은 거의 없다. 방형주거동의 출입

구는 공공구간의 보행로를 향해 열려 있는데 출입구가 가진 특징적인 형

태나 표시가 없다. 원형주거동의 출입구는 보행로를 향해 간단한 철문만 

설치되어있고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은 미관을 가지고 있다. 

그림3-10 방형주거동의 출입구 

3.2.3 계단실출입구

토루공스어 단지 내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실을 통해 위, 아래로 

이동한다. 위, 아래로 관통하는 계단실은 총 7개인데, 원형주거동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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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주거동 진입 전 진입 후
환경 어둡다 밝다

공간 좁다 좁다
용도 계단 복도

기능 통과 통과

방형주거동 진입 전 진입 후

환경 어둡다 밝다
공간 좁다 넓다

용도 계단 층간쉼터
기능 통로 여가

가 있고 방형주거동에 4개가 있다. 방형주거동의 계단실은 모서리부에 

위치한다. 원형주거동 계단실에서 나오면 바로 복도이고 방형주거동 계

단실에서 나오면 모서리 부분의 층간쉼터에 도달하게 된다.

(1) 교통노선에서의 돌변

원형거주동과 방형거주동 계단실출입구에서의 공간 및 환경의 변화는

표3-5와 표3-6과 같다. 이를 통해 방형주거동 계단실출입구에서 나타

난 돌변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3-4 원행주거동 계단실출입구에서 일어나는 돌변

표3-5 방형주거동 계단실출입구에서 일어나는 돌변

(2) 중요한 기능

엘리베이터가 없는 토루공스어 단지 내에서는 거주자가 상하로 이동할 

때 계단실을 이용해야 한다. 그림3-15를 보면 원형주거동계단실출입구 

주변의 공간은 통과의 기능만 할 뿐 좁은 복도의 한계로 인하여 별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림3-16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방형주거동 계

단실출입구 주변 공간에는 층간쉼터가 있고 여가활동의 장소로써 사람이 

거기서 잠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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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 원형주거동 계단실출입구

(3) 시각적인 흡인력

원형주거동이든 방형주거동이든 계단실출입구의 시각적인 흡인력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3-12 방형주거동 계단실출입구

3.3 집중형 공공공간에 대한 분석

이 절에서는 토루공스어 (土楼公社) 내의 집중형 공공공간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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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진행할 것이고 집중형 공공공간은 주로 광장, 정원, 층간쉼터, 옥상

정원, 활동마당 총 5가지다. 집중형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는 “테마 요소

/ 기능의 집중, 명확한 형태/ 분명한 경계, 주변건물의 특징, 주변공간

과의 대비, 방향성 있는 형태” 5가지 분석항목으로 진행할 것이다.

3.3.1 광장

토루공스어 내에는 광장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단지 주출입구 앞에 

위치하고 있고 하나는 단지 작은 출입구에 위치한다. 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한 광장의 면적이 더 크며 단지 내 중요한 공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지의 작은 출입구 앞에 위치한 광장은 면적이 더 작고 농구장으

로 활용되고 있다. 두 광장의 위치는 그림3-6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3-13 단지 내의 큰 광장 및 작은 광장

(1) 테마 요소/기능의 집중

단지 내의 큰 광장은 여가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정한 테마가 정해

져있지 않는다. 작은 광장은 농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운동 테마를 

가진 공간이기도 하다. 답사를 통하여 두 광장의 전체적 사용률이 생각

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정된 주제나 기능이 없고 계획된 여

가시설들이 빈약해서 활용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확정된 형태/분명한 경계

광장의 형태가 사각형을 유지하고 있고 단지 가장 자리의 화단 및 주

거동의 벽체에 의해 경계가 생긴다. 화단에 심는 과목들의 높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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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야를 가리는 정도로 높으며 그로인해 마치 벽처럼 광장의 경계를 

만들고 있다.

(3) 주변건물의 특징

화단에 심는 관목과 단지 주거동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고 광장 주변에  

다른 건축물이 없다. 주거동의 외벽은 콘크리트로 만든 모듈로 이루어져 

일정한 지역 특징을 드러나는데 광장 주변에는 다른 특징을 가진 무언가

가 없다.

(4) 주변공간과의 대비

큰 광장의 동쪽 및 남쪽에 도로가 지나가고 도로와 광장 사이에는 관

목을 심은 화단이 있다. 광장과 남동쪽 공간과의 대비정도는 높지 않다. 
북서쪽에는 단지 주거동이 있는데 토루공스어의 높고 웅장한 벽체와 거

대한 볼륨이 광장과의 대비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작은 광장의 상황

은 큰 광장과 비슷하다. 

그림3-14 단지 내의 큰 광장과 주변공간의 대비

(5) 방향성이 있는 형태

토루공스어의 광장은 불규칙한 형태로 인해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 
광장의 출입구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광

장 자체의 형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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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정원

토루공스어 내의 정원은 내부 방형주거동 안에 있다. 정사각형의 형태

로 거주자의 여가 생활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3-15 단지 내 정원 모습
출처-http://www.urbanus.com.cn/

(1) 테마요소/기능의 집중

방형주거동 가운데의 정원 공간은 단지 내 중요한 여가공간으로 거주

자의 사용률이 높다. 중정 내 에 조경, 벤치, 아동 놀이시설, 탁구 탁자, 
전시판 등이 잘 배치되어 있다. 정원 일부는 2층 높이의 필로티 공간으

로 계획되었고 다양한 공간체험을 만들었다. 필로티에서는 거주구간의 

보행로가 잘 보이고 시각의 연속성도 좋다. 그리고 반 실외 공간으로 전

시, 주민모임, 탁구시합 등 주민활동이 날씨에 무관하여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거주자들이 이곳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이웃과 관계를 맺기

도 한다. 중정은 여가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림3-2 참고)

(2) 명확한 형태/분명한 경계

방형주거동이 둘러싸서 이루어진 정원은 사각형의 형태를 갖고 있다. 
방형주거동에 의한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고 거주자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고 깊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 정원의 필로티 공간으로 인해 1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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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각형이 아니지만  2층부터는 깔끔한 정방형 형태로 형태가 이

루어져있고 경계 또한 분명하다.

(3)주변건물의 특징

정원은 방형주거동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변의 건물은 주로 방형주거

동의 주택들이다. 주택은 모두 발코니부분이 정원을 향해 열려 있으며 

부분적으로 나무 창문으로 장식하여 입면을 마감하였다. 입면의 나무 창

문은 색다른 특징요소이다. 네 방향에 있는 발코니가 반복되어 있고 이

러한 점은 입면의 특징을 만들어낸다.  

(4) 주변공간과의 대비

정원은 단지 내부의 빈공간이고 그 주변에 둘러싼 방형주거동은 전체

가 실내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정원 안에 있는 필로티는 반 실외 공간

이지만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어서 정원과 대비가 된다. 도면에서 보면 

정원과 그 주변공간과의 대비정도가 높다.

그림3-16 정원과 주변공간의 대비

(5) 방향감 있는 형태

정원은 방형주거동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방형주거동과 

마찬가지로 정방형이다. 정방형은 중심대칭 도형이고 방향성이 없다. 하
지만 북쪽 1층의 필로티 공간 쪽 정원의 확장으로 인해 정원은 사각형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정원에 일정한 방향감을 부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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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층간쉼터

층간쉼터는 일반 주택단지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공간이다. 토루단지 

에는 층간쉼터가 총 3개가 있고 주로 내부 방형주거동 모서리 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층간쉼터는 방형주거동의 계단실과 복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거주자 집에 갈 때 거기에 잠깐 머무르고 대화할 수 있

다. (그림3-18)

그림3-17 층간쉼터

출처-http://www.urbanus.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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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8 3층 평면도



- 48 -

(1) 테마요소/기능의 집중

층간쉼터는 방형주거동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여가활동 공간

으로 사용되고 있다. 외곽 원형주거동은 내부 방형주거동과 중첩되어있

어 방형주거동의 모서리 부분에서 원형주거동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깝

다. 층간쉼터는 모서리 부분에 배치되어서 두 주거동의 거주자가 다 편

리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3층의 층간쉼터는 4층을 관통하고 2층 높이

의 공간으로써 특별한 공간체험을 만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층간쉼

터가 여가의 공간으로서의 테마가 명확하고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그림3-19 층간쉼터에 일어나는 활동

(2) 명확한 형태/분명한 경계

층간쉼터는 방형주거동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며 확정된 형태가 있다. 
방형주거동의 복도와 계단실이 층간쉼터 가장자리를 지나가고 층간쉼터

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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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건물들은 특징이 있다

층간쉼터 주변에는 특징이 있는 건물이 없다. 층간쉼터 옆에 위치한 

주택의 벽과 방형주거동의 계단실이 복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원형주거동

의 복도를 마주보고 있다. 층간쉼터에서 보이는 것은 복도, 주택, 난간 

등으로 그밖에 특별한 것이 없어서 주변공간의 특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주변공간과의 대비

층간쉼터는 반 실외 공간이고 실내공간인 주택들에 둘러싸여 있다.  
평면도를 보면 방형주거동의 모서리 부분이 전체 층간쉼터로 사용되고 

있고 주변 공간과의 대비정도도 크다.

그림3-20 층간쉼터와 주변공간의 대비

(5) 방향감이 있는 형태

층간쉼터는 방형주거동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거의 정방형의 형태로 

계획되었다. 정방형은 곧 방향성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층간쉼터도 그 

자체의 형태로 보면 방향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단지 내의 층

간쉼터가 모두 다 방형주거동 모서리 부분에 계획되어 있는 비슷한 양상

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고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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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옥상정원

토루공스어 내의 방형주거동의 옥상은 거주자라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 옥상정원은 조경과 시설을 가지도록 계획되었다. 거주자가 누구든

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가활동, 옷 말리기, 담배 피우기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방형주거동의 남쪽과 서쪽 부분은 4층이고 

옥상에 정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북쪽 부분은 5층이고 옥상에 4층 옥상

정원과 비슷한 양상의 정원이 계획되어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옥상정원

은 높이 차이로 사람에게 공간의 위계를 보여주고 있고 위, 아래층이 다 

편하게 사용하는 공간으로 쓰이는 단지 내 중요한 공공공간이다. 

그림3-21 옥상정원

출처-http://www.urbanus.com.cn/

(1) 테마요소/기능의 집중

옥상정원은 주민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계획돼서 명확한 테마가 있다. 
정원에는 화단, 벤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거주가가 혼자 가든 모여

서 같이 가든 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서쪽 부

분 5층의 옥상에서 서 있으면 4층 옥상정원의 전 모습을 볼 수 있고 4
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단지 중심을 향

해 설치된 원형주거동의 복도가 옥상정원을 둘러싸고 있어서 정원에서 

원형복도에 일어나는 상황을 잘 볼 수 있고 통과하는 사람과도 교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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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옥상정원은 주민 여가 및 공공 생활 활동의 장소가 되고 기능

이 집중되어있다.

그림3-22 옥상정원에서 일어나는 활동

(2) 명확한 형태/분명한 경계

방형주거동의 옥상에 위치한 4층의 옥상정원이 “ㄱ”자형의 형태로 드

러나고 5층은 “1”자형의 형태로 보인다. 형태가 명확하다. 정원 북쪽  

주거동과 연결하는 부분이 계단이 있는 필로티 공간이고 그곳이 반 실외 

공간이다. 주택과 옥상정원 사이에는 모호한 경계가 생긴다. 나머지 부

분에는 난간이 설치되어있고 분명한 경계가 존재한다. 

(3) 주변건물들은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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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주거동은 옥상정원을 둘러싸고 있어서 정원 주변이 거대한 원형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태세가 일어난다. 옥상정원이 이러한 형태

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공간체험이 특별하고 특징이 있는 공

공공간으로 여길 수 있다. 

(4) 주변공간과의 대비

옥상정원은 실외공간이고 방형주거동 내의 다른 공간과의 대비정도가 

높다. 범위를 넓게 보면 옥상정원은 높은 원형주거동에 둘러싸이게 돼서 

원형주거동과의 대비정도도 높다. 

그림3-23 옥상정원과 방형주거동의 대비

(5) 방향성 있는 형태

토루공스어 내의 방형주거동은 정사각형의 형태로 방향성이 좋지 않

다. 옥상정원은 방형주거동 옥상에 위치해서 방향성도 떨어진다. 더불어 

옥상정원이 원형주거동에 포위되어 있는 형태로, 어느 방향이든 다 비슷

하기 때문에 방향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 사람들은 한 층이 낮은 동, 남
쪽에 위치한 4층 옥상정원으로만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3.3.5 활동마당

토루공스어 단지 내에는 주민공동체생활을 위한 활동마당이 계획되어 

있다. 면적 및 차지 공간을 간소화하기 위해 활동마당은 정원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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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방형주거동의 지하1층에 위치한다. 지하에 위치하지만 활동마당이 정

원에 있는 sunken공간으로 채광을 하고 있고 반실외적인 공간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마당을 둘러싼 방들이 주민활동실, 다기능실, 도서

실, 아동영어학원 등으로 활동되고 있어서 단지 내의 여가활동을 지원하

고 있다.

그림3-24 지하1층 활동마당

(1) 테마요소/기능의 집중

활동마당은 그의 이름처럼 명확한 테마를 갖고 있다. 즉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활동마당 주변의 주민활동실, 다기능실, 도서실, 
체육단련실 등 공간들이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마당의 기능을 집중하게 

만들어진다.

그림3-25 지하1층 투시도

출처-http://www.urbanus.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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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확한 형태/분명한 경계

정원 바로 아래 위치한 활동마당은 정확한 사각형 형태를 갖고 있다. 
둘러싼 활동실들은 마당의 경계가 되고 공간의 구분을 분명하게 짓는다.

(3) 주변건물들은 특징이 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마당을 둘러싼 활동실들은 크고 투명한 유

리문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활동마당에 열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각  

활동실이 사각형 마당을 둘러싸고 열려있는 것은 이 공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3-26활동마당 주변 공간의 특징

(4) 주변공간과의 대비

실내공간인 활동실들이 마당을 둘러싸고 있고 마당과의 대비정도도 높

다. 

그림3-27활동마당이 주변 공간과의 대비

(5) 방향성 있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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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마당은 정사각형으로 형태 자체가 방향성이 높지 않다. 하지만 마

당에 내려가는 출입구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향을 알 수 있

다. 전체적으로 보면 활동마당의 형태는 방향성이 없고 때문에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인상 깊게 기억하지 못 하는 것이다.

3.4 경계형 공공공간에 대한 분석

토루공스어 (土楼公社) 단지 내의 경계형 공공공간은 주로 단지외곽 

공간이다. 연구의 틀에 의해 경계형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는 “명확성, 
연속성, 장벽효과” 3 가지 분석항목으로 진행할 것이다.

3.4.1 단지외곽

토루공스어의 외곽은 원형주거동의 외벽으로 이루어진다. 원형주거동

의  외벽은 6층의 높이로 사람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 웅장한 모습을 

갖고 있다. 원형주거동의 외피는 콘크리트로 만든 투각한 모듈로 마무리

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성이 있고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있

다. 대지 면적 제한으로 인해 외벽 밖에는 좁은 공간만 있고 화단 및 간

단한 조경으로 만 계획되어있다. 외곽공간은 단지출입구 앞 공간(광장)을 

뺀 나머지 공간이 철문으로 차단되어 있고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평소에 거주자는 차단된 외곽공간을 거의 쓰지 못 하며 그곳에 자

주 가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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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8단지외곽

출처-http://www.urbanus.com.cn/

(1) 명확성

단지외곽은 원형주거동의 외벽으로 인해 명확한 경계를 갖고 있다. 단
지출입구 부분을 빼면 완벽한 원형의 형태를 가지는데, 따라서 사람들은 

이를 쉽게 인지하거나 구분할 수 있다. 

(2) 연속성

전체적으로 보면 단지외곽은 연속성이 있다. 단지외곽이 원형주거동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원형주거동의 외벽에 따라 연속된 형태를 갖고 있

다. 원형주거동의 열린 2개의 단지출입구가 외곽의 연속성을 부분적으로 

해치지만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 한다.   

(3) 장벽효과

단지의 외곽이 높고 웅장한 원형주거동 외벽으로 단지의 내부와 외부

를 구분한다. 단지 외부의 좋지 않은 환경 및 고가도로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단지외곽이 장벽 역할을 하고 있고 단지 안/ 밖을 나누

는 효과가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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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공공간에 대한 만족도 분석

 

                     4.1 설문조사의 개요

                     4.2 공공공간에 대한 만족도 분석

                     4.3 분석의 종합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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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설문조사의 개요

“토루공스어”(土楼公社) 주택단지 내 공공공간 계획 특징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중국 광저우시에 위치한 토루공스어 주

택단지에 가서 직접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내부 실외와 반 실외 공공공간이고 조사는 통로형, 접점

형, 집중형, 경계형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단지의 발전 및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도 진행하였고 방문이 가능한 경우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에 사진을 찍었으며 동시에 필사를 했다. 설
문항목의 평가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5가지로 설정하였고 그 후 설문결과를 표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4.2 토루공스어 공공공간 만족도 분석

 4.2.1 인적사항

인적사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연령, 성별, 결혼상태, 호적, 직업, 입주

계기 6 가지 내용으로 진행하고 총 23명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표4-1와 

같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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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인수

성별 남 9

여 14

결혼 미혼 5

기혼 18

호적 현지 2

외래 21

연령 20대 13

30대 5

40대 3

50대 2

60대 -

기타 -

직업 무업 3

학생 2

알바 7

직장인 8

자영업 1

기타 2

거주 계기 경제적 11

정책적 -

교류소통 7

거주환경 3

필요충족 2

기타 -

총계 23인

표4-1 인적사항 통계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계의 결과를 보면 토루공스어의 응답자 중 9인이 남성이고 14인이 

여성이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응답하게 된 원인은 설문조사가 이루어

진 시간대가 주로 낮이었고 단지에 남아 있는 거주자가 여성이 더 많은 

까닭이다. 호적 상황을 보면 토루공스어의 응답자가 대부분이 외래의 호

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을 보면 토루공스어의 거주자

는 대부분 20대, 30대이고 40대 이상부터 거주자 수치는 급감한다. 호적 

상황의 결과를 통하여 토루공스어의 거주자가 대부분 외래인구이기 때문

에 연령층이 낮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응답자의 결혼 상태는 연령사

항에 따라 미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직업 상황을 보

면 토루공스어의 통계 수치가 "아르바이트"와 "직장인"에 집중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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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토루공스어가 중,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주택이라는 기본정보와도 

일치한다.

(2)입주계기

거주 계기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경제적인 이유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다. 토루공스어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로 인기가 많다. 그 다음으

로 많이 응답한 것은 이웃 간의 교류와 소통이다. 토루공스어의 설계개

념과 그를 홍보하는 포인트는 이웃 사이에 친근한 다인관계 만든다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홍보를 통해서 혹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그 점을 알게 되었고 입주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들이 입주하기 전

에 토루공스어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

해 알게 되었다.

4.2.2 통로형 공공공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각 공공공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가지 평가 등급으로 설정을 

했다.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는 “1점, 2점, 3점, 4점, 5점”이고 그를 

통해 평균점수를 계산할 것이다. 평균점수는 한 등급에 응답한 인수와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곱해 나오는 점수가 그 등급의 총점이 된다. 
그 후 각 등급의 총점을 더한 뒤에 총 인수를 나누어 평균점수를 구한

다. 각 공간의 총 평균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각 설문항목의 평균점수

를 더하고 항목 개수를 나누어 구한다. 백분율을 계산할 때에는 반올림

하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남겼다.  

토루공스어 내 통로형 공공공간은 주로 보행로, 복도 2가지로 구성되

어 있고 그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연도 집중적인 활동과 전문적인 용도, 
특징 있는 통로 공간, 특징 있는 건축입면/도로포장/집단조경, 통로 자

체의 노출 및 통로에서 보이는 경관, 연속성, 방향성, 명확한 시작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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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인수/백분율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
렇다

평균
점수

보
행
로

연도 집중적인 활동과 
전문적인 용도

-/ - 3/ 13.0% 7/ 
30.4%

9/ 
39.1%

4/ 
17.4%

3.6

특징 있는 통로공간 2/ 8.7% 3/ 13.0% 8/ 
34.8%

8/ 
34.8%

2/ 8.7% 3.2

특징 있는 건축입면/
도로포장/집단조경

1/ 4.3% 7/ 30.4% 9/ 
39.1%

5/ 
21.7%

1/ 4.3% 2.7

통로 자체의 노출 및 
통로에서 보이는 경관

3/ 13.0% 8/ 34.8% 7/ 
30.4%

5/ 
21.7%

-/ - 2.6

연속성 3/ 13.0% 7/ 30.4% 9/ 
39.1%

4/ 
17.4%

-/ - 2.6

방향성 3/ 13.0% 6/ 26.1% 8/ 
34.8%

4/ 
17.4%

2/ 8.7% 2.7

명확한 시작점/종점 2 /8.7% 7/ 30.4% 6/ 
26.1%

5/ 
21.7%

3/ 
13.0%

3.0

총 평균점수 2.9

응답인수/백분율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
렇다

평균
점수

복
도

연도 집중적인 활동과 
전문적인 용도

3 /13.0% 5/ 21.7% 6/ 
26.1%

7/ 
30.4%

2/ 8.7% 3.0

특징 있는 통로공간 1/ 4.3% 4/ 17.4% 6/ 
26.1%

8/ 
34.8%

4/ 
17.4%

3.4

특징 있는 건축입면/
도로포장/집단조경

1/ 4.3% 5 /21.7% 7/ 
30.4%

7/ 
30.4%

3/ 
13.0%

3.3

통로 자체의 노출 및 
통로에서 보이는 경관

-/ - 4/ 17.4% 8/ 
34.8%

7/ 
30.4%

4/ 
17.4%

3.5

연속성 -/ - 3/ 13.0% 5/ 
21.7%

8/ 
34.8%

6/ 
26.1%

3.6

방향성 3/ 13.0% 6/ 26.1% 6/ 
26.1%

5/ 
21.7%

3/ 
13.0%

3.0

명확한 시작점/종점 2 /8.7% 7/ 30.4% 6/ 
26.1%

5/ 
21.7%

3/ 
13.0%

3.0

총 평균점수 3.3

점” 7 가지 평가항목으로 진행하였다.

(1)보행로

표4-2 보행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 복도

표4-3 복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 각 평가항목의 평균점수에 의한 통로형 공공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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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평가
항목

연도 집
중적인 
활동과 

전문적인 
용도

특징 있
는 통로

공간

특징 있
는 건축

입면/도로
포장/집단

조경

통로 자
체의 노
출 및 통
로에서 
보이는 
경관

연속성 방향성 명확한 
시작점/종

점

보행로 3.6 3.2 2.7 2.6 2.6 2.7 3.0

복도 3.0 3.4 3.3 3.5 3.6 3.0 3.0

표4-4 통로형 공공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그림4-1 통로형 공공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토루공스어 내 통로형 공공공간은 주로 보행로, 복도 2가지공간으로 

구성된다. 설문조사로부터 알 수 있었던 “연도 집중적인 활동과 전문적

인 용도, 특징 있는 통로 공간, 특징 있는 건축입면/도로포장/집단조경, 
통로 자체의 노출 및 통로에서 보이는 경관, 연속성, 방향성, 명확한 시

작점/종점” 7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평균점수는 표4-4와 같다. 그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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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인수/백분율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
렇다

평균
점수

단지
출입
구

교통노선에서의 
돌변

1/ 4.3% 4/ 
17.4%

8/ 
34.8%

7/ 
30.4%

3/ 
13.0%

3.3

중요한 기능 2/ 8.7% 7/ 
30.4%

6/ 
26.1%

5/21.7% 3/ 
13.0%

3.0

시각적인 흡인력 1/ 4.3% 4/ 
17.4%

6/ 
26.1%

9/ 
39.1%

3/ 
13.0%

3.4

총 평균점수 3.2

을 보면 거주자의 복도에 대한 평가는 보행로에 대한 평가보다 높다. 복
도는 ”특징 있는 통로 공간, 특징 있는 건축입면/도로포장/집단조경, 통
로 자체의 노출 및 통로에서 보이는 경관, 연속성, 방향성” 5가지 항목

의 점수가 모두 보행로보다 높고 보행로는 “연도 집중적인 활동과 전문

적인 용도”의 점수가 복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3.2.3접점형 공공공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접점형 공공공간에 대한 평가기준은 통로형 공공공간에 대한 

평가기준과 마찬가지로 각 평가항목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총 5가지 등급이 있고 각 등급에 해

당하는 점수는 “1점, 2점, 3점, 4점, 5점”으로 설정했다. 각 항목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각 공간 총 평균점수 계산하는 방법은 통로형 

공공공간의 계산방법과 같다. 백분율 계산할 때에는 반올림을 하며 소수

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남겨둘 것이다.  

토루공스어 내 접점형 공공공간은 주로 단지출입구, 주거동출입구 및 

계단실출입구로 구성되었고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는 “교통노선에서의 돌

변, 중요한 기능, 시각적인 흡인력” 3 가지 평가항목으로 진행하였다.   

(1) 단지출입구

표4-5 단지출입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 주거동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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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인수/백분율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
렇다

평균
점수

주거
동출
입구

교통에서의 돌변 2/ 8.7% 8/ 
34.8%

7/ 
30.4%

3/ 
13.0%

1/ 4.3% 2.4

중요한 기능 -/ - 5/ 
21.7%

7/ 
30.4%

7/ 
30.4%

4/ 
17.4%

3.4

시각적인 흡인력 4/ 17.4% 8/ 
34.8%

8/ 
34.8%

3/ 
13.0%

-/ - 2.4

총 평균점수 2.7

응답인수/백분율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
렇다

평균
점수

계단
실출
입구

교통노선의 돌변 1/ 4.3% 4/ 
17.4%

6/ 
26.1%

8/ 
34.8%

4/ 
17.4%

3.4

중요한 기능 -/ - 4/ 
17.4%

7/ 
30.4%

9/ 
39.1%

3/ 
13.0%

3.5

시각적인 흡인력 3/ 13.0% 7/ 
30.4%

8/ 
34.8%

5/ 
21.7%

-/ - 2.7

총 평균점수 3.2

분류 교통노선에서의 돌변 중요한 기능 시각적인 흡인력

단지출입구 3.3 3.0 3.4

주거동출입구 2.4 3.4 2.4

계단실출입구 3.4 3.5 2.7

표 4-6 주거동출입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 계단실출입구

표4-7 계단실출입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 각 평가항목 평균점수에 의한 접점형 공공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표4-8 접점형 공공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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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접점형 공공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설문조사에 나타난 토루공스어 내 접점형 공공공간이 “교통노선에서의 

돌변, 중요한 기능, 시각적인 흡인력” 3 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평균점

수는 표4-8과 같다. 그림 4-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주자의 단지출입

구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계단실출입구에 대한 평가가 조금 낮

다. 설문결과에 의하여 주거동출입구의 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지

만  “교통노선에서의 돌변” 및 “시각적인 흡인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 

3.2.4 집중형 공공공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집중형 공공공간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과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가지 평가등급으로 진행하

고 거주자의 각 공공공간에 대한 평가의 항목별 평균점수와 총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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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인수/백분율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평균
점수

광장 테마/기능의 집중 3/ 13.0% 7/ 30.4% 8/ 34.8% 4/ 17.4% 1/ 4.3% 2.7

명확한 형태/분명
한 경계

-/ - 3/ 13.0% 7/ 30.4% 9/ 39.1% 4/ 17.4% 3.6

주변건물 특징 3/ 13.0% 6/ 26.1% 9/ 39.1% 5/ 21.7% -/ - 2.7

주변공간과의 대
비

1/ 4.3% 4/ 17.4% 8/ 34.8% 7/ 30.4% 3/ 13.0% 3.3

형태의 방향성 1/ 4.3% 4/ 17.4% 6/ 26.1% 9/ 39.1% 3/ 13.0% 3.4

총 평균점수 3.1

응답인수/백분율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평균
점수

정원 테마/기능의 집중 -/ - 5/ 21.7% 8/ 34.8% 9/ 39.1% 1/ 4.3% 3.3

명확한 형태/분명
한 경계

-/ - 3/ 13.0% 6/ 26.1% 8/ 34.8% 6/ 26.1% 3.7

주변건물 특징 3/ 13.0% 6/ 26.1% 6/ 26.1% 6/ 26.1% 2/ 8.7% 2.9

주변공간과의 대
비

-/ - 4/ 17.4% 6/ 26.1% 9/ 39.1% 4/ 17.4% 3.6

형태의 방향성 1/ 4.3% 7/ 30.4% 7/ 30.4% 5/ 21.7% 3/ 13.0% 3.5

총 평균점수 3.3

로 파악하도록 한다.

토루공스어 내 집중형 공공공간은 광장, 정원, 층간쉼터, 옥상정원, 활
동마당 5가지 공간으로 구성되고 그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테마/기능의 

집중, 명확한 형태/분명한 경계, 주변건물 특징, 주변공간과의 대비, 형
태의 방향성” 5 가지 평가항목으로 진행하였다.

(1) 광장

표4-9 광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 정원

표4-10 정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 층간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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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인수/백분율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평균
점수

층간
쉼터

테마/기능의 집중 5/ 21.7% 7/ 30.4% 7/ 30.4% 4/ 17.4% -/ - 2.4

명확한 형태/분명
한 경계

-/ - 3/ 13.0% 7/ 30.4% 8/ 34.8% 5/ 21.7% 3.7

주변건물 특징 5/ 21.7% 7/ 30.4% 8/ 34.8% 3/ 13.0% -/ - 2.4

주변공간과의 대
비

1/ 4.3% 4/ 17.4% 7/ 30.4% 8/ 34.8% 3/ 13.0% 3.3

형태의 방향성 4/ 17.4% 8/ 34.8% 7/ 30.4% 4/ 17.4% -/ - 2.5

총 평균점수 2.9

응답인수/백분율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평균
점수

옥상
정원

테마/기능의 집중 1/ 4.3% 5/21.7% 8/ 34.8% 8/ 34.8% 1/ 4.3% 3.1

명확한 형태/분명
한 경계

-/ - 2/ 8.7% 7/ 30.4% 9/ 39.1% 5/ 21.7% 3.7

주변건물 특징 2/ 8.7% 8/ 34.8% 6/ 26.1% 5/ 21.7% 2/ 8.7% 2.9

주변공간과의 대
비

-/ - 4/ 17.4% 7/ 30.4% 8/ 34.8% 4/ 17.4% 3.5

형태의 방향성 3/ 13.0% 7/ 30.4% 8/ 34.8% 5/21.7% -/ - 2.7

총 평균점수 3.2

응답인수/백분율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평균
점수

활동
마당

테마/기능의 집중 -/ - 3/ 13.0% 5 /21.7% 9/ 39.1% 6/ 26.1% 3.8

명확한 형태/분명
한 경계

-/ - 2/ 8.7% 6/ 26.1% 8/ 34.8% 7/ 30.4% 3.9

주변건물 특징 4/ 17.4% 6/ 26.1% 8/ 34.8% 4/ 17.4% 1/ 4.3% 2.7

주변공간과의 대
비

3/ 13.0% 4/ 17.4% 8/ 34.8% 6/ 26.1% 2/ 8.7% 3

형태의 방향성 3/ 13.0% 6/ 26.1% 9/ 39.1% 4/ 17.4% 1/ 4.3% 2.7

총 평균점수 3.2

표4-11 층간쉼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 옥상정원

표4-12 옥상정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 활동마당

표4-13 활동마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 각 평가항목 평균점수에 의한 집중형 공공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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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테마/기능의 
집중

명확한 형태/분
명한 경계

주변건물 특징 주변공간과
의 대비

형태의 방향
성

광장 2.7 3.6 2.7 3.3 3.4

정원 3.3 3.7 2.9 3.6 3.5

층간쉼터 2.4 3.7 2.4 3.3 2.5

옥상정원 3.1 3.7 2.9 3.5 2.7

활동마당 3.8 3.9 2.7 3.0 2.7

표4-14 집중형 공공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그림4-3 집중형 공공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토루공스어 내 집중형 공공공간은 광장, 정원, 층간쉼터, 옥상정원, 활
동마당으로 구성된다. 설문조사를 통해 거주자의 “테마/기능의 집중, 명
확한 형태/분명한 경계, 주변건물 특징, 주변공간과의 대비, 형태의 방향

성”의 5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점수로 계산하였고 그것의 평균점

수를 표4-14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4-3을 보면 거주자의 층간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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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인수/백분율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
렇다

평균점수

단지외곽 명확성 -/ - 3/ 5 9 6 3.8

연속성 1 4 6 8 4 3.4

장벽효과 -/ - 2 6 8 7 4

총 평균점수 3.7

대한 평가가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정원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공간은 “명확한 형태/분명한 경계”
와 “주변공간과의 대비”항목의 점수가 높고 “주변건물 특징”항목의 점수

가 낮다.

4.2.5 경계형 공공공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토루공스어 내 경계형 공공공간은 단지외곽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
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명확성, 연속성, 장벽효과” 3 가지 평가항목으로 

진행하였다.

(1) 단지외곽

표4-15 단지외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 각 평가항목의 평균점수에 의한 경계형 공공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토루공스어 내 경계형 공공공간은 단지외곽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또
한 표4-1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주자의 단지외곽의 장벽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고 연속성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거주자의 단

지외곽에 대한 총 평가는 총 평균점수로 나타나고 총 평균점수가 3.7점
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2.6 설문조사 결과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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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통로형 접점형 집중형 경계형

보행
로

복도 단지
출입
구

주거
동출
입구

계단
실출
입구

광장 정원 층간
쉼터

옥상
정원

활동
마당

단지외
곽

총
평균
점수

2.9 3.3 3.2 2.7 3.2 3.1 3.3 2.9 3.2 3.2 3.7

표4-16 각 공공공간의 총 평균점수

그림4-4 설문조사에 의한 각 공공공간의 총 평균점수

토루공스어 내 통로형 공공공간에 대한 설문조사는 “연도 집중적인 활

동과 전문적인 용도, 특징 있는 통로 공간, 특징 있는 건축입면/도로포

장/집단조경, 통로 자체의 노출 및 통로에서 보이는 경관, 연속성, 방향

성, 명확한 시작점/종점”의 7가지 평가항목으로 진행하였고 접점형 공공

공간에 대한 설문조사는 “교통노선에서의 돌변, 중요한 기능, 시각적인 

흡인력” 3가지 평가항목으로 진행하였다. 집중형 공공공간에 대한 설문

조사는 “테마/기능의 집중, 명확한 형태/분명한 경계, 주변건물 특징, 
주변공간과의 대비, 형태의 방향성” 5 가지 평가항목으로 진행하였고 경

계형 공공공간에 대한 설문조사는 “명확성, 연속성, 장벽효과” 3가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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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목으로 진행하였다. 각 공간의 총 평균점수는 거주자의 그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반응한다. 점수가 높다는 것은 거주자가 그 공간

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토루공스어 내 각 공공공간의 총 평균점수를 표

4-18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4-18에 의해 그림4-4와 같은 다이어그램도 

나타난다. 그림4-18을 보면 거주자의 단지외곽, 정원, 복도에 대한 만족

도가 가장 높고 주거동 출입구, 층간쉼터, 보행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3.0이상 점수를 받은 공공공간은 단지출

입구, 계단실출입구, 광장, 옥상정원, 활동마당이고 거주자의 만족도는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4.3 분석의  종합 및 제안

토루공스어 (土楼公社) 내 공공공간을 연구하기 위해 공간분석과 설문

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장의 공공공간에 대한 분석

을 통해 각 공공공간의 특징 및 상황을 파악하였고 4장의 거주자 설문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각 공간에 대한 평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공간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일치한 경우도 있으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통로형 공공공간에 대한 분석에서 복도의 너비 제한 및 편복도의 공간

특징으로 연도 집중적인 활동과 건축입면, 도로포장, 조경/경치 등 상태

가 낙관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거주자의 

복도 “연도 집중적인 활동과 전문적인 용도, 특징 있는 건축입면/도로포

장/집단조경 등”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토루공스어 내의 

복도는 좁고 길다. 거주자가 복도에 통해서 집에 가는 도중에 이웃과 만

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토루공스어는 더운 남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

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 있을 때 문을 여는 습관이 있다. 문을 열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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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통과할 수 있고 문 앞의 복도공간이 마치 자기 집의 작은 테라스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토루공스어는 임대주택이라서 세대면적이 크

지 않다. 문을 열면 거주자에게 실내 공간을 확장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세대마다 거실이 복도 쪽에 위치하고 문을 여는 경우에 거실에 앉아서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같은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집 가까이에 거주하는 이웃들이고 눈이 마주칠 때 인사나 

대화를 할 수 있다. 이웃 간의 교류가 복도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거주자는 복도 연도에서 집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원형주거동의 복도와 방형주거동의 복도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

에 한쪽 복도에 서 있으면 반대쪽 복도에 일어나는 활동을 잘 볼 수 있

고 그것을 일종의 집단의 풍경으로 여길 수 있다. 더불어 원형주거동의 

층수가 방형주거동보다 많으며 위층의 복도에서 방형주거동의 옥상정원 

및 단지 전체의 거대한 원형 포위태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복도 연도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접점형 공공공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원형주거동 일부를 

뚫어 개구부로 계획된 작은 출입구가 “시각적인 흡인력”이 아주 부족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결과에서 거주자의 단지출입구에 대한 

평가가 높은 점수로 나타나는데 이는 작은 출입구를 고려하지 못 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현장조사 때 작은 출입구의 사용률이 적은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일생생활 중에 주 출입구를 많이 사용하

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거주자가 단지출입구를 이야기할 때 출입구

를 주 출입구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고 작은 출입구는 쪽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집중형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에서 층간쉼터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대

조적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층간쉼터는 단지 내 위층에 사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써 계획된 상태가 좋다. 방형주거동은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여러 가구에 적용이 가능하며 활용률이 높은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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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하지만 설문결과를 보면 거주자가 그 공간이 테마 및 기능에 

집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현장조사의 사진을 보면 층간

쉼터는 텅텅 비어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2층의 층간쉼터는 층고가 낮

아서 사람에게 억압감을 주며 구석에 잡물을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 거
주자는 층간쉼터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고 그 공간에 잠깐 머무는 정도 

이다. 확실한 여가공간으로 계획하려면 층간쉼터에서 벤치, 화단, 재떨

이,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층간쉼터가 활용도가 

높은 거주자 만족도가 높은 공공공간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4-5 억압감이 있는 층간쉼터 및 비어 있는 층간쉼터

경계형 공공공간에 대한 분석은 단지외곽에 대한 분석이다. 설문조사

를 통해서 거주자의 외곽의 명확성, 연속성과 장벽역할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거주자들은 좁고 시설 열악한 단지외곽에 자주 

가지 않는다. 원형주거동의 외벽에 의해 형성된 단지외곽은 명확하고 연

속적이지만 높고 웅장한 외벽은 좁은 공간에서 사람에게 억압감을 주며 

결과적으로 이용률이 낮다. 이것은 토루공스어 설계의 애초의 의도와 연

관된다. 토루공스어의 입지 조건을 보면 남쪽 고가도로와 공장들이 있고 

소음 및 오염 등 문제로 인해 거주환경이 좋지 않다. 거주 환경을 향상

하기 위하여 설계 당시에 중국 전통 민가건축 토루의 형태를 참고해 외

부 상황을 방어하고 격리할 수 있는 원형주거동을 계획하였다.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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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토루공스어는 준공되자마자 내향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고 단지 내부 

거주공간을 강조하게 되었다. 더불어 대지 면적의 제한으로 인해 외곽에 

남아있는 공간은 사용하기 애매해졌다. 지금 단지외곽공간이 대부분은  

차단되었고 이용하지 못 하게 관리되고 있다. 실제 사용상황을 보면 상

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토루공스어 단지 내의 복도는 좁고 빈약한 공간으로 주민의 혹평을 받

았다. 복도는 주로 통행의 용도로 쓰이며 연도에 설정된 용도나 활동이 

없지만 이웃 간의 교류 활동으로 풍부한 변화양상이 있다. 이 공간에서

의 활동을 돕기 위해, 이 공간의 특징을 강화하기 위해 복도의 너비를 

조절할 것과 거주자가 복도에서 이웃과 교류할 때 잠깐 머무르는 용도로 

쓰일 벤치, 조경 등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

마다 너비를 확장 하고 복도 곳곳에 부가 공간을 계획해서 미비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미리 지원하는 공간 계획을 권장한다. 

그림4-6 뮌헨에 어떤 집합주택 가설하는 복도

주거동 출입구가 시각적인 흡인력이 좋지 않고 주변 공간과의 대비 및 

기능 돌변의 정도도 높지 않다. 주거동출입구의 간단한 철문 대신에 그

곳을 출입홀로 계획하면 사용효과를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출입

구 홀은 실내 공간이고 진입 전후의 실외 공간과 비교할 수 있다. 홀에

서 주민 게시판, 우편함, 잠깐 앉을 수 있는 소파와 차 마실 수 있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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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겨울, 화단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기능을 집중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출입구 홀은 주민 일상생활의 거점이 될 것이고 색다른 

공공공간으로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다.

그림4-7 주민 대거실 같은 주거동출입 홀 상상도 

출처-http://image.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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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5.1 연구의 종합 및 의미

                         5.2 연구의 한계 및 추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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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구의 종합 및 의의

본 연구는 “토루공스어”(土楼公社) 주택단지 내 공공공간 계획에 대한 

연구이다. 토루공스어는 중, 저소득층에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동체생활

을 위한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계획하였다. 주택단지 공공공간에 대한 연

구가 대부분 실외와 실내공간을 나누어서 진행하지만 단지 차원의 연구

는 거의 볼 수 없었다. 주택단지는 작은 도시로 여길 수 있고 단지에 대

한 연구는 도시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케빈

린치 도시이미지 요소의 이론을 참고하고 단지 내의 공공공간을 통로형, 
접점형, 집중형, 경계형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연구하였다. 연구는 현

장조사 및 자료조사를 통해 공간분석을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거주자의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공간분석과 설문조사의 결과가 불일치한 것이 있

지만 종합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렸다. 

먼저, 토루공스어 내 통로형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행로, 
복도의 계획 상황을 파악하였다. 단지 내의 보행로와 복도는 연속성이 

좋고 방향성이 거의 없었다. 연속된 통로공간은 거주자의 이동에 유리하

며 서로 간에 교류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준다. 방향성이 약하

다는 것은 위치를 기억하기에 불리하다는 뜻과 같다. 거주자의 통로형 

공공공간에 대한 인지정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고 공공생활 형성에 도움

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로형 공공공간의 연도에 대한 연구

를 보면 공공구간의 보행로 연도에 상점, 사무실 등 공간이 있어서 집중

된 용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복도가 일반 편복도의 형태와 비슷하고 

연도에 전문적으로 계획된 활동이나 용도가 없긴 하지만 이웃 간의 소통

으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통로 연도의 용도 

및 활동이 통로공간을 활발하게 만들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통로 연도와 

주변의 건축입면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특징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좁고 높은 반원형 보행로와 길고 연속된 복도가 거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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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특징이 있는 형태로 공공공간을 단장한다. 통로 

양쪽의 경치와 자체의 노출이 거주자의 시선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시선

의 교차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하여 복도의 노출효과가 

보행로보다 긍정적이며 거주자의 공공생활에 더 유리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다음으로 토루공스어 내 접점형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단지출

입구, 주거동출입구, 계단실출입구3가지 공공공간의 계획 상황을 살펴보

았다. 단지출입구와 계단실출입구에서 기능, 환경, 용도, 공간의 돌변이 

많고 주거동출입구의 돌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지출입구, 주거동

출입구, 계단실출입구의 기능이 모두 중요하고 단지출입구의 시각적 흡

인력이 주거동출입구, 계단실출입구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변이 

많은 곳에서는 활동 및 심리변화와 공간체험이 많이 일어난다. 다양한 

활동 및 체험의 집결이 공공성을 향상하고 공공공간으로서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출입구 공간은 사람이 드나드는 역할을 맡고 있고 중요한 

기능공간이다. 기능이 중요한 곳이 공간의 이용률 및 활동도가 높고 공

공성이 강하다. 그리고 시각적인 흡인력이 좋다는 것은 사람의 눈길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흡인력이 높을수록 관심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으며 

공공성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커진다. 이로 인해 토루공스어의 접점형 

공공공간 계획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집중형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는 광장, 정원, 층간쉼터, 옥상정원과 활

동마당으로 진행하였다. 광장, 정원, 옥상정원과 활동마당의 기능 및 테

마가 명확하고 집중적인 활동이 일어나며 공공성이 강하다. 정원, 옥상

정원과 활동마당의 형태가 확정되어 있고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으며 주

변공간과의 대비가 명확하다. 집중형 공공공간 주변의 건물이나 공간은 

특징이 없고 공간 자체의 방향성이 강하지 않다. 거주자가 그런 공간을 

사용할 때의 경험은 평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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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토루공스어 내 경계형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단지

외곽의 계획 상황을 파악하였다. 원형주거동 외벽에 의해 형성된 단지외

곽이 명확한 경계를 갖고 있고 연속성과 장벽효과가 좋음을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대지 외부 고가도로의 소음과 남쪽 공장의 오염을 격리하기 

위하여 외곽공간에 대한 계획이 거의 없었으며 이용률이 낮다. 더불어 

좁은 공간에 높고 거대한 원형주거동의 외벽을 세우는 것이 사람에게 억

압감을 주고 거주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욕구를 낮추

어 결과적으로 이 공간은 공공성을 갖지 못 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토루공스어 단지 내의 공공공간의 계획은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나고 주민에게 긍정적인 시설로서 사용되고 있다. 선정된 12가
지 공공공간 중에 정원, 활동마당, 옥상정원, 단지출입구의 사용현황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주거동출입구, 단지외곽의 계획이 덜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복도는 간단한 계획 및 연도 상황으로써 풍부한 공

공생활을 지원하고 있고 층간쉼터는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계획되었는데 

빈약한 내부 계획으로 인해 주민활동을 지원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통로형, 접점형, 집중형과 경계형의 4가지 

유형으로 주택단지 내의 공공공간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종합해서 연구

하였다는 점이다. 주택단지 내의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는 흔히 실내와 

실외 공공공간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통로, 접점, 집중, 경계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통로, 접점, 집중, 경계공간은 서로 다른 성질이 

갖고 있고 공공활동에 대한 영향이 서로 다르다. 주택단지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가 통로형, 접점형, 집중형과 경계형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공간분

석을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거주자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계획과 사용 

두 방향으로 주제를 접근할 수 있고 종합분석을 통해 더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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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한계 및 추후관제

본 연구의 한계는 공공공간의 선정 및 분류가 주택단지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못 한다는 점에 있다. 공공공간을 중요시한 

토루공스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일반적인 주택단지에 적용하

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공공공간에 

대한 유형 구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의 응답을 얻을 수 없

었다는 점 때문에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도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출한 4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일반 주택단지의 

공공공간을 연구할 것이고 주택단지 내 주민 공공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각 유형 공공공간의 계획 특징을 고찰한 후 일반 주택단지에서 보편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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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ypes and User Satisfaction of Public 

Space in Tulou Collective Housing

Yi 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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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ed by Professor Jin Beak

Residential area is the main venue for people to live in. Residential space 

is not only a two-way interactive integration of people and their 

surroundings, but also has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ity and society. 

However, in the 21st Century, people’s living style has greatly changed. The 

urban planning theory of “Western Functionalism” cannot fully adapt to the 

residential demand of urban residents. With the development of Chinese 

economy, urban residents, comparing with the internal residential space, have 

been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external residential environment. Public 

space plays a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in residential area. Different 

residential subjects, interacting by through Public space, form a close-knit 

social bond. So, public space becomes the foundation of the internal 

residential environment inside the residential area, and also, except their own 

residence, provides a better living environment for the residents.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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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ntioned above, in 2008, China Vanke Co. built a Public Space 

centered “Low-rent housing --Tulou Collective Housing”, hoping for 

providing residents a high-quality residential environment   by through a 

distinctive “Public Space” organization.

This paper studies the design features and the actual usage of the public 

space in the Tulou Collective Housing via space analysis and questionnaires. 

According to Kevin Andrew Lynch’s theory, this paper adopts a perspective 

of urban and divides the public space inside the residential area into four 

types, that are “Type Path”, “Type Node”, “Type Center”, “Type Edge”.

Firstly, Public Space of type “Path” includes walking path and corridor. 

By through the seven investigations of the “Usage of the path, Space 

features, Features of surrounding buildings/ground/ landscapes, Visibility, 

Continuity, Direction, beginning/stopping point”, it has been proved that the 

Public Space of type “Path” inside Tulou Collective Housing is Continuity 

and has a strong publicity, and also Convenient for movement and 

communication, has been utilized very well.  

And then, Public Space of type “Node” includes Community entrance, 

building entrance and stairwell entrance. By through the three investigations 

of “the factor of node mutation, functional importance, and visual appeal”, it 

has been proved that the Public Space of type “Node” inside the Tulou 

Collection Housing has an important function, not only frequently used and 

full of mutation factor in the Node place, but also has a strong publicity as 

well.

Third, Public Space of type “Center” includes square, yard, rest area 

inside building, roof garden and playground. By through the five 

investigations of “the centrality of theme and functionality, the ambiguity of 

form and boundary, features of surrounding buildings, contrast between 

surroundings and the direction of the form”, it has been proved that the 



Public Space of type “Center” inside the Tulou Collection Housing, most of 

them have a clear theme and function, not only has a clear boundary, but 

also has a high contrast with its surroundings. However, the direction is not 

so good, and its surrounding building is also lack of clear features and the 

user experience faced a same situation with the direction.

Fourth, Public Space of type “Edge” is the outside part of the community. 

By through the three investigations of “ambiguity, continuity, barrier effect”, 

it has been proved that the outside space of the Tulou Collective Housing 

has a clear boundary, a good continuity and a good protection of the inner 

community. Due to the outside noise, pollution, area restriction and other 

reasons, the usage rate is low, the environment is poor, and the basic 

publicity is not possessed.

Overall, the Public Space inside the Tulou Collective Housing is 

systematically organized, facilitates the multi-levels’ public life, forms the 

environment foundation of the residents’ public life. Even if the Public 

Space of type “Edge” doesn’t be fully utilized due to the unimplemented 

design intent, the type “path”, type “Node” and type “Center”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ublic life, bring dynamism to the community. Tulou 

Collective Housing community provides useful lessons for the future Public 

Space design of residential area.

Keyword: Tulou Collective Housing, Public Space, Types

Student Number: 2014-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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