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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속된 도시화를 따라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다. 
도시인구수를 급하게 올리기 때문에 도시는 토지자원 부족
함, 에너지 이용률 낮고 교통시스템 문제, 생태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에 부딪히다. 도시인구수를 급하게 상승하기 때문
에 더 많은 도시주택을 필요하다. 주택은 도시의 건대한 소
비자고, 우리 살기 위해 필요한 자연환경, 사회, 경제 등 분
야에게도 단계별로 영향을 드린다. 맹목적인 확장된 도시, 
공공교통문제를 경시하고, 동력차 배출가스등 문제 환경오염
문제를 심해 질수 있다. 전통적인 주택은 사람들에게 거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토지를 점거하고 파괴하고 있고, 토지자원
을 과대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폐기물을 많이 생산되
고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나타난다. 많은 농촌토지 도시화
의 바라에 농경부족 등 문제도 나타난다. 그 위에 지속화 시
키는 해결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간한테 덜어진 생활품
질과 오염된 자연환경만 가지고 온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
시화의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
시할 것이다.

  가속된 도시화를 가지고 온 인구상승문제의 영향을 받고 
주택의 수직화발전은 나중에 주택발전의 주요방향을 된다. 
주택의 수직화는 토지의 이용률을 올리지만 조화로운 이웃집 
관계를 잊어버린다. 공돈주택은 단일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사람한테 거리감을 생기고 녹지 및 거주 면적은 감소하고 커
뮤니티공간 부족한 문제들이 가지고 있다. 정이 감소하고 있
는 사회에서 거주환경의 품질이 올리고 인간에게 따듯한 사
회를 느낄 수 있기 바란다. 공동주택은 실용적인 경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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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미래도시화의 과정에서 단 사회자원을 소비하는 뿐 
만 아니라 거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사화의 공공성
에도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을 바란다.
이런 배경에서, 공동주택은 지속적인 방법을 찾기 바란다. 
인간에게 편안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건축, 인간, 자연 3까
지의 공존을 바란다. 먼저, 본 연구는 현대공동주택은 존재
하는 문제점이 제시하여 미래주택디자인의 발전방향을 탐구
한다. 다음, 사례에 대해 공부와 분석을 통해서 현제 나온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법을 정리한다. 본 연구 내용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한다. 먼저 대상지에 대한 도면 분석을 하고 
실제상황을 알기 위해서 지금 대상지 거주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 결과를 참고해서 공동주택의 녹지부족, 개인공
간 부족,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상 문제점을 앞으로 주택발전 과정에서 해결
하시기 바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주택 발전 과정에
서, 주택은 단수한 거주공간에 뿐 만 아니라 정이 가득하고 
사회조경의 일부 될 수 있길 표현하고 싶고 개인성을 가지고 
있는 주택과 공공성 가지고 있는 개방형 건축을 용합하여 복
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성물이 제시하고 싶다. 토지의 
사용면적을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공동주택의 이용률을 확장
시킨다. 녹지나 공원 등 공공공간의 수평계획의 배치를 깨고 
공동주택과 용합하여 수직적으로 발전시키고 따뜻한 공간을 
창조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다.

주요어 : 공동주택, 기숙사 계획, 공동주택 공공공간
학  번 : 2012-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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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 연구 배경 
  쿠마 켄고隈研吾의(Kengo Kuma)<<負建築(defeated 
architecture)>>라는 책에서,"20세기 초기에서 사람들이 점
점 강하게 지는 "특수화" 요망을 때문에 체적이 크고, 재료
도 많이 소비하고, 사용수명 긴 건축물은 사람들은 주구한
다. 이 "특수화"는 지나친 도시화 배경에서 집단주택은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 1종의 방법이다. 집단주거공간의 발전은 
그 시대의 장점과 방법이다. 발전과정에서 뒤로 보면 많은 
단점도 나타난다. “Brilliant City”라는 중국에서 제일 큰 고
층주택에서 수만 사람들이 한 빌딩에서 살고 도 서로 모르는 
황상은 현재 거주공간의 현실이다. 이런 방식도 현재 공동주
택의 모델이고 문제이다. 반대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은 동내 잘 알고 있다. 이런 커뮤니티 감소하는 사실을 미래
공동주택에서 개선을 있기 바라서 연구를 진했다.

  18세기 공업혁명의 폭발을 인해 도시형태가 심각한 변혁
한다. 그 동시에, 도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상증하고 주거
환경은 심각한 상황을 나타난다. 서양사회에서 주택을 부족
하기 때문에 20세기의 건축열풍을 주진한다. 그건 거대한 건
축은 에너지를 많이 낭비한다. 그리고 도시화 때문에 교통문
제, 환경문제, 도시화 가지고온 문제들 나타나고 도시의 전
체기능을 낮고 합리적인 토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령
도시(鬼城）1)을 나타난다.  지나진 도시화 가지고 온 많은 

1) 유령도시는 자원을 소멸되고 폐기된 도시를 말한다. 도시화 주진하기 위해서 많
은 높은 기준으로 새롭게 건설된 도시신구를 나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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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이 생활을 영향한다.

인구증가

  2011년 나온<<세계 도시 전망>>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절반의 인구는 도시에서 살고 있
고 2050까지 다음 40 년 동안에서, 세계 인구 최대 23 억의 
증가율 도시에 의해 완전히 흡수 될 것이다, 이 급속한 도시
화는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눈에 띈다. 도시 주거생활
과 환경문제에게 새로운 도전의 가져왔다.

  지난 30 및 년에서, 중국에서 5억 인구들이 도시로 이전된
다. 그러나 유엔경제와 사회사무부 2011년의 <<세계 도시
화 전망>> 중에서, 2050년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도시 
인구 증가는 세계의 도시 인구 성장 86%를 차지했다. 동기
에 중국도시인구는 3.41억으로 성장될 것이고, 도시인구 상
증 제일 많은 국가 중에서 2위로 될 것이다. 2011-2050 사
이에 23억 세계 인구 성장 하면서 도시 인구는 26 억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결과는 중국에서 3.41억 인구를 미래 
몇 년 중에서 농경을 포기하고 도시 생활을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 되면, 중국의 도시인구는 전지구인구의 1/8
를 차지한다. 인구의 증가 때문에 주거의 대한 소비요구가 
상증한다. 인구증가는 환경의 담당이 초과하면 취집이 어려
운 문제, 교통문제, 주거요구 부족한 문제, 도시용지 부족함 
등 도시문제를 생긴다.

 도시화의 발전에 따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다. 대규모의 
인구이전은 원래 형성된 사회구조를 변하고 새로운 사회구조
는 인간과 공간을 형성된 조화한 관계를 부족하다. 현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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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주민의 주성, 이웃과 관계, 생활방식, 풍속습관, 가치
관 사이의 관계를 경시한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이웃의 관
계가 조화하지 않은 문제 많이 나다나고 있다. 

   도시인구의 상증 때문에 도시주택은 필요하다. 또 주택은 
도시의 건대한 소비자다, 우리 살기 필요한 자연환경, 사회, 
경제 등 분야에게도 단계별로 영향을 드린다. 그리고 가속된 
도시화, 맹목적인 확장된 도시, 공공교통문제를 경시하고, 동
력차 배출가스등 문제 환경오염문제를 심해 질수 있다. 전통
적인 주택은 사람들에게 거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토지를 점
거하고 파괴하고 있고, 토지자원을 과대한 소비하고 있기 때
문에 건축 폐기물을 많이 생산되고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나타난다. 그 위에 지속화 시키는 해결방법이 많지 않기 때
문에 인간한테 덜어진 생활품질과 오염된 자연환경만 가지고 
온다. 

환경적 배경

  KBS 11월3일에 나온 기사에서, 중국의 안개날씨를 “안류
역사상제일 심각한 대기오염”이 도 한다. 현재, 이 문제는 주
벽국가에게도 영향을 드린다. 중국의 환경오염문제도 점점
(점차) 세계관심한 화제로 된다. 그러나 건축물은 사회의 제
일 큰 에너지소지대상과 CO2의 생산자다. 대부분 공업국가
에서, 건축물은 40%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 중에서 2/3 난
방과 냉방으로 소비한다. 건축물은 33% CO2를 페기하고 
17% 담수를 소비하고 40%-50%원재료를 소비한다. 중국에
서 토지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령도시"많이 나타난
다. 대량적인 빈 건축물을 나타난다. 그리고 중국의 집단주
택의 평균수명은 30년쯤이고, 서양에서 집단주거의 평균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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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0년이다. 중국의 도시집단주택은 사용시간이 짧기 때문
에, 대량 건축 폐기물을 생산된다. 그러기 때문에, 자원에게 
거대한 낭비를 생산되고, 환경에게 부담을 증가된다. 중국의 
맹목적인 도시 확장의 배경에서, 토지자원의 소비, 건축 쓰
레기의 대량생산, 심각한 안기 날씨 등 문제 때문에 사람의 
생활품질 덜어진다. 이런 배경에서, 주택과 환경의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 건축, 인간, 자연 공존할 수 있
는 방법을 주구한다.

주거문제 

   가속된 도시화 때문에 수많은 인구들이 끊임없이 도시로 
들어가고 도시의 규모가 확장되고 새로운 시민들의 생활 장
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한
다. 도시공간을 확장하기 때문에 원래의 교외지구로 도시화 
시킨다. 이제보기는 이 행동이 경작지를 치지했다. 산업, 인
구의 도시집중에 따라 주택사정의 악화, 경제발전에 수반하
여 산업과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여 주택난을 야기 시킨 것을 
세계적인 경향을 있다. 도시발전 가져온 거대한 스트레스를 
따라서 주택의 고밀도화는 주요 이슈 및 향후 발전 동향 되
고 있고 동시에 많은 문제점이 가져온다.

  주거공간의 수직적인 발전은 토지가 최대적인 이용해야 한
다는 시대의 요구이다. 그리고 나서 문제점은 많이 가지고 
왔다. 즉, 도시의 밀도 , 녹화 부족, 심리적인 거리감, 똑 같
은 건축외관 등 많은 문제들이 발전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리
고 개인용 면적을 감소하고 있고 개발업체의 이득이 위해서 
공용공간도 감소하고 평균적인 이용면적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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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보면, 지나진 도시화로 인해 가져온 도시인구 상증, 
인구 밀도 크고 토지자원 부족하고 에너지 이용률을 낮고 녹
화면적 감소하고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다. 인구가 지속적
으로 올라가고 규칙 없이 도시가 확장 되고 수많은 똑같이 
생긴 건축물을 생기고 도시과 인간의 스트레스를 된 것이다.  
또 이때에서 도시 수직적으로 발전을 위해 고층 고밀도 아파
트가 많이 생긴다. 하지만 거주하는 공간은 단순한 있는 공
간을 아니고 커뮤니티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개인성과 공공
성 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분이 강화해야 되고, 이런 배
경에서 대학기숙사 대상으로 연구를 진해한다.

1.2 연구목적 및 의의
1.2.1연구목적

  사회 경제 개발에 따라 지나진 도시화의 문제 끊임없이 등
장한다. 대령적인 농업 토지를 도시 토지로 바꾸고 , 교통 
혼잡 그리고 부족 한 주택 및 다른 문제에 의해 대체 되었
다. 그리고 주택 수명에 의해 발생한 건축 폐기물 등 문제도 
나타난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공동주택의 발전과정을 연구
하고 공동주택의 공공공간의 재개발 사례를 또 연구할 것이
다. 공동주택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이론
과 방법을 연구하고 현재 존재하는 문제점 들을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개인사용면적을 올리고 공동주택에 공공공간의 
만족도와 실용성을 올리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나진 
도시화의 과정에서 집단주택의 거주성을 개선하는 목표이다. 
미래의 고밀도 주택은 농경, 건축 폐기물, 주거부족, 교통문
제 등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택방식을 가고 싶다. 그 
도시주택은 사회 환경에게 주는 파회를 감소하고,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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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의 속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진해할 것이다.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복지
욕구도 다양화되어 주거환경의 개념이 단순한 거주의 개념을 
넘어 문화적, 정신적 정보차원으로 확대된 종합적인 서비스
에 대한 요구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요구를 고려
해서 거주자들께 다양한 요구와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개
선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더 풍부한 거주환경을 만들고 싶고 
시민들께도 좋은 휴식 장소를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

연구의의

  본 연구는집단주거의 현유 문제 들이 더 깊은 탐구를 기초
로서, 디자인의 원지와 방법을 정리하고 찾은 것이다. 이 시
대에서 집단주거 발전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발전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을 탐구한다. 지나진 도시화의 환경에서 집단주
거는 거주 가능성에 대한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법을 제
시한다, 미래 집단주택의 디자인과 더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서 효과적인 참고로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 처음에 또한 도
시화 지져온 문제들이 해결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지속적
인 인간 공간 사람 공존하는 환경을 바란다. 이제 또 집단주
택 공공공간에서 개인이용면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

  본 연구는 집단주거공간의 나타난 문제점들이 분석하고 앞
으로 어떻게 더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
선하고 집단주거 공간에 대한 향후 발전에 대한 도움이 드릴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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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법위와 방법을 소개
한다. 제2장에서 지나진 도시화 의 원인과 가지고 온 문제점
들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배경에서 형성된 공동주택의 개
념을 정리하였다. 이 부분에 공동주택의 문제점과 디자인 방
법으로 주요 연구대상이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사례로 그린
주택 쪽에서 취득한 성공과 부족한 점을 조사하고 미래에 어
떤 쪽에서 강화하야 한 것이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인 문제를 따라서 사례를 분석하고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찾
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선정지역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문조
사와 인터뷰를 진해하여 개선하야 한 문제들 분석한다. 제4
장에서 인터뷰의 견과를 따라서 해결방법과 설계도를 제시한
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연구방
법과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를 통해서 공동주택에서 생
긴 문제점과 공공 공간을 증가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정
리하고 설계할 겁니다.

공간적 범위

  공간상에서, 제가 익숙한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기숙
사 관악사로 연구대상지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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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자료 수집 및 정리— 국내외 공동주택 디자인 방법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고할 것이다.

  비교분석 및 사례연구— 특정지역의 문제들 따라 각종 시

              그림 1-1 연구 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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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으로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설문지 및 인터뷰— 설문지과 인터뷰를 통해서 선정지역에
서 실제 사용상의 문제를 조사해서 그 지역의 거주자들 원하
는 거주욕망을 따라서 디자인의 결과를 내린다.

  문제제기 및 해결— 특정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들 따라 해
결방안 제시할 것이다.

2.집단주거공간 이론적 연구
 2.1 지나친 도시화의 원인 및 영향

 도시화란 도시의 발전과 그 발전에 따른 주변의 취락 내지
는 지역의 변화과정 말한다. 도시 발전과 도시화는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되기 쉬우나, 도시화는 세력이 외연적으로 파
급되어 주변의 농촌지역이 도시적 취락으로 변화되어가는 과
정과 도시 자체가 보다 도시적인 요서를 더해가는 과정, 즉 
도시 발전의 과정을 포한한다. 이런 도시화 로 인해 도시에
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도시문제라고 한
다. 구체적으로 인구 집중에서 야기되는 주택난, 교통난, 급
수난, 환경문제와 각종 공해, 재해, 사고 등의 발생한다. 또
는 도시화는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과정으로 두 가지 형태
로 나타난다. 하나는 도시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시 내 인구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이다. 이
는 물질적, 표면적 측면에서의 정의이다. 이후 어떤 이가 도
시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는데 기존의 정의에서 2
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추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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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과 내수 진작의 측면에서 내린 정의
이다. 

  지나친 도시화(over urbanization)란 도시화 수준이 산업
화과 경제발전 수준이 초과한 도시화 모드다. 도시화의 속도
는 공업화의 속도보다 더 빠르고 대령적인 농촌인구가 도시
로 이동하고 도시인구 순간적으로 상증하고 도시 기초 건설
의 속도는 인구도시화의 속도를 못 하고 도시는 도시 거주자
를 위한 필요한 생활 조건과 직업 기회를 제공할 수 없습니
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화병"을 생긴다. 

  선진국의 도시화 수준은 18세기 종순의 산업혁명으로 시
작한다. 세계2차 전정이후에, 선진국 들이 경제적인 회복 및 
발전 그리고 경제능력은 공업화부터 정보화로 바꾸기 때문에 
도시화의 발전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20세
기 80년대 이후에, 발전중국가의 증장 속도가 지나지게 된
다.

   1950년 세계도시화 수준이 29.2%이다. 1980년 39.6%로 

세계도시화의 발전 경향(1950-2020)
년도

세계 선진국 발전국가
도시이구

/백만
도시화 
수준/%

도시이구
/백만

도시화 
수준/%

도시이구
/백만

도시화 
수준/%

1950 734 29.2 447 53.8 287 17.0
1960 1032 34.2 571 60.5 460 22.2
1970 1371 37.1 698 66.6 673 25.4
1980 1764 39.6 798 70.2 966 29.2
1990 2234 42.6 877 72.5 1357 33.6
2000 2854 46.6 950 74.4 1904 39.3
2010 3623 51.8 1011 76 2612 46.2
2020 4488 57.4 1063 77.2 3425 53.1

표2-1 세계도시화의 발전 경향(1950-2020)  (자료출처:《城市地理學》（《도시지리
학》），고등교육출판사，徐學強，周一星2003，P57。）



- 10 -

올라간다. 10.4%를 성장한다. 0.347%의 평균 연간 성장률 
이다. 이 기간에, 선진국의 1950 도시 수준은 53.8% 도달한
다. 1980년 72.2% 도달하고 16.4% 증장한다. 0.547%의 평
균 연간 성장률 이다. 발전국가는 1950년 도시화 수준은
17%이다. 다. 1980년 29.2%로 올라간다. 12.2%를 성장한
다. 0.407%의 평균 연간 성장률 이다. 50년대부터 80년대까
지 발전국가는 빠른 속도로 증장한다. 1975년에서, 발전국가
의 인구 총수가 선진국 초과하고 선진국보다 더 빠른 발전 
속도를 시작한다. 1950년에 선진국의 도시인구는 734백만 
명이고 발전국가의 도시 인구는 287백만 명이다. 1970년에
서, 선진국의 도시인구는 698백만 명이고 발전 국가는 673
백만 명을 도달한다. 거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발전국
가에서 이렇게 가속적인 상증하고 도시화율 선진국보다 낮은 
원인은 인구 기준이 크다. 1980년부터 2002년 까지 선진국
의 도시화율은 70.2%부터 74.4%로 올라간다.4.2%상증한다. 
0.21%의 평균 연간 성장율이고 도시 인구는 152만 올라있
다. 발전국가에서 1980년의 29.2%에서 2000년의 39.3%로 
증가한다. 10.1%를 상증한다,  평균 연간 성장률은 0.505%
이다. 도시인구는 966만부터 1904만으로 증가되고 선진국과 
도시인구 비율은 2:1이고 2020년 되면 3.5:1 될 것이다. 이 
그림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도시화가 급속 하게 성장 하고 있
고 개발도상국가의 도시화 세계 도시화의 주요구성으로 보인
다. 

  발선국가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규칙 없이 도시
가 확장 되고 수많은 똑같이 생긴 건축물을 생기고 도시과 
인간의 스트레스를 된 것이다. 도시화의 과정을 따라서 단계
별로 구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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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집단주거공간에서 지나친 도시화 가져
온 영향
  아파트 건설이 그토록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은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때문이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기 때문
"이라는 논리가 한국의 아파트단지 현상을 모두 설명해 주지
는 못한다. 도시화 과정에서, 집단 주택은 주택부족문제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심각한 영향을 가져온다. 주택은 도
시의 건대한 소비자다, 우리 살기 필요한 자연환경, 사회, 경
제 등 분야에게도 단계별로 영향을 드린다. 그리고 가속된 
도시화, 맹목적인 확장된 도시, 공공교통문제를 경시하고, 동
력차 배출가스등 문제 환경오염문제를 심해 질수 있다. 

  농업용지 /녹화부족 
  유령도시— 종국에서 새롭게 건설한 도시는 자원을 소멸되
고 폐기된 유령도시가 된다. 유령도시이면 토지를 낭비하고 
건축폐기물 되고 환경에게 오염을 된다.

  고밀도 아파트- 인구가 상증해서 도시 수직적으로 발선하
기 위해 고층 고밀도 건물 많이 생긴다. 

  건축 폐기물— 건축 수명이 짧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부족
한다.

  공기오염-- 맹목적인 도시 확장의 배경에서, 토지자원의 
소비, 건축 쓰레기의 대량생산, 심각한 안기 날씨 등 문제 
때문에 사람의 생활품질 덜어진다. 

  도시화 끊임없이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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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거주자에게 수용하고 그들이 필요하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공간은 계속 확장해야 된다. 도시의 용량 확대 경
우에, 그것의 무제한 확장에 공간을 첫 번째 도시화에 교외 
지역의 농지 잠식한다. 고밀고적인 도시발전은 지나친 도시
화의 과정에서 도시공간에게 현실적인 선택이다. 고밀도 주
택은 최대적인 토지자원을 이용한다. 도시화 된 오늘에서 도 
집단주택의 장점이 도 한다.

 2.2 집단주거공간의 정의와 문제점

  2.2.1 집단주거공간의 정의

  "공동주택"(共同住宅)은 하나의 건물 내에 서로 독립적인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의 형태이다. 비슷한 뜻
으로 건축에서 사용되는 ‘집합 주택’ 혹은 ‘집합 주거’라는 
말이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에서는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
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 정의하
고 있다.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열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있는데, 각각의 규모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19세기 후방부터 20세기 까지 서유럽에서 산업혁명을 일
어나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 배경에
서, 건축기술과 건축 재료의 발전이 가속화 되고 고층고밀도
건축의 건설에게 기초를 마련한다. 산업혁명은 기술과 과학
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도시화의 과
정과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을 주진하고 도시의 경제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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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 이 동시에, 도시인구는 대규모 집
회와 도시주택 부족 문제를 급속화 시키고 다양한 도시문제
를 가지고 왔다. 즉, 도시 용지 부족, 녹화 공간 부족 등 문
제. 도시와 사용가의 요구를 따라서 도시의 수직적인 발전과 
수평적인 발전 2까지 방법을 생긴다. 20세기초반에, 유럽 국
가들이 도시화초기에 있기 때문에, 교통의 편의성 낮고 많은 
사람들이 공업 단지와 도시에서 저층고밀도 주택에 살기 때
문에 도시의 안전과 도시이미지를 덜어진다. 이 상활을 해결
하기 위해 고밀도주택은 서양국가 이 발전을 가지고 온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긴  일반적인 방법이다.

  한국의 집단주택은 90년대에서 크게 아파트단지대중화시
기, 고밀도시기, 차별화시기 3시기 나누였다. 70년대에서, 녹
지면적은 대지면적의 10%도 안 되고, 90년대까지 대지면적
의30%를 달성한다. 그리고 90년대부터 지하주차장을 설치한
다, 한국의 공동주택의 개발은 20세기60-70년대에6-8층 
판식주택의 집중, 대령개발시기를 경험해서 소규모개발에 변

표 2-2 공동주택 외부공간 변천시기 구분 및 특징(김대현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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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였다. 80-90년대는 12-18층 판식주택을 위주로 한다, 
90년대 이후에, 20-25층 고층주택의 비율이 상증하고 2000
년 이후에 많은 공동주택이 나타난다. 토지의 부족이 때문에 
, 한국의 주택현식이 중고층 주택현식을 많이 이용한다. 주
택의 햇빛이 받은 시간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고층 고밀도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집단주택에 대해, 아마도 작은 규모 단위 아리스토의 제품
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상품화 된 주택은 높은 주택품질을 
가져올 수 있다. 단열, 기밀 , 방음 , 수분 및 다른 하드 목
표를 충족시킬 수 있다,새로운 주거에 이 확정 한 건물의 기
본시설이 있다 . 그러나 중국 도시에서 주택가격 의 클래스
는 오래된 도시 입니다 있다 : 낡은 주택 이 있지만, 때문에 
재산권의 복잡성 , 주민들이 집을 유지 하고 싶지 않지만 , 
전송하려는 감소 에 건물을 떠나 하지 않습니다. 나는 크게 
주민들 의 질을 향상 , 주방 , 화장실 및 기타 인프라를 제
공 , 주거 공간의 제품 에 전제 원래 오래된 집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거주지 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
습니다. 제품이동작의품질을 보장 하기 쉽고 , 신속하게원래 
의 주민 이 또한 감소 최대 간섭 범위를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주요유형은 최초의 아파트, 선형 아파트, 블록형 
아파트3까지 있다.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려는 노력들
이 전재되고 있다. 미국 도시의 경관을 분석한 버지니아 주
립대의 녹스 교수가 "사람들의 물질주의와 이미지 의식과 잘 
결합된", "경관적이며 장식적이며 기호적이고, 또 고가임에도 
"외양' 때문에 더 잘 팔리므로 고소득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건축"2)이라고 비판한, 2004-2020년 dynamic korea(기본목
표), 주요전력: 혁신형 국토구축, 다핵형 국토건설, 네트워크

2) Knox,Paul.L.(1993a),'The post-modern urban matrix'in Knox,P.L.The 
Restless Urban Landscape,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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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국토건설, 지속가능형 국토관리, 글로벌형 국토경영3). 블
록형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가운데 '마당'이라는 외부 공
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정은 외부공간에서 주
호로 접근하면서 자연스러운 전이 공간의 역할을 해 줌과 등
시에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4) 대부분 
블록형 아파트는 "ㅁ"자형 중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정은 
빛을 받아들이는 광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2.2.2. 집단주거공간의 문제점
  집단주택의 장단점은 논쟁적인 화제이다. 사실상 대부분 
도시는 자기의 발전밀도에 대한 선택할 수 없다. 도시인구 
증가하고 도시의 부담을 감소하면 수직적으로 계속 증장해야 
된다. 수평적으로 확장되면, 도심은 외부로 연장하고 시외용
지 계속 도시화 되면, 교통비용도 올라가고 에너지를 분산시
키고 자원 이용률을 덜어진다. 인구와 농경지의 비율을 문제
가 생긴다. 

  집단주거공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나중의 디자인 할 때 
고밀도 주택은 더욱 합리적인 시킨다. 다차원에서 생각할 
때, 주택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직으로 발전하는 원인은 개
발비용 절약하고 대치면적을 감소하는 방면에 많이 생각하고 
커뮤니티 공간부분에 대해 경시한다. 공공공간의 개발은 건
설비용이 늘리지만 공공소통공간을 개발 할 수 있는 주택은 
더욱 인간적이고 주택의 매력을 발산했다.

  공용공간을 공공간으로 전환시키기5). 공공성 혹은 공공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력경영계획, 한국토지공사, 2004
4) 대한민국 아파트 발국사 p81
5) <<공존의 방식>>,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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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란 사사성(privateness)혹은 사적 공간과 별개가 아니
라, 언제나 이들 공간의 교섭과 대면을 통해서 존재한다. 이
는 모든 흐름이 차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원리다. '모두의 공
간이 누구의 공간도 아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통한다
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개별적인 공간을 가장 치밀
하고 효율적으로 디자인하자고 하며, 그 가운데서 변화의 가
능성을 찾고 새로운 집합 형상에 대한 일종의 알리바이를 확
보한다. 그렇게 일반적인 형상으로부터 탈출하여 혁신적인 
새로움을 유도한다.

  대력적인 인구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주택 부족한 문제들 
생기고 집단주택은 토지를 절약한다. 토지개발의 가치를 올
라간다. 집단주택은 생활시설과 공공시설 집종해서 교통노선
을 어느 정도에서 줄인다. 인간의 생활을 편하게 시킨다.

집
단
주
거
공
간
의 
문
제
점

국부혼잡통행

초고층주택건축의 특점은 국부 인구밀도가 바

르게 증가하고，도시 교통에게 큰 부하를 가져온

다. 국부교통에게 압력을 가져온다.

안전문제

화재 발생시 구원을 어렵다. 또한 강풍과 뢰전

천기은 초고층주댁건축에게 위험문제 건축은 높아

서 흔른릴 수 있다. 

협곡효과

초고층건축체량 크기 때문에 바람을 건축물 

경과할 때 주위에서 강한 기류를 형상한다，주위가

도와 저층건축물은 받은 풍력을 강해 진다，“고층

협곡풍”를 형상한다。이 문제 는 풍력은 강해 져서 

사람과 차량에게 큰 안전은환을 가져온다.

광오염
외관은 외벽 재료를 거의 관광 재료를 쓰기 

때문에 광오염을 쉽게 생길 수 있다

녹화부족
초고층 주택은 보통주택보다 10층 이상의 녹화를 

부족한다.

커뮤니티공간 부족 공용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전환시키기6). 공공성 혹
은 공공 공간이란 사사성(privateness)혹은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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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3에서,  집단주거공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 이 
문제점들이 현재 집단주거공간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고, 
이 문제점 중에서 커뮤니티 공간 부죽문제에 대한 구체적으
로 설명한다.

2.3 공동주택에 공용공간의 현황
6) <<공존의 방식>>,P46

공간과 별개가 아니라, 언제나 이들 공간의 교섭과 
대면을 통해서 존재한다. 이는 모든 흐름이 차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원리다. "모두의 공간이 누구의 공
간도 아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통한다고 본
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개별적인 공간을 가장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디자인하자고 하며, 그 가운
데서 변화의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집합 형상에 대
한 일종의 알리바이를 확보한다. 그렇게 일반적인 
형상으로부터 탈출하여 혁신적인 새로움을 유도한
다.

시각적인 스트레스 주택은 전체가 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
다.

창의적인 디자인 
부족함

디자인이나 건축기술을 정하기 때문에 고층고밀도 
주택은 구조이나 재료, 공간배치에서 새로운 것을 
나오는 것은 어렵다. 각 지역특성과 환경을 참고 
못 한다. 대부분 디자인이 비슷하게 생겨서 외관상 
변화 없이 창의적인 주택이 부족하다.

창의적인 디자인 
부족함

디자인이나 건축기술을 정하기 때문에 고층고밀도 
주택은 구조이나 재료, 공간배치에서 새로운 것을 
나오는 것은 어렵다. 그림3 같이 대부분 건물은 이
4까지 형태로 있다. 각 지역특성과 환경을 참고 못 
한다. 대부분 디자인이 비슷하게 생겨서 외관상 변
화 없이 창의적인 주택이 부족하다.

표 2-3  집단주거공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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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간의 공포>>라는 일본 영화가 있다. 그 영화
를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공포 스토리들이 얘기한다. 인구 
밀집된 지역에서 도시생활 익숙한 냉담한 사람들이 때문에 
더욱 많은 슬픈 스토리를 일어난다. 공동주택 이용하는 오늘
에, 각 주택 간의 소통 없기 때문에 냉담한 주거 환경을 위
험하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공공공간(커뮤니티 공간)이 필
요하다.

구분 종류

공유공간

공공공간
휴게마당

공원
주민정원

커뮤니티 광장
그린 웨이 커뮤니티 그린웨이

생활권 그린웨이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출입구 공원

홀/로비
계단실/복도

커뮤니티 시설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탈아 시설
어린이집

커뮤니티센터
손님방

다목적 행사실
주민 작업실
정보문화실

공공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청소년 공부방
관리사무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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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서 서로 모르는 냉담한 황상을 반대로 동내에서 
살은 사람들이 서로 다 알고 있고 다들 mutualbenefit (상호 
이익과 혜택)을 해줄 있다. 사회관계도 좋고 모순도 별로 없
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는 이상화의 생태지만 공간의 층면을 
나눴다. 공간은 주택에 공공공간, 반공공공간, 반개인적 공
간, 개인적 공간을 나눴다. 

  월래의 공공공간은 개인공간으로 되고 공공공간은 주택에
서 거의 재거해서 공원 같은 공공공간을 변한다. 근데, 이런 
공용공간에서 개인은 그래도 개인이다. 원래의 공용공간에서 
단출한 느낌이 있었다. 공동주택은 주택내부의 공용공간의 
개발 시작한다. 예들 들면, 공중정원, 계단실 등 공용공간은 
많이 가입한다. 그런데, 이용률이 많지 않다. <<건축모델언
어>>에서, "곁이 없다면 공간은 생생하지 않는 말이 있다. 
곁은 공간을 나눌 수 있고 인간의 활동범위를 제시할 수 있
고 커뮤니티를 강하게 시킬 수 있다. 이것은 곁의 효유이다. 
 
2.4사례분석
  주택의 단일한 외관으로 출발해서 여러 까지 창의적인 사
례이나 방식을 참고하고 가능성 있는 젓은 배운다.  사례를 
보면 김주현 디자인한 "초고층 놀이공원"는 놀이공원이 수직
적으로 시킨다. 혹시 주택의 외벽에서 이렇게 창의 적인 시

의료시설
상업시설
종교시설

주민운동시설
문화시설

표 2-4 도시형 아파트단지 커뮤니티 시설 디자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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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을 까. 주택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
을 지를 궁금하다. 주택은 인간을 위해서 재미있게 시켜야 
되다. 자살률을 도 졸리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발전해야 된
다.

-부본개발 층면

그림 2-1 Hilgard정원

   Mary Barensfeld Architecture디자인한 Hilgard정원은 거
주자의 여가 생활 확장 하기 위해서 리모텔링 하는 것이다. 
원래건물은 1964년에 설치한 타운하우스이다. 이는 각각은 
자신의 전용 정원이 있다. 야외 공간의 정원은 400평방피트 
거실 의 확장이다. 소유자 의 마당 휴식 장소로 평지 의 각 
부분 에서 가파른 경사 , 경사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코트 
영역 을 너무 많이 소모 방지하기 위해 메사 형 레이아웃 살
치하다.

  이 주택은 이웃집 관계를 좋게 많를 수 있는 모델이고, 공
공공간을 제공해서 대중와 개인의 결이 감소하는 생각을 많
이 보인다. 중간부분에서 노천 커뮤니티공간이고, 주거들 이 
중심에 주위에 들다. 커뮤니티공간을 만드는 동시에 개인성
을 보증한다. 이는 사회적 긴장의분위기 와 장면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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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에 중요하다 . 모든 장비 및 기기 의 종류 디자인은 오
픈 외부의 욕실과 침실 공간 에 추가 을 보장하기 위하여 , 

함께 할 것입니다. 간결한 폴리 라인 은 라인 에 공간이 풍
부한 층 을 이동 했다. 창 은 좋은 환기를 보장하기 위해 설
정합니다. 지하 주차장 은 안뜰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 , 가
라 앉는 안뜰 , 주차 공간 에 대한 자연 채광 의 도입을 파
고 . 이 프로젝트에서 , 건물 , 사이트 , 풍경 의 잠재력 ,이
웃 발굴 을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전체 건물은 콘크리트 건
물 , 소박한 건물 따라서 그림자 맵 텍스처와 자연 풍경 의 
변화 , 백그라운드에서 소나무 숲의 앞에 가장 이되었다 합
니다. 피부 이식편 은 독특한 물결 모양의 템플릿 사이트가 
쏟아져 있었다. 산업화 그 레벨완료 시간 을 보장 한다. 표
피 리듬 독특한 라파엘 의 최종 형태 는 서로 강하게 및 인
근 소나무 숲을 보완한다.7)

7) http://www.gooood.hk/111-Building-By-Flores-Prats.htm

그림 2-2 111 Building / Flores P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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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de Ricou

  Davidclovers는 원래의 타워의 건축특징과 역사배경을 보
유하는 상태에 2013년8월 리모텔링을 하였다. 벽의 구조를 
개선하고 빌딩의 공간감이 확장시킨다. 디자인 배경의 홍채 
모양의 곡선 부동산 기호 및 개발 레이아웃 의 전체 호에 따
라  클리어 라인과 부드러운 색상 건물의 전체 기능 이 변형
되었다 있도록 각 유닛에 1 층 로비 에서 석고 회원 오크 
나무 침투 . 다시 계획 타워 인프라 ,구조 및벽의 변형, 마법 
건물 공간 확장 davidclovers 의 감각을 수정한다. 전체 건물
은 49 단위 및 새로운 레이아웃 의 오가지 을 수용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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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층면:

그림 2-4 토루 구조

  토루라는 중국의 집단 주택인데 주성치의 쿵후허슬에서 본 
듯한 독특한 형태로 궁금증으로 자아냈다. 토루(土樓) 는 중
국 객가인들의 주거양식이다.

  객가인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 타향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
로 삼묘족의 후예라고 한다. 중국의 유대인이라 불리며 전 
세계에 수천만 명(5~8천만)이 흩어져 살고 있으며 대만인구
의 15%가량, 동남아시아 화교의 상당수가 객가인이라 한다.

  이들은 머리가 좋고 부지런해서 유대인들과 세계 상권을 
쥐고 다툴 만큼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
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인물로 덩샤오핑(등소평)이 객가
인이라고 한다. 중국 사회(중원) 속에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
아온 소수민족 객가인들은 외국으로, 산골로 숨어들었고, 타
민족으로부터 집단 방어하기 위해 토성과 각진 형태의 집단 
주거형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토루인 것이다. 역사적
인 부분에 내가 아는 바 없으니 더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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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루는 일족(一族)인 대가족을 수용하는 거대한 집합주택
이다. 앞서 말했듯 타민족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자
위용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견고하다. 지진과 방화에도 견고
하며 통풍 채광에도 뛰어나다고 한다. 3~5층으로 이루어져 
외벽은 흙으로 구조된 두터운 흙벽이며, 내부는 목조 주택으
로 구축되어 있다. 내부에는 벽을 따라 수많은 생활공간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고, 건물의 중앙에는 보통 공동으로 사
용하는 마당, 우물,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다.

  사람들은 원형건물을 
건설할 때 동굴의 형태
를 모방해서 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건물도 
원형였다, 원형모델은 
로마 건축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원형은  단결
과 포용을 상징하고 평

등, 심복하는 분위기를 위해 유리한다. 
   원형 건물은 더 강한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보면, 
녹색은 신신한 공기이고, 노란색이 더러운 공기이다. 원형의 
건물과 가스를 만들 수 있어 미끄럼이 몰려 반등을 형성하는 
상공을 선회할 수 있도록 공기 흐름에 신선한 공기를 혼탁한 
공기가 건물 안에 공중에서 배출한다. 그리고 원형의 건물은 
더 좋은 시야 가질 수 있고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림 2-5 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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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lazy가로 주택 

lazy가로 주택
by GCA건축사무소
건축면적：707M2   유닛：16
  종간부분 빼는 방식으로 입주자의 교류, 교통, 채광, 환기
시키는 방법을 이용했다. 종간부분은 각 임주자의 관계를 유
지하고 채광문제도 해결한다. 밑에 부분 빈 공간을 만들다. 
교통, 환기, 주차, 외부와 교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림은 보면 2츤의 방의 천장은 3층의 옥상을 될 수 
있다.이런게 상호간의 교착감은 건축물의 개방성, 유통성, 취
미성을 풍부해 질 수 있다. 감소+위치를 교착함. 장점: 채광, 
환기, 체적감을 생긴다, 환색공간을 생긴다, 공간의 취미성과 
풍부도를 증가하고 교류를 설립하는 동시에 개인성을 보호한
다.
大仓山集合住宅by sanaa,
건축면적:211m2 유닛: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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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소:

  이런 방식은 공간을 연속할 수 있다. 층마다 연결하는 보
도는 긴 공간을 만들다.이 주택은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는 
벽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기능을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외벽
을 이용해서 밖에 소음을 간소한다.

3.설계범위 및 현황분석
3.1설계범위
1,공간적 범위
기본계획 대상지역
-지구명: 관악구낙성대동 서울대학교 관악사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동
-면적: 건축면적268,894.45/
      대지면적3,895,659.00
서울대학교 기숙사는 2010년 8월 완공되었다.

3,내용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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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한, 개인공간부족 및 커뮤니티공간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3.2 설계지역 현황분석

3.2.1 대상지 분석

   논문의 연구 과제를 결합해 
서울대학교 기숙사 901동을 
연구사례로서 이상 제시한 문
제점에 내한 구체적인 제안을 
설명할 것이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있는 서울대학교 기숙
사는 2010년 8월 완공됐다. 
총 6개동 건설된다. 건폐율 
6.90%8) 법정20%. 주차대수

300대. 조경면적은 1645.58m2이고, 대지면적의38.72%.그 
중에서 901는 5743m2이다. 이번에 연구를 위해서 관악사의 
901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더 구체적으로 901동에 대
해 분석해 봤다. 

901동 층 평면도 분석
평면도：

8) 건축면적268,894.45/대지면적3,895,659.00*100=6.90%

그림 3-1 관악사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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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901동3.8층 평면도 

    3.8층 총 면적은 656.21m², 사생실은 총 18개 있고, 총 
면적은421.2m²이며 건조실과 취사실의 면적은 30.42m²이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은 60.82m²이고, 나머진 복도는 
143.77m²이다.

그림 3-3 901동4층 평면도 

  4층 총 면적은 624.63m², 사생실은 총 18개 있고, 총 면
적은 388.44m²이고, 건조실과 취사실의 면적은 30.42m²이
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은 60.82m²이고, 나머진 복도는 
144.99m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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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901동5.6층 평면도 

  5.6층 총 면적은 593.19m²입니다, 사생실은 총 18개 있
다, 총 면적은 355.68m²이고, 건조실과 취사실의 면적은 
30.42m²이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은 60.82m²이고, 나머진 
복도는 146.27m²이다.

그림 3-5 901동 7층 평면도

  7층 총 면적은 624.77m²입니다. 사생실은 총 18개 있다, 
총 면적은 388.44m²이고, 건조실과 취사실의 면적은 
30.42m²이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은 60.82m²이고, 나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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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는 145,09m²이다.

그림 3-6 901동2층 평면도

 2층 총 면적은 620.96m²이고 사생실은 13개이고, 총 면적
은 304.2m²이고, 빨래방 면적은 46.8m²이고, 공용화장실 면
적은 23.4m²이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은 60.82m²이고, 나
머진 공간은 185.74m²이다.

901동 층별 구성 분석
901동 용도 수량 종 

면적(m²)
개 당 면 적
(m²)

지하2
층 6657.74(실) 주차장 -

지하1
층 6105.55 주차장 -

지상1
층 1373.85

1인실 -
2인실 -
건조실 -
취사실 -
빨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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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2
층 620.96

1인실 - - -
2인실 13 304.2 23.4
건조실 - - -
취사실 - - -
빨래방 1 46.8 공 공 공

간:316.76 46.8

지상3
층 656.21

1인실 - - -
2인실 18 421.2 23.4
건조실 1 15.21 15.21
취사실 1 15.21 15.21
빨래방 - - 공 공 공

간:235.01 -

지상4
층 624.63

1인실 4 60.84 15.21
2인실 14 327.6 23.4
건조실 1 15.21 15.21
취사실 1 15.21 15.21
빨래방 - - 공 공 공

간:236.19 -

지상5
층 593.19

1인실 8 121.68 15.21
2인실 10 234 23.4
건조실 1 15.21 15.21
취사실 1 15.21 15.21
빨래방 - - 공 공 공

간:237.51 -

지상6
층 593.19

1인실 8 121.68 15.21
2인실 10 234 23.4
건조실 1 15.21 15.21
취사실 1 15.21 15.21
빨래방 - - 공 공 공

간:237.51 -

지상7
층 624.77

1인실 4 60.84 15.21
2인실 14 327.6 23.4
건조실 1 15.21 15.21
취사실 1 15.21 15.21
빨래방 - - 236.33 -

지상8
층 656.21

1인실 - - -
2인실 18 421.2 23.4
건조실 1 15.21 15.21
취사실 1 15.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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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선정지의 평면도를 보면 개인공간이 비율이 더 크고, 
반 공공공간에서 복도 만 있고 공간낭비를 향성하다. 기능을 
단일하며 이용도 도 낮다. 입면도 보면, 1인실 부분에서 외
벽은 안쪽으로 오목해서 공간에 낭비를 형상한다. 낭비하는 
공간이 충분히 이용해서 공공공간을 하고자 하다. 

3.2.2 인터뷰분석

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대상지 선정: 지역에 대한 익숙하다. 기숙사에서 살 본 적
인 있어서 경험이 있다.

 조사방법: 부록에 참고로 있고 설문지과 인터뷰를 통해서 

빨래방 - - 235.01 -

소계 5743.01
1인실 24
2인실 97
건조실 6
취사실 6
빨래방 1

    표 3-1 관악사 층별 구성 분석

그림 3-7 관악사 901동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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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한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기숙사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는 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제가 질문이 4개를 제시해서 901동 살고 있는 10명 사생분
한데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부록1, 부록2)， 그 대상자 중
에 1인실 사생5명, 2인실 사생 5면한테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조사 해보니까 1인실 사는 사생이 만족도가 2인실 보다 
높다. 2인실에서 "개인공간이 부족하다, 커뮤니티공간 없다"
는 말이 제인 많이 나오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다음 표로 
제시한다.

3.2.3 결과분석 및 문제점
901동 문제점 분석

시설을 

부족한 문제
호실내부 시설 문제

*커뮤니케이

션문제
구조문제 취사실문제

건조시설 부

족하다

냉동실 없다.

냉장고 작다.

커튼 명안 

조정할 수 

없다

복도에서 만

나면 인사안 

하는 것 불

편하다.

비가 올 때 

식당가는 길

에 우산을 

필요하다.

tv없다/음식 

냄새

취사실 작다
화장실 스프

레이 없다

커튼 너무 

하양이다

룸 메 이 트 와 

생활습관 다

르 다 . ( 에 어

컨)

전창 안 열

리다

쓰레기통 냄

새 심하다

개 인 공 간 부

족

밖에 소리 

시끄럽다.

2인실 옥장 

다르다

취사실 사용

할 때 남에 

대한 방해.

2층 취사실 

없다

쓰레기통 작

다

엘 리 베 이 터 

한 쪽만 운

영하다

화분 놓을 

대가 없다.

2인실 종간

에 있는 커

튼 개인 보

호하는 효과 

작다

친구 만나는 

장소가 없다

건 물 아 내 서 

식당으로 가

는 길이 없

다

취사실에 도

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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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돌프 로스는 모더미즘건축을 위해서 "장식은 죄악이다"라
는 말이 있다. 디자인은 단순화, 단일화의 상태를 돌아간다. 
기능을 중시하고 코스트를 절역하기 위해서 주택중의 공용공
간을 무시하는 생각을 있고 거주자들 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없어지고 있고 공동주택은 "거주의 기계"를 돌아간다. 거주
자들 최대한 개인성과 자유를 얻어지만  도시의 거주공동체
로서 있을 갈등과 복잡성 없어진다. 집단 주택에서 공공성과 
개인성 얻을 수 있는 공용공간을 개선할 겁니다.

  기존에 있는 901동은 총 8층 있고 1인실 총 24개 있고 2
인실 총 97개 있습니다. 충 208명 거주자 있습니다. 평균 개
인면적은 12m²정도였습니다. 600m²의 평면에서 12m²을 사
용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밀집도의 재현이다. 이런 밀접적인 
주택에서 공공공간 어떻게 확대해야 되는 궁금하다. 층 마다 
객실 개수가 따릅니다. 층 면적에서 공용면적은 총 면적의 
37.8% 그쳤다. 그 중에서 복도의 면적은 23%쯤 그쳤다. 복
도는 공용면적에 대해 공간낭비를 형성하다고 생각한다. 그
리고 오른쪽에 방들이 잘 숨어서 조명도 어둡고 안전감이 떨
어진다. 

   901동 거주자의 의경조사를 통해서 거주자들 공용시설에 
대해서 의경을 많습니다. 각 분의 의경을 다 따르지만 자기 

베란다 이용

시설도 없다

소음 문제/복

도 소리 시

끄럽다.

물품 보관하

는 공간 부

족하다

친구 사귀는 

기회가 없다.

취사실과 엘

리베이터 정

면이니까 다 

보인다.

취사실 환기

문제

복도 시끄럽

다

창문 크게 

열리지 못한

다.

샤워실 환기

문제/청소도

구가 없다

밖에 소리 

시끄럽다.

독서실에 공

기가 않 좋

다

빨래방 자꾸 

기다리다

표 3-2 901동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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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에 대해서 불편점이 상대적으로 의경을 많지 않습니다. 
보통 불편점이 공용시설을 사용하기에 대해서 많습니다. 2인
실의 거주자보다 1인실의 거주자들이 만족도 더 높고 공용
시설을 이용하는 확률이 2인실의 거주자보다 적은 편이다. 2
인실의 거주자들이 보통 개인공간을 부족한 느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이 따른 룸메이트와 같이 살 때 생활
습관이나 방식이 따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긴 적응기간이 필
용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얘기하면 각 증마다 시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내부와 외부의 연결방식의 대해서 문
제를 의경을 제시한다. 거주자의 여러 가지 의경을 의거해서 
제가 호실내부의 개인성을 과 공동주택에서 공용시설 어떻게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법이 제시할 겁니다.

  현재 존재하는 공용시설:

  기초시설을 불편의 상황에서 아래같이 개선을 제안할 겁니
다. 건물의 중간층과 옥상을 공공공간을 개선하고 개인성을 
강화시키고 문화사이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기준
의 죄, 우 양쪽의 양식을 개인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다 형
태로 시도할 겁니다.

4.디자인 콘셉트 및 설계
집
단
주
거
공

문제점 방법/설계 목표

개인성/공공
성

 개인공간 부족
내부 

개인공간의 
개발

편한 거주방식
이웃집 관계

공공공간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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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도시화는 녹화부족, 아파트의 고밀도화, 유령도시. 
건축 수명의 따라 건축 폐기물 등 문제들이 많이 나타난다. 
제3장에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따라서 문제점들이 표로 
제시한다. 그 중에서 집단주거공간에 대해서 개인공간과 공
공공간의 연관성; 공공시설의 부족; 혼잡통행 문제 에 대해
서 방안을 제시할 겁니다. 뉴 공공공간 가지고 있는 집단주
거공간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4.1 디자인 콘셉트
  2010년8원 원공된 서울대학교 기숙사는 지난 5년간 거주
자에게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이제 더 좋은 생활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이 계획은 커뮤니티, 연결성, 협조성, 참여도
를 통해서 대학교 기숙사의 디자인 핵심을 제시한다. 

  본 디자인은 집단주택에서 전통적인 이용방식을 깨지고 새
로운 구조를 가지고 낡은 규칙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각적인 
즐거움과 인간적인 집단주거공간을 개척하여야 한다. 더 큰 

간
의 
문
제
점

공공시설 

커뮤니티 시설 부족 보행로 활성화
커뮤니티 문제

헬스
휴식

녹화 부족 경관/광장
커뮤니티 
환경정화

휴식
복도공간의 낭비 그린 웨이

보행로 활성화
통행
휴식

혼잡통행 출입혼잡 내. 위부에 
결립 통행

시각적 문제 외관의 단일화 새로운 구조 활성화 시킨다.
표 4-1  집단주거공간의 문제점 및 개선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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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제공한 대응 학교 발전과 학생에게 더 좋은 공간 환
경을 제공한다. 더 많은 제육, 휴식 시설이나 행사등 다양한 
활동을 위행 큰 관장을 제공하야 한다. 활발하고 지속가능한 
학교 기숙사를 설립해야 된다.

키워드:
융동성 (대화할 수) 있는 생활공간, 복합성 커뮤니티공간

 4.2 대상지 설계
  본 계획은 200여명 학생들이 용납할 수 있는 집단주거 
공간을 설계할 것이다. 각 사생방의 면적은 20m²을 올리고, 
총 7층 건물인데 층마다 사생방을 36개 배치한다. 총 
건축면적은 13272m²이고 대지면적은 1896m²이다. 
엘리베이터 2개를 설치하고 1층에서 내부 중심에 원형 
마당을 설치하고 외부와 연결시키기 위해 복도를 설치한다. 
원형구조이기 때문에 내부 거주자의 사적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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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인 커뮤니티를 강화시킨다. 건물 1층에서 
건물내부으로 반공공 공간을 설치한다. 주요로 휴식, 
커뮤니티, 통행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층부터 주요로 
거주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면적&배치:

그림 보면,1층 배치도 이다. 실내/실외 공공공간, 자습실, 식
당, 엘리베이터(2개). 계단, 카페, 매점을 설치한다. 

그림 4-3  2.4.6층의 배치도 

그림 4-2  1층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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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보면, 2.4.6층의 배치도 이다. 1인실. 부속시설(빨래방. 
부엌), 복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그림 보면, 3.5.7.층의 배치도 이다. 1인실. 부속시설
(빨래방. 부엌), 복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4.3. 개선방법

4.3.1. 단일적인 건물외관의 개선.
 중국전통건축 "토루“

  중국전통건축 "토루"의 모델을 참고해서 건물 중간부분이 
이용해서 커뮤니티공간을 확장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
킨다. 원형 건축의 실용성.。원형구조는 사각형구조를 가지
고 있는 폐쇄공간문제을 개선하고 더 광범한 공간의 사용률
이 커지고 있다.

그림 4-4 3.5.7.층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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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원형공간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커뮤니티공간을 재공
하며 외부와 연결돼 있다. 원형의 구조는 효율적으로 거주자
들의 안전과 사적적인 문제를 보호하고 내부적인 커뮤니티를 
강화시킨다. 외부의 공간은 외부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매체
로서 더 광범한 사용을 가져왔다.

 경관.

 주택은 거주의 기능을 버리고 도 도시경관이라는 생각이 있
다. 주택의 외부에서 분수를 배치하고 도시공원의 기능을 가
지고 바란다. 주택으로서 거주하는 기능을 가진 후에 시민들
에게 도 한 휴식장소를 제공하야 한다.

4.3.2.집단주거공간내 커뮤니티공간 개선
 내부 광장.
  "토루"의 원형 구조를 이용해서 집단주거 공간의 내부에서 
관장을 채우고, 집단주거공간내의 커뮤니티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 방면에 거주환경을 정화시키고 신신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 이 중심 광장도 거주자들에게 커뮤
니티 공간을 제공하지만 시민들에게도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부공간 & 외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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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획에서 내부공간부터 외부공간까지 연결하는 방법은 
3까지 설치한다. 첫 째는 건물은 회전비탈길을 통해서 중심
광장으로 연결한다. 두 번째는 건물 중심에 있는 중심관장이 
외부광장으로 연결시킨 녹색 연결거리다. 셋 번째는 1층 실
내공간부터 실외공간까지 연결한다. 이  세까지 연결방법이 
사용하는 동시에 거주자들에게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했고 한 
휴식, 통행 등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미관적인 공간을 형성한
다.  

  공간과 형식： 형식적으로 자신의 내적규칙을 유지하고 공
중 정원을 이용해 전통 정원공원을 어느 정도에서 입체화시
킨다. 
 
  보행로 활성화: 아파트에서 보행로는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된다. 보행로는 단지 내에서 효육적인 이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놀이,  휴식, 운동 등
의 활동과 연계되어, 일상생활공간의 영역이 확대되도록 한
다.

  보행로 작용: 대생활권 커뮤니티. 근린생활관 커뮤니티, 주
거 블록 커뮤니티, 마을 커뮤니티. 일상생활에서 보행로 주
요 산책중 만남이나, 잠깐 휴식, 하교 길의 놀이등 무수히 
일어나고 있으며, 관계속에서 생기는 우연한 이벤트들이다.

  예: 연세 대학교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는 커뮤니티 중정을 
캠퍼스 전역에 배치하여, 컴퍼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중정은 다양한 스케일로 나타나며, 이 공간에서는 
우연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이벤트가 이루어져, 자발적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하였다.(p113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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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내부공간의 개선

  일반적인 방의 배치방식은 
그림4-5에서 제시하는 규칙
을 중시하는  배치방법이 많
이 사용하고 있다. 제가 어떻
게 배치하면 내부의 공간 확
장시킬 수 있을 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의 배치방
식을 여러 방법으로 생각했
다.  그림4-7 보면, 세포의 
분열방식도이다. 이런 세포의 
분열방식을 참고해서 내부디
자인에서 이용할 것이다. 본 
디자인 내부에서 세포분열의 
방식을 이용해서 단독공간의 

공공성을 올릴 수 있다. 그림4-6 보면, 방이 회전할 수 있
는 방식을 되며 중심적으로 돌이면 2개인 적인 공간을 같이 
쓰를 수 있게 되고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더 큰 
공간을 원하면 더 큰 공간을 만들 수 있기 한다. 이런 방식
을 통해서 서로의 커뮤니티나 사랑을 얻을 수 있기 바란다. 

4.4 결과물 제시

그림 4-6 배치방식도2그림4-5 배치방식도1 

그림 4-7 세포 분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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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공간배치다이어그램

  이 그림 보면, 본 연구 제시하는 개성방법에 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중국전통건축 "토루"의 정원형태
를 변형시켜서 외관의 융동성을 올리고 단일적인 건
물외관을 개선한다. 그림보시면, 공간의 통행방식 커
뮤니티공간의 개선에서 보일 수 있다. 다음 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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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화전 비탈길/계단

  본 디자인은 나선형 모양 언덕길로 건물 안으로 도입하며 건
물 중심에 있는 공간과 언덕길을 연결을 시켜 연속된 공간을 만
들었다.  공공공간부터 반 공공공간까지, 공공개방공간부터 반 
공공개방공간까지 그리고 개인적인 개방 공간(발코니)까지 사적 
공간처럼 서열을 개척하다. “집으로 가는 거리에서 수직으로 뻗
어 있다.”는 것처럼 한다. 그리고 내부에서 회전 복도를 설치해 
운동공간을 제공하는 등시에 통행, 휴식 등 기능을 가지고 있고 
대학기숙사의 유동성 도 강화시킨다.

그림 4-9 화전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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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통행
  단순하게 긴 복도로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연결시킨다. 복
도로 연결시키고 내, 위부의 커뮤니티를 보증하고 내부의 사

그림 4-10 내외통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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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을 도 유지하다.

녹지공간:

  건물내부에서 옥상공간을 이용해서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한
다. 그린, 휴식, 운동, 행사 등 기능을 가지고 풍부한 주거생
활을 제공한다.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 더 시민의 여가생활을 
보증한다. 

그림 4-11 녹지공간 배치도 

그림 4-12 내부 녹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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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의 커뮤니티를 활발하기 위해서 건물 1층에서 교

류공간을 설치한다. 그림4-18보면, 외부의 공간을 이용해서 

건물 주위의 경치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내부 에서도 커피숍 

등 편리 서비스를 설치하며 박에 경치를 보일 수 있다. 시민

들 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싶다. 집단주거공간에게 새로

운 현식을 가져올 수 있기 바란다. 

그림 4-13 외부 커뮤니티공간 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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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주택은 인간생활의 필수품으로서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가
지고 있다. 인구이동에 따라서, 도시화 프로세스의 구동에 
주택에 대해 수요가 가속하며 집단 주거공간에 대해 수요도 
확대한다, 맹목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문제점
이 많이 나타난다. 주택에 대한 요구를 많기 때문에, 기능주
의의 입장에서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많이 고려해서 
인간들 집단주거공간내의 공공공간에 대한 수요를 간과하다. 
이와 함께, 거주자는 이웃 간의 커뮤니티의 즐거움이 잃어버
리며 이웃관계가 더욱 더 무관심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집단주거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대상
로  인문차원에서 사람의 정신을 편안함과 만족을 요구했다. 
생태적, 지속 가능한 차원에서, 녹화를 통하며 건물의 에너
지 소모를 낮추고 있다. 고층 건물에 우묵한 공간을 설치하
면,  거주자의 실외와 접근하고 싶은 심리적 요구를  만족시
킬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부분 공간이 차양 역할이 생기고 녹화
의 설치는 도시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에게 신선한 
공기가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집단주거공간 나온 문제점들이 분석하고, 사례로 서
울대학교 기숙사 901동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 집단주거공
간의 거주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
사의 결과를 따라 , 그리고 전에 집단주거공간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비교해서 , 주요로 주단주거공간에서 커뮤니티 
문제, 녹화부족, 단일한 외관, 개인성 등 문제점을 위해, 개
선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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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집단주거공간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발정에
서 도움이 드릴 수 있기 바라고 미래 집단주거공간의 디자인 
및 편하게 주거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참고로 제
공할 수 있기 바란다. 

  본 논문은 집단주거공간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발정
에서 도움이 드릴 수 있기 바라고 미래 집단주거공간의 디자
인 및 편하게 주거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참고로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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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사 901동 주택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901동 내부공간

1.관악사 건축물의 외벽을 만족합니까?请问你对宿舍大楼外墙的造型满意吗？

○ 매우 만족하다 很满意

○ 만족하다 满意

○ 일반적이다 还好

○ 만족하지 않다.不满意

2.시설이용시간

빨래방

3.빨래방에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 없음 ○ 있음  ________분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합니까?________

기다리는 동안에 ___시설 이용하고 싶습니까?

취사실

4.취사실 이용할 때 공간부족이나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使用公用厨房时会感觉到空间不足吗
○ 없음 不会
○ 있음 会 _______

이용할 때 불편 점이 있습니까? 공간 부족 식탁 부족

계단실

5.계단실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없음 ○ 있음

건조실

발코니

보도通道

6.기숙사 내부의 보도에 대한 어떤 인상 가지고 있습니까?您对宿舍外通道的印象是？

○ 밝다 明亮

○ 일반 一般

○ 억압/어두움 压抑（黑暗）

7.조명은 어떤 영향을 가져옵니까? 您觉得灯光给您带来的影响是？

○ 억압 压抑

○ 짜증난다.心情差，易发怒

○ 알반 一般

○ 좋아한다 心情愉悦

8.토로 양쪽의 벽은 장식을 있습니까? 通道两旁的墙壁有粉饰吗？

○ 있음.有，两旁的墙贴了壁纸或者进行了一定的粉刷

○ 없음. 没有，两旁是空空的白墙

이용회수(일주일) 이용시간(1회) 이용하고싶은 시설
빨래방 2 1.-2시간 ○○○○○
취사실 1-2 10분 ○○○○○
계단실 x ○○○○○
건조실 容易满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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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숙사 내부 소음이 있습니까?你觉得宿舍噪音大吗？

○ 크다.大

○ 보통一般

○ 크지 않다.不大

10.토로에 일어나는 행동을 영향을 드립니까?您觉得通道上的活动对您的影响是？

○ 시끄럽다. 很吵
○ 일반 较吵
○ 없음 无影响

11.보도는 어떤 점에서 개량을 필요합니까? 您觉得您所在的宿舍通道有哪些地方需要改进？

□ 보도의 넓이楼道的宽度

□ 보도의 지면장식楼道的地面铺装

□ 보도의 조명楼道的灯光

□ 보도의 장식楼道的装饰
□ 보도와 침실의 연결한 공간楼道与宿舍间设置过渡空间
□ 其他

기숙사 내부공간:

12.침실내부의 배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您觉得寝室的陈设是否合理？

○ 합리적이다. 非常合理

○ 보통 还好吧
○ 합리적인 않다 不大合理

13.현재 거주한 기숙사는 개인공간을 만족합니까?您觉得就您现在居住的宿舍而言，各自的私人空间是否足够
○ 만족한다 够
○ 보통 无所谓
○ 만족하지 않다 不够
房间小

14.자기 개인공간을 필요합니까?你是否需要自己完全独立的空间
○ 필요한다 非常需要

○ 상황없다 有没有都行

○ 필요하지 않다 不需要

15.기속사 내부의 활동공간 만족합니까?你觉得宿舍的活动空间充足程度

□ 매우 만족하다 非常满意

□ 만족하다 满意

□ 보통 一般

□ 만족하지 않다不好

16.기숙사에서 어떤 부족을 가지고 있습니까?你觉得你的宿舍有哪些方面的不足（可多选）

□ 소음 噪音大

□ 빛을 들어오지 못 한다光线不好

□ 공기오염空气不流通

□ 공간부족 活动空间小

□ 건조시설 부족한다晾晒条件差

□ 녹화부족

□ 기타其他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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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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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malgamated dwelling

- Based on the university dorm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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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urbanization, the 

population influxing urban, the society is facing sharp 

rising population, the shortage of land resources, low 

utilization rate of resources, energy supply, 

unreasonable transportation system, the deterioration of 

ecological environment, and many other problems. as 

the urban population rising sharply, it also increased 

the demand for urban housing. Housing is a big 

consumer of the city, and it affect  the natural 

environment, social, economic and other fields in our 

life. Haphazard expansion caused the waste of urban 

land resources,  short-lived building produced a large 

number of construction waste. the urbanization of rural 

land at the same time also caused the lack of 

agricultural land, and  the problem of excessive 

urbanization to reduce people's quality of lif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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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hopes to bring in the process of urbanization of 

the high-rise building to find a solution.

 Under the influence of excessive urbanization lead to 

the huge population pressure, high density of the 

residence became the main direction of future 

residential development. The vertical development of 

Residential space maximizing the  limited land usage, 

mean while  it also lost the harmonious neighborhood 

relationship of the residence.  High density residential 

brought a single residential appearance, the shortage of 

the green belt area per capita, psychological distance, 

the small per capita living area, the lack of 

communication space and many other the problems. In 

the busy society, short rest and living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more perfectly. In the future of 

processing of urbanization, high-rise residential  is not 

only consumption of social resources, but also the 

function of living, at the same time can it also make a 

certain contribution to the public in socie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find out a method to 

balance the homes and environment (a way to made 

the residence keep developing sustainable), provide a 

more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for people, which 

made architecture, humanities and  natural 

coexist. First of all, this study analyzed and 

summarized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modern high 

buildings and advantages, and find th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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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the future of residential design potential. 

Secondly through actual case study and analysis, i 

summed up present solutions of these problems. Then, 

according to the research contents of this paper, i 

selected an address as the study object.  Firstly 

analyzed the layout,  a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 situation of residential users really has carri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combined with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high density residential, focusing the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of green belt area per capita in high 

density residence, insufficient of personal area usage, 

and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residents , and 

develop the solutions.

  This study hopes to improve the problems above. In 

the course of future residential development, it show 

that housing is not only a living space, but also can 

build a harmonious neighborhood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it also can become a part of the social 

landscape. Integration of residential and public buildings 

have open with private property, can have functions of 

the social complex.

  Maximum saving land usage,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of the building itself.  the housing development 

can improve the pattern of the development level green 

space, park and other public space into the vertical 

development of high-rise and high-density hous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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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a space of warmth and to create a warmer 

society. This study hopes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housing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urbanization. I hope this study can 

provide a reference for future research.

key word: Common residence,  Dormitory project 

design, Public space, Utilization rate of residence

Student Number   : 2012-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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