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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거공간 내에서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그 공간 유형

에 대해 제안하였다. 종래의 창의성 지원 공간들은 대부분 회사, 학교 등 외부공

간에 관해서만 다루어져 왔고 상대적으로 주거공간은 소홀히 여겨져 왔다. 하지

만 사회적인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주거공간 내에서도 창의성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논제가 설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

은 아래와 같다.

2장에서는 주거공간과 창의성에 대해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론적으

로 고찰하였다. 우선 각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된 주거공간의 개념과 주

거가 지니고 있는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본다. 다음으로는 주거공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설과 결합하여 그 시대적 흐름을 살펴본다. 이후에는 연구 결과와 더불어 

여러 미래학자와 기관들이 발표한 미래주거공간 변화 동인을 수집하여 다음 미

래 세대의 주거공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알아본

다. 주거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마무리된 후에는 창의성에 대해서 연구한다. 

창의성의 정의, 구성요소, 창의적 인물의 특성, 창의성 지원 요인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창의성 지원 환경적․ 
심리적 요인은 국내외 22명 학자들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재분류하여 사회성 

및 상호작용, 자율성 및 정체성, 쾌적성, 충분한 자원의 4요소로 나누어 설정한

다.

3장에서는 2장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기능별 창의성 지원 공간 유형을 

설정한다. 휴식공간, 유희공간, 소통공간, 가변공간, 생태공간, 생산공간의 6개 

대분류 유형이 중심이다. 그 후 각 키워드의 하위항목으로 휴식공간, 신체적유희

공간, 정신적유희공간, 대면소통공간, 전자소통공간, 유체물변화공간, 무체물변

화공간, 식물공간, 생물공간, 유체물생산공간, 무체물생산공간 총 11개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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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이 공간들은 시트를 통하여 사례, 창의적 사고 지원 방법, 공간 요소 

등 다양한 정보들이 함께 설명된다. 또한 각 공간의 특성들을 수치화한 매트릭스

를 통해 공간간의 통합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4장에서는 주거기능 요소들과 3장의 창의성 지원 공간 유형을 결합시켜 구

체적으로 어떠한 창의적 행위 및 지원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우선 

주거기능 요소는 크게 핵심요소와 기타요소 2가지로 분류한다. 핵심요소는 수면 

및 휴식, 위생, 탈의 및 미용, 조리 및 식사 4개 항목이며, 기타 요소는 작업, 

운동, 교육 및 놀이, 전시․  문화 및 판매의 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요소들 또한 시트를 이용하여 실제 사례 및 컨셉 사례를 수집하고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에 연구한다. 소결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혹은 근미래에 나타날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무의식의 부상, 일상의 유희화, 효율적 비고

정성, 유기적 협력이라는 4개 항목이 중심이다. 하위 항목으로는 비의도적 창조

공간, 정보축적형 최적화공간, 자동재배공간, 신체활동적 생산공간, 공감각적 

공간, 자발적 장식공간, 비실체적 공간, 유연적 개폐공간, 유목형 공간, 집단적 

가상협업공간, 생산-판매 일체공간, 농장형 공간의 총 12개 공간이 있다. 

본 연구는 주거공간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창의성 지원과 밀접한 관련성

을 가지고 변화한다는 관점 아래 그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

석하였다. 창의적으로 진화해가는 주거자를 위해서는 그에 어울리는 주거환경이 

필요함을 밝히는 것이며, 여러 가지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변화를 미리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 유형화 

학번 : 2012-21209

e-mail : hik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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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Florida(2004)는 창의성을 인간 자본의 하나로 설명하고, 창의적 계층의 

창의성을 보상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현재 창의적 계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의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인간의 창의성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개선하는 

능력은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농경 시대에서 

산업시대로의 위대한 전환은 자연의 자원과 육체노동의 힘에 근거하며, 궁극적으로 거대

한 공장단지를 낳았다 … 현재 진행 중인 변화는 잠재적으로 점점 더 커지고 강력해지고 

있다 … 현재의 변화는 사람의 지능, 지식 그리고 창의성에 기초한다. …

많은 저명한 미래학자들은 창의성이라는 자본이 시간이 흘러 사회가 발달

할수록 그 어떤 것보다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

미 현재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창의성 개발에 대해 국가적으

로, 혹은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정책은 주거공간 외부환경에서의 업무나 공부 등에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 개인이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고 안락함을 느끼는‘자신만의 공

간’인 주거공간에서 창의성 지원을 외면한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지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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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이 주거공간 안에서 단순한 생활만을 영위하고, 외부

공간으로 나간 후에야 비로소 인위적인 창의개발과 관련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당

연하다는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정되었다. 즉 사람이 식사, 위

생, 수면, 탈의와 같은 필수적인 생활을 하는 주거공간 내에서 자연스럽게 창의

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공간의 모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가 변

함에 따라 개인의 삶 또한 변하듯이, 주거공간도 이에 따라 창의성이라는 요소와 

결합하여 진화해야한다. 진화된 주거공간은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의 창

의성을 지원하여 의식을 확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창의적인 인간이라는 일종의 

경제적 자원들이 다시 사회에서 혁신적인 창조를 하여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해줄 것이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사회구조적 변화와 이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를 추출할 향후 20

년까지의 미래전망을 주된 시간적 범위로 하며 ‘창의성을 지원하는 주거공간’

의 개념은‘거주자의 창의성을 발현 및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공

간’을 정의로 한다.

연구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적으로 정의된 주거공간의 개념

과 시대적 사회 환경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미래 주거공간에 영향을 미칠 거시환경요인들을 고찰해본다. 다음으로는 창의성

의 정의 및 구성요소와 창의적 인물의 특성,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 타 여러 학자들이 저술한 논문이나 저서를 기반으

로 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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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이렇게 수집된 학술자료들을 토대로 ‘기능별 창의성 지원 공

간’을 설정하여, 사례시트(Sheet)를 통해 각 유형의 특성을 표현한다. 동시에 

하나의 유형이 다른 유형들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에 관해 매트릭스

(Matrix)를 이용하여‘통합가능성’을 측정해본다. 이 유형들은 주거 공간 내에

서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수면, 위생, 식사와 같은 핵심요소, 교육 및 전시와 같은 

기타요소와 재결합된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거나 혹은 컨셉디

자인으로써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수집하여 주거 공간 내 창의

성 지원 방법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연구

된 모든 내용들을 재조합하여 창의성 지원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큰 흐름이 나타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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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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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공간과 창의성의 이론적 고찰

2.1. 주거공간의 개념

주거(住居)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써 인간의 정서

적인 내면과 심리적, 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

고 있다. 즉 주거는 거주자들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제공 뿐 아니라 사회 문

화적인 측면에서 거주자들의 의식 변화를 수용 및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유기적

인 매개체인 것이다. 이 때, 물리적 객체로서 공간의 환경만을 주택(住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1) 한편 주거의 학문적 접근의 역할은 바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론적이고 실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연구방법은 계획․설계, 생산․건설, 유통․판매, 운영․관리와 같은 생활공간시스템 

접근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학문적 연구대상은 인간과 생활, 주택을 모

두 포함하는 주거의 물리적 공간영역이 된다.(강순주, 2010)

<그림� 2>� 주거의�범위

출처:� 대한건축학회,� 2010,�

『주거론』,� 서울:� 기문당,�

p.� 13.

 

1) 대한건축학회, 2010,『주거론』, 서울: 기문당, p. 13-101.



6

위와 같은 내용은 White(1986)의 개념 모형으로도 이해가 가능한데, 그는 

주거의 연구대상을 주택상품(product), 환경(environment), 서비스(service), 

과정(process)의 4가지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대상에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그

리고 개인․가족․지역사회가 모두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3>�White의�개념�모형

출처:� White.� B.� J,� Housing� as� a� field� of� study,� Housing� and� Society,�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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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거공간의 변화와 동향

2.2.1. 시대적 변화

주거의 기능은 사회적, 기술적 발달과 같은 거시적 환경과 사용자의 생활방

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특히 이러한 인간 주거요구

에 대한 흐름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론

은 미국의 산업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위계론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

의 그림과 같다.  

<그림� 4>�매슬로우의�인간욕구� 5단계(Hierarchy� of�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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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슬로우의 욕구위계론을 주거환경에 대입시켜본다면, 과거부터 지

금까지 주거자에 따른 주거공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의 원시주거는 수면이라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겨났고, 

이후 외부 자연환경과 맹수로부터 은신하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 때문에 은신처

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수렵․채집을 위해 동굴이나 일시적인 움막만을 사용

한 유랑민들은 농업혁명으로 인해 비로소 반영구 주거에 정착하게 된다. 가족이 

사회의 한 단위가 되면서 커뮤니티가 생겨났으며, 이 때 비로소 지붕과 벽의 분

리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목적에 따른 각 방 영역의 적극적인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가족이라는 사회적 욕구와 각자의 프라이버시, 자존감이라는 존경 

욕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거공간이 만족시켜주는 기본적인 욕구들은 시대가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다만 건축재료의 발달 혹은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적인 변화 때

문에 공간 구조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났다. 공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동력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이 확연히 구분이 되었으나, 이후 

정보혁명을 통하여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으로 인해 다시 생활공간과 업무공간의 

경계가 불명확해진 것이다. 즉 정보기술의 발달이라는 새로운 혁신덕분에 도시

는 다시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으며, 이것에서 최상위 욕구인 자아실

현 욕구가 필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기반으로 인해 현대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고 잠재력을 달

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거공간에 투영시키는 것이 한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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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역사의�흐름에�따른�주거공간의�변천

출처:� 김세만,� 2006,� � “기능의� 통합성을� 기반으로� 한� 실내�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p.27의� 그림� 2-10(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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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명/저자명 자료명

1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

글로벌 트렌드 2025(Global Trend 2025)

글로벌 트렌드 2030(Global Trend 2030)

2
Faith Popcorn 
& Adam Hanft

미래 생활 사전
(Dictionary of the Future)

3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

4 한국트렌드연구소 메가트렌드 인 코리아

5 중앙일보 미래탐사팀 10년 후 세상

6 삼성경제연구소 SERI 연구보고서

7 소비트렌드분석센터
트렌드 코리아 2013

트렌드 코리아 2014

8 UN Future Forum

유엔미래보고서 2025

유엔미래보고서 2030

유엔미래보고서 2040

9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Future Zodiac 2020 미래 디자인 읽기

Annual Trend Report Vol.2

2.2.2. 미래주거공간 변화 동인

다음으로 미래의 주거환경에 대한 모습을 예측해보기 위해 주거공간에 영

향을 미칠 다양한 거시환경요인들을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

(Economy), 환경(Environment), 정책(Politic)의 STEEP 분류법(James Kyler, 

2002)으로 수집하였다. 이는 국내외 미래학 및 트렌드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여

러 가지 자료들 중 2010년에서 2030년을 중심으로 서술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구

성한 것이며, 구체적인 기관 및 자료는 아래와 같다. 

<표� 1>�주거공간�관련�거시환경요인�수집�기관�및�자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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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주거공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회적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1인․2인 가구가 증가하여 그

에 따라 공간의 형태 또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각기 다른 분야의 요

소가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하이브리드 현상이 주요한 현상으

로 꼽혔다. 그밖에는 노년이 된 후에도 다시 일을 찾거나, 일반적인 출퇴근 방식

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노마드 노동 등 

업무방식 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동인 중 하나는 바로 네트워크이다. 필요

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구축됨에 따라, 각 개인이나 사회를 이어주는 네트워크

를 넘어 댁내의 모든 가전제품들과 사물들이 연결되는 홈네트워크 및 사물인터

넷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가상현실 혹은 증강현실과 같은 

기술들 또한 지속적으로 각광받으면서 상용화를 위해 계속 개발되는 중이며, 지

능형 로봇과 같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써의 기술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이 과거부

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집 

안에서 쉽게 물품 생산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각 소비자가 스스로 자

신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1인 창조기업과 같은 1인 경제가 발

달하고, 유형 물품 뿐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같은 무형 컨텐츠를 거래하는 플랫

폼도 인기를 얻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에 따른 기상 이변 및 신종 질병에 대

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방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실히 하

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국은 서로 간에 환경공조 및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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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을 하고, 그린 IT기술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지역 자립형 에너지 시스템 

등의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정책 분야의 경우는 다른 분야와 연관되는 요소가 많아 단독적으로 주택 환

경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요인을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네트워크와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 수집된 거시환경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하이브리드, 노동방식의 변화, 

네트워크, 1인 창조기업,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등 창의성과 직 ․ 간접적으로 관

련되는 요소들이 대체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네트워크

나 3D 프린터, 증강현실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통하여 미래 거주환경 내에서의 

활동은 의식주 뿐 아닌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활동까지도 그 영역을 넓히고 있

는 것이다. 이는 주거공간이 개인의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됨을 

암시하며, 새로운 형태로의 진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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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분야의�주택�변화�동인�

사회

인구 구조의 변화(저출산, 고령화, 인구증가, 인구이동, 수명 증가 등)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단위의 양극화

직업 전선으로 돌아가는 붐 복귀자(Boom Backers2))

양서류인(Amphibian3))의 증가

미디어 창작자와 시청자간의 무경계

창의성을 중시하는 사회

맞춤형 생활의 일반화

다문화에 익숙해지는 사회, 뮤트(MUTTS4)), 사회적 다층화

지하 생활 공간의 활성화

불안에 따른 노스탤지어 경향

집단지성 사회

노마드 노동(Nomad Work5)), 프리랜서 인구 비율의 급증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느림의 미학

경험과 지혜의 중요성6)

문화 자산의 힘7)

교육 중요성 증대, 변화하는 가상 교육

가상 회사8)의 증가

상자열기(Unboxing) 현상9)

이종 문화 간의 결합, 융 복합 도시 조성, 하이브리드 아트의 성행

프로보노 운동10) 증가

2) 과거의 열정의 그리워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은퇴를 번복하는 베이비붐 세대이다.

3) 첨단산업과 인문학을 동시에 즐기며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4) Multiple Upbringings Talking Together의 약자로 다양한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뜻한다.

5) 무선 기술, 고속 연결을 기반으로 근무시간 및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에 대한 일의 유동성이 증

가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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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분야의�주택�변화�동인�

기술

IT : 오감형 통신기술, 인체통신, 퍼스널 라이프 로그 기술, 소프트화, 지식서비스, 개

인화, 소셜 네트워크, 지능화, U-WORK, 웹의 플랫폼화, 개인별 맞춤형 매쉬업 등

지능화 : 인지과학(인공지능, 인간형 로봇, 인지뇌과학),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장, 

인간 중심적 지능∙융합화, 지능형 S/W

생활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 게리보그(Geriborg11))

소셜 제품의 증가

4세대 네트워크, 지능형 홈네트워크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제품 및 서비스의 증가

정보 권력의 분산12)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독과 소외감

가상지능공간 : 증강현실, 가상현실, 가상 놀이공원13)

나노 속도 생활14)

3D 프린터의 보급

그린 IT 보편화

6) 단순히 소유한 정보량이 사회적인 힘을 의미했던 사회에서 나아가,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의 중요도가 

증가하는 사회를 일컫는다.

7) 문화적 자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 자체의 사회적 힘이 증가하고 권력화된다.

8)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다. 국가적인 경계가 없어지고 지점의 구분없이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

9) 가치관이나 인간성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의 복잡한 인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다.

10) ‘공익을 위하여’라는 라틴어 문구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문적 지식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

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11) 사람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로봇이다.

12) 4G 네트워크 기술 발전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 및 투명성이 증가한다.

13) 현실 세계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자유롭게 하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장소이다.

14) 정보와 경험에 관하여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을 끌어올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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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제�분야의�주택�변화�동인�

경제

고령자,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증가

거대 노인 소비자층의 등장

프로슈머(Prosumer15)), 크리슈머(Cresumer16))

하이컨셉 기업 지향, 창조 근로자 우대

글로벌화에 따른 멀티플레이형 인재 부상

감성마케팅

다수 소비자 맞춤생산(Mass-Customiztion)

1인 경제의 발달, 1인 비즈니스의 활성화

안전 및 복지 관련 산업 성장

개인의 경험 컨텐츠 판매17)

무형의 자산을 추구하는 경제체제

정보은행18)의 발생

15) producer(생산자)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이다.

16) creative(창조적인)과 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로 창의력이 있는 소비자이다.

17) 개인이 경험하고 창작한 산물을 대중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경제적 중요도가 급증한다.

18) 사람들의 건강 정보 등 사적인 기록과 그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보유하는 거대 가상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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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환경�분야의�주택�변화�동인�

환경

기후변화 : 생물다양성 감소, 생태계 변화,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지구 사막화, 

산성비 등

에너지원의 다양화 : 환경 친화기술, 태양열, 수소, 해상 풍력, 지열, 바이오연료, 

연료전지, 지역 자립형 에너지 시스템 등

건강위해요인 증가 : 신종 전염병 출현 및 영향력 증가

에코 헤도니즘(Eco-hedonism19))

재생 에너지 생산국 부상

범국가적 환경공조 / 국제적 수준 에너지 모니터링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

바이오 산업의 진화

녹색 도시 구축 / 도시 농업의 등장

가상 농장20)

<표� 6>� 정책�분야의�주택�변화�동인�

정책

복지 이슈의 증가

맞춤형 복지21)

네트워크 안보와 정보전쟁

네트워크 권력, 디지털 거버넌스(Digital Governence22)) : 네트워크 국가의 부상, 

전자/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 논의 확산, 정부의 역할 및 기능 변화, 권력의 이동

19) 자연 그대로를 즐기고 생활에 반영하며 감성적 즐거움을 향유하려는 접근이다.

20) 소비자가 가상에서 하는 행위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직접 재배를 하고, 그 활동이 수확 단계에 이르면 

소비자의 집으로 실제 배송해 주는 사업이다.

21)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체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

22)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운동이 증가하여 시민 사회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다.



17

2.3. 창의성의 정의 및 구성 요소

창의성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이

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수행되는 경우 또한 많지 않다.23) 다만 일반적으로 창의

성이란 보통 과제의 제약을 만족시키는 새롭고 독창적인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

와 생산물을 창조해내는 능력 혹은 과정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Lubart, 

1994)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새로움(독특한, 새로운, 독창적인, 

상이한)과 유용성(의미 있는, 가치 있는, 적절한, 관련된), 그리고 그 두 요소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4)(Cropley, 1999) 즉 새롭고 기발한 것 뿐 아니라 

무엇인가에 유용하며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창의를 만든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Flahery(2005)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특별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새롭고 유용한(혹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 그 정의는 창의성의 문화적인 상대성을 고려하

며(바위를 움직이기 위해 지렛대를 사용하는 것은 크로마뇽 문화에서는 새롭다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 현대에는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창의성을 단순하게 괴상하거나 

정신적인 병과 구별하고 있다(활용성이 없는 신기성)25) …

23) 창의성 관련 학술지인 Creativity Research Journal 및 Journal of Creative Behavior에 수록된 논

문 중의 40%만이 창의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Plucker, 2009)

24) R. J. Sternberg ․ E. L. Grigorenko ․ J. L. Singer, 2009,『창의성 그 잠재력의 실현을 위하여』

Creativity from potential to realization(2004), 임웅 옮김, 서울: 학지사, p.250.(재인용) 

25) Mark A. Runco, 2009, 『창의성 이론과 주제』Creativity: theories and themes: research, 

development, and practice(2007), 전경원 외 12인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p.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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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일상생활과 학문 및 학술에 대한 모든 것

을 포함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발명, 설계, 제품이나 계획 등을 창의적으로 만들

어 내는 것을 뜻하며 후자는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 실험방법 등을 새롭게 하거

나 새로운 물질이나 현상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26)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러한 창의적 수행에 전문지식 및 정보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당면한 주제에 대

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유용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다양

한 환경에서 수집한 지식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의식적인 열망과 결합하여, 무의

식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통찰의 깨달음과 함께 하나의 해결안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그림� 6>� 창의적�수행의�조건�및�단계

출처:� 주상윤,� 『창의적� 발상의� 원리와� 기법』,� UUP,� 2007,� p.17

26) 김영채, 1999, 『창의적 문제 해결: 창의력의 이론, 개발과 수업』, 서울: 교육과학사,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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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창의적 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 요소를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

보자면 아래와 같다.(그림: Urban의 창의성 요소 모델) 확산적 사고와 활동, 일

반적 지식과 기능 기반, 구체적 영역의 지식과 기능 기반, 초점 맞추기와 과제 

집착력, 동기화 및 동기, 개방성과 애매모함에 대한 참을성과 같은 6개의 각 요

소들은 상호 의존적이면서 상황에 따라 기능적으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7>� Urban(1995)의�창의성�요소�모델

출처:� 김재은,� 1996,� 『인지와� 창의성의� 심리학』,� 서울:� 창지사,�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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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뇌 우뇌

분석력 상상력

논리적 사고

수직적 사고

수렴적 사고

통제적 사고

의식적 사고

주의집중(수렴)

긴장

개선발전

아이디어 검증

실행계획 수립

이성적 자아

보호 자아

계획적

순차적

실천적

안정적

현실적

비판적

분석적

충동적 사고

수평적 사고

확산적 사고

자유분방적 사고

무의식적 사고

주의확산(확산)

이완

창조발명

아이디어 도출

실행계획 설득

실험적 자아

감정적 자아

상상적

모험적

감성적

인간적

관계적

표현적

창의력은 분석력을 담당하는 좌뇌와 상상력을 담당하는 우뇌를 함께 필요

로 한다. 좌뇌가 특정 정보나 사물에 주의집중하여 논리적으로 분석 및 판단을 

한다면, 우뇌는 좌뇌에 비해 더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주의확산시켜 다양한 정보

를 조합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가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면 후자는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이루어진다.27) 즉 문제를 발견

하고 창조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좌뇌와 우뇌는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게 되며,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좌뇌와 우뇌 모두를 균형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7>�좌뇌와�우뇌의�역할

출처:� 주상윤,� 2007,� � 『창의적� 발상의� 원리와� 기법』,� 서울:� UUP,� p.� 30-89.(재구성)

27) Arieti(1976)는 이러한 창의적 사고의 종류를 놀라운 합성(magic synthesis)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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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뇌식 사고로 집중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뇌식 사고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 방법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잠시 잊고 몸과 마음을 편안

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 창조성연구소의 다카하시 마코토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

으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장소를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잠자

리’가 1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도 Epstein(1996)은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욕실

에 있을 때, 그리고 버스에 타고 있을 때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서 공상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림� 8>�아이디어가�잘�떠오는�장소

출처:� 다카하시� 마코토(⾼橋誠),� 창조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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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특성

Guilford(1960)
사고의 유창성, 표현의 유창성, 독창성, 자발적 유통성, 자유에 대한 욕구, 다양

성의 욕구, 충동성, 모험심, 심미적 표현의 관심

Barron(1953)

뚜렷한 불균형의 기호, 복잡성 강조, 찾기 힘든 질서를 찾으려는 욕구, 독자적인 

비판, 융통성, 지능, 감지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치밀성, 회의성, 인내, 재

담, 유머, 외고집, 자신감

2.4. 창의적 인물의 특성

창의적인 인물의 성격 및 특성에 대한 정의는 각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개는 Barron(1953), Mackinnon(1962), Torrance(1962)이 제시한 것

과 비슷하며, 거기에는 모험심, 인내심, 독립심, 자신감, 호기심, 유머, 융통성, 

상상력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이화자, 2002). 이와 같은 창의적 인물의 

특성 요소들은 어느 정도의 유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어지기도 하지

만(Petrill, 2003),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속성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변화하고 

발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Lubart&Sternberg, 1998) 그리고 이러

한 요소들은 창의성 훈련 및 환경에 의해서도 증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결

과적으로 창의적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Kausler, 1990; 

Veroff, Reuman, & Feld, 1984)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여, 유전

과 같은 선천적인 요인 뿐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주거공간 또한 창의

성의 발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표� 8>�창의적�인격의�특성

출처:� 정미영,� 2006,� “창의성� 지원� 업무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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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kinnon(1962)

스테레오 타입의 거부, 지능, 고도의 언어와 공간 지각력, 예리한 식별력과 관찰

력, 예민함, 주의집중력, 표출경향, 경험에 개방적, 여성적 경향, 판단보다 지각, 

감성과 지성을 갖춘 기능인, 독립인, 의미와 의의에 관심, 애매하고 복잡한 일을 

좋아함

Perkins(1981)
복잡성이나 애매모호한 것을 견뎌냄, 문제 발견 능력, 문제에 관한 재조명, 모험

에 도전, 객관적인 성격, 내재적 동기 유발

Hagen(1962)
경험에의 개방성, 현상을 지각하려는 경향, 창의적 사고력, 자신의 평가에 대한 

자신과 만족, 향제에 접근하고 처치하는 데 만족, 성취의 의무감, 지능, 정력적

Sternberg
모호함에 관대, 인내심, 새로운 실험, 자발적으로 위험에 도전, 자신에 대한 확

신과 믿음

Asch 판단의 독립성, 정신분열증 경향, 불안 경향, 지능, 유머, 관심의 크기

Holland 독립적, 지적, 표현적, 비사교적, 독자적, 목표 달성 기대치 높음

Taylor

자주적, 자기 만족적, 독립적 판단, 비합리에도 수용적, 안정됨, 지배적, 자기주

장 감함, 복잡함, 자기수용적, 기지 많음, 모험적, 급진적, 자기 통제적, 감수성 

예민, 내향적, 용기

Golovin 침착성 떨어짐, 태도변화, 고집스러움, 전통적 지적 속박에 얽매이지 않음

Cattell 분열기질, 지능, 지배력, 퇴조성, 급진성, 자기 충족감, 내향적 성향

Frances Vayghan
동정적, 다정한, 현명한, 수용적, 허용적, 무정한, 직관적, 자발적, 창조적, 고무

적, 평온한, 개방적, 연관적

다카하시 마토코 & 

온다 노무라
기민성, 기지가 뛰어남, 사교적, 밝음, 융통성에 긍정적 반응

김재은, 이연섭, 홍순

적(1995)

주체성의 확립, 관점의 변혁, 본질의 파악, 대국적 관점, 시대감각, 도전정신, 강

한 호기심, 일에 대한 열중과 지속성(감수성, 자주성, 호기심, 지속성, 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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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창의성 지원 환경적 ․ 심리적 요인

창의성을 지원하는 환경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의 종류와 분류법은 각 학자

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주장된다. 하지만 국내외의 22명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자율성․정체성, 사회성․상호작용, 쾌적성, 충분한 자원의 4가지 요인

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 평가된 요인

은 사회성과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개방적인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간

의 격려 및 의사소통, 그로 인한 아이디어의 공유와 생각의 공개, 더 나아가 공동

의 목표를 향한 협업 행동은 창의성 지원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주장된 요인은 자율성과 정체성이었으며, 이에 대해 사생활, 자아실현, 자

기표현, 통제권, 소유권과 같이 능동적인 자율행동이 가능한 환경이 창의성 향상

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서술하였다. 생리적 유지를 가능케 하는 쾌적성 또한 큰 비

중을 차지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요인은 굳이 창의성 지원이 아니더라

도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 자체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종의 전제조건 수

준으로써 정의하는 내용이 많았다. 대신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유희성

을 일종의 또 다른 쾌적성의 방식으로써 고려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나 정보의 습득과 사용의 용이성을 높여주는 요인인 충분한 자원의 경우에는 타 

요소들과 비교하여 그 비중이 미미하지만, 창의적 수행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결

과물을 창조해내는 것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독요인으로써의 분류가 가능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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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지원 환경적&심리적 요인

지원 요인 학자(년도) 세부 사항

사회성
(Sociality)
&
상호작용
(Interaction)

Amabile(1996) 조직의 격려, 작업집단의 격려, 커뮤니케이션

Allen(1977) 구두 의사소통

Evered & Selman(1989) 아이디어 공유, 의사결정, 생각의 공개

Floride(2002) 다양한 주체와 교류, 개방적 의견 제시

Hackman&Morris(1975) 상호작용주의

Llyod(1999) 대면접촉, 개방성

Murtha&Lee(1998) 사회적 용이성

김지영(2009) 정보전달의 자유로움, 빠른 전달속도, 유대감

박지현(2004) 커뮤니케이션, 공유, 협업

정미영(2006) 커뮤니케이션

자율성
(Autonomy)
&
정체성
(Identity)

Amabile(1996) 자율, 자발적 활동, 도전적 업무

Abbey&Dickson(1990) 자율성, 통제권, 소유권

Dignan(1965) 자기상(Self-image), 자아 내의 상호작용

Kirton&Pender(1982) 프라이버시, 아이덴티티

Maslow(1951) 자아실현

Scaborough(1973) 자발성

Thurstone(1952) 자기실현, 자기표현

정미영(2006) 프라이버시, 아이덴티티

쾌적성
(Amenity)

Amabile(1996) 우연한 발견, 다양한 자극

Abbey&Dickson(1990) 유희성, 편안함

Castells(2001) 쾌적성

Murtha&Lee(1998) 생리적 유지, 행동의 용이성

권성진, 차소란(2001) 유희성, 유연성

김준아(2004) 유희성

김지이(2009) 유희성, 유연성, 자유로움

박지현(2004) 편안함, 자유로움, 다양한 경험, 휴식과 여유

정미영(2006) 쾌적성

충분한 자원
(Su f f i c i e n t 
Resources)

Amabile(1996) 충분한 자원

Burnside(1990) 접근 가능한 자원

박지현(2004) 기술, 유용성, 정보 제공

<표� 9>�각�학자들이�정의한�창의성�지원�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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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사회성(Sociality) & 상호작용(Interaction)

사회성이란 각 개인들이 사회의 제도나 관습에 적응해나가며 인간관계를 

맺는 태도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다.28) 이러한 사람 간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은 창의성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사회성이 원활한 능동적인 분위

기에서 창의적인 결과물이 생겨난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즉 

사용자들은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협업

을 하거나 창의적 수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이 공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여 바

람직한 수준까지 촉진시키는 환경의 지원성을 사회적 용이성(Social Initiation)

이라고 하며, 이것에는 사회적 관찰성이나 집중성, 편익성 등의 세부 요소가 포

함된다. 예를 들어 사교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구가 배치되어 있

는 것, 다른 구성원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공간이 계획되어 있는 것 등이

다.29) 이러한 공간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경계를 완화시키고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개방형 구조를 들 수 있다. 

2.5.2. 자율성(Autonomy) & 정체성(Identity)

창의적 수행의 첫 단계는 기존 상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자 하는 열망을 가지는 것이다. 즉 동기부여를 통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가 이끌어나가며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외부의 규제나 구속은 창의성에 부정

28) 한영숙, 1998, “자기표현 훈련이 소극적인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미친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 12.

29) 이연숙, 1998,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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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율성이 혁신의 결정적인 요소로써 제시되고 있

다.(Abbey&Dickson, 1983) 다만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증진을 위한 공간의 범

위가 주거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공공공간과 달리 주거자가 자

신의 집에서 자동적으로 자율성을 갖게 된다는 설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심리적 자율성 및 정체성에 관한 요소는 기본적으로 모두 

충족이 된다는 전제 하에, 물리적인 공간 환경을 조작하거나 변형하는 것에 있어

서 사용자가 주도해서 바꿀 수 있다는 지엽적인 특성을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한

다. 각 개인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거나 혹은 단순히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

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 및 모습으로 공간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공간에 대한 

통제감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2.5.3. 쾌적성(Amenity)

공간에서의 쾌적성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이용

자의 생물학적인 쾌적성이나 건강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생리적 유지

(Physiological Maintenance)를 들 수 있다. 이것에는 지지적 일치, 기후적 일

치, 외부요소나 위험의 규제, 내구성 지속 등의 여러 가지 특성이 포함되며 위험

을 초래하는 요소나 생리적 불편함을 초래하는 자극을 규제함으로써 사용자를 

지지하는 것이다. 가구 등이 사용자의 신체구조를 편안하게 받쳐주는 것, 실내의 

온도나 습도 등이 적절한 것,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없는 마감재의 사용 

등이 주요 예시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성격의 공간이든 사용

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 주어야할 특성이다.30) 결국 창의성 지원 공간에서는 

이와 같이 회복과 편안함이라는 육체적 쾌적성을 넘어 심리적 쾌적성이 고려되

30) 이연숙, op, cit, 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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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것이며, 그 예시로 유희성이 포함될 수 있다. 유희를 제공하는 환경 

안에서 이용자들은 정신적 즐거움을 느끼고 활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듯 주의

를 환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고로 전환할 수 있고, 호기심이나 상상력과 같은 

창의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들이 개발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희

적 환경은 놀이 기능을 가진 기기의 설치, 비정형 공간, 다양한 색채의 복합적 

사용 등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더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만족시켜 

주고 있다.31) 특히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공간은 심리적 쾌적성을 추구하기 위해

서 여러 가지 감각자극을 적극적으로 환경에 끌어들이려는 방식이 행해지는 경

우가 많아졌다.32)

2.5.4. 충분한 자원(Sufficient Resources)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나 결과물을 창조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발명이란 자신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과 기억을 재구

성 및 재조합한 것과 거의 유사하며(Woodman, 1993), 즉 아무런 지식이나 전문

성이 없다면 어떠한 창의적인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Stein,1989) 

그러므로 창의성을 지원하는 공간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며,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창의적 결과물을 제작할 때

에 필요한 물리적인 도구나 기술까지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31) 최정현, 2010, “업무공간에서 창의성 지원을 위한 환경심리요소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p. 66.

32) 송인호, 1995, 『오피스 환경디자인』, 서울: 조형사,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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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창의성�지원�공간의�필수요소

대분류 중분류 설명

사회성

(Sociality)

&

상호작용

(Interaction)

소통

(Communication)

토론 및 소통의 활성화

편안한 대화, 모임 등을 지원

개방성

(Openness)

정보교환, 교류의 개방성

개인의 창조적 발상을 타 구성원과 공유

아이디어 및 토론내용의 기록과 재창조

(Record, Recall, Recreate)

협동(Collaboration) 구성원간의 협업 활성화

자율성

(Autonomy)

&

정체성

(Identity)

동기(Motivation) 내재적, 외재적 동기 부여

자발성(Spontaneity) 창조 활동에서의 자발적 참여 유도

유연성

(Flexibility)

공간의 다양한 변형 및 개조 가능

자신이 주도하여 변화시킬 수 환경

(Re-Configurable)

쾌적성

(Amenity)

회복

(Refreshment)

여유와 휴식 제공

재충전의 기회 제공

(Revitalize Body, Mind & Spirit)

편안함(Comfort)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제공

즐거움(Fun) 오락 및 유희를 위한 공간의 존재

영감(Inspiration)

일상과 관념을 탈피하여 예측에 어긋남

의외적인 경험을 위한 환경

(Extraordinariness)

우연한 발견(Serendipity)

다양한 자극(Diverse Stimuli)

축제나 이벤트 등의 문화적 행사 개최

충분한 자원

(Sufficient 

Resources)

유용성(Usefulness)
다양한 기술 및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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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 특성

3.1. 기능별 창의성 지원 공간 유형

이렇게 최종 정리된 창의적 공간의 각 필수요소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창

의성 발현 및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을 기능별로 나누어 명

칭을 설정한다. 창의적 공간은 우선 휴식공간, 유희공간, 소통공간, 가변공간, 

생태공간, 생산공간의 6가지로 분류되어진다. 휴식공간은 회복, 편안함이라는 

필수요소과 연결되며, 유희공간은 회복, 즐거움, 영감을 지원받는다. 소통공간

의 경우에는 동기와 소통, 개방성, 협동이라는 필수요소를 가지며, 가변공간의 

경우에는 자발성과 유연성, 즐거움과 영감 등과 연결된다. 생태공간은 개방성, 

편안함, 즐거움, 영감을 지원받고, 마지막으로 생산공간은 사용자에게 동기와 자

발성, 협동, 유용성이라는 필수요소를 제공해준다. 이 6가지의 공간은 공간들은 

휴식공간, 신체적유희공간, 정신적유희공간, 대면소통공간, 전자소통공간, 유체

물변화공간, 무체물변화공간, 식물공간, 생물공간, 유체물생산공간, 무체물생산

공간의 11개 공간으로 재분류된다.



31

<그림� 9>�창의성�지원�공간의�필수요소에�따른�기능별�분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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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창의적 공간의 기본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세부설명은 

<표>에서 보여지는 시트와 함께 서술된다. 각 기능별 창의적 공간 유형 설명 시

트는 각 공간에 대한 설명과 필수 요소, 창의적 지원 방법 및 관련 사례에 대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삽입된다.

<표� 11>�창의성�지원�공간�기능별�분류

대분류 중분류 설명

휴식공간 휴식공간
구성원들이 외부로부터 어떠한 자극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신적․육
체적 긴장을 해소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유희공간

신체적유희공간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육체를 능동적으로 사용하여 즐거움을 얻는 형

태의 놀이를 행하는 공간이다.

정신적유희공간
참여자가 전자 기기를 통해서 영상 장치 및 음향 장치 등으로 출력되는 

결과를 통하여 정신적 즐거움을 얻는 형태의 놀이를 행하는 공간이다.

소통공간

대면소통공간
특정한 집단 혹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끼리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자소통공간
이메일, 화상통화, 온라인채팅과 같이 전자 기기를 통한 온라인 상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가변공간

유체물변화공간
기둥, 벽, 천장, 가구와 같이 공간을 이루는 각각의 물리적인 요소들을 

변형하거나, 구조체 자체의 이동 및 운반이 용이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공간을 이동시키거나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무체물변화공간
빛, 소리, 냄새, 온도 등과 같이 사람이 만질 수 없는 요소을 조작하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생태공간

식물공간 감상 혹은 식용의 목적으로 식물을 기르는 공간이다.

생물공간
식용 뿐 아니라 감상, 외로움의 해소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동물과 생활

하는 공간이다.

생산공간

유체물생산공간
사람의 감각으로 지각이 가능하고, 일정한 형태를 지닌 유형의 물품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무체물생산공간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생산해

내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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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창의성�지원�공간�유형�시트

기능별 유형 중분류

설명

필수 요소

창의적 사고 

지원 방법

사례

소분류1

사례 이름 이미지

사례 설명

▶보조적 결합: 사례에서 일부 보여지는 또다른 창의적 공간 유형

소분류2

사례 이름 이미지

사례 설명

▶보조적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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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창의성�지원�공간�사례�목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례

휴식공간 휴식공간
개인공간 Once Upon a Dream by Mathieu Lehanneur

공용공간 Google Office

유희공간

신체적유희공간
개인공간 Tera Fitness Mat by Lunar

공용공간 Brooklyn Boulders Somerville

정신적유희공간
개인공간 Monolith by Gareth Pugh

공용공간 Bloomberg ICE by Klein Dytham Architecture

소통공간
대면소통공간

개인공간 Cacomi by Shin Azumi & Itoki

공용공간 Imaginarium by OMA & Rem Koolhaas

전자소통공간
개인공간

& 공용공간
Living On Video by Steelcase & Ideo

가변공간

유체물변화공간
변형식공간 Yo! Home by Simon Woodroffe

이동식공간 Opera Camping Car by Axel Enthoven

무체물변화공간
개인공간

& 공용공간

Chromosatura-tion by Carlos Cruz-Diez

The Art And Science Of Feeling by Nike & 
Aramique Krauthamer & Jeff Crouse

생태공간

식물공간
개인공간

The Active Modular Phytoremediation Wall 
System by SOM &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공용공간 High Line Park in New York

생물공간
실내공간 The Cat-friendly House by Asahi Kasei

실외공간 Overton Bark in Memphis

생산공간
유체물생산공간

개인공간 Sweatshop by Joe Pipal

공용공간 Techshop

무체물생산공간
개인공간

& 공용공간
Ever-Shrinking Office Cube by Taylor & Miller 
Architecture & Urba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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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휴식공간(休息空間)

휴식(休息)이란 ‘하던 것을 멈추고 쉼’이란 의미로써, 일반적으로 휴식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동식물과 같은 자연적 요소, 소통과 관련된 인적 요

소, 새로운 자극이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기기와 관련된 물리적 요소 등 여러 가

지가 포함된다.33) 다만 이 연구에서는 기능별로 공간을 분류하는 측면에서 타 

공간과의 확실한 차이점을 두기 위하여 ‘휴식공간’을‘구성원들이 외부로부

터 어떠한 자극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신적․육체적 긴장을 해소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34)’으로만 정의한다. 명상, 독서, 수면, 식음 등 휴식과 관련한 다

양한 활동들이 함께 행해질 수 있으며,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지 시

간을 가지며 기분전환35)을 함으로써 이후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힘을 충전

한다.36) 이 공간은 휴식을 취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공간의 모습이 변화한다. 한

명의 개인만이 휴식을 취하는 경우 타인과 같은 외부요소에 방해받지 않도록 밀

폐된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이 공간 전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간요소를 조정하기가 용이하다. 다수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용공간의 경우에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공

간의 규모가 대체로 크고 개방적인 형태를 지닌다. 이곳은 휴식 관련 활동을 도

와주는 비품이나 시설이 설치되기에 용이하므로, 개인휴식공간에 비해 더 다양

한 종류의 휴식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33) 호수진 ․ 이정현 ․ 임은정 ․ 최선미 ․ 박영순, 2001, “도심의 휴식공간 및 시설물 디자인 사례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43호, p. 88.

34) 정미영, 2006, “창의성 지원 업무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 86-87. 

35)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우뇌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창의적 수행에 도움이 된다.

36) Hirt(1999)는 “긍정적인 기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기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확실히 과제

를 좀 더 창의적으로 다룬다 ⋯ 창의성에 관한 이러한 긍정적인 기분의 효과는 기분유도절차에 의

해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고 창의성 과제로 측정 가능한 범위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Nicol

과 Long(1996)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의 창의성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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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휴식공간�시트

기능별 유형 휴식공간

설명
구성원들이 외부로부터 어떠한 자극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신적․육체적 긴장을 해소
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명상, 독서, 수면, 식음 등 휴식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들이 함께 행해질 수 있다.

필수 요소 회복, 편안함, 즐거움, 영감

창의적 사고 지
원 방법

우뇌 활동으로의 전환, 긍정적인 기분 상태 유도 

사례

개인 
휴식공간 

Once Upon 
a Dream 
by Mathieu 
Lehanneur

여행객들에게 빠른 휴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호텔의 침실공간으로, 편안한 
숙면을 위해 음향과 빛, 온도 등이 조절된다.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커튼 또한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보조적 결합: 유체물변화공간, 무체물변화공간

공용 
휴식공간 

Google Office

카페, 라운지, 미팅룸, 테크-토크룸(Tech-talk room)등 다양한 사람들이 마주칠 수 있
는 공간이다. 여러 명이 함께 앉거나 누울 수 있는 대형 가구를 주로 배치하였고, 다채로
운 색채와 집 모양의 파사드와 같이 일상적이고 유희적인 모티브를 사용하여 친숙하면
서도 활기찬 분위기를 제공한다. 
▶보조적 결합: 대면소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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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유희공간(遊戱空間)

유희(遊戱) 혹은 놀이의 정의는 각 학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

적으로 ‘즐겁게 놀며 장난하거나 또는 그런 행위’ 또는 ‘인간이 즐거움을 얻

기 위해 하는 활동’과 같이 ‘즐거움’을 핵심으로 설명된다. 놀이는 강제적이

거나 의무적이지 않고 자기충족적인 자발적 행동으로써 활동에는 쾌감이 따르는 

것으로써, 긴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활동으로 돌아가는 특징을 지닌

다.37) 유희공간에서는 즐거움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일상적인 업무 및 생활에서 겪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자극과 

활력을 제공받는다.38) 유희성을 지닌 공간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놀라움이

나 친밀감을 유발시키며, 참여자들은 놀이와 같은 행위로부터 상상력이나 호기

심, 흥미 등 창의적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요소를 지원받는다.39) 

이러한 공간은 그 내부에서 행해지는 놀이의 종류에 따라 ‘신체적(身體的)

유희공간’과 ‘정신적(精神的)유희공간’으로 재분류된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

적 유희를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육체를 능동적으로 사용40)하여 즐거움을 얻

는 형태의 놀이’로써 정의하며, 예시로 스포츠 및 춤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신체

37) 김준아, 2004,“Serial Art의 유희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4.

38) 창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유희성에 대한 제안이 자주 포함되며, 실제로 많은 기업체들이 이러한 

유희적인 특성을 업무에 도입하고자 하였다(Berg, 1995; Starbuck & Webster, 1991; Tang & 

Baumeister, 1984). 또한 Gardner(1993)는 창조적인 사람들이 유아적이라는 점을 발견했는데, 즉 

이것은 유희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9) 최정현, 2010,“업무공간에서 창의성 지원을 위한 환경심리요소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40.(재인용)

40) 전신을 이용한 운동은 감각 통합 훈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몸을 움직여서 모든 감각 및 근육들이 

뇌에 전극을 보내게 되면, 이는 뇌가 다른 기능을 조직하는 것 또한 돕게 되는 것이다.(Ayres, 

1979)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운동이 학습 과제 수행력 및 창의력 증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혀

졌다. (Rosenzweig, 1976; Neal, 1968; Rice, 1977; Clark,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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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공간에서는 신체가 자유롭고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

하며 놀이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물질적인 장비 혹은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

해야 한다. 

한편 정신적 유희는 ‘참여자가 전자 기기를 통해서 영상 장치 및 음향 

장치 등으로 출력되는 결과를 통하여 정신적 즐거움을 얻는 형태의 놀이’로써 

정의하며 PC, 모바일, 비디오게임 등을 사례로 제시한다. 정신유희공간은 전자 

기기라는 매개체를 기반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즉 기기가 존재하는 곳 자체가 정

신유희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곳의 넓이는 참여자의 수보다 전자 기기의 

크기 혹은 개수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주로 사용자가 장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와 격리되는 공간으로써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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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신체적유희공간�시트

기능별 유형 신체적유희공간

설명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육체를 능동적으로 사용하여 즐거움을 얻는 형태의 놀이를 행
하는 공간이다. 신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놀이를 도와주는 장
비나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필수 요소 회복, 즐거움, 영감

창의적 사고 
지원 방법

자극과 활력 제공, 감각 통합 훈련, 우뇌 활동으로의 전환, 호기심, 
모험에의 도전, 주의집중력

사례

개인 
신체적유희
공간 

Tera Fitness 
Mat by Lunar

전용 앱과 동기화하여 빛으로 요가 동작을 안내하는 매트이다. 제품의 표면에는 패턴
이 나타나 있는데, 선택한 운동에 따라 동작에 맞도록 일정 부분만 LED 빛이 드러난
다.
▶보조적 결합: 정신적유희공간, 무체물변화공간

공용 
신체적유희
공간 

Brooklyn 
Boulders 
Somerville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철봉과 짐볼 의자, 요가 스튜디오, 암벽타기 프로그램 등 다양
한 신체활동을 위한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다. 사용자들은 업무활동과 동시에 활동적
인 놀이를 즐김으로써 일의 능률을 높인다. 
▶보조적 결합: 대면소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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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정신적유희공간�시트

기능별 유형 정신적유희공간

설명
참여자가 전자 기기를 통해서 영상 장치 및 음향 장치 등으로 출력되는 결과를 통하여 
정신적 즐거움을 얻는 형태의 놀이를 행하는 공간이다. 전자 기기라는 매개체를 기반으
로 전개되기 때문에 기기가 존재하는 곳 자체가 정신유희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필수 요소 회복, 즐거움, 영감

창의적 사고 지
원 방법

자극과 활력 제공, 우연한 발견, 호기심, 상상력, 주의집중력,
우뇌 활동으로의 전환

사례

개인 
정신적유희
공간 

Monolith by 
Gareth Pugh

가상현실 구현 장치인 오큘러스 리프트(Oculus Rift)를 포함한 1인용 부스이다. 사용자는 
오큘러스 리프트를 통해 3D 가상세계를 체험하며, 부스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디
자이너의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보조적 결합: 무체물변화공간

공용 
정신적유희
공간 

Bloomberg ICE 
by Klein Dytham 
Architecture

적외선 센서가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5m x 3.5m의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참여 가능하고, 게임 기능도 있어 이 또한 함께 
즐길 수 있다. 
▶보조적 결합: 무체물변화공간, 신체적유희공간



41

3.1.3. 소통공간(疏通空間)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통공간에서의 ‘소통’이란 개념은, ‘의사소통

(意思疏通, communication)’과 그 뜻이 일치한다. 의사소통이란 사람들 간에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체적인 행위로써 구어(口語)나 문어(文語)를 통

한 언어적 요소와 함께 제스처, 자세, 얼굴표정, 목소리, 억양, 눈맞춤, 노래, 춤 

등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가

장 필수적인 능력 중 하나이며 정보나 지식의 교류, 사람들 간의 긍정적인 심리

작용을 유도한다.41) 의사소통공간은 사람들이 적절한 상호작용을 위해 자연스럽

게 모일 수 있도록 집중시키며, 소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을 제공한다.42) 이곳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나거나 혹은 특정한 의도 없이 우연히 마주치거나 교류하는 모든 형태의 소통

을 포괄한다.43)

이 공간은 수행되는 의사소통의 종류에 따라 ‘대면(對面)소통공간’과 

‘전자(電子)소통공간’으로 나뉜다.44) 대면소통공간에서는 참여자간 직접적인 

대면 방식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와 목적

에 따라 공간의 구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2명에서 10명 내외까지의 소규모 인

41) 이와 같은 심리작용은 정서적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서적 창의성이란 정서

지능 이론으로부터 나온 산물인데,‘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각하며 다른 사람의 느낌 뿐 아니

라 자신의 느낌을 평가하고, 개인 내적 상황과 대인관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을 내리

며 정서를 조절하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0)

42) 이연숙, 1998,『실내환경심리 행태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 107.

43) 창의성 훈련에서 멘토링(mentoring)의 중요성은 많은 학자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멘토링은 

가족, 연인 그리고 동료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John-Steiner, 2000).

44) Shumake M.C, 1992, Increasing Productivity and Profit in the Workplace, New York: John 

Wiley&Sons, Inc, p. 12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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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여 상호작용을 하고, 다른 집단과 구분되어 자신이 

속한 조직과의 소통에 집중하기 위한 경우에는 외부와 격리될 수 있는 공간구조

를 선호한다. 반면 외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대규모 소통공간의 경우, 수십명 

이상의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불특정다수의 참여자들이 쉽게 참여하거나 퇴장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공간구조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소통공간은 이메일, 화상통화, 온라인채팅과 같이 전자 기기를 통

한 온라인 상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기기를 사용하는 주체 이외의 참여

자들은 모두 온라인공간 상에 존재45)하므로, 공간의 규모는 참여자의 수가 아니

라 기기의 크기 및 개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45) Nemiro(2002)는 가상의 팀을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보 기술을 통해 활동의 대다수를 

실행하는 구성원으로 조직된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Sosik(1998)은 익명의 잡단이, 익명

성이 보장되지 않는 통제 집단보다 더 융통성이 있으며 독창성 점수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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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대면소통공간�시트

기능별 유형 대면소통공간

설명
특정한 집단 혹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끼리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공
간이다.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와 목적에 따라 공간의 구조와 규모가 달라
지는 경향을 보인다.

필수 요소 동기, 소통, 개방성, 협동

창의적 사고 
지원 방법

정보나 지식의 교류, 상호작용 유도, 공통적인 목적의 수행, 멘토링(mentoring)

사례

소규모
대면소통공간 

Cacomi by 
Shin Azumi & 
Itoki

소파와 사이드 테이블, 프레임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사무실용 모듈형 가구
이다. 각 상황에 맞게 응점실, 큐비클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공간을 사용자가 스스로 
조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보조적 결합: 유체물변형공간

대규모 
대면소통공간

Imaginarium 
by OMA & 
Rem 
Koolhaas

상상력과 영감을 일으키고자 하는 페스티벌 오브 이매지네이션(Festival of 
Imagination)의 일환으로 강의와 토론 등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공
간이다. 원형의 공간으로 디자인되었으며 각 가구들은 모두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
▶보조적 결합: 유체물변형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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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전자소통공간�시트

기능별 유형 전자소통공간

설명
이메일, 화상통화, 온라인채팅과 같이 전자 기기를 통한 온라인 상의 소통이 이루어
지는 공간이다. 공간의 규모는 주로 참여자의 수가 아니라 기기의 크기 및 개수에 따
라 영향을 받는다.

필수 요소 동기, 소통, 협동

창의적 사고 
지원 방법

익명 집단과의 만남, 정보나 지식의 교류, 우연한 발견, 상호작용 유도, 공통적인 목
적의 수행, 멘토링(mentoring)

사례

개인 & 공용
소통공간 

Living On 
Video by 
Steelcase & 
Ideo

대면소통이 아닌 화상 회의와 같은 전자소통 방식을 더욱 편리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
계된 공간이다. 스크린 상의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격벽 등을 이용하였으며, 
사용자의 편안함을 위해 소파나 무드조명 또한 설치되었다.
▶보조적 결합: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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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가변공간(可變空間)

가변(可變)이란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거나 달라지게 하는 것’으

로써 공간에서의 가변성은 각 공간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

성(Variability)과 변화에 순응한다는 개념의 적응성(Adaptability)로 정의된

다.46) 즉 가변공간은 거주자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임의대로 재배치 

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며, 각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각 요소를 조절하여 융통성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바꿈으로써 구성원의 유연한 사고를 유도한다.

가변공간은 변화하는 요소의 성질에 따라 ‘유체물변화공간’과 ‘무

체물변화공간’의 2가지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유체물의 뜻은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해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감각에 의하

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건’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무체물의 뜻은 

‘형태는 없고 다만 생각 속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물건으로써 음향, 향기, 전기, 

빛, 열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전자는 기둥, 벽, 천장, 가구와 같

이 공간을 이루는 각각의 물리적인 요소들을 변형하거나, 구조체 자체의 이동 및 

운반이 용이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공간을 이동시키거나 형성47)할 수 있

는 건축물을 말한다. 공간의 분할과 통합, 개폐 등 각 요소의 정도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하나의 공간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소하지만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생활공간에서 자주 이용된

다. 이 공간의 사용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외부환경에서 다양한 자극과 우연한 

46) 백영순, 2006, “가족 생활 주기 변화에 따른 가변형 주택 계획”,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

문, p. 28. 

47) 많은 유명한 창조가들은 창의적 사고에 자극을 주는 요소로써 여행을 꼽는다. 여행을 통해서 자극적이

거나 편안한 자오를 새롭게 찾거나, 혹은 다른 지역 및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Mark A. Runc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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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Serendipity)48)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받는다. 

무체물변화공간은 빛, 소리, 냄새, 온도 등과 같이 사람이 만질 수 없는 요

소을 조작하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49) 사용자 자신이 직접 조작

하여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혹은 센서와 같은 다양한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공간

이 자동적으로 사용자에게 맞춰 변화하기도 한다.  

48) 창의성은 보통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사이의 관련성을 재조합하거나 형성함으

로써 발견되기 때문에 우연한 발견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한다.(안병준, 

2006)

49) Domino(198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공감각을 경험한 학생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창의성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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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유체물변화공간의�시트

기능별 유형 유체물변화공간

설명
기둥, 벽, 천장, 가구와 같이 공간을 이루는 각각의 물리적인 요소들을 변형하거나, 
구조체 자체의 이동 및 운반이 용이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공간을 이동시키거
나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필수 요소 자발성, 유연성, 즐거움, 영감

창의적 사고 
지원 방법

다양한 자극, 우연한 발견, 재조합

사례

변형식
유체물변화
공간

Yo! Home by 
Simon 
Woodroffe

공연장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무대의 원리를 이용한 프로토 타입의 홈시스템이다. 침
실이 응접실로 바뀌기도 하고, 파티션을 이용하여 주방이 욕실로 변할 수도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버튼 하나로 조작이 가능하다.
▶보조적 결합: 무체물변화공간

이동식
유체물변화
공간

Opera 
Camping Car 
by Axel 
Enthoven

하드커버의 캠핑카와는 달리 천막을 이용한 캠핑카로써 냉장고나 화장실, 침대, 싱크
대, 옷장 및 그릴 등 여러 가지 가구를 갖추고 있다. 천막의 개폐정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양 조절이 가능하다.
▶보조적 결합: 무체물변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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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무체물변화공간�시트

기능별 유형 무체물변화공간

설명
빛, 소리, 냄새, 온도 등과 같이 사람이 만질 수 없는 요소을 조작하여 환경을 변화시
킬 수 있는 공간이다. 사용자 자신이 직접 조작하거나 센서와 같은 다양한 인식기술
을 이용하여 공간이 자동적으로 사용자에게 맞춰 변화하기도 한다. 

필수 요소 자발성, 유연성, 즐거움, 영감

창의적 사고 
지원 방법

다양한 자극, 우연한 발견, 공감각 경험, 재조합

사례

개인 & 공용
무체물변화
공간

Chromosatura-
tion by Carlos 
Cruz-Diez

컬러 키네틱 무브먼트 프로젝트(Color Kinetic Movement Project)의 일환으로 각각
의 부스마다 빛의 색과 위치가 다양하게 변화한다. 사람들은 공간 속에서 빛의 변화
를 체험하면서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보조적 결합: 휴식공간

The Art And 
Science Of 
Feeling by 
Nike 

뇌파를 감지하는 헤드셋(EEG: Electroencephalograph)과 연동된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미로같은 구조물 속을 체험한다. 사용자는 자갈길, 흙길, 잔디가 깔린 서로 다른 
길을 체험하면서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는데, 이때 기계가 뇌파를 감지하여 실시간으
로 사용자의 감각을 영상과 음악으로 시각화한다. ▶보조적 결합: 정신적유희공간, 
녹색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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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생태공간(生態空間)     

생태(生態)란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를 뜻하는 의미이며, 생

태계(生態系)는 서로 의존하며 상호작용하는 유기체 집단과 주변의 무생물 환경

을 함께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1930년 로이 클라팸(Roy Clapham)의 환경 전반

의 유기체와 생물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에 영국의 생태학자

인 아서 트랜스리(Arthur Tansley)가 로이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 

현재 통용되는 생태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연환경 상에서 모든 생

물들이 하나의 그물처럼 연계되어 있으며, 인간계의 관점에서 생태학적 개념이

란 바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0) 이 연구에서 사

용하는 ‘생태’의 개념은 앞서 언급된 ‘인간계의 관점에서 본 생태학적 개

념’과 일치시키며, 따라서 생태공간이란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51)

으로 정의한다. 생태공간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하나의 생활공동

체를 이루면서 서식하고, 거주자들은 자연속에서 동식물과 교류하며 쾌적성

(Amenity)52)를 얻는다. 

생태공간은 그 공간의 중심이 되는 주체의 종류에 따라 ‘녹색공간’과 

‘생물공간’으로 분류된다. 우선 녹색공간은 인간과 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이

다. 각 주거자가 감상 혹은 식용의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의 일부분에서 

50) Tansley, AG, 1935, The use and abuse of vegetational terms and concepts. Ecology 16, p. 

284–307
51) 인간은 자연 속에서 경이감이나 신비감을 느낌으로써 심미적 감각(aesthetic feeling, aesthetic 

sensitivity)과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김재은, 1996)  

52) 쾌적성이란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환경 심리 요소 중 하나이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기관 감각상에서 

느끼는 직접적인 사항과 그 이외의 간접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의 만족과 사회적, 문화적인 쾌적성 등이 있다.(정

미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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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기르며, 개인이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배해야하기 때문에 소형식물

이 애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조성된 대규모 녹색

공간의 경우, 사용되는 식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도심지 내에서

는 감상의 목적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주거집단을 위해 식용의 목적

으로 식물을 대량 재배하기도 한다.

생물공간에는 인간과 식물 뿐 아니라 동물53)까지도 함께 공존하는 공간

이며 단순히 식용의 목적 하나만을 위해 동물을 밀폐된 공간내에서 집단으로 사

육하는 개념을 배제하고,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지니며 공존한다는 개념

을 바탕으로 정의한다. 즉 주거자가 식용 외에도 감상이나 외로움의 해소 등 다

양한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동물의 주된 생활은 실내에

서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거주공간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외부공간을 드나

드는 형태를 취한다. 불특정다수 혹은 특정된 다수의 동물들을 위해 조성된 대규

모의 외부 생물공간의 경우에는 안전, 소음, 악취, 위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도

심지 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53) 이 연구에서는 ‘동물’의 개념을 ‘사람을 제외한 길짐승, 날짐승, 물짐승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한다.(논자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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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식물공간�시트

기능별 유형 식물공간

설명
감상 혹은 식용의 목적으로 식물을 기르는 공간이다. 각 개인이 거주하는 실내공간의 일
부분에서 식물을 기르거나,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조성된 대규모의 실외공간을 모
두 포함한다.

필수 요소 편안함, 개방성, 영감

창의적 사고 
지원 방법

심미적 감각과 감수성의 증진, 쾌적함 제공, 오감의 만족, 교감 및 교류 유도

사례

개인
녹색공간

The Active Modular 
Phytoremediation Wall 
System by SOM

벽에 식물을 직접 심는 방식의 실내 정원이다. 공기 정화에 효과적인 미생물들이 많이 노
출되기 때문에 공기 청정 효과가 극대화되며 식물의 종류 및 심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그린 월이 디자인될 수 있다.
▶보조적 결합: 휴식 공간

공용
녹색공간

High Line Park 
in New York

1980년 이후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철도에 식물을 심어 시민공원으로 재생시킨 곳이다. 
야생 식물과 목초, 꽃, 크고 작은 나무들을 심어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보조적 결합: 휴식공간, 대면소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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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생물공간�시트

기능별 유형 생물공간

설명
인간과 식물 뿐 아니라 동물까지도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며 단순히 식용의 목적 하나만을 
위해 동물을 밀폐된 공간내에서 집단으로 사육하는 개념을 배제하고, 동물이 인간과 동등
한 지위를 지니며 공존하는 공간이다.

필수 요소 편안함, 개방성, 영감

창의적 사고 
지원 방법

심미적 감각과 감수성의 증진, 오감의 만족, 교감 및 교류 유도

사례

실내
생물공간

The Cat-friendly House 
by Asahi Kasei

고양이들이 실내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이다. 천장과 
벽에 고양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나무판을 설치하고, 문이나 가구에 구멍을 뚫어 고양이
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 또한 설계했다.
▶보조적 결합: 휴식 공간

실외
생물공간

Overton Bark in 
Memphis

애완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으로 소형견과 대형견의 영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 견주와 개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수나 산책로, 운동기구, 위생시설 등 
여러 가지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보조적 결합: 휴식공간, 대면소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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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생산공간(生産空間)   

일반적으로 생산(生産)이란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

어 내는 것’으로 설명되며, 이 연구에서의 생산공간이란 ‘사람의 요구를 충족

하는 재화를 만드는 행위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생산공간

에서는 다양한 정보 및 기술을 쉽게 습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직접 물품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54) 제공되는 충분한 자원

(Sufficient Resources)55)을 통해 구성원들은 내재적 동기부여와 함께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더욱 발전시킨다. 

생산공간은 공간의 사용자가 생산하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유체물생

산공간’과 ‘무체물생산공간’의 2가지로 분류한다. 전자는 사람의 감각으로 

지각이 가능하고, 일정한 형태를 지닌 유형의 물품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써 유

체물의 범위는 인간 생활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제품을 포용한다. 이 공

간은 생산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생산지원기기 혹은 기반시설의 종류나 규모

가 판이하게 달라지며, 또한 참여자의 수에 따라서도 공간의 넓이가 변화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

하는 작업공간의 경우에는 창작자의 몰입도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외부와 

격리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하

나의 공간에 모여 개인 혹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물품을 만들어내는 경우 작업자

54) 가장 높은 수준의 창의성이란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발명가

가 아무것도 발명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시인이 전혀 시를 쓰지 않는다면, 그들이 ‘창의성 검사’

에서 어떤 점수를 받든지 창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Simonton, 2000b)

55) Amabile는 “KEYS:Assessing the Climate for Creativity”에서 KEYS척도에 포함된 모든 측정자

원들이 구성원들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의 심리적 기제는 창의성의 내재적 동기원리

(intrinsic motivation principle of creative)에서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업무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자금 등의 제공은 창의성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안병준, op. cit.,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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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소통 및 교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설계되기도 하며, 

이 공간은 생산과 관련된 대형기기들을 공용으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더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제작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무체물생산공간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생산하는 공간이

며, 주로 전자 기기를 통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무형의 재화는 전자 기기 내부에 보관하

거나 관리되므로 큰 규모의 물리적인 공간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 공간의 넓이는 

생산 기기의 수나 크기에 따라서 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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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유체물생산공간�시트

기능별 유형 유체물생산공간

설명
사람의 감각으로 지각이 가능하고, 일정한 형태를 지닌 유형의 물품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다. 생산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생산지원기기 혹은 기반시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지
며, 참여자의 수에 따라서도 공간의 넓이가 변화한다.

필수 요소 동기, 자발성, 협동, 유용성

창의적 사고 
지원 방법

정보 기술 등 충분한 자원의 제공, 내재적 동기부여

사례

개인 
유체물생산
공간 

Sweatshop by 
Joe Pipal

가구나 제품 등을 개인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대이다. 다양한 일련의 과정을 하
나의 테이블 위에서 할 수 있다는 올인원(All in One) 공장 컨셉으로 재료를 가공하거나 
도구를 보관하기 용이하게 해준다.
▶보조적 결합: 유체물변화공간

공용 
유체물생산
공간 

Techshop

미국의 제조 작업장 업체로써 요금을 내면 대형 및 전문 공장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이디어와 창조 욕구가 있지만 필요한 도구와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이다.
▶보조적 결합: 대면소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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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무체물생산공간�시트

기능별 유형 무체물생산공간

설명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생산해내는 공간이다. 생
산된 무형의 재화는 전자 기기 내부에 보관하거나 관리되므로 큰 규모의 물리적인 공간
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 공간의 넓이는 생산 기기의 수나 크기에 따라서 주로 결정된다. 

필수 요소 동기, 자발성, 협동, 유용성

창의적 사고 
지원 방법

정보 기술 등 충분한 자원의 제공, 내재적 동기부여

사례

개인 & 공용
무체물생산
공간

Ever-Shrinking 
Office Cube by 
Taylor & Miller 
Architecture & 
Urban Design

총 7개의 모듈식 큐브형태로 이루어진 사무실 가구이다.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트레일러 
방식으로써 큐브를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퍼즐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보조적 결합: 유체물변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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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능별 창의성 지원 공간간의 통합가능성 측정

3.2.1. 기능별 창의성 지원 공간 특성 계량화

앞서 제시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공간에서는 각 기능별 창의적 

공간이 타 유형과 함께 융합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공간이어도 사용자의 행태

나 주위 상황 등에 따라 여러 가지의 기능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론적으로 각 기능별 창의적 공간들은 어떤 유형과 결합이 용이한지에 대한 통합

가능성 정도를 측정해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X축에 기술(Technology)의존

도, Y축에 개방성의 정도(Openness)를 나타낸 매트릭스를 이용하였다. 각 매트

릭스에 하나의 창의적 공간 유형을 대입시키고, 하나의 매트릭스에는 각 창의적 

공간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항목 모두가 표시한다. 매트릭스에 나타나는 

기술의존도 및 개방성의 정도는 이전의 이론적 연구에서 서술된 내용을 기반으

로 작성하였다.  

<그림� 10>� 창의성�지원�공간�특성�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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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휴식공간�특성�매트릭스� �

<그림� 12>

유희공간�특성�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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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소통공간�특성�매트릭스

<그림� 14>

가변공간�특성�매트릭스



60

<그림� 15>

생태공간�특성�매트릭스

<그림� 16>

생산공간�특성�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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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기능별 창의성 지원 공간간의 통합

기능별 창의적 공간 유형의 특성을 표시해놓은 매트릭스를, 각각 개인공간

과 공용공간으로 겹쳐 총 2장의 매트릭스로 취합한다. 그 후에 매트릭스에서 어

떤 공간 유형끼리 서로 많은 면적이 겹치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수의 유형들이 

함께 겹치는가를 기준으로 그 통합정도를 알아본다. 

<그림� 17>� 개인공간�특성�통합�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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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공용공간�특성�통합�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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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개인공간 특성 매트릭스에서 보여지는 주요 통합유형은 총 5개였

다. 첫 번째는 무체물변화공간, 전자소통공간, 무체물생산공간, 개인정신적유희

공간 등 기술의존도와 개방성이 모두 높은 경우이다.(개인공간 특성 매트릭스: 

유형 A) 이 공간들은 서로의 특성요소가 매우 유사하여 공간내에서 쉽게 결합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개인휴식공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개인신체적유희공간과 소규모대면소통공간의 결합이다.(유형 B) 이 

공간들은 개방성의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

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면적이 겹쳐 통합이 용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실내생물공간과 개인녹색공간, 소규모대면소통공간 등 유

형 1-B와 마찬가지로 개방성의 중간영역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이다.

(유형 C) 다만 어느정도의 기술의존도를 허용하는 유형 B와는 달리, 유형 C는 

기술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난 영역에서 융합도가 높았다. 네 번째로는 개인유체

물생산공간과 개인휴식공간의 통합이다.(유형 D) 굉장히 낮은 개방도와 기술의

존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대면소통공간과 개인휴식공

간, 변형식유체물변화공간의 융합이다.(유형 E) 개인휴식공간과 소규모대면소통

공간 자체는 서로 만나지 않아 통합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변형식유체

물변화공간이 두 공간을 서로 이어줌으로써 상반된 특성이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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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개인공간�통합�유형�A

<그림� 20>�

개인공간�통합�유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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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개인공간�통합�유형�C 

<그림� 22>�

개인공간�통합�유형�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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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개인공간�통합�유형�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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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창의적 공용공간 특성 매트릭스에서 보여지는 주요 통합유형은 

총 4개였다. 첫 번째는 무체물변화공간, 전자소통공간, 무체물생산공간, 공용정

신적유희공간, 즉 기술의존도가 높은 공간끼리의 결합이다.(유형 F) 이는 유형 

A와 거의 흡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대신 유형 F는 개방성이 높고 공간영역이 넓

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은 공용녹

색공간과 실외생물공간, 대규모대면소통공간과 공용휴식공간의 융합이다.(유형 

G) 이 공간들은 개방도가 넓으면서 기술의존도가 낮은 영역에 집약되어 겹쳐져 

있다. 공용녹색공간 단독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상황에 따라 기술의존도가 높아

질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공간 요소와 함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존도를 낮

춰야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대규모소통공간과 공용신체적유

희공간, 그리고 공용휴식공간이다.(유형 H) 이 세 개의 공간은 개방도나 기술의

존도면 모두의 특성에서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융합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 

유형은 공용휴식공간과 공용유체물생산공간, 변형식유체물변화공간이다.(유형 

I) 이 공간은 유형 E와 마찬가지로 서로 상충되는 요소들이 가변성에 의해 한 공

간 내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써 각각의 기능별 창의적 공간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기가 용

이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만 이론적 연구의 특성상 거의 천문학적인 경우

의 수를 다 일일이 서술할 수 없기에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9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나타내었다. 즉 실제 공간에서는 설계방식이나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

으로 인하여 더욱 새로운 공간결합 유형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매트릭스에서 보여진 공간들 중, 결합이 용이해보이지 않는 영역들의  융합방안

을 새롭게 찾아낸다면 또 다른 가능성들이 펼쳐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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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유형� F

<그림� 25>�유형�G



69

<그림� 26>�유형�H

<그림� 27>�유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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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기능 요소와 기능별 창의성 지원 공간 연계

4.1. 주거기능 핵심 요소 연계

주거공간 내 기능의 분류방식은 본질적으로 김세만의 연구(2006)를 따르

며, 일부분을 재구성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그는 주거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

능으로 수면, 식사, 위생, 탈의, 생활, 식사, 조리, 수납, 청소와 같은 8요소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서술한 각 기능별 창의공간과 주거공

간 내 행위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비슷한 특성을 지닌 수면과 휴식, 식사와 조

리, 탈의와 미용을 각각 통합하고 물리적인 공간 구현이 용이하지 않은 수납과 

청소를 제외하였다. 

<표� 25>�주거기능의�핵심요소

출처:� 김세만,� 2006,� � 『기능의� 통합성을� 기반으로� 한� 실내�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p.113-128.(재구성)

기능명 설명

수면 + 휴식
Sleeping(SL)

+Relax(RX)

수면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며, 어느정도의 

휴식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위생 Washing(WS)
세면, 배변, 목욕 등의 생리적 위생관련 행위에 해당되는 기능을 포함

한다. 

탈의 + 미용
Dressing(DR)

+Beauty(BT)

탈의는 주거 내 해당 기능 혹은 외부에서 필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옷을 입고 벗는 행위에 해당하는 기능이다. 미용은 자신의 외모와 아

름다움을 위해 가꾸고 싶어 하는 요구를 수용하고 행하는 기능으로서 

주로 신체의 특정 부분을 가다듬고 정리하는 행위이다.

조리 + 식사
Cooking(CK)

+Dining(DN)

조리는 주로 식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기능으로 음식 마련을 

위한 것이다. 식사는 필수적 혹은 선택적 기능으로 가족생활 및 사회

적 접촉의 기능을 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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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나타난 4개의 필수적 주거기능 요소를 11개의 기능별 창의공간과 

함께 하나의 매트릭스에 대입한다. 이를 통해 주거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필수

적 행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창의공간과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례와 함

께 확인한다. 각 요소간의 결합이 용이하여 그와 관련한 실제 사례 및 컨셉 사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를, 현재는 결합사례를 많이 찾

아보기 힘들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높은 것에는‘+’를 표시한다. 반대로 결합 

자체는 가능할지라도 공간 혹은 행위의 특성상 해결해야하는 문제요소가 많거

나, 쾌적성 및 효율성을 떨어뜨려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

았다.

<표� 26>�주거기능�핵심요소와�창의성�지원�공간별�결합�매트릭스

수면+휴식 위생 탈의+미용 조리+식사

휴식공간 휴식공간 ++ ++

유희공간
신체적유희공간

정신적유희공간 ++ ++

소통공간
대면소통공간 + + ++

전자소통공간 ++ ++

가변공간
유체물변화공간 + + + ++

무체물변화공간 ++ + + +

생태공간
녹색공간 ++ + ++

생물공간 +

생산공간
유체물생산공간 + + ++

무체물생산공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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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에 표시된 각 셀에 대해 수집된 사례들은 대표적인 것만 선별하여 

아래와 같은 시트에 정리된다. 각 시트는 주거기능 요소, 창의공간명, 사례명, 

이미지, 설명, 관련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7>�주거기능�요소와�창의성�지원�공간별�결합�사례�시트

주거기능 요소

창의

공간명
사례명 이미지 설명

관련 

키워드

관련 

키워드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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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에 표기한 내용과 기타 수집된 사례들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주

거기능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거실, 주방, 침실과 같은 기능별 공간 내에서 어떠

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일부 예시를 서술한다. 내부공간은 거

실, 주방, 침실, 욕실, 기타 방, 테라스의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공

간은 외관, 조경, 커뮤니티 공간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공간들과 

주거기능요소와의 결합용이성이 표시되는데, 이것은 이전 ‘표 26’에서 보여지

는 방식과 동일하다.   

주거기능 요소

기능별 공간
결합 
용이성

창의성 지원 예시

내부공간

거실

주방

침실

욕실

기타 방

테라스

외부공간

외관

조경

커뮤니티 공간

<표� 28>� 주거기능�요소와�기능별�공간�결합�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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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핵심�요소�결합�사례�주요�목록

주거기능 

핵심 요소
번호 사례명

수면 및 

휴식행위

1 ON/OFF by Sibling

2 Mound of Rounds by Cumulus Project

3 Nuovoliola by Styleture

4 Adaptive Relaxation Space by Philips

5 Stacking Green by Vo Trong Nghia

6 Sleep Art by IBIS hotel

7 Shadow App

위생행위

1 Horizontal Shower by Dornbracht

2 Duravit Multi-function Shower by Jochen Schmiddem

3 Axor Bathroom Collection by Ronan & Erwan Bouroullec

4 Dressage by Studio Lombardo Nespoli

5 Wetspa by Sculptured Homes

6 Numi by kohler

7 Zen Garden Sink by Gau Design

8 Contemporary Bathroom by San Francisco Architects

탈의 및 

미용행위

1 Retail Therapy Game

2 Virtual Dressing Room by Arbuzz

3 Daily Makeover

4 Tube Top Fitting Modules by Manifesto Architecture 

5 Interactive Dressing Rooms by Rem Koolhaas & IDEO

6 D.dress by Continuum by Mary Huang

7 Open Knit by Gerard Rubio

8 The Style Coalition

조리 및 

식사행위

1 Pixelate by Sures Kumar & Lana Z Porter

2 SmartPlate by Julian Caraulani

3 Vinova Regular

4 GE Home 2025

5 Small Kitchen by Kristin Laass & Norman Ebelt

6 Sublimotion by Hard Rock Hotel

7 System Kitchen by Asahi Kasei Homes

8 Local River Plant Aquarium by Mathieu Lehanneur

9 Foodini by Natural Machines

10 Baked Table by Andere Mo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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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및 휴식

창의

공간명
사례명 이미지 설명

휴식공간
ON/OFF by 

Sibling

인터넷과 같은 무선신호를 모두 

차단하여 외부와 격리시킨 

공간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단절, 아날로그 공간, 밀폐된 구조물 

대면

소통공간

Mound of 

Rounds by 

Cumulus 

Project

둥근 쿠션들로 이루어진 모듈형 

다용도 가구이다. 각 쿠션을 따로 

펼쳐놓으면 여러 명이 둘러 앉을 

수 있으며, 쿠션들을 모아놓으면 

혼자 누울 수도 있다.  

관련 

키워드
다양한 형태와 용도, 사용자 맞춤형

4.1.1. 수면 및 휴식행위와 각 창의공간별 결합 분석

조명이나 음악 등 무체물의 변화를 통해서 각 사용자에 맞게 휴식을 도와주

는 사례가 가장 활발히 연구되거나 상용화 되어있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개

인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공간 및 가구의 형태를 변형하여 

타인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사례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밖에는 녹색식물을 이용하여 공간의 쾌적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에는 규모가 작은 소형 식물 혹은 자동화된 재배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관

리를 최소화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재에는 일부 컨셉

사례로써 아직 실험적인 연구 단계에 있지만, 미래에는 큰 주목을 받게 될 예시

로 ‘무의식의 저장 및 시각화’연구가 있었다. 

<표� 30>� 수면�및�휴식행위와�창의성�지원�공간별�결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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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물

변화공간

Nuovoliola by 

Styleture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 평소에는 

벽 속에 숨겨져 있다가, 필요시에 

내려놓고 쓸 수 있는 가변형 

침대이다. 

관련 

키워드
공간의 효율성, 빌트인 침대, 숨겨진 가구

무체물 

변화공간

Adaptive 

Relaxation 

Space by 

Philips

센서를 통해 빛의 색감 및 밝기와 

음악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공간 

내부를 각 사용자에게 맞춰 

아늑하게 변경시킨다. 

관련 

키워드
맞춤형 힐링 공간, 치유, Zen 경험, Ambient, 심리적인 안정

녹색공간

Stacking 

Green by Vo 

Trong Nghia

침실의 수직벽면을 이용하여 

녹색식물을 재배한다. 식물과 

침대 사이에는 유리가벽이 있어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다.

관련 

키워드
수직녹화, 자동화 시스템, 관상용 식물

유체물 

생산공간

Sleep Art by 

IBIS hotel

침대 매트리스에 부착된 80개의 

센서를 통해 잠을 잔 사람의 수면 

패턴을 수집하고, 로봇이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Rocking Knit 

by 

ECAL/Damien 

Ludi, Colin 

Peillex 

사용자가 흔들의자에 앉아서 

움직이면 틀이 돌아가면서 니트가 

짜이면서 모자가 만들어진다.

관련 

키워드
감성과 기계의 만남, 추억 회상, 수면의 예술화, 자신만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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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물

생산공간
Shadow App

아침에 잠에서 깬 유저가 

즉각적으로 꿈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다. 또한 

축적된 꿈 DB를 통해 꿈의 

패턴이나 공통 테마 등 자기 분석 

서비스 또한 경험할 수 있다.  

관련 

키워드
기억의 기록, 무의식 데이터 관리 서비스, 꿈의 시각화 및 맥락화, 타인과의 무의식 공유

수면 및 휴식

기능별 공간
결합 
용이성

창의성 지원 예시

내부
공간

거실 +
상황에 따라 1인용 침대 및 다인용 의자로 변화
가벽을 활용하여 개인만의 공간 창조

주방 -

침실 ++

디지털 요소를 전부 배제하고 외부와 완전히 격리 
사용자의 신체정보를 저장하여 그에 맞도록 환경적 요소
를 변화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멀티룸으로 활용
욕실가구의 일부를 침실로 끌어들여 융합

욕실 +
조명, 수압 등을 자유롭게 조절
욕실 내에 식물을 활용하여 쾌적함을 증가

기타 방
수면이나 휴식 자체가 물체를 생산하는 작업실
사용자의 무의식을 효과적으로 기록, 저장하여 활용

테라스 + 녹색식물 및 동물을 이용하여 정원화

외부
공간

외관 안전한 친환경적 소재 사용

조경 +
대규모의 녹색식물이나 물 등 다양한 자연요소의 활용
소형 동물을 단지 내에 배치

커뮤니티 공간 +
주민들이 함께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용카페나 바

<표� 31>�수면�및�휴식행위와�기능별�공간�결합�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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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창의

공간명
사례명 이미지 설명

휴식공간

Horizontal 

Shower by 

Dornbracht

위쪽에 달린 6개의 노즐을 통해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고, 아래에 

누워서 물마사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수평샤워기이다. 

온도와 수압 또한 누워서 편히 

조절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기분 

및 상태에 따라 원하는 샤워를 

가능하게 한다.
관련 

키워드
수압 마사지, 개인 맞춤형, 사적인 공간, 다기능, 이완 작용

4.1.2. 위생행위와 각 창의공간별 결합 분석

물을 주로 사용해야만 하는 위생행위의 특성상, 이 공간의 경우에는 타 주

거기능 주요 요소에 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창의공간의 범위가 좁게 나타났다. 

우선 가장 많이 보여지는 사례는 위생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는 모습으로써 조명

이나 수압, 음악 등 다양한 요소가 공간이나 욕실가구에 결합되는 형태를 띤다. 

이러한 요소 외에 욕실에서 디스플레이 등을 시청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기술의 한계로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편 위생행위에 집중할 때는 개인공간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사용자와 

소통을 할 경우에는 가구를 변형하여 공용공간으로 바꾸는 사례, 각 개인이 자신

의 취향에 맞춰 가구 및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례 등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디자이너 및 엔지니어들에 의한 일종의 컨셉사례가 주를 이루

었고,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았다. 그밖에는 위생행위에 이용한 물

을 재활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자연친화적인 욕실의 예시가 있었다. 

<표� 32>�위생행위와�창의성�지원�공간별�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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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소통

공간

Duravit 

Multi-function 

Shower by 

Jochen 

Schmiddem

하나의 샤워부스에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접이식 

의자를 부착하여 대화를 

유도하였다. 한 개인만이 이용할 

경우에는 의자를 접어 그 위에 

누울 수도 있다.  

관련 

키워드
소통 유도, 친근감, 다기능

유체물

변화공간

Axor 

Bathroom 

Collection by 

Ronan & 

Erwan 

Bouroullec

85개의 사각형 모듈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욕실로, 조합 및 

분리하여 각 상황과 사용자 

행태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다.  

Dressage by 

Studio 

Lombardo 

Nespoli

욕실가구에 이동성을 부여하여, 

침실 및 거실 등 다른 공간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동에 용이하도록 

배관이나 파이프 등 복잡한 

기반시설은 가구 내부에 숨긴 

작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키워드
사용자 맞춤형, 모듈형, 공간의 창조, 다양한 스타일, 이동형 가구

무체물 

변화공간

Wetspa by 

Sculptured 

Homes

샤워부스 천장에 광섬유 조명이 

설치되어, 빛을 다채로운 색상과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Numi by 

kohler

빌트인 스피커, FM 라디오, MP3 

플레이어, 조명 등 수많은 기능이 

갖춰진 하이테크 변기이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

관련 

키워드
하이테크, 조명, 테라피, 자유로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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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공간

Zen Garden 

Sink by Gau 

Design

사용자가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할 

때 흘려보내는 물을 이용하여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세면대이다. 

물의 절약과 식물 재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Contemporary 

Bathroom by 

San Francisco 

Architects

욕실 내의 수직벽면을 이용하여 

다량의 식물을 심은 공간이다.

관련 

키워드
수직녹화, 수자원 절약, 식물 재배, 재활용

위생

기능별 공간
결합 
용이성

창의성 지원 예시

내부
공간

거실 -

주방 -

침실 + 욕실가구의 일부를 침실로 끌어들여 융합

욕실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맞춤형 첨단욕실
1인용, 다인용을 손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
사용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욕실:　욕실가구의 형태나 손
쉽게 변형하거나 위치를 이동

기타 방 작업대와의 동선 편의를 위한 세면대 배치

테라스 -

외부
공간

외관 -

조경 -

커뮤니티 공간 +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찜질방이나 목욕
탕과 같은 위생 공간

<표� 33>� 위생행위와�기능별�공간�결합�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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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 및 미용

창의

공간명
사례명 이미지 설명

정신적

유희공간

Retail 

Therapy 

Game

의류시장과 게임을 결합한 사례이다. 실제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의상으로 캐릭터를 

코디할 수 있고, 게임내에서 자신만의 

패션샵을 운영하거나 친구의 샵 및 실제 

의류 브랜드 샵을 방문할 수도 있다. 

Virtual 

Dressing 

Room by 

Arbuzz

사람의 골격 구조를 인식시킨 후,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그래픽으로 

제작된 옷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다. 

모션 컨트롤과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는 

의류 쇼핑의 형태를 보여준다.

4.1.3. 탈의 및 미용행위와 각 창의공간별 결합 분석

탈의 및 미용행위와 관련된 사례들은 대부분 온라인 네트워크의 발달과 밀

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현재 기업과 사용자들 사이에서 주목도가 높은 것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가상 의류 쇼핑,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한 쇼핑의 게임

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지인들 혹은 제3자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사

례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소규모 의류 제작이 간편해진 사례 

또한 상당한 수를 차지했는데, 특히 3D 프린터의 보급으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

비자의 경계가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사용자들은 자신이 

직접 옷을 디자인하거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으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집에서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무체물 및 유체물의 변형을 통하여 드

레스룸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사례 또한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협

소한 공간에서의 편의성을 위하여 이용되었다.

<표� 34>� 탈의�및�미용행위와�창의성�지원�공간별�결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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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키워드

패션의 게임화, 온라인 매장, 3D Scanning, 맞춤형 광고, 즐거운 경험, 물리적 거리의 한계 

탈피

전자

소통공간

Daily 

Makeover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자신에게 맞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가상으로 

시도해보고, 이를 곧바로 SNS에 전송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관련 

키워드
온라인 플랫폼, 집단지성, 불특정 다수의 피드백

유체물

변화공간

Tube Top 

Fitting 

Modules 

by 

Manifesto 

Architectu

re 

평소에는 평범한 공간이지만,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만 천장에서 칸막이가 

내려오는 가변형 피팅룸이다.  

관련 

키워드
공간의 활용, 다목적, 효율적, 모듈형

무체물 

변화공간

Interactive 

Dressing 

Rooms by 

Rem 

Koolhaas 

& IDEO

‘매직미러(Magic Mirror)’를 사용한 

사각의 유리부스로, 사용자가 유리의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관련 

키워드
다목적, 실시간 변화, 스마트 의류

유체물 

생산공간

D.dress 

by 

Continuum 

by Mary 

Huang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인들도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옷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Open Knit 

by Gerard 

Rubio

오픈 소스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자신의 니트를 집에서 

간편하게 직접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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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키워드
3D 프린터, DIY, 오픈 소스, 개인의 개성

무체물

생산공간

The Style 

Coalition

SNS나 이메일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의 

블로거들이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로 

각자의 온라인 매장을 구축하고, 이것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련 

키워드
3D 가상 부티크, 수익 창출, 온라인 매장, 웹 소스 마케팅

탈의 및 미용

기능별 공간
결합 
용이성

창의성 지원 예시

내부
공간

거실 -

주방 -

침실 +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건강 및 외모 관리

욕실 욕실과 연결되어 이용이 편리한 파우더룸

기타 방 ++

디지털 플랫폼과 3D 프린터를 이용한 옷 제작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가상 착용
네트워크로 연결된 조언자들
투명도를 조절하거나 변형가능한 가벽을 이용
탈의 및 미용과 관계된 자신만의 디지털 샵 창조

테라스 -

외부
공간

외관 -

조경 -

커뮤니티 공간 함께 의류를 교환하거나 제작, 뷰티노하우를 공유

<표� 35>�탈의�및�미용행위와�기능별�공간�결합�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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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조리 및 식사행위와 각 창의공간별 결합 분석

이 행위는 타 주거기능 요소에 비하여 창의공간 및 창의적 행위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의 종류와 범위가 현저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여러 사람

이 함께 모여 소통, 조리 등의 여러 가지 공동 작업을 가능케 하는 융합형 부엌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었으며, 거주자들에게도 긍

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엌에서 직접 재료를 재배하고 수확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형 식물공장’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는 이슈이며 소비자들은 직접 식물을 관리하고 요리에 사용함으로써 

안전함, 즐거움, 자존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된다. 녹색식물이 아닌 생물

을 키우는 사례는 일부 존재하나 위생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

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밖에, 개인주거공간에서는 아직 사용되는 경우가 많

지 않지만 일부 레스토랑이나 기업체에서 시도해보고 있는 사례는 바로 전자기

술과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식사의 게임화’이다. 인식 센서 등 첨단기술을 이

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한 후 그에 맞춰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시식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미각 뿐 아니라 청각, 촉각, 시각 등 다양한 감각

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한편 3D 푸드 프린터의 발전으로 인하여 각 개인

들이 손쉽게 음식을 제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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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및 식사

창의

공간명
사례명 이미지 설명

정신적

유희공간

Pixelate 

by Sures 

Kumar & 

Lana Z 

Porter

식사행위를 디지털 인터랙션화시킨 리듬 

액션 게임이다. 식탁표면이 디스플레이와 

결합되어 화면에 픽셀화된 음식 그래픽이 

나타나는데, 각 음식의 저항값이 측정 가능

한 포크를 사용하여 실제 음식을 찾아 먹으

며 사람들끼리 함께 즐길 수 있다.  

관련 

키워드

영양 매니지먼트 서비스 및 식사의 게임화, 식습관 개선, 자발적인 동기부여, 다양한 감각의 

결합, 새로운 자극, 식탁과 디스플레이의 결합, 스마트 센서

대면소통

공간

Vinova 

Regular

주방과 거실 기능을 통합한 컨버전스 키친

이다. 좌식형 작업대를 이용하여 이동성이 

뛰어나고, 여러 사람들끼리 함께 대화를 하

기에 용이하다.

관련 

키워드
Dining Kitchen, 빌트인 형태, 대면형 주방, 이동성

전자소통

공간

GE Home 

2025

2025년을 예상한 컨셉 프로젝트로 센서가 

내장된 조리대를 통하여, 요리를 하면서 온

라인상으로 친구 및 전문가와 대화를 하거

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주방이다. 

관련 

키워드

동작 및 음성 등의 신체 인식, 온라인 커뮤니티, 레시피 공유, 디지털 플랫폼, 협력, 물리적 

거리의 한계 탈피, 다수의 사용자

유체물

변화공간

Small 

Kitchen by 

Kristin 

Laass & 

Norman 

Ebelt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듈형식의 주방이다. 1평방미터의 

작은 공간 안에서 식탁, 냉장고, 인덕션, 오

븐, 수납공간 등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

다. 

관련 

키워드
All in One, 효율성, 다기능, 사용자 맞춤형, 협소한 공간

<표� 36>� 조리�및�식사행위와�창의성�지원�공간별�결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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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물

변화공간

Sublimotion 

by Hard 

Rock Hotel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음식이나 사용자

의 행동에 따라 소리, 조명 등이 실시간으

로 변화하는 레스토랑이다. 

관련 

키워드
다양한 연출, 감각적 변화, 인터렉티브, 피드백, Immersive Dining

녹색공간

System 

Kitchen by 

Asahi 

Kasei 

Homes

식물공장과 주방시설을 일체화한 가정용 

식물공장이다. 가정용 수경재배 키트인 

‘Vegeuni’와 함께 집안에서도 효과적으

로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련 

키워드

홈 생태순환계56), 자동재배시스템, 에코하우스, 먹거리 자가생산, 가정 내 농업, 친환경, 

수경재배, 식물공장, 착한음식문화, Urban Eco

생물공간

Local River 

Plant 

Aquarium 

by Mathieu 

Lehanneur

야채뿌리에서 발생하는 미네랄과 질산염이 

물을 정화시켜 물고기를 성장시키고, 물고

기가 배출하는 배설물은 다시 식물을 자라

게 한다.

관련 

키워드
식량 위기, 수족관, 공생의 길, 물의 정화

유체물

생산공간

Foodini by 

Natural 

Machines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3D 푸드 프린터이다. 

각각 크기가 다른 노즐을 통해 음식물이 분

사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음식의 모양

을 디자인하는 ‘Food Art’도 가능하다.

관련 

키워드

식품 프린팅, 아이디어의 현실화, 손쉬운 조리, 시간의 절약, Connected System, 전자 비서, 

식품혁신, 식생활 디자인, 달콤한 조각품, 프로츄어(Proteur: Professional+Amateur), 

Swapping Nutrient57), 식품 쿠뛰르(Food Couture), 식용 포장재, Data Cuisine58)

56) 음식물 쓰레기가 비료가 되는 등의 가정 내 생태순환시스템이다.(Urtrend Annual Report, 2011)

57) 먹고 싶은 맛은 그대로 가지면서, 의도대로 혹은 건강상태에 맞게 적절한 영양소로 바꿔 음식을 만들

거나 섭취하는 방식이다.(Urtrend Annual Report, 2011)

58) 데이터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을 고급 요리로 만드는 것으로 데이터테인먼트(Datatainment: Data 

+ Entertainment)가 생활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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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및 식사

기능별 공간
결합 
용이성

창의성 지원 예시

내부
공간

거실 +
가족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카페형 주방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요리를 할 수 있는 작업대형

주방 ++

식사과정이 게임과 결합
사용자의 신체 혹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 주방 환경이 변화
하는 디지털 공간
오감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공감각적 식사체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요리교육 플랫폼
취향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듈형 주방가구

침실 -

욕실 -

기타 방 시식을 위한 목적이 아닌 작품 활동을 위한 요리 작업대

테라스 +
식재료를 직접 기르는 자급자족 공간
도심 내 캠핑 분위기 조성

외부
공간

외관 -

조경 + 개인이 가꿀 수 있는 텃밭이나 농장

커뮤니티 공간 ++ 함께 요리를 배우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표� 37>�조리�및�식사행위와�기능별�공간�결합�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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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거기능 기타 요소 연계

수면, 위생, 탈의, 식사 등과 같이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거공간은 거실 및 다용도실과 같이 복

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안에서 작업, 놀이, 교육, 

운동 등59) 거주자의 필요와 당시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4.2. 기능별 창의적 공간의 통합가능성’에서 도출된 

대표 통합유형들을 이용하여, 복합공간에서 어떠한 창의적인 행위 및 공간이 나

타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사례를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주거기능 기타 요소는 이전 핵심 요소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김세만(2006)

의 연구결과를 기본적으로 따르는데, 그 연구에서는 주거기능과 통합하기에 가

장 우선시 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에 작업, 놀이, 교육, 판매, 의료, 전시, 공연관

람, 운동, 휴식, 미용 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3장의 창의성 

지원 공간에서 작업, 놀이, 운동, 휴식, 미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미 다루

어졌고 또한 판매, 교육 등 타 요소의 경우에도 일부 사례에서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거기능 기타 요소 연계’단락에서는 앞서 제시된 사례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사례를 더 추가하는 형식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 

59) 김세만(2006)은 주거기능과 통합하기에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에 작업, 놀이, 교육, 판

매, 의료, 전시, 공연관람, 운동, 휴식, 미용 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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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기타�요소�결합�사례�주요�목록

주거기능 

기타 요소
번호 사례명

작업행위

1
Atelier House by Moon Sujin & Na Eol & Pil Seung & Heo 
Yu & Jeong Yeongsun

2 Core by Jose Hurtado

3 The Green Wheel by DesignLibero

4 Movement and Interactivity by Ezgihan Talay

운동행위

1 Immersive Fitness by Reebok & Lesmills

2 Interactive Music Battle by Phonotonic

3 Home Fitness by Lucie Koldova

4 Sustainable Dance Floor by Energy Floors

교육 및 

놀이행위

1 Tietgen Residence Hall 

2 Massive Open Online Course(MOOC)

3 Olla by Olla Kidsfurniture

4 Nature Trail by Jason Bruges

전시, 문화 및 

판매행위

1 Munchen Pinakothek: Art Project

2 New York Times Headquarter Installation

3 MIT Media Lab by Light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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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유체물생산공간)

창의

공간명
사례명 이미지 설명

휴식공간,

대면소통

공간

Atelier House 
by Moon Sujin 
& Na Eol & Pil 
Seung & Heo 
Yu & Jeong 
Yeongsun

패션 디자이너, 아티스트 등 다양한 예

술가들의 작업공간 겸 휴식공간이다. 실

제 작업부터 쇼윈도우 진열까지 한 공간

에서 이루어지며, 동시에 영화를 감상하

거나 수면까지 취할 수 있는 곳이다.

관련 

키워드
창작이 곧 생활, 다용도 공간, Share House

유체물

변화공간

Core by Jose 

Hurtado

목공용 툴박스 자체가 바로 작업공간으

로 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드릴, 드라이버 등 다양한 공구를 수납

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서

류가방의 모양으로 다시 접을 수 있다. 

4.2.1. 작업행위와 각 창의공간별 결합 분석

유체물생산공간이 주거공간과 결합될 때는,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공간 자체의 단독 이용이 아닌 다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변형 가

구를 이용하여 작업 외 시간대에는 휴식과 놀이 등 다른 주거행위를 즐기거나, 

생산공간 자체를 모듈형으로 만들어 작게 축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방식은 많은 공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

에 페인팅, 재봉, 소형가구의 목공 등 수작업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사례에

서는 주거단지 내 공동공간을 지정하고 관련 기기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공용생

산공간을 만들기도 하였다. 무체물생산공간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며, 그로 인해 작업과 

놀이의 경계가 흐려짐을 알 수 있었다. 

<표� 39>�작업행위와�창의성�지원�공간별�결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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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키워드
즉석에서 변화, Movable Workstation, 길이 조절

식물공간

The Green 

Wheel by 

DesignLibero

일상생활에서도 대규모 수경재배를 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스마트 가드

닝 시스템이다. 제품이 돌아가면서 자동

으로 물을 긷고 빛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관련 

키워드
Obvious Well-Being, Smart Gardening, 소규모 정원, 자동, 기술과 자연의 결합

작업(무체물생산공간)

무체물

변화공간

Movement and 

Interactivity 

by Ezgihan 

Talay 

닌텐도의 위(Wii) 모션 컨트롤러를 이용

하여 터키쉬 마블링(Turkish Marbling) 

기법을 디지털로 구현한다. 텍스타일 디

자인에 인터랙션을 적용하였다. 

관련 

키워드
Movement and Interactivity, 작업의 게임화, 마블링 기법 

작업

기능별 공간
결합 
용이성

창의성 지원 예시

내부
공간

거실 +
가벽을 활용한 소형 작업공간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형공간
쉽게 이동이 가능한 작업대

주방 -

침실 + 휴식공간과 작업공간을 유동적으로 변환

욕실 -

기타 방 ++
다양한 작업활동을 위한 멀티공간
놀이와 결합된 디지털작업

테라스 ++ 자연요소를 활용한 활동

외부
공간

외관 -

조경 -

커뮤니티 공간 ++
단체로 이용이 가능한 대형 공용작업대와 시설물
토론 및 소통, 교육이 자유로운 공간

<표� 40>� 작업행위와�기능별�공간�결합�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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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신체적유희공간)

창의

공간명
사례명 이미지 설명

정신적

유희공간

Immersive 

Fitness by 

Reebok & 

Lesmills

운동하는 공간 전면에 대형스크린을 설

치하여 실내에서도 외부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은 몰입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관련 

키워드

Immersive Fitness, Studio Fitness, 멀티미디어, Sound Mixing, 운동의 놀이화, 디지털 

트레이너, Ambiance Sensing

정신적

유희공간,

무체물

생산공간

Interactive 

Music Battle 

by Phonotonic

사용자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음악으로 

변화시켜, 쉽고 즐겁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개인이 스스로 음악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관련 

키워드
Motion Sensor, Customizing, 운동의 놀이화, 새로운 제작 방식, 일반인들의 참여

4.2.2. 운동행위와 각 창의공간별 결합 분석

운동공간 즉 신체적유희공간은 다양한 첨단기술과 연계되어 즐길 수 있도

록 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 대형 스크린, 모션센싱 기술 등을 통해 운동은 

지루하다는 공식을 타파하여 몰입도와 재미를 동시에 높였다. 또한 단순히 신체

를 움직이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동작을 음악이나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등 새

로운 결과물을 창조하여 생산성까지도 추구하였다. 그밖에는 공간의 활용을 위

하여 헬스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식이나 기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형

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례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다. 

<표� 41>�운동행위와�창의성�지원�공간별�결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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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물

변화공간

Home Fitness 

by Lucie 

Koldova

헬스기구와 수납공간을 접목시켜 공간

절약 컨셉으로 제작되었다. 선반, 테이

블, 운동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이 가능하다.

관련 

키워드
Space Saving Furniture, 효율적인 공간 활용, 다용도 공간

무체물

변화공간,

무체물

생산공간

Sustainable 

Dance Floor 

by Energy 

Floors

많은 사람들이 춤을 주거나 뛰어노는 에

너지를 바닥의 패널을 통하여 전기에너

지로 바꿀 수 있는 클럽이다.

관련 

키워드
운동의 놀이화, 새로운 에너지 생산 방식, 자급자족

운동

기능별 공간
결합 
용이성

창의성 지원 예시

내부
공간

거실 헬스기구와 수납공간을 결합시킨 효율적 가구

주방 -

침실 데드스페이스를 이용한 명상공간 

욕실 목욕과 운동의 결합

기타 방 ++
운동을 이용하여 다양한 결과물 창조
기술을 활용한 몰입감 있는 운동환경 조성
네트워크를 통해 트레이너에게 직접 지도받기

테라스 자연을 느끼며 운동

외부
공간

외관 건물 외벽을 활용한 운동기구

조경 ++
산책로, 놀이터, 인공 암벽, 수영장 등 다양한 자연요소와 
결합된 운동공간

커뮤니티 공간 ++
단체로 이용 가능한 헬스장
인공암벽 등 놀이와 결합된 운동공간
함께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하면서 단지 내 에너지를 발생

<표� 42>� 운동행위와�기능별�공간�결합�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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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놀이

창의

공간명
사례명 이미지 설명

대면소통

공간, 

유체물생

산공간

Tietgen 

Residence Hall 

5개의 주거공간이 원형의 공동안뜰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공간이다. 공동 

공간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용도

로 이용되어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

다.

관련 

키워드
공동 공간, 공동체 활동, 상호작용

전자소통
공간, 
정신적
유희공간,
무체물
생산공간

Massive Open 

Online 

Course(MOOC)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라는 의미로 웹 서

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

양한 강의를 무료나 저렴한 값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육시스템

이다.

4.2.3. 교육 및 놀이행위와 각 창의공간별 결합 분석

교육공간은 크게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학습을 하는 대면소통공

간과의 결합, 그리고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학습을 하는 전자소통

공간과의 결합 총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거실과 같은 다용도 공간에서 대면

학습을 하거나, 혹은 참여자가 많을 경우 단지 내의 공용공간을 만들어 요리, 재

배, 목공 등 다양한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후자는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를 기반

으로 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별도의 넓은 공간이 필요치 않고, 각 개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공간이나 가구를 직접 변형하고 조립하

여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었다. 즉 이전의 

작업 및 운동행위와 마찬가지로 교육 또한 놀이기능이 첨가되어 재미를 함께 느

낄 수 있도록 하는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다.   

<표� 43>� 교육�및�놀이행위와�창의성�지원�공간별�결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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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키워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 평등, 평생학습, 공정성, 주거 내 학습

유체물

변화공간

Olla by Olla 

Kidsfurniture

다양한 가구 부품을 자유롭게 조립하여 

가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린이용 가

구 키트이다.

관련 

키워드
조립, DIY, 제작의 놀이화 

무체물

변화공간,

정신적

유희공간

Nature Trail by 

Jason Bruges

LED를 이용한 디지털 벽면으로 아이들

이 캔버스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

비스이다.

관련 

키워드
디지털 설치물, 심리적 안정, 벽면의 캔버스화

위생

기능별 공간
결합 
용이성

창의성 지원 예시

내부
공간

거실 +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활동
캔버스처럼 사용하는 디지털 벽면
스스로 만드는 가구와 공간

주방 +
온라인 상으로 요리교육을 받거나 레시피 습득
영상을 통해 온라인 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공유, 기록

침실 -

욕실 + 쉽게 세척이 가능한 이점을 활용한 페인팅놀이

기타 방 + 대중공개 강좌 등 디지털학습 플랫폼 활용

테라스 식물재배를 이용한 학습

외부
공간

외관 -

조경 + 생태 체험학습

커뮤니티 공간 ++ 각자가 원하는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

<표� 44>�교육�및�놀이행위와�기능별�공간�결합�매트릭스



96

전시. 문화, 판매

창의

공간명
사례명 이미지 설명

대면소통

공간, 

신체적

유희공간, 

식물공간

Munchen 

Pinakothek: Art 

Project

그림을 보면서 프랑스어를 배우거나, 거

리 스포츠 스트리트 러닝 등 다양한 문

화예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그밖

에도 벼룩시장이나 클래식과 운동 및 자

연을 결합시킨 프로그램 등 다양한 놀거

리가 준비되어 있다.

관련 

키워드
문화예술교육, 다양한 분야의 결합, 예술 체험

전자소통

공간, 

무체물 

변화공간

New York 

Times 

Headquarter 

Installation

타임지 본사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로, 

벽면에 부착된 휴대용 모니터 화면에 독

자가 보낸 텍스트들이 실시간으로 전송

된다. 로비와 같은 공간에 거주자가 함

께 만드는 미디어 아트로써의 적용가능

성이 있다.

4.2.4. 전시, 문화 및 판매행위와 각 창의공간별 결합 분석

전시와 문화, 판매행위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종의 행사

로써 진행된다. 단지 내 공용공간에서 벼룩시장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

한 행사를 개최하여 거주자 간의 공동체 의식과 친목을 높이는 경우가 가장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각 개인이 보낸 메시지

나 그림 등을 스크린 및 벽면에 띄우는 등 공간에 인터랙티브 아트를 접목시킨 

사례 또한 차츰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45>�전시,�문화�및�판매행위와�창의성�지원�공간별�결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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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Media Lab 

by LightByte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나 스케치 작품들

이 전송되면, 픽셀형 나무 보드와 빛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여준다. 디지털과 

자연 요소를 결합하여 직관적인 통신 채

널을 생성하였다.

관련 

키워드
Interactive Media Art, 대화형 통신 채널, Kinect Mechanism

위생

기능별 공간
결합 
용이성

창의성 지원 예시

내부
공간

거실 가족들의 작품, 성장일기 등을 진열

주방 -

침실 -

욕실 -

기타 방 -

테라스 +
각 개인의 테라스를 이용하여 건물 전체 외관을 변화시켜
보는 활동

외부
공간

외관 + 건물 벽면을 활용한 전시, 벽화그리기

조경 ++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광장
각 개인의 문화, 판매활동을 위한 모듈형 부스
자신이 재배한 식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커뮤니티 공간 ++

다양한 전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용 공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미디
어 아트 공간
주거자들이 만들거나 사용한 물품을 사고파는 벼룩시장
악기 연주나 무용공연 등이 가능한 스테이지

<표� 46>� 전시,�문화�및�판매행위와�기능별�공간�결합�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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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창의성�지원�

주거공간�유형�다이어그램

4.3. 소결

지금까지 연구해온 내용들을 종합해본 결과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의 유형

은 무의식의 부상, 일상의 유희화, 효율적 비고정성, 유기적 협력의 4가지의 대

분류와 하위 각 3개의 중분류, 총 12가지의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중분류 12개 

유형 공간들의 각 명칭은 비의도적 창조공간, 정보축적형 최적화공간, 자동재배

공간, 신체활동적 생산공간, 공감각적 공간, 자발적 장식공간, 비실체적 공간, 

유연적 개폐공간, 유목형 공간, 집단적 가상협업공간, 생산-판매 일체공간, 농

장형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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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공간은 시트를 통하여 이미지, 관련 주거기능 요소, 창의성 요소 지

원 영역, 상용화 진행 정도, 적합 공간, 특성 매트릭스 등 다양한 정보가 함께 

서술되어 있다. 창의성 요소 지원 영역은 의식 활동을 담당하는 좌뇌와 무의식 

활동을 관장하는 우뇌 그리고 생산물을 창조하는 영역 3가지로 구분된다. 상용

화 진행 정도는 시장 내에서 그 공간과 관련한 상품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생산 

및 소비되고 있는지 혹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잠재기, 성장기, 확

산기의 3가지 시기로 분류된다. 적합공간은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의 2가지로 나

뉜다. 마지막으로 특성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이전에 서술한 내용을 바탕을 기본

으로 전개되나, 점으로 표시된‘기술의 발달로 인해 극복된 영역’과 가장 짙은 

색으로 표시된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도가 높은 공간’이 추가되었다. 

대분류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명

이미지

중분류

설명

관련 주거기능 요소

특성 매트릭스

창의성 요소 지원 영역 상용화 진행 정도 적합 공간

좌뇌 우뇌 창조 잠재기 성장기 확산기 개인 공용

<표� 47>� 창의성�지원�주거공간�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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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무의식의 부상 

의식이라는 주체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던 무의식이 기술의 발전에 힘입

어 새로운 인터페이스 및 창조방식으로써 부상한다. 사용자조차 인지하지 못한 

잠재의식을 이용하여 공간을 바꾸거나 제품을 창조하는 등 더욱 편리하면서도 

색다른 경험이 가능해진다.

1) 비의도적 창조공간

거주자는 굳이 창조의 의도를 가지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취하나 결

국은 새로운 물체 및 변형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앉아서 휴식을 즐기면 사용자

의 움직임으로 인해 저절로 옷이 만들어지는 흔들의자, 잠을 자는 동안의 뇌파 

변화를 기록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는 기술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창조를 위

해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어떤 특성의 사용자라도 쉽게 이

용할 수 있고, 창조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공간이 발생되기 위해

서는 무의식적 창조를 가능케 하는 가구나 기술 등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

고, 그와 관련한 설비가 미리 갖춰져 있어야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 내 단기간에 

상용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정보축적형 최적화공간

신체상태, 습관, 취향과 같은 각 거주자의 특성에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한

다. 체형에 맞춰 형태가 변화하는 가구, 축적된 거주자의 평균 퇴근시간 데이터

를 이용하여 온도나 빛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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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많은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스마트홈 인

프라가 서서히 구축되고 각 기업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하면서 상용화에 더욱 탄

력을 받을 예정이다. 수면, 위생, 식사 등 다양한 주거 환경 핵심 요소 중에서도 

기술 적용이 가장 용이한 ‘휴식 및 수면’요소가 큰 발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

며, 이후 다른 핵심요소에도 점차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3) 자동재배공간

LED조명 및 자동분사 방식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식

물 재배가 이루어진다. 거주자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정돈된 식물을 보고 즐길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재배된 식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자연을 실내

로 끌어들인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면서도, 그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귀찮음

을 느끼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즉 도심 내 주거공간의 편리함은 그

대로 이용하면서 전원생활의 낭만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현대인들이 주 고객층이

다. 원래 식물공장이라는 대형 시스템을 통해 국가 및 기업차원에서 시행되는 경

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좁은 주거공간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형의 식물재배시스템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형 제품들은 실내 인테

리어와의 조화를 위해 오브제와 같은 아름다운 디자인을 취하고 있어 사용자의 

미적 감각까지도 만족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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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의 부상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명

이미지

비의도적 창조공간

설명
창조의 의도를 가지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새
로운 물체 및 변형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공간이다.

관련 주거기능 요소 수면 및 휴식

특성 매트릭스

창의성 요소 지원 영역 상용화 진행 정도 적합 공간

좌뇌 우뇌 창조 잠재기 성장기 확산기 개인 공용

○ ○ ○ ○

<표� 48>�비의도적�창조공간�시트



103

무의식의 부상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명

이미지

정보축적형 
최적화공간 

설명
신체상태, 습관, 취향과 같은 각 거주자의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그
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공간이다.

관련 주거기능 요소 수면 및 휴식, 위생, 탈의 및 미용, 조리 및 식사, 작업, 운동, 교육 및 놀이

특성 매트릭스

창의성 요소 지원 영역 상용화 진행 정도 적합 공간

좌뇌 우뇌 창조 잠재기 성장기 확산기 개인 공용

○ ○ ○

<표� 49>�정보축적형�최적화공간�시트



104

무의식의 부상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명

이미지

자동재배공간

설명
LED조명 및 자동분사 방식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식물 재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관련 주거기능 요소 수면 및 휴식, 위생, 조리 및 식사

특성 매트릭스

창의성 요소 지원 영역 상용화 진행 정도 적합 공간

좌뇌 우뇌 창조 잠재기 성장기 확산기 개인 공용

○ ○ ○ ○

<표� 50>�자동재배공간�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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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일상의 유희화

주거공간 내의 다양한 요소와 활동들이 즐거운 놀이와 결합된다. 반복적이

고 지루하다고 느낀 당연한 일상들이 유희적으로 변하면서, 기존에 발생했던 어

려움을 손쉽게 극복하고 더욱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제공받는다.

1) 신체활동적 생산공간

즐거운 놀이 활동이 이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해낸다. 

예를 들어 단체로 춤을 추는 댄스플로어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사용

자의 몸 움직임을 이용하여 음악을 작곡하는 기술 등이다. 몸을 직접 움직이는 

신체적 유희활동이 활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특정한 결과물까지도 동시에 발생시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시스템이 주거환경 내 공용공간에 설치된다면 다양한 방

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운동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나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의 비의도적 창조공간

과 비슷하게 단기간 상용화가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2) 공감각적 공간

평범한 공간과 주거 내 일상적인 활동에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과 

같은 오감을 접목시켜 공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음식의 종류나 시식자의 움

직임에 따라 주방의 빛과 음악이 변하거나, 함께 게임까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즉 매일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지루한 주거 공간 내 활

동요소에 오감이 더해지면서 거주자는 새로운 영감을 받거나 활력을 되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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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과거에 비해서 오감을 활용하거나 전달하는 기술들이 더욱 활발히 개발되

고 제품 및 공간에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으로 보인다.    

3) 자발적 장식공간

사용자가 가구와 공간을 새롭게 만들거나 변형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

끼고, 이를 일종의 유희활동으로 인식한다.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

산으로 바뀌면서, 각 소비자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취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

는 제품을 찾으면서 활성화되었다. 과거 DIY(Do it yourself)가 유행하면서 주

어진 모듈을 설명서를 보며 간단하게 조립하여 완성할 수 있는 반제품이 큰 인기

를 끌었고, 더 나아가 이제는 더욱 다양한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어볼 수 있는 제

품들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또한 아직 주거 공간보다는 외부 공공공간에 설치

된 경우가 많긴 하지만, 물리적인 재료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공간

의 벽면을 수시로 변화시키는 기술 또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자발적 

장식활동은 어린아이의 교육 및 성인들의 취미활동으로도 쉽게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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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유희화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명

이미지

신체활동적 
생산공간

설명
즐거운 놀이 활동을 통해 에너지, 음악 등 이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
운 결과물을 창조하는 공간이다.

관련 주거기능 요소 운동, 교육 및 놀이

특성 매트릭스

창의성 요소 지원 영역 상용화 진행 정도 적합 공간

좌뇌 우뇌 창조 잠재기 성장기 확산기 개인 공용

○ ○ ○ ○ ○

<표� 51>� 신체활동적�생산공간�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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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유희화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명

이미지

공감각적 공간

설명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과 같은 오감을 접목시켜 공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관련 주거기능 요소 조리 및 식사, 교육 및 놀이, 수면 및 휴식, 위생, 운동

특성 매트릭스

창의성 요소 지원 영역 상용화 진행 정도 적합 공간

좌뇌 우뇌 창조 잠재기 성장기 확산기 개인 공용

○ ○ ○ ○ ○

<표� 52>� 공감각적�공간�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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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유희화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명

이미지

자발적 장식공간

설명
사용자가 가구와 공간을 새롭게 만들거나 변형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일종의 유희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

관련 주거기능 요소 작업, 교육 및 놀이

특성 매트릭스

창의성 요소 지원 영역 상용화 진행 정도 적합 공간

좌뇌 우뇌 창조 잠재기 성장기 확산기 개인 공용

○ ○ ○ ○

<표� 53>�자발적�장식공간�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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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효율적 비고정성

공간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효율을 추구하

기 위해 변형시키거나 이동하는 경향이 짙어진다. 특정한 지점에 자리를 잡지 않

고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거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간 또한 같은 특성을 지니

게 된다.

1) 비실체적 공간

3D 홀로그램, 증강현실 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요소들을 공간 내에 띄우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일렉트로룩스(Electrolux)

의 디자인 랩 공모전에 출품된 판 왕(Pan Wang)의‘Future Hunter 

Gatherer’가 좋은 예시이다. 평범한 실내공간에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형상

을 자유롭게 접목시켜 다채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거주자는 집 안에서도 다양

한 외부활동을 대리로 체험할 수 있고, 심지어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상상

의 공간을 띄워 경이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아직은 홀로그램 관

련 기술들의 비용 및 상용화 문제로 인해 컨셉디자인으로써만 제시되고 있고, 실

제로는 벽면에 대형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몰입감을 높이는 정도에 그친다. 만약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해결되어 첨단 기술들이 각 개개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용화된다면 가장 혁신적인 주거공간 키워드가 될 것이다.

2) 유연적 개폐공간

상황에 따라 1인용과 다인용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 공

간이며, 혼자서 즐기는 휴식공간과 여럿이 대화하는 소통공간 간의 결합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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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게 나타난다. 간혹 위생공간 안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시도되는데, 부모와 어

린 자녀, 혹은 부부가 함께 욕실을 사용할 때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다양한 1인 가구가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주택(share house)이 각광

을 받음에 따라, 각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폐쇄된 공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

는 개방된 공간을 수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연구되어지는 상

황이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공동주거 형태 및 좁은 평형의 주택 또한 지속적

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1인용과 다인용을 넘나드는 가변성은 이후에도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유목형 공간

공간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는 관념을 타파하고, 주거자가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공간이다. 크게 보자면 주거공간과 자동차가 결합된 형태

도 이 분류에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사용자가 ‘들고 다닐 수 있

는’공간이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가 

보관되어 있는 공간 평소에는 접어서 보관하다가, 필요할 경우 펼쳐서 사용하는 

팝업(pop-up)형태의 가구가 그 사례이다. 작업대와 같이 주거환경에서 필수적

이지 않은 요소를 다룬 공간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술을 이용하여 조리

나 위생 등 핵심요소를 다루는 공간도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인 가구와 

소형주택의 증가에 힘입어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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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비고정성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명

이미지

비실체적 공간

설명
3D 홀로그램, 증강현실 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요소들을 띄운 공간이다.

관련 주거기능 요소 조리 및 식사, 교육 및 놀이, 수면 및 휴식, 운동, 작업

특성 매트릭스

창의성 요소 지원 영역 상용화 진행 정도 적합 공간

좌뇌 우뇌 창조 잠재기 성장기 확산기 개인 공용

○ ○ ○ ○ ○

<표� 54>� 비실체적�공간�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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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비고정성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명

이미지

유연적 개폐공간

설명
상황에 따라 1인용과 다인용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 
공간이다.

관련 주거기능 요소 수면 및 휴식, 탈의 및 미용, 조리 및 식사, 위생, 작업, 교육 및 놀이

특성 매트릭스

창의성 요소 지원 영역 상용화 진행 정도 적합 공간

좌뇌 우뇌 창조 잠재기 성장기 확산기 개인 공용

○ ○ ○ ○ ○

<표� 55>�유연적�개폐공간�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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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비고정성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명

이미지

유목형 공간

설명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거자가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공간이다.

관련 주거기능 요소 작업, 수면 및 휴식

특성 매트릭스

창의성 요소 지원 영역 상용화 진행 정도 적합 공간

좌뇌 우뇌 창조 잠재기 성장기 확산기 개인 공용

○ ○ ○ ○

<표� 56>�유목형�공간�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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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유기적 협력

다수의 사람 및 생물들이 모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 주거 내 공용공간

을 이용한 물리적 협력 및 네트워크상에서의 가상적 협력을 통해, 생산이나 판매 

등 경제활동까지도 가능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1) 집단적 가상협업공간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도 집 안에서 쉽게 전문

가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구체화시키며, 제작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상에서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해졌

고, 3D 프린터가 대중화되면서 음식, 옷, 가구 등 다양한 제품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제품의 도면 제작이나 디자인 구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위해 그 방면의 전문가들 혹은 다수의 

대중들이 협력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의 질이 상승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체물, 혹은 유체물들은 또 다시 디지털 플랫폼에서 공유 및 

대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1인 창조기업을 쉽게 설립할 수 있다.    

2) 생산-판매 일체공간

단지 내 많은 각 개인들이 혼자서, 혹은 함께 재배하거나 만든 제품을 공용

공간에서 거래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실현하면서 화합까지도 도모한다. 도심 내 

공용텃밭에서 재배한 식용식물들을 거래하는 장터, 자신이 사용했던 물품을 파

는 중고거래장터 등은 이미 세계 곳곳의 주거공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제는 거주자들이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방을 만들어 각자 손수 만든 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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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품을 파는 예술장터를 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되고 있다. 거주자 개인의 

공간이 아닌 단지 내 공용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자

유로우며 대형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여러 사람과 함께 작업하므

로 작업 관련 지식을 얻는 등 도움을 받기에도 용이하다. 

3) 농장형 공간

관상 혹은 식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기르거나 함께 생활하는 주거공간이다. 

이러한 형태의 공간은 농경사회라는 먼 옛날부터 존재해왔지만, 산업사회의 산

물인 도심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과의 공존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 주거단지에서도 가축을 끌어들여 

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소음, 악취 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변형의 우리를 사용하거나 이동형 로봇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기술 비용이나 기타 법률상의 문제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많

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닭과 같은 소형동물들을 위한 모듈형 장 정도만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이 공간이 도시에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요구될 

정도로 극복해야할 어려움이 많지만, 이 자체로써는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가

장 이상적인 형태의 주거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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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협력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명

이미지

집단적
가상협업공간

설명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도 집 안에서 쉽게 전
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다.

관련 주거기능 요소 작업, 교육 및 놀이, 탈의 및 미용, 조리 및 식사

특성 매트릭스

창의성 요소 지원 영역 상용화 진행 정도 적합 공간

좌뇌 우뇌 창조 잠재기 성장기 확산기 개인 공용

○ ○ ○ ○ ○

<표� 57>� 집단적�가상협업공간�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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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협력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명

이미지

생산-판매 
일체공간

설명
단지 내 많은 각 개인들이 혼자서 혹은 함께 재배하거나 만든 제품을 거
래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실현하면서 화합까지도 도모하는 공용공간이다.

관련 주거기능 요소 전시, 문화 및 판매, 작업, 교육 및 놀이

특성 매트릭스

창의성 요소 지원 영역 상용화 진행 정도 적합 공간

좌뇌 우뇌 창조 잠재기 성장기 확산기 개인 공용

○ ○ ○ ○ ○

<표� 58>�생산-판매�일체공간�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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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협력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명

이미지

농장형 공간

설명
도심지 내에서 관상 혹은 식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기르거나 함께 생활하
는 주거공간이다.

관련 주거기능 요소 교육 및 놀이, 조리 및 식사, 수면 및 휴식

특성 매트릭스

창의성 요소 지원 영역 상용화 진행 정도 적합 공간

좌뇌 우뇌 창조 잠재기 성장기 확산기 개인 공용

○ ○ ○ ○

<표� 59>�농장형�공간�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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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기술의 발달을 필두로 주거공간 내에서의 활동은 더욱 다양해졌다. 과거에

는 가능하지 못했던 수많은 취미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일상적으로 행해온 활동

들 또한 다른 첨단요소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즉 실외

의 전유물로 여겨진 창의적 활동이 실내에서도 가능케 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의 창의성 지원 공간 관련 연구는 여전히 사무공간이나 학교 등 공공건물에만 국

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의성 지원 측면에서 볼 때 타 공간에 비해서 연구가 등

한시 되던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으며,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나타낼 수 있다.

 우선 창의성 지원 공간 유형 확립이다. 이 공간은 종래 다양한 각 학자들

에 의해 산발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통일되지 못한 용어로 혼란이 일던 상황

이었다. 그러한 창의성 지원 공간들의 유형을 다시금 재분류하고 새로운 명칭을 

붙여 일정하게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는 주거 공간 내 창의적 활동 및 지원 방안

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의 수집이다. 이론 중심으로 전개되어 추상적으로 서술

되던 창의성 지원 주거공간의 개념들을 실제 및 컨셉사례들을 활용하여 그 이해

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상황의 서술 뿐 아닌 미래에 보여질 큰 흐름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무의식의 부상, 일상의 유희화, 효율적 비고정성, 유기적 협

력이라는 4개의 큰 키워드 아래 각각의 구체적인 창의성 지원 공간의 유형을 서

술하여 이후에 어떠한 공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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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계 또한 존재한다. 수많은 형태의 창의성 지원 공간 유형들을 수

집하여 연구하다보니 각 공간에 대한 연구 깊이도가 다소 얕아졌다는 점이다. 의

식 활동을 담당하는 좌뇌 지원 공간, 무의식 활동을 행하는 우뇌 지원 공간, 그리

고 직접적인 창조물을 만드는 공간까지 모든 것을 총 망라하여 전개해나갔기 때

문에 유형의 개수가 방대해졌다. 즉 그로 인해 각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형 요

소 및 디자인 설계 방안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차

후 연구 범위가 더욱 좁혀져 다시금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추가적인 보완

이 필요할 것이다.

 주거공간은 항상 다른 현상들에 비하여 가장 느린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

이 일반적이었으며, 그 현상 자체가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다. 현재는 창의성이 

하나의 지적 자원 및 경쟁력으로써 인식되는 시대이다. 그렇기에 인간이 가장 많

은 시간을 보내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이를 지원해야 함은 선택사항이 아

니라 필수사항이다.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미리 연

구하고 개발해야 새로운 시대를 열고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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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lassifying Residential Space 

for the Creativity Support through 

analyzing Tool of Housing Environment Trend

Kang Bo-Ye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good number of futurologists have predicted that creativity would 

be the most essential factor among all other forms of capitals, as the 

society consistently develops. There has been spread the notion of 

importance in encouragement of creativity worldwide. Either national or 

corporate level, there are plenty of organizations started to establish 

policies on the subject. However, most policies on this line have limits 

on its spatial aspect, usually restricted to spaces where one’s business 

or academic career takes place, which are totally isolated withone’s 

residence. If a creativity-promotion policy has no connection on the 

residential space of its subjects where they practically manage their lives 

and find comfort, it would be hard to say that the encouragement on 

creativity is done in effective wa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take a skeptical view on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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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type on residential space, that it performs only the conventional 

functions of house—to let people cook, eat, rest inside it—and 

manifestation of individuals’ creativity occurs out of the residential 

space. In other words, this thesis tries to explore the means of 

encouraging individuals’ creativity in residential space, within their 

routine life. Detailed research content is as in the following.

Chapter 2 are theoretical consideration about creativity and the 

residential space by studying on existing literature. This part gives 

information like concept, trends, periodical change of the house of today 

and influential factors on the future house. After that it has contents 

such as definition and components for creativity, traits of creative 

people, environmental affordance for the creativity support - sociality, 

autonomy, amenity, sufficient resources -.

Chapter 3 sets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for the creativity 

support. Each functional space type is as in the following : rest space, 

amusement space, communication space, flexible space, ecological space, 

production space. All the types are including details like case study, 

method for supporting creativity, element of space by analysis sheets. 

Next, by using matrix, the types are measured possibility of combination 

space.

Chapter 4 make connection that the elements of housing function 

and creativity support space. The elements of housing function can be 

largely categorized as core and other elements. Core elements are the 

necessities of life like food, clothing and shelter. Other elemen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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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additional acts such as education, working, exercising, displaying. 

Also these all elements’s details the including real case or concept case 

were described on analysis shee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of 

research, conclusion part demonstrates the stream and types of the 

residential space that supporting creativity of residents. The types are as 

in the following : floating of unconscious mind, enjoyment enlargement 

in daily life, efficient liquidity, organic cooperation.

As individual life has been changed along with the changes of 

society, residential space should reach its revolution with the society 

putting great value on creativity. New form of residential spaces we are 

going to deal with in this thesis would be focused on helping residents’ 

creativity to be arisen, and eventually produce creative man, promising 

economic resource in upcoming society, who would be the main part of 

innovative changes in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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