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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패턴랭귀지 네트워크분석 방법론으로 본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영 우

지도교수  최 재 필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새로 유입된 주택 유형인 아파트가 고유 주거문화를 계승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주거연구방법론과 베

트남의 주거문화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먼저, 주거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주거문화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연

구방법론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턴랭귀지를 기반으로 한 주거문화비교연

구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설계와 분석 과정이 역순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본

래 설계방법론인 패턴랭귀지의 재구성을 통해 패턴랭귀지 네트워크분석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주거문화적 관점에서 베트남의 도시주택을 통해서 주거문화적 특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의 세부 목적을 설정하였다. 먼저, 베트남 아파트가

고유의 주거문화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근⸱현대 베트
남 주택의 건축적 변천에서 나타나는 주거 문화적 패턴의 지속과 변용에 대하여 논

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 문화적 관점에서 해외 아파트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

의하였다.

연구대상은 베트남의 도시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도시주택

인 튜브하우스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의 단위세대평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튜브하우스는 시간적 기준에 따라 도이머이(Đổi mớ) 이전의 ‘전통튜브하우

스’와 이후의 ‘현대튜브하우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아파트는 시기적으로 도이

머이 이후의 아파트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발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베트남 주관의 현지 아파트와 해외 주관(화교계 국가, 한국)의 현지 아파트가 연구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패턴랭귀지 네트워크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각의 대상을 비교분석

하였다. 먼저,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베트남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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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주거문화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전통,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

파트를 비교분석하여 현재 베트남 아파트에서 고유 주거문화적 특성이 계승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베트남 아파트 개발 상황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베트

남 아파트는 화교계 국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화교계 국가로부터 베트남 아파트의 단위세대평면이 어느 측면에서 주거문화적 영

향을 받았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 주관 아파트의 주거문화적 특성 중, 베트남

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자 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

를 비교분석하였다.

튜브하우스는 도이머이 이후 건물 구성의 차이에 의해서 주택 내 개방 수준과 프

라이버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과 환기 방법의 환경

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발생되

는 충돌 완화 방식 및 외부와의 독특한 소통 방식은 계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종교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채광과 환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현재까지 이어오는

것으로 보였다.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의 현대화 과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는 높아졌으나 종교적 행위, 부엌을 포함한 공용공간에서의 생활양식, 주거 외

부와의 소통에 대한 욕구는 현대 주택에서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베트

남의 고온다습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적 방법을 사용하는 점에서 환경

적 욕구가 드러나고 있었다.

한편, 베트남 아파트에서는 고유 주거문화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거나 화교계 국

가로부터 완전히 수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먼저, 튜브하우스에서 나타난 주거

문화적 특성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강하게 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베

트남 주관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은 사례에 따라 차이를 보인 반면,

화교계 주관 아파트와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독특한 특성이 일관되었다. 베트남

주택은 주거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보다는 화교계 국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집단의 유사한 패턴 네트워크 결과에 따른 주거문화적 특성에서 짐

작할 수 있다. 다만, 한국 아파트의 주동형식, 거실과 부엌을 포함한 통합된 공용공

간에 의해 나타난 생활양식, 맞통풍과 채광과 같은 환경적 이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 아파트는 외부로부터 수용과정을 거쳐 토착화의 과

도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베트남, 아파트, 튜브하우스, 패턴랭귀지, 네트워크 분석, 토착화, 비교문

화연구 

학  번: 2011-3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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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랭귀지 네트워크분석 방법론으로 본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

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 배경

주거는 사회적 생산물로서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주택의 형태를 결정짓

는 데 사회․문화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Rapoport(1969)의 주장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그의 연구가 산업화 이

전의 사회로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근대적 생활양식이 전 세계로 확산된 현

대사회에서는 주거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한국의 아파트는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에 아파트가 도입된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날에는 전체인구

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독특한 주거문화를 지니고 있다. 해외에

서는 아파트가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급 주거형식으로 도입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하위 계층의 주거형식으로 전락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는 것이다. 아파트가 한국에 도

입된 것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 수요의 공간적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지만,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거문화와 새로운 서구적 가치관 사이에서 적절

한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초기에는 서양의

평면을 그대로 도입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유 생활양식에 맞게 변형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한국아파트는 한옥의 공간구성을 계승하였고 한옥

의 기본적 바닥 형식인 부엌, 마루, 방이 완전히 통합을 이루어 고유 생활양

식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1)2)

한편,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 정책을 시행한 이후, 경제는 꾸

준히 성장하였다. 2016년까지 베트남 총생산(GDP)은 평균 6.5%의 경제성

장을 이루고 있고 도이머이 시작 전, 140억 불($)에서 2016년, 2000억 불($)

에 달성하였다.3) 이처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도시로 인구가 이전

1) 최재필. (1991).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아파트 문화의 성공적인 정착 요인. 주택도시. 주택도시연

구원, 52, p93

2) 전봉희, & 권용찬. (2012).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녘. p200

3)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and OECD National Account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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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1975년, 베트남이 사회주의 정권에 의해 통일된

이후부터 도이머이 정책이 발표된 시기까지 베트남의 도시 인구는 0.8%만

증가하였다. 반면, 도이머이 이후 지금까지의 도시 인구는 약 14.6% 증가하

여 지금은 약 34.2%가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4) 증가하는 도시 인구로 인

해 도시지역의 주택공급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회주의 체제

기반의 주택정책 아래 강력하게 통제되어왔던 주택건설 및 보수를 민간으

로 이양하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

대안으로 도시에 고층 건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베트남 당국자들의 동의

를 받게 되었고, 이 기간에 베트남의 주택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5) 베트

남 주요 도시인 호찌민시와 하노이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고층아파트

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구도심의 노후주택은 정비되었으며

기존의 도시주택들은 변형되어 새로운 형태의 현대화된 주택들이 나타났

다. 베트남에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지 약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베트남의 아파트는 한국의 아파트와 같이 그들의 주거문화는 적절하게 반

영되었는가? 이에 대하여 아직은 미흡하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첫 번째로 베트남의 경제 상황이 이를 설명해 준다. 아파트 생산방식은

비-관계에 의한 주택 건설방식이다.6) 이러한 건설방식은 전문적인 주택 건

설업자가 설계를 의뢰하고 시공하는 방식으로 거주자는 주택건설 과정에서

의사 결정력은 제한적이다. 결국, 거주자는 이미 완공된 주택을 선택하고

4) Ibid.

5) Logan, W. S. (2000). Hanoi: Biography of a Cit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ress. 

p223

6)  N. Habraken(1970)은 주택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7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방식
개별적 관계에 의한 

주택 건설방식

집단적 관계에 의한 

주택 건설방식

비관계 주택 

건설방식

유형

1. 거주자 스스로 짓는 방식 4. 거주자 집단 스스로 짓는 방식

7. 전문적인 주택 
건설업자 설계의뢰 

및 시공

2. 기능인이 짓는 방식 5. 거주자 집단이 기능인에게 
의뢰하는 방식

3. 건축가가 설계하고 기능인이 
짓는 방식

6. 거주자 집단이 건축가에 설계를 
의뢰하고 기능인이 짓는 방식

거주자 
참여 여부 거주자 주택건설 참여 거주자 주택건설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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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배치 행위만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아파트 공간은 지어진 지역

과는 상관없이 개발 주체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아파트 생산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베트남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예상

할 수 있다.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의 총생산액 중, FDI(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로 국영, 민간 부문보다 높다.7) 외국인직접투

자 중에서 아파트 건설과 연관된 부동산은 전체 투자금액 중에서 제조업 다

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아파트는 외국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8) 이는 한국의 아파트와 대조된다. 앞서 설명하였듯

이 한국은 초기, 서양의 평면을 그대로 도입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유

생활양식에 맞게 변형되어 지금의 독특한 평면 유형으로 토착화되었다. 이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파트 개발이 해외기업에 의한 직접투자보다는 국

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 대부분 담당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베트

남의 경우와 같이 신도시나 아파트 개발이 주로 외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졌

다면 그들의 주거문화가 반영된 주거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베트남에서 아파트 거주율이 높지 않다. 한국의 경우, 전체 인

구의 58.9%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반면, 베트남은 약 75% 정도가 튜브하우

스에 거주하고 있다.9) 아파트의 거주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베트남인의 경

제적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이지만 아직 베트남에서 아파트가 대중화를 이

루지 못하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7) KOTRA. 2006~2011 기준. 

8) 2007~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부동산은 28%에서 37% 수준으로 FDI의 다른 산업에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9) Ha, N.M. (2002), “Prospects on Housing Construction Industry in Urban Areas of 
Vietnam”, 1st Asian Forum Conference, Tokyo, Japan, Na, L. T. H. (2011). An analysis 
of passive design and unique spatial characteristics inherent in Vietnamese indigenous 
housing and their applications to contemporary high-rise housing in Vietnam. 박사학위논

문, 인하대학교. p1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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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 목적

그렇다면 베트남의 고유 주거문화는 무엇이고 아파트에 어떻게 계승되어

야 하는가? 이 질문은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주목적

은 베트남 지역에 새로 유입된 주택 유형인 아파트가 토착화를 이룰 수 있

는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착화한다는 것은 문화의 동일

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별적 차이에 의해서 고유한 속성을 보존하고 자

기동일성을 지속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외부로부터 유입된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화와 융합되어 변형되고

정착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의 토착화 조건은 현지의 사

회문화적 요인과 이것이 투영되어 나타난 공간의 배치나 형태와 같은 건축

적 특성이 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갖는다.

우선, 현재 베트남 아파트가 고유의 주거문화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알아

야 한다. 앞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베트남 아파트는 고유

의 주거문화를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그렇다고 이에 대하여 확

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베트남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

았다. 분명 주택형태 및 생활양식 또한 영향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 때

문에 건축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이 가설에 대하여 더욱 명확히 밝힐 필

요가 있다.

다음으로 근⸱현대 베트남 주택의 건축적 변천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의 지속과 변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

화가 이루어졌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베트남 고유 주거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주택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공간구조와 건축적 형태

등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과 이와 연관되는 사회문화적 상황의 이해를 통해

서 베트남 주거문화적 특성의 지속과 변용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거문화적 관점에서 해외 아파트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

의하고자 한다. 베트남에서의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지 공영

부분, 민간 부분보다 더 크다. 이는 도이머이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온 경제

적 현상이다. 건설, 부동산 부문 역시 높은 해외직접자본의 투자가 이루어

10) 이승헌, & 박시환. (2000). 지역건축의 '토착화'이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6(7),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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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설명하였듯이 베트남에서 해외 주관

아파트의 비중은 작지 않으며 앞으로도 해외기업이 주관이 되는 개발되는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토착화는 외부로부터 도입되

는 것이 내부 고유의 특성과 융합되어 전혀 새로운 유형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문제가 되지만 세계

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무작정 고유의 문화만을 고수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주관 아파트의 주거문화적 특성 중에는 베트남에 유

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는 베트남 주거 발전에 긍정적

인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주거비교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정립하

는 것이다. 여러 문화권에서 주거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할 때, 비교문화적 접근방법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는 서

로 같은 문화권에서 변화 양상을 살펴보거나 서로 다른 문화권 별로 나타나

는 여러 주거문화의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주거문화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주거문화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인류의 보편적인 주거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래 건축 설계 방법론인 ‘패

턴랭귀지’의 원리를 재구성하여 다른 유형의 요소화를 통해 새로운 주거비

교연구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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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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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절차

1.2.1. 연구 범위 

지역적 범위는 베트남 하노이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베트남의 주요 도

시로는 하노이와 호찌민시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노이는 행정 중심의 도시

이고 호찌민시는 경제 중심의 도시이다. 하노이지역을 본 연구의 주 대상지

로 선정한 이유는 연구 목적과 관련이 있다. 앞서 베트남 지역에 새로 유입

된 주택 유형인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에 대한 논의를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고유의 베트남 주거문화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유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도시지역으로 선

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았다. 하노이는 호찌민시에 비해 역사적으로 베

트남의 정통성이 더 반영된 도시로 판단하였다.

호찌민시는 프랑스 식민시대에 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써 계획된 식민도시이다.11) 반면, 하노이는 레(Lý) 왕조의 천도 이후 지금

까지 수도로 남아있는 매우 역사 깊은 도시이다. 외래에 의해서 새로 건설

된 다른 식민도시와 다르게 기존의 도시구조 틀 위에서 바뀌어온 전통성을

지닌 도시이다. 프랑스에 의해서 도시구조가 일부 변화하였지만 1920년대

이후 베트남의 정통성을 받아들여 하노이의 기본 도시구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12) 도시구조는 주택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베트남의 전통 도시주택 유형인 튜브하우스(Nhà ống)는 전 필지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건물형태를 결정짓는데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다.

다만, 해외 주관 아파트에 대해서만은 호찌민까지 그 대상을 확장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아파트가 가지는 개발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해외

에서 유입된 아파트의 경우는 현지 주거문화적 특성보다는 자국의 주거문

11) 19세기 후반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확장이 극에 다다랐던 시기이다. 여러 동남아시아 식민

도시가 건설되었다. 개항 이후 새롭게 건설된 도시들이 대부분이다. (전봉희, & 김지홍. (2007). 

중국계 숍하우스와 비교를 통한 베트남 냐옹의 특수성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3(11), p217)

12) 김지홍. (2007). 베트남 하노이 튜브하우스의 형성과 변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학교. 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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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지역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시간적 기준은 도이머이가 될 것이다. 도이머이는 현대 베트남

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사회적 배경이 된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튜브하우스

는 공간적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형태적, 공간적

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민간, 공영, 해외개발자들에 의해 고층아

파트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주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 또한 도이머이

이후의 일이다.

지역적, 시간적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하노이지역의 도시주

택으로서 도이머이 이전과 이후의 구분하였다. 크게 두 가지 주택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도시주택 유형인 튜브하우

스이고 두 번째는 베트남 소재 아파트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세부적인 분석대상의 선정은 시간적 구분과 주체에 의한 구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튜브하우스는 시간적 기준에 따라 도이머이 이전의 ‘전통튜브

하우스’, 이후의 ‘현대튜브하우스’로 구분하였다. 도이머이 전/후의 튜브하우

스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베트남 지역 주택에서 나타나는 고유 주거문화적

패턴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튜브하우스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건축적 변

용을 살펴봄으로써 시대적 수용과 퇴보된 주거 패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아파트는 시기적으로 도이머이 이후의 아파트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도

이머이 이전의 아파트를 주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념에 따른 공

간적 한계 때문이다. 도이머이 이전의 아파트는 사회주의 공동주택으로서

부엌, 화장실과 같은 생리적인 공간은 공용공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

어 있으며 개인공간은 한 개의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다.13) 이러한 아파트는

사회주의 국가 전반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아파트 유형이다.14) 때문에 도이

머이 이전의 아파트는 사상적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택 유형으로서 베

트남의 고유의 주거문화적 특성이 반영되기보다는 외래 유형이 그대로 유

13) Logan, W. S. (2000). Hanoi: Biography of a Cit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ress. p204

14) 베트남의 사회주의 아파트는 소련의 새로운 주거공급체제(Microrayon)의 기본적 토대를 따르

고 있다. 1970년대 초, 사회주의 주택은 95% 이상이 표준평면에 의해 지어졌다. [Ibid., 

p2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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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는 시기적 구분보다도 개발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베

트남 주관의 현지 아파트와 해외 주관의 현지 아파트가 연구 대상이 된다.

이처럼 개발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이머

이 이후, 베트남의 경제 구조의 특성 때문이다. 경제개혁을 발포한 이후, 해

외로부터 많은 직접투자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직접투자를 통

해서 개발되었다는 것은 주체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

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의 대상은 1)전통튜브하우스, 2)현대튜브하우스, 3)베

트남 주관 아파트, 4)해외 주관 아파트가 된다.

[그림 1-2] 연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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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 흐름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거문화 관련 이론과 ‘패턴

랭귀지’ 이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주거연구방법론에 대하여 고찰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주거문화비교연구로서 설계방법론인 ‘패턴랭귀

지’ 이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될 방법론을 구축하

였다. 주거문화비교연구로서 패턴랭귀지 이론의 한계를 논의하고 이론의

재구성을 통해 주거문화패턴 비교연구방법론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안한 방법론에 대하여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 주택에 적용하였다.

4장에서는 주 연구 대상인 베트남 주택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의

지속과 변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우선 베트남 도시주택에 대한 역

사적 배경 및 건축적, 주거문화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시기적

구분에 따른 분석 사례를 선정하였다. 3장에서 구축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각의 주거문화적 패턴을 구성하고 이들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베트남 주

택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지속과 변용을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베트남 소재 해외주관 아파트의 주거문화적 패턴을 도출하여

베트남 아파트에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외국의 아파트가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논의하였다.

6장에서는 결과적으로 4장과 5장을 종합하여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

화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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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주거문화패턴
비교연구방법론 구축

주거문화 비교연구방법론으로서의 패턴랭귀지 이론

패턴랭귀지를 통한 주거문화비교연구방법론 구축

베트남 주택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의 지속과 변용

튜브하우스

결론

주거문화 관련 이론 고찰

주거문화연구 및 문화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 아파트도시한옥

패턴간의 네트워크 형성 원칙의 모호성 비교분석 방법의 부제

패턴랭귀지 이론의 의의와 한계

방법론의 유효성 검증: 한국주택의 비교분석

베트남
주관 아파트

베트남 주택의 지속과 변용

 주
거

문
화

비
교

연
구

 방
법

론
 구

축
을

 위
한

 패
턴

랭
귀

지
 이

론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에 대한 논의

2장

3장

4장
5장

7장

주거문화적 관점에서 해외
아파트 적용 가능성 논의

베트남 아파트 토착화
조건 논의

베트남 도시주택의 고유
주거문화적 특성 도출

주거문화비교연구방법론으로서 패턴탱귀지 이론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패턴랭귀지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구축

6장

베트남 소재 해외 주관 아파트의
주거문화적 패턴

베트남 도시주택의 패턴 비교 분석

한국 주관 아파트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해외주관 아파트 패턴 비교 분석

패턴랭귀지 이론 적용
가능성 논의

연구방법론의 유효성 검증

분석틀 구축

 방
법

론
 적

용

패턴랭귀지 이론

패턴 연결 논리 구축 패턴랭귀지 비교분석 방법 구축

주거문화비교연구로서 패턴랭구지 이론의 한계

주거문화연구방법론 구축을 위한 패턴랭귀지 이론의 재구성

방법론 구축

 주
거

문
화

적
 요

인
 참

고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여부 파악

[그림 1-3] 연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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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랭귀지 이론

2.1. 주거와 문화

2.1.1. 주거와 문화의 관계

2.1.2. 주거문화연구에서 비교

2.1.3. 문화적 활용의 한계와 요소화

2.1.4. 문화연구의 유전학적 접근

2.1.5. 주거연구의 유전학적 접근 (공간구문론)

2.2. 패턴랭귀지 이론

2.2.1. 영원의 방식

2.2.2. 패턴랭귀지에서의 ‘패턴’

2.2.3. 언어적 구조의 패턴랭귀지

2.2.4. 설계과정에서 나타나는 패턴랭귀지의 특성과 원리

2.3. 패턴랭귀지 이론의 재조명 

2.4. 주거문화비교연구방법론으로서 패턴랭귀지 이론 적

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2.4.1. 설계와 분석의 역순 구조

2.4.2. ‘패턴’의 보편성과 유연성

2.4.3. 문제-해결 구성의 ‘패턴’

2.4.4. 언어적 구조인 패턴랭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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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3장의 방법론을 구축하기 이전에 패턴랭귀지 이론이 주거문

화비교연구 방법론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두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거문화비교연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거문화연구는 인류학, 지리

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선험적 모델로 삼고 있다.15) 따라서 사

회과학에서 다루어지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넓

은 범위에서 인류학에서 다루어지는 연구방법에 대하여 건축분야와 함께

다루고자 한다. 최근, 유전학적 접근을 통해서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패턴랭귀지를 주거문화비교연구에 적용할 수 있

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패턴랭귀지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패턴랭귀지의 근본적

인 목적과 특성, 그리고 설계방법론으로서의 패턴랭귀지 이론이 어떤 과정

을 통해서 전개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패턴랭귀지의 의의

와 한계점을 통해서 패턴랭귀지 이론이 현시점에서 재조명받아야 할 이유

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1. 주거와 문화

2.1.1. 주거와 문화의 관계

주거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다. Rapoport(1969)는 당시 이전의 이론가들이 대부분 물리적 결정론자의

경향을 보였고 어떤 특정의 형태 결정요소가 강조되었다 해도, 단 하나의

요인에 의하여 형태가 결정된다는 지나치게 단순한 시도로 기울어지는 경

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16) 그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토속 주택을 대상으로 비교연구하여 주택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주택형태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일차적으로 사회문

화적인 요소이며, 그 밖의 다른 것들은 수정요소로 보았다. 이는 주택형태

15) 전봉희, (2003). 마을, 한국건축역사학회 (편). 한국건축사연구1, 발언. p256

16) Rapoport, A. (1969).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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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요인들보다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다른 요

인들은 부차적으로 작용된다는 의미이다.

Altman & Chemers(1980)는 주택의 형태가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

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주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문화와 환경이 다양한 측

면을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을 독립적으로 보는 것은 어느 수

준의 분석에서는 정확하지만, 각각을 자체적으로 보면 불완전하다고 보았

다.17) 이처럼 주거는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즉,

그 지역의 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

2.1.2. 주거문화연구에서 비교

주거는 건축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지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연구

대상이 된다. 이는 주거에 문화적 요인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

학 분야는 건축학 분야에서의 주거문화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인류학의

연구대상과 목적은 인류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데 있다. 즉,

인류학은 어떤 한 문화가 가지는 특수한 요소와 보편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이러한 문화요소를 통하여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

하는 학문이다.18)

인류학의 연구에서 비교(comparison)라는 측면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는 여러 문화권에서 주거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자 할 때,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서로 같은 문화권에서 변화 양상을 살펴보

거나 서로 다른 문화권별로 나타나는 여러 주거문화의 양상을 비교함으로

써 주거문화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주

거문화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인류의 보편적인

주거문화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Tylor(1889)는 여러 문화의 비교연구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사회제도의

발달, 특히 혼인형태와 친족의 출계원리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를 통해 고전

17) Altman, I., & Chemers, M. M. (1984). Culture and environment: CUP Archive. p156

18) 박환영. (2014). 인류학에서의 비교연구. 비교민속학, 53,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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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교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Murdock(1982)은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

는 보편적인 문화의 공분모를 72개 항목으로 열거하고 많은 문화의 비교연

구를 시도하였다.

주거문화연구에서도 비교문화적 접근방법은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Rapoport(2005)는 주거문화적 특성을 불변성(constancy)과 가변성

(variable)으로 정리하고 있다. 불변성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간의 생물

학적 특성이나 지각작용과 행동과 같이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말한다.

반면, 가변성은 변화하는 것으로서 건축적 표현방식을 말한다. 이 둘 사이

의 구분은 주택과 마을의 형태와 그 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는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주택 계획에

반영된다. 하지만 이는 모두 같은 형태로 요구되지 않는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도 다를 것이며, 건축적 표현도 다를 것이다. 주택의 외

부와 내부의 프라이버시 표현은 서양권과 동양권의 차이를 보인다. 서양의

경우, 건물과 외부의 관계는 개방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폐쇄적인 형태

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동양은 건물과 외부의 관계는 담을 통해서 경계를

명확히 하지만 내부에 들어서면 개방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2.1.3. 문화적 활용의 한계와 요소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요인은 항상 고려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문화는 지극히 개념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문화는 모호함과 매우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

은 문화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며,

건물 환경에 문화 자체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의 문화는 파

악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개

념 정의에 대한 합의가 거의 없는 데다가 개념 정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19)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 표현이 가

능하고, 잠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0)

19) Rapoport, A. (2005). Culture, Architecture, and design. Locke Science Publishing 

Company. p77

20) Ibid.,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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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oport(2005)는 문화를 친족, 가족구조, 역할, 사회 네트워크, 지위 신

분, 정체성, 제도, 관습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분해하였고 넓은 범위

의 보편적 특성인 세계관, 가치관, 이상과 규범, 생활방식, 활동체계로 구체

화하였다. 주요 개념들에서 설계행위에 가까운 개념들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과 연계되어 물리적 공간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2.1.4. 문화연구의 유전학적 접근

문화의 특성에 따른 연구의 한계는 최근 유전학적 관점으로 문화를 이해

하려는 이론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인류학을 포함하는 사회과학 분

야와 유전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연구의 유전학적 접근

은 Dawkins(1976)의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언급된 ”밈(meme)“을 통해서 주

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밈은 문화 전달과 유전자 전달 간의 유사성을 강조

하였으며, 문화는 밈의 풀 속에서 뇌와 뇌 사이를 도약함으로써 모방의 과

정을 통해 번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21) 밈은 진화에 필요한 세 가지 특징인

변이, 유전, 차별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밈 이론은 학계의 관심을 받았지

만, 밈 개념이 문화 현상을 진지하게 설명하는 이론으로써 부상하는 데는

실패하였다.22) 밈 관련 연구자들이 경험적 이론적 연구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한 것은 밈 이론이 추상적인 개념에 그친 결과를 낳았다.

문화진화론은 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갔다. 문화변동

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이론은

문화-유전자 공진화론이다. 이 이론은 유전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의 상호작

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양자를 동시에 이해하고자 하였다. 23) 문화적 요소

와 유전적 요소를 하나로 통합한 분석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모

델을 통해서 우유를 소화시키는 유전자와 낙농업의 공진화를 설명하였다.

21) Dawkins, R.(1976). The Selfish Gene. Oxford University Press. 한국어판, 이기적 유전자, 

홍영남 이상임 옮김(을유문화사, 2010)

22) Laland, K. N., & Brown, G. (2011). Sense and Nonsense: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human behaviour: OUP Oxford.. 한국어판, 센스 앤 넌센스, 양병찬 옮김(동아시아) p273

23)  Ibid.,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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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주거연구의 유전학적 접근 (공간구문론)

① 공간구문론

주거문화연구에서 유전학적 접근은 공간구문론을 적용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다. 공간구문론을 통한 유전학적 접근은 Hillier & Hanson(1984)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Hillier & Hanson(1984)은 공간을 사회적 의미의 전달

매체로 인식하고, 공간구조적 특성에 내포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자 하였다. 공간의 구조적 차이는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공간

질서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도구로 보았다. 24)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구문론을 탄생시켰다. 공간구문론적 관

점은 전통적인 건축미학의 관점과는 다르다. 공간에서 느껴지는 감성이나

공간감에 따른 심리적 느낌보다는 공간과 공간 간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즉, 공간의 연결 상태에 따른 건조환경에서의 사회적 의미를 추론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공간구문론에서는 공간을 단위공간으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연결 네트워

크로 인식한다. 각각의 단위공간은 동등한 위계로 설정하며 연결 상황과 관

계에 의해서 전체 시스템이 규정된다. 이 시스템은 단위공간의 관계에 의해

서 정의되므로 상대적이며 부분의 변화가 전체의 변화로 드러난다. 이 때문

에 공간구문론은 공간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1은 공

간들의 관계를 그래프로 변환한 것이다. 왼쪽은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이고

오른쪽은 단위세대의 각 공간을 규모, 공간의 분위기, 공간의 색 등의 정보

를 배제하고 노드(node)와 에지(edge)만으로 표현된 오직 공간 간의 연결

관계만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왼쪽의 평면에서는 공간의 구조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오른쪽의 그래프는 공간의 연결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

며 공간 구조적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실은 다른 공간들을

잘 연결해주는 매개 공간으로 드러난다. 반면, 방 1에 포함된 욕실은 주택

내에서 가장 깊은 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공간구문론은 공간 간

의 상대적 깊이와 이들의 연결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특성이 핵심

이다.

24) Hillier, B. & Hanson, J., (1984)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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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의 J-그래프
(출처: 변나향. (2014). 아파트단지와 단위세대 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p25)

공간을 위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의 장점은 공간과 연결관계를 단순

화하여 공간 구조적 특성을 명확히 하는 것에 있다. 규모가 작은 공간에서

는 평면상에서도 공간구조를 파악할 수 있지만, 대규모 공간에서는 공간의

상대적 깊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공간구문론을 통해서 큰 공간에서도 공간

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수학적 모델을 통한 과학적 접근방

법으로서 공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② 공간구문론의 유전학적 접근

공간구문론의 유전학적 접근의 시초가 된 연구는 Hillier. et al. (1987)의

논문이다.25) 이 연구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 농가 주택의 17개 평면을 대

상으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프랑스 농가 주택에서 나타

난 공간구조적 특성에 따른 유전자형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기능의 공간 간의 통합과 분리의 정도를 살펴보는 방법을 통해 주거에서 나

타나는 문화적 특성이 공간구조라는 실체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

한, 주거에서 공간구조적 유형에 따라 생활양식상의 변수들과 관련되었음

을 밝히고 있다.26)

25) Hillier, B., Hanson, J. and Graham, H., (1987) Ideas are in things: An application of the 
spacesyntax method for discovering house genotype.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Vol. 14, p36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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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를 대상으로 공간구조적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연구는 위의 연구방법

론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공간구조적 유전자형을 통해서 사회

문화적 관념과 연결시키려는 관점은 동일하지만 연구 목적에 따라 어느 정

도 차이는 있다. 이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 특성 시기의 사회문화적 관념이나 상황을 추측하거나 해석하

는 연구이다. 이는 오래된 마을이나 주거를 대상으로 현지 문화를 이해하거

나 특정 시대의 건축공간을 분석하여 당시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이해하려

는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다른 흐름은 공시적/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로서 사회문화적 변

화나 차이에 따라 투영되는 건축공간의 변용, 계승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각 시기별 혹은 사례별 비교분석에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공간구조적 변화

경향 또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사회적 규범의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적 특성 변화, 현대주거에 투영된 전통주거의 공간구조적 특성에

따른 고유주거문화적 연구, 외래 문명 유입에 따른 주거공간의 변화 과정

연구 등이 있다.

26) Hillier, B. (2007). Space is the machine: a configurational theory of architecture. Space 

Syntax.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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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패턴랭귀지 이론

2.2.1. 영원의 방식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건축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

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과거의 훌륭한 전통 건축물, 즉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마을과 천막집, 사찰

들은 모두 이러한 건축법의 핵심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은 것이다. 이 방식을 따르

지 않으면 훌륭한 건물이나 멋진 마을, 아름다운 공간, 편안함과 살아 있음을 느끼

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리고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이러한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무나 언덕, 우리의 얼굴처럼 태곳적의 모습을 간직한 건물

들을 짓게 될 것이다.

위의 문장은 패턴랭귀지 이론의 원리가 담겨 있는 “The Timeless Way

of Building”의 첫 구절이다. 다소 추상적이지만 이 문장 안에는 알렉산더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Alexander(1977)는 도시와 건축물에 ‘활기’를 불어

넣을 방법으로서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건축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이를 찾기 위해서 ‘무명의 특성(the quality without a name)’을 알아야 한

다고 하였다. 영원히 지속하여온 자연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성이 존재하는

데 그 특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릴 수 없어 무명의 특성이라 하였다.27)

무명의 특성은 정의하기 어렵지만, 자연과 가까운 특성을 뜻하며

Alexander(1977)는 자연에 가까운 도시와 건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경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건축방법은 특정인에 의해서만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모두의 경험에 의해서 가능하다. 건축가, 도시계획가, 시

공자 등의 전문가에서부터 시골의 농부, 비전문가들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

다. 즉,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특정 계층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패턴랭귀지이다. 패턴랭귀지는 일종의

설계방법론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환경 구성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패

27) 무명의 특성(the quality without a name)에 대하여 생명력, 완전함, 편안함, 자유로움, 정확함, 

무아, 영원함 등 다양한 단어로 설명하려 하였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Alexander, C. 

(1979). The Timeless Way of Building, Oxford University Press. 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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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랭귀지는 큰 범위로는 도시에서부터 건물, 건물의 시공에 이르기까지 인

간의 건조 환경과 그것들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소들까지 인간 환경의 전

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이자면 패턴랭귀지는 전문가뿐만 아

니라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환경 구성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2.2.2. 패턴랭귀지에서의 ‘패턴’

패턴은 도시,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요소라 할 수 있

다. 패턴은 ‘사건의 패턴’과 ‘공간의 패턴’의 관계로 설명된다. 사건은 사람과

자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와 상황이라면 공간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사건은 항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비물리적인 것이며 공간은 사건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것으로 정

의된다. 패턴은 도시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요소로서 공

간, 건축요소 등과 같은 물리적인 것과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환

경, 그 공간에서의 심리 등과 같은 비물리적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

다.28)

공간의 패턴은 특정 사건 패턴을 공간을 통해서 계속 반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간 패턴은 어떤 건축물이나 마을의 특징을 부여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의 어떤 구역이나 건물 혹은 장소 등

의 중요한 특성은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에 의해서 규정된다.

패턴은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의 원자라 할 수 있다.29) 아무리 복잡하더라

도 세상의 물리적인 물질을 이루는 원자는 92가지에 불과하다. 원자는 계속

하여 그 개념이 바뀌어 왔다. 예전에는 구 형태로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입

자나 파동의 특성을 모두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점

의 변화에도 원자의 활동 영역을 볼 때 그것들이 동일한 활동을 반복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28) 공간의 패턴과 사건의 패턴은 인과관계가 아니다. 공간과 사건이 결합된 전체 패턴은 인간 문

화의 한 요소이다. (Alexander, C. (1979). The Timeless Way of Building, Oxford 

University Press. p92)

29) Alexander, C. (1979). The Timeless Way of Building, Oxford University Press.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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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도 이처럼, 도시나 건물 같은 더 큰 규모를 생각할 때도 이 세상이 어

떤 근원적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장소는 몇백까지 패

턴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어지러울 정도를 복잡한 것이라 해

도 결국은 몇 가지 패턴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30)

[그림 2-2] 패턴의 구성 

패턴은 문제-해결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지

적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건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모든 패턴이 무명의 특성을 지닐 수 없다. 패턴 중에는 유용하지 못한 패

턴도 있을 것이다. Alexander(1979)는 초기 산업화 사회에서는 패턴들이 죽

어갔다고 하였다.31) 규격화되고 전문화된 건축물에 대한 비판이다. 그가 근

무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좁고 긴 형태, 한쪽 면에서만 비치는 햇빛, 벽과 폭

이 똑같은 창문, 3ｍ 간격의 형광등 등의 패턴으로 정리하면서 형편없는 패

턴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건축가들이 만든 건물도 눈에 띄는 실수로 가득

차다면서 르 코르뷔지에의 ‘Unité d'Habitation’에 대해서도 유닛의 좁고 긴

형태와 좁은 쪽 면에만 창을 둔 점에 대하여 비판하였다.32) ‘A Pattern

Language’에서의 패턴은 살아 있는 패턴만을 정리한 것이다.

30) Ibid., p99

31) Ibid., p231

32) Ibid.,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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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언어적 구조의 패턴랭귀지

패턴랭귀지는 언어적 구조와 유사하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패턴랭귀지

는 통용적 특성과 네트워크적인 특성을 가지며 창의적 발현을 돕는다. 언어

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해서 통용된다. 이것은 서로의 약속이고 소통의 수단

이다. 패턴 또한 마찬가지다. 패턴에 대하여 다수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패턴은 죽은 패턴이나 마찬가지이다.

앞 절에서 서술하였듯이 패턴의 조합에 의해서 어떠한 환경이 만들어진

다. 패턴랭귀지는 언어가 단어들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듯이 패턴랭귀

지는 패턴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패턴이 독립적으로 존

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러 패턴이 단계별로 서로 의존하여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살아 있을 때, 마침내 무명의 그 특성은 나타난다.33)

이러한 과정에서 창의성이 발현될 것이다. 같은 패턴들로 다양한 조합이 가

능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결과물을 창조해 낼 수 있다. 이는 패턴이 정

확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활동과 욕구에서 나오는 대략적

인 물리적 환경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턴을 조합하는 과정은 다음

항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33) Ibid.,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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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설계과정에서 나타나는 패턴랭귀지의 특성과 원리

패턴들을 연결하는 원리와 과정은 패턴랭귀지를 활용한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패턴랭귀지를 통한 설계 프로세

스는 다음과 같다.

[그림 2-3] 패턴랭귀지의 디자인 프로세스

먼저 하나의 패턴을 선택하고 그 패턴을 상위/하위 패턴과의 관계를 고려

하여 패턴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패턴을 순차적으로 연결해 나간

다.34) 이때 연결 순서는 프로젝트의 프로세스가 된다. 패턴의 문제를 파악

하고 패턴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하위패턴을 연결해 나가면서 디자

인 해결 과정을 만들어낸다. 마지막으로 패턴들의 시퀀스 조정을 통해서 패

턴랭귀지를 완성한다.

1. 패턴 선택: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과정인 패턴을 선정하는 것이다. 패

턴 선정은 목적을 고려하여 우선, “A Pattern Language”에서 제시된 253가

지 패턴들 중에서 선정한다.35) 여기에서 제시된 패턴들은 전 인류의 물리적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을 정리한 것이다.36) 패턴을 카테고

34) Alexander(1977)는 패턴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패턴의 시퀀스(The sequence of 

patterns)”라고 하였다.

35) Alexander(1977)는 “A Pattern Language”에서 도시, 건축, 시공 3가지로 분류하여 총 253개

의 패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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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화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이 설계방법론의 목적 때문이다. 비전문가일지

라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위함이다.

2. 패턴 추가 및 수정: 패턴은 추가되거나 기존의 패턴이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방법론의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A Pattern Language’에

서 제시한 패턴들이 인류 환경의 보편성을 띠고 있으나 모든 환경에서 적합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하고 패턴랭귀지는 상황에 따라서 패턴

이 수정되고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3. 패턴의 조합: 이 단계에서는 선택된 패턴 간의 “패턴의 시퀀스”를 만든

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순차적으로 패턴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패턴은 “상황(context), 문제(problem), 해결 (solution)”로 구성되어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

식이다. 채광(107)을 예로 들면 인공조명에 의지하는 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Rapoport & Hall, March &

Martin(1966)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태양광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근거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길고 좁은 건물 형태를 제시

하고 있다. 이 패턴은 채광이라는 환경적 문제를 건물 형태를 통해서 해결

하고자 하는 것이다.

패턴은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이 과정에서 패턴랭귀지를 이룬다. 패턴은

연결되는 위치에 따라서 상위패턴, 하위패턴, 중심패턴으로 구분된다.37) 패

턴 간에 연결되는 원칙을 살펴보면 먼저 상위패턴은 중심패턴의 전 단계로

서 프로세스상 먼저 고려된 패턴이라 할 수 있는데 중심패턴 등장의 배경이

될 수 있는 패턴이다. 중심패턴의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거나 보완해

줄 수 있는 패턴은 하위패턴이 된다. 다시 채광(107)을 예를 들어보면, 이

패턴의 하위패턴으로 포지티브 외부공간(106)이 연결되었다고 가정해보자.

36) 패턴들은 원형적이기 때문에 매우 심오하며, 사물의 본질에 근거하기 때문에 5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인간의 본성에 맞고 인간 행동의 일부로서 존재할 것이다. (Alexander, 

1977)

37) 설명하고자 하는 패턴을 중심패턴(center pattern)이라 한다. 이는 절대적인 중심에 있거나 중

요도가 높은 패턴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 녹아있다. 상위패턴(Larger pattern), 하위패턴

(smaller pattern)은 ‘더 큰 패턴’, ‘더 작은 패턴’으로 직역된다. 이는 중심패턴(Center pattern)

에 비해 스케일이 큰 패턴과 작은 패턴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큰 범위에서부터 점차 세부적인 

부분의 설계를 하는 것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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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외부공간(106)은 건물 사이 공간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무언가로 둘러싸여 있거나 다

른 외부공간으로 열려있는 외부공간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포지

티브 외부공간(106)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외부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이지만 중정이나 광장과 같이 둘러싸인 외부공간을 통해서 건물의

채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패턴 간의 연결 순서는 곧, 설계 프로세스로 연결된다. 패턴연결 순서는

스케일로 결정되는데 큰 범위, 혹은 큰 개념에서부터 점차 작은 범위나 세

부 개념들을 좁혀가는 과정을 따른다. 패턴랭귀지는 문제-해결 과정에 따른

설계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즉, 패턴 간의 네트워크는 설계 프로세스와 연

계된다. 이러한 과정은 언어적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언어는 각각 의미가

내포된 단어들의 조합에 의해서 문장을 이룬다. 이때 문장은 단어 선택과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패턴랭귀지도 마찬

가지다. 패턴이 어떤 패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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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패턴랭귀지 이론의 재조명 

패턴랭귀지 이론은 건축계에서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이론에 대하여 주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

다. 주거문화 비교연구방법론으로서 패턴랭귀지 이론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하기 이전, 이 시점에 왜 패턴랭귀지에 주목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논

의하고자 한다.

패턴랭귀지는 1960~70년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서 만들어진 설계방법론이자 건축이론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이론이다. 그동안 패턴랭귀지는 건축계 많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계에서 잘 활용되지 못했던 것 같다. 최근 10년간의 건축분야 내에서

패턴랭귀지와 관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건축가들이 패턴랭귀지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38) 설계방법론으로서 패턴랭귀지에 대

한 비판은 먼저, 그가 제안한 수많은 패턴들은 기존의 경제적인 관습과 건

설과정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실제 도

시계획을 수행하는 도시계획가나 건축가들에게 효율적인 디자인 방법을 제

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로 연결된 패턴들의 집합은 디자인이 정초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안하지 못하는 것이다.39)

이러한 비판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패턴랭귀지는 도시 건축분야에서 의미

있는 이론 중 하나일 것이다. Buchanan(2012)는 알렉산더의 패턴랭귀지에

대해서 퇴행한 이론이 아니라 파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를 일으켰다고 보았다. 이에 이어서 건축가가 당면한 어려운 과제는 패

턴랭귀지가 제안한 경험의 풍부함과 질적인 발전을 현대적 해석을 통해 재

창조하는 것이라 하였다.40)

패턴랭귀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패턴 자체가 가지는 의

38) 패턴랭귀지를 활용하여 건축된 사례는 오레곤 대학교, 일본에 히가시노고등학교, 멕시코에 저비

용 주택, 영국의 웨스트 딘 방문센터 등 모두 알렉산더에 의해서 디자인되었다. 

39) Salingaros, N. A. (2000). The structure of pattern languages. arq: Architectural 

Research Quarterly, 4(2), 151.

40) Buchanan. B. (2012) The Big Rethink: Transcend And include The Past, The 

Architectural Review. 2, 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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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다. ‘A Pattern Language’에 제시된 253개의 패턴은 환경 전체를 대

상으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건조 환경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고려한 설계방

법론은 찾기 어렵다. 이 패턴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불변적 요소를 찾고자하

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패턴랭귀지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가 70년 후반임에

도 불구하고 이 패턴들이 내포하는 사회문화적, 물리적 특성들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심지어 패턴에서 문제 삼았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

다. 물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질적인 패턴들도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서

도 수정되고 새로 추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어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

게 하였다. 이러한 패턴의 유연한 특성은 공간과 환경에 대하여 수많은 상

상력을 자극하였다.

두 번째는 패턴랭귀지의 설계 방법론적 체계이다. 개별적 요소가 아닌 네

트워크로 구성하여 서로 간의 관계성에 주목한 그의 시도는 도시이론의 전

환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근대 도시이론에서 현대 도시이론으로

전환되는 첫 번째 분기점을 형성하였다.41)

다른 측면에서는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다. 알렉산더는 도시 건

축 관련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하여 문제제기하였다. 그는 건축과 도시는 건

축가의 사고만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 아니며 단지 전체 시스템의 잔여물

로 보았다.42)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전통문화 속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패턴

들에 주목하였고 ‘A Pattern Language’의 패턴에 관한 연구에 많은 부분 반

영되었다. 패턴랭귀지를 통한 설계방법은 소통을 중요시한다.

한편, 독특하게도 패턴랭귀지 이론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도시, 건축분야의 논문 중에서 패턴랭귀지와 관련

된 것은 최근 들어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는 지

속적으로 패턴랭귀지가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패턴랭귀

지 이론의 문제 – 해결 방식과 연결의 체계, 패턴의 유연성, 공유의 개념

그리고 카테고리화의 개념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디자인 패턴’은 패턴

랭귀지 이론을 반영하여 개발된 객체지향 프로그램 이론이다. 이 이론은 자

주 사용되는 코딩을 카테고리화하여 문제 – 해결 방식과 연결 체계에 따라

41) 정인하. (2013). 현대 도시이론과 언어담론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2(3), p82

42) 김광현 (2014). 건축 이전의 건축, 공공성, 공간서가,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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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

었다. 예를 들면 최근 건축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파라메트릭 디자인 프로그

램 플러그인인 ‘Grasshopper’에서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형태를 형성할 때,

자주 사용되는 코딩으로 카테고리화 된 것이며 이들을 연결하고 조정하여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림 2-4] 컴퓨터프로그래밍분야에서의 패턴랭귀지 이론의 활용 

(Grasshopper)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wiki’가 있다. 이 웹사이트는 공유 사전이라 할

수 있는데 패턴랭귀지의 공유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다. 특정 누군가에 의해

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전의 항목과 내용을

추가하면서 방대하게 발전해 나가는 구조이다. 이러한 공유의 개념은 컴퓨

터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일반화되었다.

[그림 2-5] 컴퓨터프로그래밍 분야에서의 패턴랭귀지 이론의 활용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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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랭귀지가 컴퓨터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가장 큰 원인

은 패턴랭귀지 이론의 시스템적 프로세스와 공유와 소통을 통한 진화해 나

간다는 그의 철학에 있다.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패턴랭귀지 이론의 재조

명이 필요한 것은 다른 분야에서 꾸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도시⸱건축 디자인 도구로써 활용은 미미하지만 패턴랭귀지 이론이 가

지는 원리와 철학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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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거문화비교연구방법론으로서 패턴랭귀지 이론 적용 가능성

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주거와 문화의 관계와 주거문화에서의 비교연구, 그리고 패턴랭

귀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패턴랭귀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종합해

볼 때, 주거문화비교연구로서 패턴랭귀지의 적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주목한 것은 설계와 분석 과정이 상반된 프로세스라는

점이다. 이는 설계방법론인 패턴랭귀지 이론이 분석 방법으로 변환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지녔다. 두 번째로 패턴랭귀지의 가장 기본 단위인 ‘패턴’이 가

지는 독특함이다. 패턴은 복합요소로서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문

화, 환경과 같은 비물리적 특성과 건조환경의 물리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분석 요소로서 패턴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다. 세 번째로 패턴랭귀지는 패턴 간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턴과 패턴 간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4.1. 설계와 분석의 역순 구조

패턴랭귀지는 본래 도시와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를 위한 방법론이다.

이 때문에 주택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탐구하는

것과는 방법과 절차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설계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찾고 이에 대한 건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반면, 주거문화연구는

이미 존재하는 주택을 분석하여 특성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역할과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설계와 분석은 과정상

역순 구조이다. 설계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건축적 해결 과정을 거쳐 건축물

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분석은 이미 완성된 건축물에서 시작하여 분

석 과정을 거쳐 건축물의 특성과 역할을 찾아낸다.

패턴의 구성을 다시 살펴보면 어떠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

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성이다. 상황에 대한 문제는 사회문화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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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나 건축적 현상에 대한 것이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건축적 방법으

로 정리된다. 이를 역순으로 치환하면 어떠한 건물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특

성을 파악하고 그것의 목적과 역할을 유추하는 과정으로 정리될 것이다. 주

거문화연구에서 패턴 구성은 건축적 특성을 찾고 이들의 역할을 도출한 다

음, 이에 대한 근거를 찾는 과정을 따르게 된다.

패턴랭귀지는 설계 과정에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건축적 해법

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패턴랭귀지는 설계방법론으로서 설계행위의 과정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패턴랭귀지를 주거문화연구에 활용하였을 때, 주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안에서 인간의 욕구가 무엇

인지 그리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건축 해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6] 패턴 구성의 역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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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패턴’의 보편성과 유연성

알렉산더는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변하지 않은 건축적 방법을 찾고자 하

였다. 패턴랭귀지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의 저서인 ‘The timeless way of

building’의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영원의 건축방법이란 앞서 설명하였

듯이 시대와 지역을 떠나 전 인류의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A Pattern Language’에서 제시하고 있는 패턴들은 이

러한 견해가 반영되어 인류 보편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알렉산더

가 제안하고 있는 패턴이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질 수는 없다. 문화적 차이

와 상황에 따라서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알렉산더도 인정하

는 바이다.

이러한 패턴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는 패턴을 수정하고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패턴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이에 대하여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여 패턴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용화하길 원

했다. 패턴을 상황에 따라 변형하고 추가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건조환경

의 보편적 특성뿐만 아니라 특수성까지 살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패턴’은 패턴랭귀지의 기본단위로서 분석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 Pattern Language’에서 제시하고 있는 패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분

석대상에 적합하도록 재구성의 과정을 거친다면 분석 요소로서 활용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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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문제-해결 구성의 ‘패턴’

패턴의 구성은 문화와 건조환경의 관계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

난다. Rapoport(1969)는 문화에 있어서 특징적이고 의미있는 것은 어떤 요

구에 대한 특정의 해결책으로 보았다. 날씨 혹은 적으로부터의 보호를 인간

의 기본적인 욕구임을 인정한다면, 이와 같은 보호를 성취하는 방법은 물리

적, 심리적, 문화적 제한은 언제나 내포하지만 광범위한 선택이 가능하다.

인공형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요구가 처리되는 방법을 문화적

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무엇을 만들었느냐는 사실보다 사물을 어떻게 만들

었냐가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문이나 창문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태와 배치 방위이며, 요리 하느냐,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43)

패턴랭귀지 이론의 가장 기본단위가 되는 패턴은 매우 특별한 요소이다.

물리적인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물리적 공간과

환경에서의 일어나는 사건에 주목하였다. 즉, 사회문화적 특성과 물리적 특

성의 관계를 한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다. 패턴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상황에

대한 문제와 해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Rapoport(1969)가 말하는 인간의

욕구가 처리되는 방법과 같다.

[그림 2-7] 패턴의 구성과 문화 / 건조환경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유사성

43) Rapoport, A. (1969).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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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에는 주거문화 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적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친밀도의 변화(127)라는 패턴을 살펴보면 “건물의 내부 공

간이 각각의 프라이버시에 부합하는 일련의 순서로 배치되지 않았다면 낯

선 사람, 친구, 손님, 고객, 등이 방문했을 때 조금 곤란한 느낌이 들게 될

것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건물 내부 공간은 가장 공적

인 부분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사적인 공간으로 바뀌어 나가서 마지막으로

는 가장 사적인 영역이 되도록 한다.”라는 배치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친밀도의 변화(127)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를 공간의 배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패턴은 문화적 요인 이외에도 환경적인 부분도 내포되어 있다. 남쪽을 향

한 외부공간(105)은 “햇볕이 들지 않는 오픈스페이스는 모두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건물은 항상 외부공간의 북쪽에 배치해서

외부공간이 남쪽에 있도록 한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채광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건물 배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물을

대지의 북쪽 면에 배치함으로써 대지의 남쪽의 외부공간을 확보된다. 건물

의 남쪽은 전면의 외부공간이 확보됨으로써 건물의 실내공간에 자연광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다. 외부공간에서처럼 내부에서도

햇볕을 받고 싶은 거주자의 욕구가 해결된 것이다. 이처럼 패턴은 단순한

요소가 아니다. 다양한 속성이 내포된 복잡하고 심오한 요소이다.

이처럼 가장 기본 요소인 패턴이 사회문화적 특성과 물리적인 특성이 동

시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보다 복합적인 해석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만약 패턴이 물리적인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특성만을 내포하고 있

다고 가정해보자. 다시, 남쪽을 향한 외부공간(105)을 예로 들어보자. 이 패

턴의 물리적인 특성인 대지의 북쪽 면에 건물 배치를 통한 남쪽 면의 외부

공간 확보의 의미만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패턴을 통해서 건물을 어떻게 배

치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 하지만 건물의 배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이러한 배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처럼 문제와 해결의 구성으로 되어있는 패턴은 다채로운 해석을 만들

어낼 가능성이 있다. 한 요소에 다양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을 때, 단일 요소

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식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문화-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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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진화론의 방법은 이러한 이점을 설명해 준다. 문화적 특성과 유전적

특성이 한 요소로 물론, 문화-유전자 공진화론의 요소는 패턴에 비해 더 단

순화되었다. 하지만 복합요소의 이점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

2.4.4. 언어적 구조인 패턴랭귀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패턴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어 있다. 패턴은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패턴의 이름만으로 그 심오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

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은 통용되어 진다. 요소가 패턴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공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패턴으로 작

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감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의 특

성과 같다. 문법과 단어가 사회구성원들에게서 통용되어야만 언어로써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처럼 패턴은 통용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일치된 조건으로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다.

패턴랭귀지는 언어적 구조로서 패턴 간의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패턴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언어는 단어의 조합으로

의미를 만들어낸다. 단어의 조합이 달라지면 그 의미 또한 달라진다. 예를

들어, I’m a good Boy. 라는 문장에서 Boy는 소년을 의미한다. Boy, am I

good.라는 문장에서 Boy는 소년의 의미가 아니다. 여기에서는 감탄사로 사

용되었다. 패턴랭귀지 역시, 패턴의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패턴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처럼 언어적 구조를 따르는 대표적인 방법론은 공간구문론이 있다. 실

제로 공간구문론과 패턴랭귀지의 분석 절차는 거의 유사하다. 패턴랭귀지

는 패턴을 선택하고 패턴을 조합하는 과정을 거쳐 건물을 만들어간다. 공간

구문론은 공간을 볼록공간이나 축선으로 분해하고 이를 조합하여 공간구조

적 특성을 찾는다. 두 방법 모두 연결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공간구문론의 가장 큰 장점은 건조환경의 공간을 단순화하여 공간 구조

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학적 모델로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공간구조 관점에서 분석하였을 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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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방법론으로 활용된 공간분석 이론이 지니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건축공간에서는 물리적 환경을 구

축하는 공간배치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패턴랭귀지

는 이러한 공간구문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방법론

의 기본단위의 차이 때문이다. 공간구문론은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된다. 공간구문론에서의 기본단위는 단위공간이 된다. 공간구조만을 통

해서 해석을 끌어내는 방식이다. 반면, 패턴랭귀지의 기본단위인 패턴은 앞

서 살펴보았듯이 복합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비교분석에 도입시키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요소 간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어 통합적인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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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본개념

본 방법론은 알렉산더의 패턴랭귀지와 같이 옳은 설계를 하는 것이 목적

이 아니다.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패턴들과 이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고 집단

들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거에서 나타나는 불변성과 가변성을 알고자 하

는 것이다. 따라서 패턴랭귀지에서 제안하고 있는 패턴의 자체보다는 방법

론의 원리와 구조에 주목하였다. 기본적으로 “A Pattern Language”를 따르

되 목적이 달라진 만큼 방법론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는 주

거문화연구방법론 구축을 위해 기존의 패턴랭귀지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론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44)

3.2. 주거문화비교연구로서 패턴랭귀지이론의 한계

3.2.1. 패턴 시퀀스 형성에 대한 원칙의 모호성

첫 번째로 패턴 간의 네트워크 형성 원칙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패턴랭귀

지 이론은 패턴 간의 연결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패턴랭귀지에서의

연결관계는 설계 프로세스의 절차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칙은 기본적

으로 패턴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Alexander(1977)는 패턴의 연결을 상위

패턴, 하위패턴으로 규정하고 있다.45) 상위로 연결되는 패턴은 중심패턴이

44) 2장 일부와 3장의 내용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 방법론인 패턴랭귀지 주거문화 비교분석 

방법론에 관한 내용이다. 이 방법론은 이미 다음의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으며 본 장은 이 

논문의 내용을 기초하여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김영우, 최재필(2017). 패턴랭귀지 이론을 적용

한 주거문화 비교연구방법론 제안, 대한건축학회-계획계 33(7), 45-56.)

45) Alexander(1977)는 상위패턴을 Larger pattern, 하위패턴을 smaller pattern으로 쓰고 있다. 

더 큰 패턴, 더 작은 패턴으로 직역되는데 이는 중심패턴(Center pattern)에 비해 스케일이 큰 

패턴과 작은 패턴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큰 범위에서부터 점차 세부적인 부분의 설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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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 위한 배경이 되는 패턴이고 하위패턴은 중심패턴이 완성될 수 있

거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패턴이다. 이러한 원칙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설계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무엇을 설계할지, 어떤 것

을 추가하고 바꿀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패턴랭귀지

이론이 사용자의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설계 프로세스에 의해서 언제든

지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는 패턴랭귀지의 장점 중의 하

나인 유연성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비교분석으로 적용되었을 때에는 치명

적인 단점으로 작용될 것이다. 패턴 간의 연결에 대한 기준이 사례마다 다

르게 적용된다면 분석의 오류가 발생하여 온전한 해석을 이끌 수 없게 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턴 간의 연결원칙은 보다 명확한

논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2.2. 패턴랭귀지 비교분석 방법 부재

두 번째로 패턴랭귀지에 대한 비교분석 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패턴랭귀

지 이론은 설계방법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교분석방법은 존재하지 않

는다. 다만, 패턴랭귀지 이론의 핵심 중 하나인 네트워크화는 비교분석방법

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인 주거문화

비교연구방법론 구축을 위한 패턴랭귀지 이론 재구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가 제시하고 있는 원칙은 설계과정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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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거문화 비교연구방법론 구축을 위한 패턴랭귀지 이론 재구성

3.3.1. 패턴 위계 재설정

(1) 패턴 분류

패턴의 연결 논리 원칙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패턴

을 분류하였다. 분류를 통해서 패턴의 위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림 3-1] 패턴랭귀지 분류 (건축부문)

‘A Pattern Language’에서는 패턴을 크게 도시, 건축, 시공 3가지로만 나

누고 있다.46) 세부적으로 패턴의 순서에 따라 패턴을 분류하고 있다.47) 이

46) 이는 스케일에 의해 상위, 하위패턴으로 연결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패턴은 도시에서 건축, 시공에 이르기까지 패턴의 스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된다. 가

장 큰 범위에 속하는 도시 관련 패턴이 가장 빠른 순이고 다음이 건축, 시공 순이다. 각각의 항

목 내에서도 패턴의 스케일에 따라 나열된다. 패턴을 연결할 때, 이 순서를 기반으로 연결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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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적인 설계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A Pattern Language’에서의 과정

을 설명하자면 먼저 건물군 배치 계획을 통해서 대략적인 건물의 배치를 계

획하고 조정한다. 다음으로 건물형태와 건물 사이 공간의 형태를 만들어 나

가고 건물들 사이에 외부공간을 배치한다. 다시 건물 계획으로 돌아와 공용

공간, 현관, 복도 등의 기본적인 공간과 동선에 대하여 고려한다. 다음, 각

동과 각 동의 내부공간과 동선 틀 안에서 주요 공간이나 방을 계획한다. 이

후, 주요 건물 이외에 독립적으로 배치되는 작은 외부 건물을 배치하고 건

물의 내-외부를 연결한다. 다음으로 외부공간을 세부적으로 계획한다. 다시

건물로 돌아와 주요 공간과 방을 완성하기 위해 부속적인 공간을 계획하고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벽과 창, 문과 같은 건축요소와 가구를 계획한다.

이와 같이 설계과정 반영의 분류방식은 분석에 적용되기에는 가변적이다.

만약 위의 설계과정이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연결원칙으로 통용이 될 수 있

겠지만 설계과정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따라

서 설계과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각 패턴이 가지는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

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패턴 특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패턴 구성을 고려하여 ‘상황, 문제’와 ‘해결’을 구분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각각의 패턴은 물리적, 비물리적 특성이 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따라

서 각 패턴을 각각 단일 항목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 패턴에 내포된 내용

일부분만 반영되어 분류가 모호해진다. 예를 들어 동쪽을 향한 침실(138)은

채광이라는 환경적인 특성과 수면이라는 심리적인 특성이 내포된 동시에

침실공간의 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공간배치적 특성 또한 내포되어 있

다. 이를 패턴 구성을 고려하여 분류하면, ‘상황과 문제’는 침실공간의 채광

이 미치는 수면리듬이라는 심리적인 요소로 규정되고 ‘해결’은 동쪽에 침실

을 배치하도록 하는 공간배치적 요소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문화연

구에 적용하게 되면 이 패턴의 건축적 특성은 공간배치가 되고 역할은 심리

가는데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내려가는 방식이다. 

47) 패턴의 스케일에 따라 설계 프로세스 순서에 따라 구분하였다. Figure 2.는 건축부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이다. (Alexander(1977). A Patter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pp XVII! - XX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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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A Pattern

Language’ 건축부문의 각각 패턴들을 분류하였을 때, 건축적 특성 분류는

표 3-1과 같이 정리된다.

분류

대분류 소분류

건물

건물

건물배치

건물유형

건물형태

외부공간

외부 동선

외부공간

외부공간 배치

외부공간 요소

반-외부공간 반-외부공간

공간

공간

공간배치

공간형태

건축요소 건축요소

가구
가구

가구배치

[표 3-1] 패턴구성의 ‘해결’부문(건축적 특성) 분류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패턴의 위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주택(건물의 용

도)은 대지 내에 있고 건물과 외부공간의 배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건물은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간은 외부공간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기도 하

며 반-외부공간을 중간 매개로 하여 연결되기도 한다. 공간은 건축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공간 안에는 가구가 배치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최상위

에는 건물의 용도에 따른 건물타입이 있고 그 아래에 대지, 다음은 건물과

외부공간이 있다. 건물 밑에는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요소가 있고 공간 내부

에 배치되는 가구가 있다. 이 위계는 상, 하위 연결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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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요소 관련 패턴은 건물 관련 패턴 상위로 갈

수 없고 공간 관련 패턴이 대지 관련 패턴의 상위로 연결될 수 없다. 또한,

내외부의 관계, 심리, 환경, 행위, 경제, 사회적 소통, 프라이버시, 평등사상

등의 환경적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 등의 역할로서 분류된다.

[그림 3-2] 패턴의 물리적 요소 위계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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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턴 시퀀스 형성 논리 재구축

패턴 분류를 통해 건축부문에 대한 물리적 요소의 위계에 따른 패턴 간의

연결관계 논리를 설정하였다. 위계가 다른 패턴 간의 연결논리는 명확해지

지만 동일 선상에 놓인 패턴 간의 연결관계 논리는 여전히 모호함을 갖는

다. 예를 들어 건물배치 관련 패턴과 건물형태 관련 패턴 간의 위계는 어떻

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대분류에서 서로 다른 외부공간과 공간 관련 패턴

간의 위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위계 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패턴

들은 다른 연결논리를 통해서 위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본래의 패턴 연결원칙이 설계프로세스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결논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사례에의 적용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턴 간의 연결관계 논리는 4장 검

증과정에서 연구대상의 패턴 시퀀스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정리하였다.

① 수단관계

[그림 3-3] 수단관계 예시 (115. 활기있는 중정)

패턴의 연결관계는 수단관계, 하위관계, 개념적용관계, 인과관계, 상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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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수단관계는 ‘A Pattern Language’의 기본

적인 관계이다. 이 관계는 중심패턴의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하위패턴과

의 연결 관계이다. 하위패턴이 중심패턴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패턴으로 작

용하거나 중심패턴의 역할을 보완하는 관계이다. 활기 있는 중정(115)와 아

케이드(119)를 예로 들어보자. 활기 있는 중정(115)은 중정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공간과 내부공간 사이에 중간적 성격의 공간을 두고 가

능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 실내공간의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아

케이드(119)는 반-외부공간으로써 중정공간과 접하도록 하였을 때, 중정과

실내공간 사이의 전이 역할을 통해서 활기 있는 중정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을 준다.

  

② 하위관계 (part of)

[그림 3-4] 하위관계 예시 (76. 소가족을 위한 주택, 136. 부부의 영역) 

다음으로 하위관계는 주로 공간과 관련된 관계이다. 특정 공간과 그 공간

에 속해 있는 공간이든지 특정 공간과 그 공간을 이루는 건축적 요소, 혹은

특정 공간과 그 공간 내에 배치된 가구에 관련된 패턴들의 관계이다. 공간

과 공간과의 하위관계는 상위 공간과 하위 공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하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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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중심패턴이 공간 관련 패턴일 경우, 그 패턴의 구성 일부인 건축적 요

소 혹은 그 공간 내에 배치되어 있는 가구 관련 패턴이 하위패턴으로 오는

경우의 관계를 나타낸다. 하위관계는 주택을 이루는 물리적 크기의 위계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가족을 위한 주택(76)은 중심부의 공용공간

(129), 부부의 영역(136), 아이들의 영역(137)의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부부

의 영역(136)은 동쪽을 향한 침실(138)과 드레스룸(189), 욕실(144)과 같은

부속실들로 이루어졌다. 부부의 영역(136)에는 부부 침대(187)가 배치됨에

따라 비로소 부부의 영역임이 명확해진다.

                

③ 개념적용관계: 공간의 속성을 가지는 것 혹은 개념을 반영한 공간.

[그림 3-5] 개념적용관계 예시 (127. 친밀도의 관계, 129. 중심부의 공용공간)

개념적용관계는 주택구성의 요소를 나타내는 패턴과 건물과 공간, 외부

공간 등에 대한 배치, 형태 등의 개념적인 패턴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

는 위계에 따라 조금 의미가 달라진다. 만약, 주택을 이루는 요소가 중심패

턴이고 개념적 패턴이 하위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요소의 특성을 설

명할 수 있는 관계이다. 예를 들어 중심부의 공용공간(129)이 중심패턴일

때, 짧은 복도(132)가 하위패턴으로 연결될 경우, 공용공간이 방처럼 구획된

형태가 아닌 열린 공간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뜻한다. 짧은 복도

(132)는 복도 자체를 나타내는 패턴이기도 하지만 열린 공간, 풍부한 채광

등의 짧은 복도를 형성하기 위한 계획적 특성을 나타낸다.

반대로 개념적인 패턴이 중심패턴이고 요소적 패턴이 하위패턴으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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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상위 개념을 통해서 전체적인 배치나 형태가 결정되는 경우와 같이

개념적 패턴이 요소적 패턴보다 높은 위계에 있는 경우이다. 친밀도의 변화

(127)의 하위패턴으로 여러 공간적 패턴이 연결될 수 있다. 친밀도의 변화

(127)는 출입구에서부터 공적인 성격인 가지는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순차적인 동선이 만들어지는 패턴이다. 이 패턴이 이루어지려면 공적 공간

과 사적 공간이 필요하고 이 공간들의 배치를 결정한다. 중심부의 공용공간

(129), 자신의 방(141), 현관실(130) 등과 같은 공간관련 패턴의 상위에 친밀

도의 변화(127) 패턴이 연결되어 이 패턴의 배치개념이 적용된 공간으로 설

명할 수 있다.

④ 인과관계

[그림 3-6] 인과관계 예시1 (105. 남쪽을 향한 외부 공간)

인과관계는 어떠한 패턴의 상황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패턴이 형

성되는 관계이다. 이 관계는 중심패턴이 형성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나타나

는 패턴이 하위패턴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실내채광(128)은 남쪽을 향한

외부 공간(105)을 통해서 건물이 대지의 북쪽에 배치됨에 따라 건물 내부의

채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다. 캐스케이드형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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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다양한 천장고(190)가 만들어진다. 이 관계

에서 중요한 점은 원인이 되는 패턴이 상위패턴이고 결과가 되는 패턴이 하

위패턴으로 연결되는 형식이다.

[그림 3-7] 인과관계 예시2 (116. 케스케이드형 지붕)

⑤ 상반관계

상반관계는 위의 인과관계와 유사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반

대되는 관계를 뜻한다. 특정 패턴이 나타났을 반대 개념을 가지는 패턴이

연결되는 경우이다. 즉, 상반관계는 두 가지 원칙이 성립되어야 한다. 특정

패턴이 생겨났을 때 나타나는 패턴 간의 관계이어야 하며, 동시에 이 두 패

턴은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 원칙을 따르면 인과관계와 같

이 원인이 되는 패턴이 상위패턴이며 상위패턴의 결과로 나타나는 패턴은

하위패턴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관계의 대표적인 예로는 방위에 대한 패

턴이 있다. 남쪽이 있으면 이에 반대되는 북쪽은 항상 생기기 마련으로, 남

쪽을 향한 외부 공간(105)이 형성되면 건물의 뒷면인 북쪽 면(162)이 당연

하게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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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상반관계 예시 (105. 남쪽을 향한 외부공간)

북쪽 면(162)은 상대적으로 채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면의 채광을 다루

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대지의 북쪽 면에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남쪽에

외부공간이 만들어질 때, 건물 후면은 건물에 가려져 채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면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남쪽을 향한 외부 공간(105)의 하위로 북쪽

면(162)이 연결됨으로써 남향 배치에 의해서 북쪽 면이 자연스럽게 형성되

고 건물 전체적인 채광 문제를 상대적으로 주 거주 용도가 아닌 용도의 공

간을 배치하거나 북쪽의 밝은 담이나 벽을 통해서 반사광을 통해서 해결하

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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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패턴랭귀지 비교분석 방법 구축

(1) 연결망 분석

3.2. 절에서 설명하였듯이 패턴랭귀지 이론은 본래 설계방법론이기 때문

에 단일 대상을 다룬다.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비교를 위한 분석방법론이

규정되지 않는다. 주거문화비교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의 적용을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비교분석방법론을 제안하거나 기존의 비교분석방법론을 도입

해야 한다. 따라서 본 방법론은 연결망 분석기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연

결망 분석은 노드와 링크로 표현되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연결구조에

서 나타나는 특징과 의미를 찾아내는 분석기법이다.48) 노드는 다양한 요소

를 대변할 수 있다.

[그림 3-9] 의미연결망 분석
출처: 도연정, & 전봉희. (2016).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1920-30년대 부엌담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2(7), p33. / 김승범. (2014). ‘자하하디드’와 그의 설계안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관한 대중담론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0(10), p41.

48) 연결망 분석에서 링크(link)는 엣지(edge)로 불리기도 한다. 링크나 엣지는 노드를 연결하는 의

미로서 동일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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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먼저 활용되었으며 사회 연결망 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이라 불린다. 개개인을 노드로 대변하여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다이어그램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장에서 살펴본

공간구문론 또한 연결망 분석의 한 축으로 분류된다. 공간구문론은 도로나

공간을 노드로 치환하여 도시공간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한 건물의 공간구

조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연결망 분석기법은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도구로도 활용된다. 의미연결

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이라고 불린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최

근 빅데이터 연구의 발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의 범위

가 급격하게 넓어지고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로 인해 개개

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텍스트의 양이 방대해져 천문학적인 양의 문장 데이

터를 다루는 데 활용된다. 의미망 분석은 문장에서의 텍스트를 노드로 변환

하여 텍스트들의 출현 빈도와 텍스트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특정 현상에 대

한 경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측한다.

이처럼 연결망 분석은 공간이나 건물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을 다루기도

하고 배치나 형태와 같은 개념적인 특성을 다루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다양한 특성을 갖는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패턴랭귀지와 연결망 분석 방법의 활용 가능성

사회 연결망 분석이나 공간구문론의 노드는 동일한 성격으로 요소화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공간구문론에서는 물리적 공간을 볼록공간 혹

은 축선, 점으로 치환되며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는 사람 개개인이나 집단이

한 노드로 치환된다. 이와 다르게 의미망 분석은 다양한 의미가 내포된 요

소(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의미망 분석에서 다루는 단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 사람의

행동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명사를 표현하는 형용사 등 다양

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키워드로 구성하는데 명사를 주로 활용하

며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은 명사화하여 활용한다. 예를 들어 ‘수행하다‘, ’수

행되다‘를 ’수행’으로 활용하거나 ’아름답다‘를 ’아름다움‘이나 ’미(美)’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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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따라서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노드는 ‘개념’이 되고 개념 간의 연결

을 링크로 표현되는 네트워크를 분석하게 된다. 이는 단어들 사이에서 형성

되는 관계의 분석을 통해서 글에 담긴 의미를 체계화한다고 할 수 있다.

패턴랭귀지의 패턴은 의미연결망 분석에서의 노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패턴은 상황, 문제, 해결로 구성된 하나의 요소이다.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설계 단계를 나타내는 요소로 볼 수 있다. 패턴은 공간이나 건물과 같

은 물리적인 특성을 다루기도 하고 배치나 형태와 같은 개념적인 특성을 다

루기도 한다. 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다양

한 특성을 갖는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어 조합된 구조를 파악해야 하듯이 패턴랭귀지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패턴의 조합된 구조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패턴랭귀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결망 분

석 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3) 본 연구에서의 분석 지표와 의미

연결망 분석에서 중요한 지표로서 중앙성(Centrality)을 파악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드들의 중앙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사이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을 사용하고자 한다. 사이중앙

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개자 혹은 다

리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중개 역할을 ‘중심’으로

간주할 때 사용한다. 사이중앙성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기관

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49)

본 분석에서 패턴의 사이중앙성 값이 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사이중앙성 값은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얼마나 지나가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의 상대적 역할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사이중앙성 값이 크다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중개자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턴은 설계 행위의 단계로 여겨질 수 있으며 패턴

49)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논형.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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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나갔다는 것은 그 패턴(설계 행위)이 연결된 패턴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패턴(설계 행위) 자체를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패턴에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행된다는 의미이다.

패턴의 사이중앙성 값이 높다는 것은 주택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정 패턴의 건축적 특성과 역할이 다른 패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패턴들 사이에서 영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패턴을 수행하지 못

한다면 주택을 이루는 전체 구성이 크게 흐트러져 주택의 본래 형태를 구축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사이중앙성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50)














   ≠

 : 노드, 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의 수

 : 노드, 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 위에 위치한 경우의 수

노드 에 대한 사이중앙성 값은 노드 와 를 잇는 최단경로가 여러 개이

고 무차별하다면 어느 경로가 사용될지의 확률은 동일하므로 이 등장한

경로가 사용될 확률은 1/가 된다. 즉, 이 여러 번 등장할수록 이 등장

한 통로가 사용될 확률은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임으로 사이중앙성 값을 표준화한

상대적 사이중앙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상대적 사이중앙성 값에 대한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51)

50) 김용학, 김영진. (2016). 사회 연결망 분석, 제4판. 박영사. p123

51) Ibid.,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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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예시를 다음 그림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밑의 그림은 노드 D의

사이중앙성 값을 계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상대적 사이중앙성 값을 계산하면 0.5가 된다.

′×


 

사이중앙성 값을 사용함으로써 패턴랭귀지 내에서 특정 패턴이 다른 패

턴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값으

로 도출되기 때문에 통계적 비교분석을 통해서 분석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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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거문화패턴 비교연구방법론의 분석 프로세스

본 절에서는 3.3. 절의 패턴랭귀지 이론의 재구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방법

론을 적용한 분석절차를 설명하고자 하였다(그림 3-10. 참조). 연구대상 선

정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지고 다른 방법론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선정되

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본 연구방법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패턴의 선택부터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3-10] 패턴랭귀지 이론을 적용한 주거문화비교연구방법론 프로세스

3.4.1. 패턴 분해 및 재구성

패턴 분해 및 재구성 단계는 분석 대상이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또한, 분석 대상에 적합하게 기존의 패턴을 가공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패턴랭귀지의 본래 목적은 좋은 도시와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패턴랭귀지에서 패턴은 긍정적인 환경을 대변한다.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이 패턴랭귀지에 부합

된 패턴을 지닐 수 없다. 이는 지역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일 수

도 있고 알렉산더가 얘기하는 ‘죽은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설계과정에

서는 이러한 패턴을 지양되겠지만 분석에서는 그럴 수 없다. 분석 대상이

가지는 부정적인 것도 있는 그대로 표현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례

를 예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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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전통튜브하우스 사례_ No 30. Ngo Phat loc

‘A Pattern Language’에는 복도와 관련하여 짧은 복도(132)라는 패턴이

있다. 짧은 복도(132)는 물리적으로 짧은 복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질적

으로는 복도를 지나면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복도에

창을 두거나 복도공간에 책장이나 의자와 같은 가구를 설치하여 다른 행위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짧은 복도(132)의

패턴이 나타나기 어렵다. 이 사례에서는 좁고 긴 복도를 통해서 모든 실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짧은 복도(132)가 다른 패턴으로 가공되

어야 한다. 긴 복도 정도로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패턴은 알렉산더가

말하는 무명의 특성을 지니지 않았지만 좋은 건축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존

재하는 건축물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은 필요

하다.

패턴 분해 및 재구성 단계에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여 패턴으로 분해한다. 패턴은 ‘A Pattern Language’를 참고하여 우

선적으로 선택한다. 다음으로 패턴을 재구성하는데 각 분석대상에 적합하

도록 기존의 패턴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패턴을 추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패턴을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도면이나 실제

조사를 통해서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패턴에 적용할 수 있다. 또는 특정

패턴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그 범위는 한정되

지 않는다. 사회문화적일 수도 있고 환경적일 수 있다. 추후 패턴 분석에서

등장하게 될 신성한 공간(254)을 예로 들어보자. 이 패턴은 베트남인들의

종교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집에 제단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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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물리적 공간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일차적으로는 도면분석을 통해

서 배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전

통튜브하우스에서는 현대튜브하우스와 같이 가장 높은 공간에 독립된 실로

나타난 사례와 1층의 중심부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아파트에서는 도면만으

로 이러한 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서 파악할 수 있었는데 제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독립된 실로 구성하거나 공용공간에 배치되길 원했다. 이

처럼 패턴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될 수 있다. 패턴과 관련

된 정보가 축척될수록 그 패턴의 내용은 풍부해질 것이다.

이 과정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패턴은 본 연구방법론에서 분석요소

가 된다. 비교분석 시 집단 간의 동일한 분석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일관적

인 관점에서 분석결과의 해석이 가능하여 연구의 신빙성을 높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패턴을 수정하고 추가하기 이전에 기존의 패턴과 상응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4.2. 패턴랭귀지 네트워크 구축

다음으로 각 사례를 패턴랭귀지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과정은 흩어

져 있는 패턴을 모아 연결하여 특정 사례를 나타내는 과정이다. 이는 패턴

랭귀지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패턴이 내포하는 물리적 특

성과 그 역할을 생각하면서 어떤 관계로 서로 보완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단

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패턴의 물리적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패턴 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패턴 시퀀스를 구축해 간다. 패턴 시퀀스를 구축하는 방법

은 분석 대상의 평면과 입면 등의 도면을 참고하여 선정된 패턴이 어떠한

물리적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다른

물리적 요소 파악을 통해서 연결될 패턴을 선정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를 분석한다. 패턴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는 3.3.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패턴 위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일한 수준의 위계에 놓인 패턴 간의 패

턴 연결관계 논리 원칙을 반영하여 패턴 간의 연결을 구축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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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패턴의 네트워크 구축 프로세스

예를 들어 소가족을 위한 주택(76)에 관련된 패턴을 연결하기 위해서 먼

저, 이 패턴인 주택이라는 건물 유형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부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부부의 영역, 아이들의 영역, 그리고 이들 중심에 공용공간이

있을 수 있다. 부부의 영역은 평면에서 안방 부분이 될 것이다. 안방에는 드

레스룸과 화장실이 후면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전면에는 발코니가 연결

되어 있고 남향을 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부의 영역(136)에

는 드레스룸(189), 욕실(144)이 하위관계로서 하위패턴으로 연결하여 부부

의 영역임을 보완한다. 또한, 동쪽을 향한 침실(138)을 하위로 연결하여 안

방이 채광에 유리한 배치에 놓였음을 표현하여 부부 영역의 역할을 보완한

다.52)

실사례로 전통튜브하우스의 일부 패턴 연결과정을 살펴보자. 전통튜브하

우스의 건물형태 구성 과정을 패턴랭귀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먼저 남쪽을 향한 외부공간(105)으로 시작하였다.

52) 패턴을 선정할 때, 패턴의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패턴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내용

과 부합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동쪽을 향한 침실(138)은 채광과 수면이라는 환경적 심리적 요

인과 관련 패턴으로서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패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3장. 패턴랭귀지를 통한 주거문화비교연구방법론 구축

61

1. 남쪽을 향한 외부공간(105)은 건물배치에 의한 외부공간 배치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건물을 대지의 북쪽 면에 배치함으로써 대지 남쪽 면에 외

부공간을 확보하는 기본적 배치 방법이다. 이러한 배치는 외부공간을 양지

바른 장소로 형성하며 건물 내부의 채광 또한 해결한다. 전통튜브하우스에

서는 남쪽을 향한 외부공간(105)을 통해서 좁고 긴 대지 안에 3개의 채의

간격을 띄워 배치한다. 채와 채 사이에는 측면의 합벽과 함께 둘러싸여 둘

러싸인 외부공간이 형성된다. 이 외부공간은 4면이 완전히 막힌 외부공간이

아니라 열린 채공간에 의해 반 정도 열린 외부공간이 된다. 즉, 포지티브 외

부공간(106)이 형성된다. 또한, 남쪽을 향한 외부공간(105)이 형성되면서 자

연스럽게 이 외부공간은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장소(161)를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채 공간 사이사이에 외부공간을 형성함에 따라 채공간의 채광

을 가능하게 한다(실내채광(128)). 반면, 채에 의해서 그늘이 질 수밖에 없

으며 자동적으로 북쪽 면(162)이 만들어진다.

 [그림 3-13] 남쪽을 향한 외부공간(105) 하위패턴 연결관계

2. 포지티브 외부공간(106)는 건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건물의 가장

자리(160)가 형성된다. 포지티브 외부공간은(106) (활기있는) 중정(115)의

형태로 되어 있고 옥외실(163)처럼 반-열린공간으로 구성된 채공간에 의해

서 완전히 닫히지 않은, 어느 정도 둘러싸인 (포지티브) 외부공간(106)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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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열려있는 채 공간과 연속되는 채-중정-채 공간구성을 통한 오픈스

페이스의 위계(114)는 포지티브 외부공간(106)을 형성한다.

[그림 3-14] 포지티브 외부공간(106) 하위패턴 연결관계

3. 중정(115)은 오픈스페이스 중에서 가장 큰 위계에 속해 있다. 중정

(115)을 통해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한다. 채의 가장자리(160)를 옥외실

(163)과 같은 오픈된 공간으로 계획하고 2층 공간과의 시각적 연속성을 부

여한다. 또한, 채와 중정공간의 사이에 외랑(166)공간으로 통해서 시각적 연

속성을 유도하여 오픈스페이스의 위계(114)를 형성한다.

[그림 3-15] 오픈스페이스의 위계(114) 하위패턴 연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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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랑(166)은 중정과 실내공간의 전이공간으로서 닫힌 중정에서 벗어나

게 하고 중정 위의 2층 발코니는 중정과 2층을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활기

있는 중정(115)으로 만든다. 농가의 부엌(139)과 욕실(144)은 후면 중정에

배치되어 거주자의 활동을 유발하여 기능적으로 활기 있게 한다.

다음의 4단계 하위패턴 연결과정을 예로 살펴보았다. 패턴을 연결하는 과

정에서 패턴의 특성을 파악하고 패턴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건물이 건

축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건물을 구성하는 것이 개별적

인 건축요소들의 조합이지만 이들 조합 속에서 내포된 패턴의 의미와 이들

간의 관계가 건물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단순히 둘러싸

인 공간을 중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이 중정의 주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

는지를 파악하고 이것이 환경적, 심리적, 사회문화적으로 인간에게 주는 영

향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각각의 패턴의 특

성을 공간적 위계, 동선 체계, 형태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등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림 3-16] 활기있는 중정(115) 하위패턴 연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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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패턴랭귀지 비교분석

비교분석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패턴의 조합을 통해서 구축된 각각

의 집단별 사례들의 패턴랭귀지를 노드와 링크로 재구축한다. 다음은 패턴

들의 사이중앙성 값들을 도출한다.53) 도출된 사이중앙성 값들은 t-test를

통해서 집단 간의 패턴별 평균비교를 한다. 이를 통해서 집단 간의 각 패턴

의 사이중앙성 값에 대한 평균적 차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평균적 차이

를 보이는 것은 통시적 관점에서 특수성을 의미하고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은 집단 간 연속되는 보편적 특성 띠는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특

정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패턴은 그 자체로 특수성을 의미하게 된다. 패턴

연결의 성향을 파악하여 패턴 간의 역할과 특성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7] 패턴랭귀지 비교분석을 통한 주거문화적 해석 방법

53) 본 분석에서는 두 집단을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표준화한 사이중앙성 값인 상대적 사이중앙성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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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방법론 유효성 검증: 도시한옥과 한국아파트의 비교분석

3.5.1. 분석개요 및 분석 대상 선정

본 장에서는 본 방법론의 유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파일럿 테스

트(Pilot test)로서 한국 아파트의 토착화 과정에서 나타난 주거특성 분석에

패턴랭귀지를 적용시켜 보았다.54) 연구대상은 아파트 발현 전과 후로 나뉘

어 발현 전의 일반적인 도시주거유형인 도시한옥과 아파트 발현 후, 아파트

평면을 선정하였으며 각각 5개의 사례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표 3-2. 참

조). 분석 범위는 주택 내부를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도시한옥은 외부에서

진입되는 대문간에서부터 내부공간까지의 주택 전체로 한정하였고 아파트

는 한세대의 공간을 규정짓는 단위세대 공간으로 한정하였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서구와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토착화를 이루었다는 사

실이 일반화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 한옥을 계승하여

독특한 공간구조를 고수해 왔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

재필(1987)은 한국아파트의 성공적 정착은 아파트단위세대 공간의 배치가

전통주택과 일치하여 고유 생활양식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

으로 보았다. 전상인(2009)은 한국 아파트의 발전에 대하여 그동안 부단히

아파트의 토착화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으로 보았다. 전봉희 & 권용찬

(2014)은 오늘날 한국 아파트에 대하여 한옥의 공간구성을 계승하였고 한옥

의 기본적 바닥 형식인 부엌, 마루, 방이 완전히 통합을 이룬 것으로 보았

다. 또한 Valerie(2010)는 아파트의 공간구성과 각 장소의 용도가 한옥 구조

를 재구성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도시한옥은 1900년대 초반부터 대량으로

공급된 주거유형으로서 당시 가장 대표적인 주거유형이다. 아파트는 이후

60년대 새로 등장한 주거유형이며 불특정 다수를 위해 건설사에 의해서 건

설된 주거이다. 도시한옥의 공간구조가 아파트평면에 연속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본 방법론을 적용해보고 어떤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논의하

고자 한다.55) 또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정리하여 추

54) 이 주제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어온 주제로서 일반화된 결론이 널리 공

유되고 있다. 따라서 본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55) 본 절은 제안한 패턴랭귀지를 활용한 주거문화비교연구 방법론에 대한 유용성을 시험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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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도시한옥 한국아파트

[표 3-2] 비교분석 대상(도시한옥 – 한국아파트)

임을 감안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 부분은 한정적으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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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패턴 선정 및 재구성

‘A Pattern Language’에서 제시된 패턴은 근⸱현대 시점을 중심으로 구축

된 패턴이다. 따라서 아파트의 패턴 선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정되거나 추

가되는 패턴은 없었다. 아파트 관련 패턴은 총 37개가 선정되었다.

한국아파트에 나타나는 패턴

76. 소가족을 위한 주택 147. 함께하는 식사

110. 주 출입구 159. 각 실의 두 변 채광

112. 출입구의 전이 161. 양지바른 장소

127. 친밀도의 변화 162. 북쪽 면

128. 실내 채광 163. 옥외실

129. 중심부의 공용 공간 164. 거리 창

130. 현관실 167. 6피트의 발코니

131. 방을 통과하는 흐름 180. 창가

132. 짧은 복도 182. 식사 분위기

135. 명암의 태피스트리 184. 부엌의 배치

136. 부부의 영역 185. 좌석의 원형 배치

137. 아이들의 영역 187. 부부 침대

138. 동쪽을 향한 침실 189. 드레스룸

139. 농가의 부엌 191. 실내 공간의 형태

141. 자신의 방 196. 모서리의 문

142. 휴식 공간의 시퀀스 200. 개방된 선반

144. 욕실 201. 허리 높이의 선반

145. 창고

[표 3-3] 한국아파트에 나타나는 패턴

반면, 도시한옥의 경우, 원형의 패턴 의미와 공간의 명칭이 달라 직접적으

로 상응되는지를 우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원형의 패턴은 두루 통용되는

보편적 특성을 패턴화하였다. 따라서 비록 명칭은 다르지만, 원형의 패턴이

가지는 건축적 특성과 역할이 도시한옥에서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다. 도시한옥에서 검토가 필요한 패턴은 마당, 지붕, 대문간, 마루, 툇마루

가 있었다. 마당은 중정 형태의 외부공간이다. 이는 활기 있는 중정(115)로

상응되며, 캐스케이드형 지붕(116)은 기와, 초가지붕을 대신하였다. 대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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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택의 출입 공간으로서 현관실(130), 마루는 거리에 면하는 개인 테라

스(140), 툇마루는 외랑(166)으로 대체되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모두 50개의

패턴이 선정되었다.

도시한옥에 나타나는 패턴

76. 소가족을 위한 주택 139. 농가의 부엌

95. 복합건물
140. 거리에 변하는 개인 테라스 

(마루)

96. 층수 141. 자신의 방

98. 동선의 영역 144. 욕실

99. 주 건물 145. 창고

105. 남쪽을 향한 외부 공간 147. 함께하는 식사

106. 포지티브 외부 공간 159. 각 실의 두면 채광

107. 채광 160. 건물의 가장자리

110. 주 출입구 161. 양지바른 장소

111. 반쯤 가려진 정원 162. 북쪽 면

112. 출입구의 전이 164. 거리 창

114. 오픈스페이스의 위계 166. 외랑 (툇마루)

115. 활기 있는 증정 (마당) 180. 창가

116. 캐스케이드형 지붕 

(기와, 초가지붕)
182. 식사 분위기

127. 친밀도의 변화 184. 부엌의 배치

128. 실내 채광 185. 좌석의 원형 배치

129. 중심부의 공용 공간 187. 부부 침대

130. 현관실 (대문간) 190. 다양한 천장고

131. 방을 통과하는 흐름 191. 실내 공간의 형태

132, 짧은 복도 192. 생활을 내려다보는 창

135. 명암의 태피스트리 194. 실내창

136. 부부의 영역 200. 개방된 선반

137. 아이들의 영역 201. 허리 높이의 선반

138. 동쪽을 향한 침실 202. 붙박이 의자

[표 3-4] 도시한옥에 나타나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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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패턴랭귀지

각 집단의 사례별로 선정된 패턴들을 3장에서 서술한 패턴의 위계와 연결

관계의 논리에 따라 패턴랭귀지를 완성하였다(3.3절 참조). 먼저 소가족을

위한 주택(76)으로 시작하여 건물유형을 설정한다. 그림 3-18과 그림 3-19

는 한국아파트와 도시한옥의 패턴랭귀지를 네트워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다.56)

[그림 3-18] 도시한옥 패턴랭귀지 (전체사례 통합)

56) 패턴랭귀지 다이어그램에서 노드의 크기는 전체사례를 통합한 사이중앙성 값을 표현한 것이며 

노드의 색은 표 3-1의 패턴랭귀지 분류(건축부문)를 구분하여 색으로 표현한 것이다. 링크는 패

턴과 패턴과의 연결이 많은 것을 진한 색과 상대적으로 두꺼운 선으로 표현하였고 연결이 적은 

것을 그 반대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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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아파트 패턴랭귀지 (전체사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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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도시한옥 /한국아파트 패턴랭귀지 비교분석 결과

두 집단의 패턴랭귀지 비교분석은 3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먼저 각 집

단별 사례에 대한 사이중앙성 값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밑의 표와 같이 각

집단별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 순위를 도출하였다.57) 다음은 t-test를

통해 각 패턴의 사이중앙성 평균을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서 도시

한옥과 아파트 패턴랭귀지의 구조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여기에서 구조적 유사성이란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의 사이중앙성 값의

평균이 차이가 없다는 결과이며 이는 도시한옥에서 아파트로 계승된 패턴

으로 설명된다. 반면, 패턴랭귀지의 구조적 차이점은 그 반대의 결과이며

이는 한국주거의 변용된 패턴으로 설명된다. 두 집단에서 나타난 패턴 중에

서 총 31개 패턴이 동시에 출현하였다.

57) 표 3-5, 표 3-6에서 배경색이 있는 줄은 동시에 출현한 패턴이며 이 중에서 붉은색 글은 평균

적으로 차이가 없는 패턴이다. 반대로 배경색이 없는 패턴은 각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패턴이다. 

순위 패턴
평균 

시이중앙성 값

1 115. 활기 있는 증정(마당) 0.0582 

2 129. 중심부의 공용 공간 0.0523 

3 140. 거리에 변하는 개인 테라스 (마루) 0.0519 

4 127. 친밀도의 변화 0.0337 

5 131. 방을 통과하는 흐름 0.0313 

6 112. 출입구의 전이 0.0281 

7 132, 짧은 복도 0.0269 

8 159. 각 실의 두 변 채광 0.0266 

9 128. 실내 채광 0.0265 

10 135. 명암의 태피스트리 0.0206 

11 136. 부부의 영역 0.0196 

12 141. 자신의 방 0.0178 

13 110. 주 출입구 0.0164 

14 192. 생활을 내려다보는 창 0.0149 

15 160. 건물의 가장자리 0.0146 

16 105. 남쪽을 향한 외부 공간 0.0143 

[표 3-5] 도시한옥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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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39. 농가의 부엌 0.0135 

18 130. 현관실(대문간) 0.0126 

19 95. 복합건물 0.0107 

20 166. 외랑(툇마루) 0.0095 

21 116. 캐스케이드형 지붕 (기와, 초가지붕) 0.0081 

22 99. 주 건물 0.0078 

23 147. 함께하는 식사 0.0068 

24 107. 채광 0.0065 

25 162. 북쪽 면 0.0061 

26 106. 포지티브 외부 공간 0.0060 

27 98. 동선의 영역 0.0045 

28 161. 양지바른 장소 0.0024 

29 114. 오픈스페이스의 위계 0.0023 

30 138. 동쪽을 향한 침실 0.0022 

31 137. 아이들의 영역 0.0021 

32 200. 개방된 선반 0.0009 

33 96. 층수 0.0005 

34 76. 소가족을 위한 주택 0.0002 

35 111. 반쯤 가려진 정원 0.0000 

35 142. 휴식 공간의 시퀀스 0.0000 

35 144. 욕실 0.0000 

35 145. 창고 0.0000 

35 164. 거리 창 0.0000 

35 173. 정원의 담장 0.0000 

35 180. 창가 0.0000 

35 182. 식사 분위기 0.0000 

35 184. 부엌의 배치 0.0000 

35 185. 좌석의 원형 배치 0.0000 

35 187. 부부 침대 0.0000 

35 190. 다양한 천장고 0.0000 

35 191. 실내 공간의 형태 0.0000 

35 194. 실내창 0.0000 

35 201. 허리 높이의 선반 0.0000 

35 202. 붙박이 의자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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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패턴
평균 

시이중앙성 값

1 129. 중심부의 공용 공간 0.0453 

2 127. 친밀도의 변화 0.0400 

3 139. 농가의 부엌 0.0337 

4 163. 옥외실 0.0329 

5 112. 출입구의 전이 0.0194 

6 142. 휴식 공간의 시퀀스 0.0191 

7 128. 실내 채광 0.0121 

8 138. 동쪽을 향한 침실 0.0120 

9 144. 욕실 0.0113 

10 130. 현관실 0.0111 

11 141. 자신의 방 0.0108 

12 136. 부부의 영역 0.0100 

13 189. 드레스룸 0.0082 

14 131. 방을 통과하는 흐름 0.0080 

15 184. 부엌의 배치 0.0072 

16 137. 아이들의 영역 0.0063 

17 162. 북쪽 면 0.0057 

18 132, 짧은 복도 0.0047 

19 196. 모서리의 문 0.0041 

20 147. 함께하는 식사 0.0021 

21 187. 부부 침대 0.0017 

22 159. 각 실의 두 변 채광 0.0016 

23 200. 개방된 선반 0.0015 

24 135. 명암의 태피스트리 0.0010 

25 76. 소가족을 위한 주택 0.0000 

25 110. 주 출입구 0.0000 

25 145. 창고 0.0000 

25 161. 양지바른 장소 0.0000 

25 164. 거리 창 0.0000 

25 167. 6피트의 발코니 0.0000 

25 180. 창가 0.0000 

25 182. 식사 분위기 0.0000 

25 185. 좌석의 원형 배치 0.0000 

25 191. 실내 공간의 형태 0.0000 

25 198. 방 사이의 벽장 0.0000 

25 199. 양지바른 부엌 조리대 0.0000 

25 201. 허리 높이의 선반 0.0000 

[표 3-6] 한국아파트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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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한국주거에서 나타난 패턴의 계승과 변용

(1) 계승된 패턴

비교분석 결과,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패턴은 친밀도의 변화

(127), 중심부의 공용공간(129), 현관실(130), 자신의 방(141), 북쪽 면(162),

부부 침대(187)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패턴 N
AVG.   

Betw.
SD.

127. 친밀도의 변화
도시한옥 5 0.0337 0.0064 

한국아파트 5 0.0400 0.0040 

t=1.863, df=6.719, P=.099

129. 중심부의 공용공간
도시한옥 5 0.0523 0.0071 

한국아파트 5 0.0453 0.0038 

t=-1.933, df=8, P=.089

130. 현관실
도시한옥 5 0.0126 0.0041 

한국아파트 5 0.0111 0.0035 

t=-.597, df=8, P=.567

141. 자신의 방
도시한옥 5 0.0178 0.0075 

한국아파트 5 0.0108 0.0043 

t=-1.828 df=8, P=.105

162. 북쪽 면
도시한옥 5 0.0061 0.0040 

한국아파트 5 0.0057 0.0005 

t=-.200, df=8, P=.846

187. 부부침대
도시한옥 5 0.0000 0.0000 

한국아파트 5 0.0017 0.0015 

t=-2.409, df=4,000, P=.074

[표 3-7] 계승된 패턴에 대한 t-test 결과

① 공간구조의 계승: 공용공간 중심의 방사형 구조

두 집단 모두 공용공간과 관련된 패턴들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한옥에서 중심부의 공용공간(129)과 친밀도의 변화

(127)는 프라이버시에 의한 공간배치와 관련된 패턴이다. 친밀도의 변화

(127)는 외부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역할을 갖는다. 이를 위해 건물 내부공간에 대하여 가장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되도록 하는 배치방법이다. 이

에 반해 한국 주거에서의 친밀도의 변화(127)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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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구조
127, 129 패턴에 인접한 패턴

(both direction)

도
시
한
옥

아
파
트

[ 친밀도의 변화(127), 중심부의 공용공간(129) ] 

[표 3-8] 동선 구조 비교 및 관련 패턴랭귀지 다이어그램 

한국 주거에서는 공적, 사적 공간의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는 선형적 동선

구조가 아닌 중심에 놓인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이 사방으로 퍼지는 방사

형 동선 구조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짧은 복도(132)가 보완을 해주고

있다. 이 패턴에 의해서 중심부의 공간이 공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동선을

분배하는 역할을 겸하게 된다.58) 두 집단의 공용공간은 모두 열린 공간으로

계획되어 짧은 복도(132)를 실현하고 있다. 도시한옥의 경우, 마당에서 대부

분의 모든 공간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또 다른 공용공간인 마루 역시 양쪽

58) 짧은 복도(132)는 복도의 물리적인 길이가 짧다는 의미보다는 복도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공간

과 건축요소에 대한 계획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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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바로 연결되어 복도가 필요가 없다. 아파트 역시 거

실에서 거의 모든 공간의 진입이 가능한 공간구조를 갖는다.

친밀도의 변화(127)와 연결되는 상위/하위패턴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중심부의 공용공간(129), 현관실(130), 부부의 영역(136), 자신의

방(141)과 같이 공간을 나타내는 패턴들이 하위패턴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들 패턴은 친밀도의 변화(127)의 배치개념이 반영된 패턴으로 프라이버시

의 정도를 반영하는 각 주거유형의 기본적인 공간적 패턴들이 된다. 친밀도

의 변화(127)는 실내채광(128)의 영향을 받는다. 실내채광(128)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간에 양호한 상태의 채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패턴이다. 도시

한옥에서 공용공간이 되는 마당과 마루 공간은 남쪽을 향하고 있어 채광이

잘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아파트 공용공간인 거실 또한, 남쪽을 향하고 있

어 가장 채광이 잘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방사형 동선구조에 의해서 도시한옥과 아파트의 출입구 영역에 사적인

공간인 방이 배치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3-8]을 살펴보면 한옥

의 출입구 영역에는 현관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문간이 있고 대문간에서

바로 문간방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파트의 출입구 영역에는 현관이 있고 이

공간을 지나 바로 침실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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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패쇄적인 출입구 영역

출입구 영역
127, 130 패턴에 인접한 패턴

(both direction)

도
시
한
옥

아
파
트

[친밀도의 변화(127), 현관실(130) ] 

[표 3-9] 출입구 영역 비교 및 관련 패턴랭귀지 다이어그램

도시한옥과 아파트의 주출입구(110)는 대문간과 현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두 집단 모두 외부 진입부에 의한 출입구의 전이(112)가 이루어지지 않

고 현관실(130) 자체를 전이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외부와 실내와의 명

확한 경계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현관실(130) 자체가 전이공

간이 되어 출입구 영역과 실내공간에서는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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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용된 패턴

변용된 패턴을 패턴랭귀지로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특정

집단에서만 나타난 패턴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도시한옥은 거리에 면하

는 개인 테라스(140), 건물의 가장자리(160), 생활을 내려다보는 창(192), 남

쪽을 향한 외부 공간(105) 등을 포함한 총 19개 패턴이 있다. 아파트는 옥외

실(163), 드레스룸(189), 모서리의 문(196), 6피트의 발코니(167), 방 사이의

벽장(198), 양지바른 부엌 조리대(199)가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두 집단 동시

에 출현한 패턴들 중에서 평균적 차이가 있는 패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

다(표 3-5, 표 3–6 참조).

① 채광에 대한 배치적 특성

채광에 대한 배치적 특성
128, 138, 159, 161패턴에 인접한 패턴

(both direction)

도
시
한
옥

아
파
트

[ 실내채광(128), 동쪽을 향한 침실(138), 각실의 두면 채광(159), 양지바른 장소(161) ] 

[표 3-10] 채광에 대한 배치적 특성 변화와 관련 패턴랭귀지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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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한옥과 아파트는 유사한 공간구성을 가진 반면, 채광을 다루는 방법

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한옥은 좁고 긴 형태의 건물이 외부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내향적 배치이다.59) 이러한 배치는 모든 방이 전-후

면이 외기에 면한 홑집(single layered plan)구조로 되어 있어 거의 모든 실

내공간에서 양질의 채광이 이루어진다. 반면, 아파트 단위세대는 실내공간

이 집중된 겹집(multi layered plan)구조로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외기에 면

해 있는 외향적 배치이다. 따라서 남쪽 면에 배치된 일부의 실내공간만 온

전한 채광이 가능하다.

도시한옥의 방은 거의 모든 실이 두 면의 채광이 가능하지만, 아파트에서

는 공용공간만이 두 면 채광이 가능하다. 공용공간인 거실과 부엌을 방을

통과하는 흐름(131)과 짧은 복도(132)에 의해서 서로 열린 공간으로 연결되

어 두 면이 외기에 면하게 된다.

59) 도시한옥은 채광(107)에 의해서 좁고 긴 형태의 건물이 대지 경계에 따라 배치되어 남쪽을 향

한 외부공간(105)이 형성된다. 이 공간은 양지바른 장소(161)가 되는 활기 있는 중정(1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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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해석

한국 주택의 공간구성적 패턴은 계승되어 방사형 동선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실내공간의 채광 확보에 대한 공간별 균등성은 낮아졌다. 여기

에서 공간구성은 주생활양식을 반영한 문화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채광은

주택의 거주환경과 직결되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이는 한국 주거에서 생활

양식이 반영된 문화적 패턴은 주택형태가 변화하여도 시대를 넘어 계승된

반면, 환경적인 부분을 다루는 방법이 변화하였고 일부 생활공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채광의 정도가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의

형태적 특성이 환경적인 요소보다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결

정된다는 Rapoport(1969)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림 3-20] 도시한옥과 아파트의 패턴 비교 분석 결과 

본 분석을 통해서 출입구 영역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두 사

례 모두 외부와 출입구 사이의 전이공간을 두지 않고 명확한 경계가 설정되

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이는 공간구성적 측면에서 한국아파트가 성공적

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원인이 공간구조적 유사성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폐

쇄적인 출입구 영역의 패턴이 도시한옥의 내향적 생활양식이 아파트에서

계승된 점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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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패턴랭귀지 주거문화비교분석 방법론의 의의와 한계

2장에서는 패턴랭귀지 이론의 시스템적 특성에 주목하여 주거문화비교연

구방법론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

장에서 패턴랭귀지를 적용한 주거문화비교연구방법론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도시한옥과 한국아파트를 대상으로 한국아

파트의 토착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방법론은 패턴이라는 독특한 요소와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서 다른 분

석방법론과 차별화될 수 있다. 패턴은 문제해결 방식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의 건축적 현상을 요소화한 것으로 물리적, 비물리적 특성을 동시에 내

포하고 있다. 건축물에서 드러나는 물리적 특성과 그 속에 내포된 인간의

욕구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패턴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단편적인 요소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지는 기존 방법보다 복합적이고 종합

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개별적 요소에 대한 해석을 넘어 요

소(패턴)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맥락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

써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요소들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건축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이 위상학적 접근 방식인 공간구문론

(Space Syntax)이다. 공간구문론은 공간을 요소화하여 공간구조를 중심으

로 의미를 찾는다. 공간구문론은 공간이라는 물리적 요소를 가장 작은 단위

로 설정한다. 즉, 공간구문론은 공간의 배치적 특성에 집중한 분석 방법이

다. 반면, 패턴랭귀지 비교분석방법은 공간 차원을 넘어 다양한 사항에 대

하여 요소화를 시도하였다. 패턴랭귀지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패턴은

공간뿐만 아니라 건물, 건축요소, 가구 등의 다양한 물리적인 것을 요소화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제 – 해결의 구성을 적용하여 물리적 특성에서 나

타나는 사회문화, 환경과 같은 비물리적인 것까지 한 요소(패턴)에 포함시

켰다.

앞서 방법론에 대한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교분석하였던 도시한옥과

한국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간구문론을 통한 해석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공간구문론은 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해석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공간의 위상학적 중심과 깊이를 통해서 문화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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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자 한다. 최재필(1987)은 도시한옥의 중정이 아파트의 거실로 전환되었

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부엌의 공간적 위상이 도시한옥에 비해 아파

트가 높아진 결과를 통해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음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공

간구조와 환경적 요인과의 연관 짓지 못하였다. 반면, 본 분석기법을 통해

서는 공간구조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의 관계를 읽을 수 있다. 환경적인

부분을 다루는 방법이 변화하였고 일부 생활공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채

광의 정도가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분석 방법은 개별적 패턴과 이들 간의 연결관계를 정성적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최종 해석을 한다. 사례에서 나

타나는 패턴을 선정, 추가, 수정하는 재구성의 과정과 패턴 간의 연결 관계

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적용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 패턴 분류와 패턴 연결 관계 논리 설정을 통해서 패턴 위계의

명확성은 높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패턴 선정 및 재구성 과정과 패턴 간의

연결과정에서 여전히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본 방법론의 한계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 방법이 유용한 이

유는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이 통합되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관적인 관점을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체계화하는 과정을 통해

서 건물을 구성하는 패턴의 복잡한 패턴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객관

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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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분석틀 구축

이제까지 패턴랭귀지 이론이 주거문화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를 통한 패턴랭귀지 네트워크분석 방법론을 제안하였

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목적인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을 논

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계로서 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소재 아파트를 대상

으로 패턴랭귀지 주거문화비교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분석에 앞

서 본 분석의 분석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서술하였으나 분석 대

상, 분석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

대상의 선정을 위해 베트남의 근⸱현대 시기의 주택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분석 대상에 대하여 선정 이유와 각 대상별 구체

적인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

명하였다.60)

4.1.1. 근 ․ 현대 베트남 주택의 변화

근⸱현대 베트남의 역사는 식민지화, 이념에 따른 분단, 전쟁, 사회주의화,

경제개방에 의해서 급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주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근⸱현대 베트남 주택이 역사 흐름에

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식민시대  

19세기 후반은 서구사회에서 식민지 확장이 극에 다다랐던 시기이다. 베

트남은 프랑스에 의해 점령되었다. 튜브하우스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시

기를 이때로 보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주장이다.61) 튜브하우스를 시기적으

로 구분하는 것은 연구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Grise(2002)는 튜브하우스

를 시기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였다. 19세기 전통주택 단계, 남북분단이 일

60) 3장에서 분석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분석에 있어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였다. 

61) 김지홍. (2007). 베트남 하노이 튜브하우스의 형성과 변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학교.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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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던 1954년까지를 전통주택과 식민시기의 주택이 혼합된 절충형 주택

단계, 1986년, 도이머이가 시작된 시기까지를 재구성 단계, 그 이후를 개발

단계로 구분하였다. Phe & Nishimura(1990)은 1900년 이전, 전 식민시기의

전통적 튜브하우스, 1900년에서 1930년을 동남아시아 숍하우스(Shop

house)와 유사한 튜브하우스로 분류하였다. 1931년부터 1954년의 튜브하우

스는 입면에 고전적 열주가 사용되는 중국인 숍하우스와 유사하였고 1976

년 이후에 현대화된 튜브하우스가 나타났다고 보았다.62) 전봉희, 이경아 &

주상훈(2006)은 하노이의 튜브하우스와 이외의 도시주거와의 비교 고찰을

하였는데 19세기 말의 전통튜브하우스, 프랑스 점령기의 근대 튜브하우스,

독립 이후의 현대튜브하우스로 구분하였다.

튜브하우스는 좁고 긴 형태의 세장형 주택이다. 베트남어로는 냐옹(Nhà

ông)이라 불리는데 집을 뜻하는 Nhà와 관을 뜻하는 ông의 합성어로서 대

나무의 줄기 모양처럼 생긴 주택을 의미한다.63) 대부분 도로와 직교하여 일

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채-중정-채’의 구성이 뒤쪽으로 반복

되면서 확장된다.64) 보통 1 ~ 2층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 전면부의 폭은 2 ~

4m 이고, 깊이는 20 ~ 60m 로 다양하다.65)

튜브하우스는 동남아시아 연안 도시의 구 상업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

는 중국계 숍하우스와 유사한 면이 있다. 식민시기에 도시지역에 대량으로

보급된 근대 주거형식으로서 공간구성, 가로 면의 상업공간 배치, 중정의

활용, 중국식 주택구성 및 서구 식민도시 계획의 영향 등의 공통점이 발견

되지만, 세장비, 의례공간과 중정의 관계, 가로 입면 의장과 가로 면의 처리,

다락의 이용 등의 건축 구성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66)

62) Ibid., p4-5

63)  Charbonneau, F., Do, H., & PGU-Vietnam. (2002). Hanoi: enjeux modernes d'une ville 
millénaire: Éditions Trames. p21

64) 김지홍. (2007).op. cit. p34

65) Grise(2002)는 이러한 대지 분할의 원인은, 봉건시대 법이 상가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을 건물 

전면부의 폭에 따라 결정하였기 때문에, 상가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대를 이어 상속되는 과정

에서 전변을 중심으로 분할된 결과인 것으로 짐작하였다. (Charbonneau, F., Do, H., & 

PGU-Vietnam. (2002). op. cit. p22)

66) 전봉희, & 김지홍. (2007). 중국계 숍하우스와 비교를 통한 베트남 냐옹의 특수성 고찰.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3(11), 211-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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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통튜브하우스의 모식도
(출처: 전봉희, 이경아, & 주상훈. (2006). 다락과 중정으로 본 하노이 
도시주택의 지속과 변용.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2(11), p213)

(2) 사회주의 시대 

1945년, 사회주의 세력의 독립선언, 1954년, 남북의 이념적 분단과 6, 70년

대 베트남 전쟁을 거쳐 베트남의 사회주의화가 이루어지면서 원형의 전통

튜브하우스는 변화하였다. 1954년부터 하노이지역은 북베트남의 수도로서

사회주의 체제 아래 소련의 사회주의 주택정책의 노선을 따랐다. 기존에 주

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세대들은 주택의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다른 세대에게 분배해야 했다.67) 1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을 여러 세대가 공

동으로 생활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튜브하우스는 당시 다른 주택 유형

이었던 사회주의 아파트와 유사하게 세대별 개인실이 주어지고 부엌이나

화장실은 주택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대에는 아파트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의 표준화된

주택으로서 토지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인프라의 구축을 절감하기 위한 아

파트로서 기본적인 디자인과 편의시설만 갖추었다.68) 대표적인 사례로

Nguyen Cng Tu 주거단지와 Kim Lien 주거단지가 있다. Nguyen Cng Tu

주거단지는 계단실을 중앙에 두고 양편으로 갈라져 각 편에 4~5세대가 있

67) Charbonneau, F., Do, H., & PGU-Vietnam. (2002). op. cit. p298

68) Logan, W. S. (2000). Hanoi: Biography of a Cit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ress.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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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대수에 따라 10~24㎡의 거실을 두었으며 부엌과 화장실은 공유하도록

하였다. 69) Kim Lien은 대부분 국영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주거로

계획되었다. 때문에 건물의 질적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다. 2개의 방과 부엌,

욕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주호가 2세대에 나누어 사용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거주환경에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70)

[그림 4-2] 베트남 사회주의 아파트 좌:Nguyen Cng Tu / 우: Kim Lien
(출처: Logan, W. S. (2000). Hanoi: Biography of a Cit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ress.

p205)

  

(3) 경제개혁 시대

1986년,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급

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튜브하우스 역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두 가

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첫 번째는 주택의 세대분배에 의한 다세대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 시기

에는 도시지역 인근에서 경제활동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났

다. 1990년에서 1999년까지 하노이 인근(하떠이, 홍엔 등)의 일부 촌락에서

는 전체 가구의 2/3이상이 하노이로 완전 이주할 정도로 이주하는 인구가

많았다.71) 구도심 내 주택들은 내부 중정을 개조하고 중이층을 내거나 발코

69) Ibid., p204

70) Ibid., p204

71) 이한우, & 최호림. (2003). 3. 도이 머이 정책과 사회문화적 변화.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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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를 막아 방을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건물 층수를 높여 증축하기도 하

였다.72)

[그림 4-3] 리모델링을 통한 전통튜브하우스의 공간분화
(출처: 内海佐和子. (2008). 居住空間の改変からみた町並み保存の課題: ベトナム・ハノイ 36

通り地区の保存に関する研究. 學苑, 814, p48)

한편, 이 시기에는 그동안 통제되었던 주택 건설이 완화되었다. 민간에서

도 주택건설에 참여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도심 주변부에는 새로운 유형의

튜브하우스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형태적 변화이다. 이전

까지 1~2층 규모에 좁은 폭, 대지 안쪽으로 깊이가 긴 형태의 주택이 주를

이루었다면 좁은 폭을 유지한 채 건물의 길이는 짧아지고 층이 높아진 형태

의 주택이 등장하였다. 또한, 정부는 더 많은 주택공급과 주택 임대료의 안

정화를 위해 고층아파트 개발을 독려하였다. 도심 주변으로 대규모 신도시

가 생겨나고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고층아파트

단지와 빌라 단지를 통합한 대규모 개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고서, p94. 

72) Charbonneau, F., Do, H., & PGU-Vietnam. (2002). op. cit. 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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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하노이 아파트 단지 (Cipu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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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분석 대상 선정

1장에서 살펴본 분석 범위를 기준으로 전통튜브하우스, 현대튜브하우스

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를 베트남 소재 주택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각각 10개의 분석 사례를 선정하

였고 전통튜브하우스는 자료의 한계에 의해서 2개의 사례만을 선정하였다.

(1) 튜브하우스

본래 각각 10개의 분석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전통튜브하우스의

사례는 역사적 한계가 있었다. 현재 하노이의 전통 도심지인 36거리에는 수

많은 전통튜브하우스가 있다. 하지만 이 거리에 원형 그대로 보존된 주택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림 4-5] 87 Mã Mây 평면도
(출처: Ly, P. T. (2012). A critical regionalist approach to housing design in vietnam:

socio-environmental organisation of living spaces in pre-and post-reform houses. Doctoral
dissertation,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Brisbane. P147)

사회주의 체제에 들어선 이후 튜브하우스는 1세대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

으로 변하였다. 베트남 주택에서 나타난 다세대화는 국내 다세대 주택과 같

이 층으로 세대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칸방으로 나누어져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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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거주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세대별로 1개 혹은 2개만이 주어지

고 부엌, 화장실 등의 생리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분

석 대상인 현대튜브하우스와 아파트가 1세대 거주 주택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전통튜브하우스에 대한 자료

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전통튜브하우스에 대한 조사가 1990년

대 후반 이후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온전히 보전된 전통튜브하우스가

거의 없다. 대부분 다세대로 변경된 이후의 도면 자료가 남아 있다. 문화재

로 지정된 87 Mã Mây의 주택이 유일하다.

[그림 4-6] 47 Hàng Bạc의 원형과 리모델링 후
(출처: Kien, T. (2008). Tube houses in Hanoi Old Quarter-A new study on tradition, identity and
conservation with a case study of No. 47 Hang Bac house. Dissertation, Kumamoto University. p

58, 75)

또 다른 사례로는 47 Hàng Bạc 주택을 선정하였다. 이 주택 역시 다른

전통튜브하우스와 같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원형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 다

행히도 Kien(2008)에 의해서 이 주택의 원형이 도면상으로 복원되어 있다.

그는 47 Hàng Bạc 주택을 사진자료 및 현 건축물의 조사와 거주자들의 증

언을 바탕으로 도면상으로 복원하였다.73)   

73) Kien, T. (2008). Tube houses in Hanoi Old Quarter-A new study on tradition, identity 
and conservation with a case study of No. 47 Hang Bac house. Dissertation, Kumamot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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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원형이 보존되었거나 원형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는 사례

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87 Mã Mây’와 ‘47 han Bac’

을 주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no 구분 이름 위치 건축년도

1 전통 87 Ma May House 하노이 1890s

2 전통 47 Hàng Bạc 하노이 before 1954

[표 4-1] 전통튜브하우스 분석 사례  

현대튜브하우스는 총 10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분석사례는 4~5층 규모

이면서 전면부의 폭이 4~5m 수준의 주택을 선정하였다. 74)

no 구분 주택명 층 전면 폭 위치 완공년도

1 현대 Hoàng Hoa Thám House 5층 4.0m 하노이 2014

2 현대 Long biên 1 House 5층 4.0m 하노이 2013

3 현대 Nhà thân thiện #002 5층 2.5m 하노이 2017

4 현대 Long biên 2 House 4층 4.0m 하노이 2013

5 현대 Hoan House 4층 5.4m 하노이 계획

6 현대 Tây Hồ House 5층 4.0m 하노이 계획

7 현대 Hồng Mai House 4층 3.6m 하노이 2017

8 현대 Long biên 3 House 5층 4.0m 하노이 -

9 현대 Hà Đông House 4층 3.9m 하노이 계획

10 현대 Sóc Sơn House 4층 3.6m 하노이 2017

[표 4-2] 현대튜브하우스 분석 대상  

74) 전통, 현대튜브하우스에 대한 분석 사례에 대한 평면은 부록을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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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주관 아파트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총 10개 단지를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분석 사

례는 각 단지별로 1개의 단위세대 평면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베트남

도시지역의 평균 1인당 거주면적과 평균 세대당 구성원 수를 참고하였다

.75)76) 단위세대 평면의 면적이 100㎡ 내외 것으로 선정하였다.

no 구분 이름 위치
완공

년도
개발사

1
베트남 주관 

아파트
Vinaconex 7 Hồ Tùng Mậu 하노이 2014 Vinaconex

2
베트남 주관 

아파트
Vinaconex 2 Golden Silk 하노이 2017 Vinaconex

3
베트남 주관 

아파트
Trung Hoa  T34 하노이 2006 Vinaconex

4
베트남 주관 

아파트
Times City 하노이 2015 Vinhomes

5
베트남 주관 

아파트
Vinaconex 1 Khuat Duy Tien 하노이 2012 Vinaconex

6
베트남 주관 

아파트
eco park 하노이 2015 Vihajico

7
베트남 주관 

아파트
 Royal City 하노이 2015 Vinhomes

8
베트남 주관 

아파트

Nhà ở cho cán bộ chiến sỹ 
Bộ công an 하노이 진행중 Constrexim 1

9
베트남 주관 

아파트
UDIC Westlake 하노이 진행중 UDIC

10
베트남 주관 

아파트
The K - Park 하노이 진행중 CenInvest

[표 4-3] 현지주관 베트남 아파트 분석 대상  

75) Nguyen, T. B. (2011). The trend of Vietnamese household size in recent year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ties, Society and Culture. International Proceedings 

of Economics Development and Research, 20, 47-52.

76)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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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Vinaconex 7 Hồ Tùng Mậu (101.68㎡) 사례2: Vinaconex 2 Golden Silk (96.1㎡)

사례3: Trung Hoa  T34 (100㎡) 사례4: Times City (110.3㎡)

사례5: Vinaconex 1 Khuat Duy Tien (115.17㎡) 사례6: Eco park (92.12㎡)

[표 4-4] 분석 대상 (베트남 주관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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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  Royal City (96.3㎡) 사례8: DỰ ÁN KHU NHÀ Ở CHO CÁN BỘ 
CHIẾN SĨ BỘ CÔNG AN (87㎡)

사례9: UDIC Westlake (84㎡) 사례10: The K – Park (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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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분석 방법 및 절차

베트남 주택은 총 3가지 유형의 주택을 분석하였다. 1) 전통튜브하우스,

2) 현대튜브하우스, 3) 베트남 주관 아파트이다.

본래 계획은 3가지 유형의 사례를 10개씩 선정하고 각각의 사례를 패턴랭

귀지 네트워크분석과 t-test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전통튜브하우스는 두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

문에 t-test를 통한 통계적 분석은 한계가 있다.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본래 계획한 바와 같이 t-test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반면,

전통튜브하우스는 현재 수집 가능한 원형 자료를 바탕으로 패턴랭귀지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른 두 분석 대상과 비교분석하였다. 77)

(1) 패턴명 수정 및 패턴 특성 분류

Alexander(1977)가 제시한 253개의 패턴의 이름은 매우 함축적으로 표현

되어 있어 패턴의 이름만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패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A Pattern Language’를 자세히 들

여다볼 필요가 있다. 패턴에 대하여 숙지되었다면 패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모든 패턴을 숙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기존의 패턴명을 본연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변경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각 패턴의 상황-문제-해결에 대한 내용이 최대한 내포되

도록 하였다. (표 4-5 참조)

77)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5절, 파일럿 테스트에서의 패턴 선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 프로

세스적인 패턴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상위패턴으로 이미 공간의 용도를 규정지을 수 있어 중복

되는 패턴들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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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새로운 패턴 명

76. 소가족을 위한 주택 76. 가족을 위한 주택

95. 복합건물 95. 공간의 프로그램이 외부로 드러나는 건물

96. 층수 96.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높이

98. 동선의 영역 98. 동선 파악이 쉬운 외부공간

105. 남쪽을 향한 외부 공간 105. 채광을 고려한 건물 및 외부공간 배치

106. 포지티브 외부공간 106. 둘러싸인 외부공간(일부 열림)

107. 채광 107. 실내채광을 유도하는 건물형태

109. 기다란 주택 109. 수평, 수직적으로 긴 주택

110. 주 출입구 110. 주 출입구

111. 반쯤 가려진 정원 111. 반쯤 가려진 정원

112. 출입구의 전이 112. 출입구의 전이

113. 자동차와의 연결 113. 주택으로 바로 연결되는 주차공간

114. 오픈스페이스의 위계 114. 위계 있는 오픈스페이스

115. 활기 있는 중정 115. 활동이 일어나는 중정

116. 캐스케이드형 지붕 116. 경사 지붕

116-A. 평지붕

118. 옥상 정원 118. 옥상 정원

119. 아케이드 119. 아케이드

127. 친밀도의 변화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128. 실내채광 128.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

129. 중심부의 공용 공간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130. 현관실 130. 현관 공간

131. 방을 통과하는 흐름 131.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132. 짧은 복도 132. 지루하지 않은 복도

132-A. 긴 복도

133. 무대로서의 계단 133. 공간에서 보여지는 계단

133-A. 계단실

135. 명암의 태피스트리 135. 교차되는 공간의 명암

136. 부부의 영역 136. 부부의 영역

137. 아이들의 영역 137. 아이들의 영역

138. 동쪽을 향한 침실 138. 햇볕이 잘 드는 침실

139. 농가의 부엌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139-A. 독립된 부엌

140. 거리에 면하는 개인 테라스 140. 거리에 면하는 테라스

141. 자신의 방 141. 자신의 방

142. 휴식 공간의 시퀀스 142. 휴식공간

144. 욕실 144. 욕실

145. 창고 145. 창고

[표 4-5] 새로운 패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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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함께하는 식사 147. 함께하는 식사공간

157. 가정 내 작업장 157. 경제적 활동을 위한 공간

158. 노천 계단 158. 외부 계단

159. 각 실의 두면 채광 159.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

160. 건물의 가장자리 160. 외부와 소통하는 건물의 가장자리

161. 양지바른 장소 161. 양지바른 장소

162. 북쪽 면 162. 북쪽 면

163. 옥외실 163. 옥외공간

164. 거리 창 164. 거리를 향한 창

165. 거리로의 개방 165. 거리로의 개방

166. 외랑 166. 외랑

167. 6피트의 발코니 167. 활동이 일어나기 충분한 옥외공간

173. 정원의 담장 173. 담장

180. 창가 180. 창가

182. 식사 분위기 182. 식사 분위기

187. 부부 침대 187. 부부 침대

189. 드레스룸 189. 드레스룸

190. 다양한 천장고 190. 다양한 천장고

194. 실내창 194. 실내창

196. 모서리의 문 196. 공간 활용을 고려한 문 배치

198. 방 사이의 벽장 198. 방 사이의 벽장

200. 개방된 선반 200. 개방된 선반

201. 허리 높이의 선반 201. 허리 높이의 선반

254. 독립된 실로 구성된 제단공간

255. 접견 공간

256. 천창

257. 다락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 변경된 패턴명     : 수정된 패턴     : 추가된 패턴



제 4장. 베트남주택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

99

(2) 분석 절차

[그림 4-7] 분석 대상 및 방법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베트남의 가장 대표 주택 유형인 튜브하우스의 시대

적 변화과정에서 베트남 주택의 고유 주거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적 변화과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는 주거문화적 패턴은

베트남 주택의 고유 주거문화적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튜브

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서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튜브하우스에서 나타난 주거문

화적 패턴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베

트남 아파트가 고유의 주거문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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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튜브하우스의 패턴랭귀지

4.2.1. 튜브하우스의 패턴 선정 및 재구성

먼저, 각 집단에서 선택된 패턴을 나열하였다. 앞서 3장에서 제시한 패턴

랭귀지 분석 절차 중, ‘패턴분해’ 및 ‘패턴의 재구성‘ 단계를 거쳐 선택된 패

턴들은 선정 과정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원형의 패턴이다. 이

패턴은 ‘A Pattern Language’에서 제시한 253가지 패턴 중, 건물 부문 내에

서 선택된 패턴들이다.78) 두 번째는 원형의 패턴에서 변형된 패턴이다. 이

는 원형의 패턴과 유사하지만, 알렉산더가 제시하고 있는 패턴의 역할이나

건축적 특성이 다른 경우이다. 세 번째는 새로 도입된 패턴이다. 이 패턴은

원형의 패턴에 존재하지 않은 패턴으로서 어떠한 유사점이 없는 패턴이다.

본 절에서는 변형된 패턴과 새로 도입된 패턴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78) ‘A Pattern Language’에는 도시(town), 건물(building), 시공(construction) 3가지 부문으로 구

분되었다. 이 중에서 건물 부문은 95번부터 204번까지 총 109개의 패턴으로 이루어졌다. 건물 

부문은 건물의 형태, 배치에서부터 외부공간, 반외부공간, 실내공간, 그리고 문과 창과 같은 건

축적 요소와 가구까지 건축계획과 관련된 패턴들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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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튜브하우스

전통튜브하우스에 나타나는 패턴

76. 소가족을 위한 주택 139-A. 독립된 부엌

95. 공간의 프로그램이 외부로 드러나는 건물 141. 자신의 방

96.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높이 142. 휴식공간

98. 동선 파악이 쉬운 외부공간 144. 욕실

105. 채광을 고려한 건물 및 외부공간 배치 145. 창고

106. 둘러싸인 외부공간(일부 열림) 147. 함께하는 식사공간

109. 수평, 수직적으로 긴 주택 157. 경제적 활동을 위한 공간

110. 주 출입구 159.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

112. 출입구의 전이 160. 외부와 소통하는 건물의 가장자리

114. 위계 있는 오픈스페이스 161. 양지바른 장소

115. 활동이 일어나는 중정 162. 북쪽 면

116. 계단형 지붕 163. 옥외공간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164. 거리를 향한 창

128.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 165. 거리로의 개방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166. 외랑

130. 현관 공간 167. 활동이 일어나기 충분한 옥외공간

131.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180. 창가

132. 지루하지 않은 복도 182. 식사분위기

133. 공간에서 보여지는 계단 187. 부부 침대

135. 교차되는 공간의 명암 190. 다양한 천장고

136. 부부의 영역 200. 개방된 선반

137. 아이들의 영역 201. 허리 높이의 선반

138. 햇볕이 잘 드는 침실 254. 독립된 실로 구성된 제단공간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 새로 추가된 패턴

[표 4-6] 전통튜브하우스에 나타나는 패턴

전통튜브하우스에서는 2개의 주택 사례에서 총 48개의 패턴이 선정되었

다. 이중에서 46개는 기존의 패턴에서 선정하였고 2개 패턴이 추가되었다.

특이한 점은 실내채광을 유도하는 건물형태(107) 패턴이 제외되었다는 것

이다. 이 패턴은 건물의 형태를 통해서 채광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채광에 유리한 건물 형태가 계획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전통튜브하우

스는 좁고 긴 형태이지만 긴 면은 측면 건물과 바로 면해 있어 오로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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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면한 좁은 정면만이 외기에 면해 있다. 이러한 건물형태는 채광에 매우

불리하다. 이러한 문제는 건물과 외부공간의 배치를 통해서 해결되었다. 채

와 채의 사이에 외부공간인 중정을 배치하여 형태적으로 채광에 불리한 문

제를 풀어내고 있다.

전통튜브하우스에서는 독립된 실로 구성된 독립된 실로 구성된 제단공

간(254)이 추가되었다.79) 독립된 실로 구성된 제단공간(254)은 조상을 모시

는 제단이 있는 공간을 나타난 패턴이다. 베트남에서의 제단은 거의 모든

집에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구획된 공간을 제단공간으로 활용

한다. 거주 공간이 부족할 때는 거주 공간 벽의 상부에 선반을 두어 제단을

놓는다. 이 패턴은 구획된 공간을 제단으로 활용되는 사례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4-8] 주택 내 제단 공간

(좌: 아파트 내, 우: 튜브하우스 내)

다음으로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258)가 추가되었다. 베트남은 고온

다습 기후대에 속해 있다.80)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높은 기온과 습도가 유

79) 패턴 번호는 ‘A Pattern Language’의 패턴 번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추가된 패턴은 마지막 

패턴 번호인 ‘253’의 다음 번호부터 시작된다. 변경된 패턴 번호는 해당하는 패턴 번호 뒤에 ‘-’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무대로서의 계단실(133)을 계단실로 수정한 번호는 (133-A)

로 표기하였다.

80)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기후대는 조금 차이가 있다. 남부는 아열대 기후로서 연중 기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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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며 기온의 연교차나 일교차가 작다. 또한, 잦은 폭우로 인하여 복사열

은 감소하겠지만 이로 인하여 불쾌감을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의 주거에서

는 인체의 피부로부터 습도 증발을 유도하여 거주자들로 하여금 열 쾌적감

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방법이 통풍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그림 4-9] 베트남 연중 기온과 강수량 및 습도 (하노이)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258)를 통해서 실내공간 온도를 낮추고 습기

를 제거한다. 자연 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맞통풍을 유도하는 것이다. 맞

통풍을 위해서는 실 양면에 개구부를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건물의 양

면을 외기에 면하게 하고 방이 통과하는 흐름을 형성하여 내부의 바람길을

형성된다. 수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찬 공기는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는 원리인 대류 현상을 이용하여 공간의 상부에서 뜨거운 공

기를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천장에 기와를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기와와 기와 사이의 틈으로 뜨거운 공기를 배출시킨다.

는 3˚ C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다. 반면, 북부는 연중 12˚ C 정도의 차이가 나고 겨울철에도 높

은 습도가 유지되어 싸늘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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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튜브하우스

현대튜브하우스에 나타나는 패턴

76. 소가족을 위한 주택 144. 욕실

95. 공간의 프로그램이 외부로 드러나는 건물 145. 창고

96.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높이 147. 함께하는 식사공간

106. 둘러싸인 외부공간(일부 열림) 157. 경제적 활동을 위한 공간

107. 실내채광을 유도하는 건물형태 158. 외부 계단

109. 수평, 수직적으로 긴 주택 159.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

110. 주 출입구 160. 외부와 소통하는 건물의 가장자리

111. 반쯤 가려진 정원 161. 양지바른 장소

112. 출입구의 전이 162. 북쪽 면

113. 주택으로 바로 연결되는 주차공간 163. 옥외공간

116. 경사 지붕 164. 거리를 향한 창

116-A. 평지붕 165. 거리로의 개방

118. 옥상 정원 167. 활동이 일어나기 충분한 옥외공간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173. 담장

128.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 180. 창가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182. 식사분위기

130. 현관 공간 187. 부부 침대

131.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190. 다양한 천장고

132. 지루하지 않은 복도 194. 실내창

133. 공간에서 보여지는 계단 196. 공간 활용을 고려한 문 배치

133-A. 계단실 198. 방 사이의 벽장

135. 교차되는 공간의 명암 200. 개방된 선반

136. 부부의 영역 201. 허리 높이의 선반

137. 아이들의 영역 254. 독립된 실로 구성된 제단공간

138. 햇볕이 잘 드는 침실 255. 접견 공간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256. 천창

141. 자신의 방 257. 다락

142. 휴식공간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 변경된 패턴    : 새로 추가된 패턴

[표 4-7] 현대튜브하우스에 나타나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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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튜브하우스는 총 56개의 패턴이 선정되었다. 이 중에서 2가지 패턴은

기존의 패턴에서 변경되어 추가되었고 5개의 패턴이 새로 추가되었다. 현대

튜브하우스에서는 새로 추가된 패턴과 기존 ‘A Pattern Language’에서 제

시된 패턴에서 변경한 패턴들이 등장하였다. 먼저, 새로 추가된 패턴은 독

립된 실로 구성된 제단공간(254), 접견 공간(255), 천창(256), 다락(257), 실

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258)로 총 5가지 패턴이다. 독립된 실로 구성된 제

단공간(254)과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258)는 현대튜브하우스에서도 나

타난 패턴이었다.81)

접견공간(255)은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이다. 이 패턴은 주택에 방문하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공간을 별도로 계획하여 사회적 소통을 이룬다. 그 동시

에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한다.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1층에 거실과 별도로 응접실이 배치된 사례가 있었다. 또는 실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계단실의 일부 공간을 접견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4-10] 현대튜브하우스에서 접견공간(255)

천창(256)이 있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계단실의 천장에 주로 배치되어 있

었다. 주변 상황 때문에 후면이 외기에 면할 때도 천창(256)을 사용하였다.

81) 신성한 공간(254)과 실내 환기(258)에 대한 설명은 전통튜브하우스에 나타나는 패턴 내용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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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현대튜브하우스에서의 천창(257)

  

베트남 주택에서 다락(257)은 오래전부터 나타났다. 전봉희(2005)는 다락

을 중정과 함께 베트남 주택에서 현재까지 계승된 공간적 요소로 보았다.

과거 단층 주택에서 중층의 공간을 만들어 다락으로 활용하였고 시간이 지

나면서 점차 2층 공간으로 발전하였다.82)83)

[그림 4-12] 현대튜브하우스에서의 다락(257)

82) 전봉희, 이경아, & 주상훈. (2006). 다락과 중정으로 본 하노이 도시주택의 지속과 변용.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2(11), 241-252.

83) 앞서 정리한 전통튜브하우스에서 다락(257)이 새로 추가되지 않은 이유는 사례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봉희(2005), 大嶋信道(1996), Phe & Nishimura(1990) 등의 연구에 

따르면 다락은 오래전부터 베트남 주택에서 나타난 공간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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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튜브하우스에서 다락은 공간의 중간층에 구성되어 있기보다는 주로

최상층에 배치되어 있었다. 다락(257)은 주로 창고나 물탱크를 배치하고 있

었다. 운동, 독서 등 생활의 부가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

으며 제단공간이 배치된 사례도 있다.

다음, 기존 패턴에서 변경되어 추가된 패턴은 평지붕(116-A)과 계단실

(133-A)이 있었다. 먼저, 평지붕(116-A)은 캐스케이드형 지붕(116)을 변형

한 패턴이다. 현대튜브하우스의 지붕은 경사지붕과 평지붕으로 되어 있다.

캐스케이드형 지붕(116)은 경사지붕을 대변할 수 있지만 평지붕과는 다르

다. Alexander(1977)에 따르면 캐스케이드형 지붕은 건물의 층수가 건물의

가장자리를 향해 가갈수록 낮아지고 이에 따라 지붕의 형태나 높이가 반영

된다고 하였다. 만약, 지붕이 캐스케이드 형태를 이루지 않았다면 건물의

구조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84) 그 이유에 대하

여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지붕의 높이에 따른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천장이 높은 공간은 건물 내에서 활동의 사회적인 중심

이 된다. 반면, 작은 공간이나 침실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은 상대적으로 낮

은 천장으로 계획하여 건물 내에서 공적 성격이 강한 공간에 비해 사회적

의미를 낮춘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중앙부가 높

고 끝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붕구조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지붕층을 옥상정원(118)이나 다락 등으로

활용을 통해 지붕이 다른 공간을 형성하도록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85)

[그림 4-13] 캐스케이드형 지붕(116)에 대한 예시
(출처: Alexander(1977). A Patter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p566, 667)

84) Alexander(1977). A Patter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p565-568

85) Ibid., p56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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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평지붕은 지붕의 높이가 일정하여 지붕 아래 공간의 특성을 높이나

형태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옥상정원(118)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다

르다. 캐스케이드형 지붕(116)을 통해서는 건물의 최상층의 상부가 아닌 가

장 높은 층과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옥상정원을 만들 수 있지만, 평지붕

(116-A)은 지붕 상부 공간을 옥상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평지붕

은 알렉산더가 제시하고 있는 지붕의 특성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4] 무대로서의 계단(133)에 대한 예시
(출처: Alexander(1977). A Patter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p637, 640)

다음, 변경된 패턴은 무대로서의 계단(133)이 있었다. 이 패턴은 계단이

수직 이동의 수단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공간이며 부피를 가진 건물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86) 즉, 계단이 독립적으로 배치되

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간 내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현관공간이나 거실공간 내에 배치되어 그 공간의 일부가 되는 것을 무대로

서의 계단(133)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5] 현대튜브하우스에서 계단실(133-A)

86) Ibid., p63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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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대튜브하우스의 계단은 코어 형태의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생활공간에 포함되어 그 공간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구성

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획적 차이는 공간 규모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현대튜브하우스의 깊은 전통튜브하우스에 비해 깊지 않고

층수가 높기 때문에 계단을 분산 배치하기 어렵다. 즉, 공간의 효율성을 위

해서 코어 형식의 계단실로 계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에서 보

여지는 계단(133)은 계단실 코어를 나타내는 계단실(133-A)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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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튜브하우스의 패턴랭귀지 및 네트워크 분석

각 집단의 사례별로 선정된 패턴들을 3장에서 서술한 패턴의 위계와 연결

관계의 논리에 따라 패턴랭귀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번 항에서는 패

턴랭귀지 관점에서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의 주거문화적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패턴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서 도출된 패턴의 네트워크 구조와 사이중앙성 값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패턴 시퀀스는 각각 패턴이 가지는 건축적 특성의 위계가 높은 것부터 순차

적으로 연결해 나간다. 3장에서 설정한 패턴의 건축적 특성의 위계를 고려

하였다. 먼저, 건물의 유형을 설정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건물의 용도와

사용자에 따라 건물 내부 공간의 성격이 대략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다음은

건물의 배치, 형태를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공간의 형태와 위치 결정

될 것이다. 다음은 건물 내부의 공간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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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튜브하우스

[그림 4-16] 전통튜브하우스 패턴랭귀지

순위 패턴 평균 사이중앙성 값
패턴출현 빈도

(max:2)

1 127. 공적/사적 성격을 고려한 공간구조 0.057754 2

2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0.051168 2

3 115. 활동이 일어나는 중정 0.043271 2

4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0.026812 1

5 112. 출입구의 전이 0.025998 2

6 139-A. 독립된 부엌 0.025121 1

7 258. 실내 환기 0.018567 2

8 161. 양지바른 장소 0.017948 2

[표 4-8] 전통튜브하우스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 순위



패턴랭귀지 네트워크분석 방법론으로 본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

112

9 110. 주 출입구 0.015834 2

10 254. 독립된 실로 구성된 제단공간 0.013753 2

11 136. 부부의 영역 0.012063 2

12 128.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 0.010971 2

13 105. 채광을 고려한 건물 및 외부공간 배치 0.009895 2

14 166. 외랑 0.009452 2

15 130. 현관 공간 0.008963 2

16 144. 욕실 0.007014 2

17 132. 지루하지 않은 복도 0.006720 2

18 109. 수평, 수직적으로 긴 주택 0.006236 2

19 147. 함께하는 식사공간 0.005797 2

20 162. 북쪽 면 0.005728 2

21 106. 둘러싸인 외부공간(일부 열림) 0.004690 2

22 167. 활동이 일어나기 충분한 옥외공간 0.004478 2

23 95. 공간의 프로그램이 외부로 드러나는 건물 0.004348 2

24 159. 실의 두면 채광 0.003235 2

25 131.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0.003060 2

26 135. 교차되는 공간의 명암 0.002678 2

27 96.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높이 0.002578 2

28 116. 계단형 지붕 0.002420 2

29 138. 햇볕이 잘 드는 침실 0.002289 2

30 137. 아이들의 영역 0.002133 2

31 160. 외부와 소통하는 건물의 가장자리 0.001794 2

32 157. 경제적 활동을 위한 공간 0.001449 2

33 114. 위계 있는 오픈스페이스 0.001240 2

34 162. 북쪽 면 0.000826 2

35 163. 옥외실 0.000514 2

36 164. 거리 창 0.000000 2

36 165. 거리로의 개방 0.000000 2

36 166. 외랑 0.000000 2

36 167. 6피트의 발코니 0.000000 2

36 180. 창가 0.000000 2

36 182. 식사 분위기 0.000000 2

36 187. 부부 침대 0.000000 2

36 190. 다양한 천장고 0.000000 2

36 200. 개방된 선반 0.000000 2

36 201. 허리 높이의 선반 0.000000 2

36 254. 신성한 공간 0.000000 2

36 258. 실내 환기 0.000000 2

36 139-A. 독립된 부엌 0.000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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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튜브하우스

[그림 4-17] 현대튜브하우스 패턴랭귀지

순위 패턴 평균 사이중앙성 값
패턴출현 빈도

(max:10)

1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0.0722177 10

2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0.0300724 10

3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0.0279186 10

4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0.0247024 10

5 141. 자신의 방 0.0187588 9

6 111. 반쯤 가려진 정원 0.0178765 2

7 136. 부부의 영역 0.0175047 10

8 109. 수평, 수직적으로 긴 주택 0.0168276 10

9 112. 출입구의 전이 0.0158459 10

10 133-A. 계단실 0.0158176 10

11 163. 옥외공간 0.0112222 10

12 160. 외부와 소통하는 건물의 가장자리 0.0104167 10

13 128.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 0.0088388 10

[표 4-9] 현대튜브하우스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 순위



패턴랭귀지 네트워크분석 방법론으로 본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

114

14 255. 접견 공간 0.0086814 5

15 144. 욕실 0.0086403 10

16 137. 아이들의 영역 0.0085288 10

17 254. 독립된 실로 구성된 제단공간 0.0084125 8

18 113. 주택으로 바로 연결되는 주차공간 0.0081633 6

19 96.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높이 0.0074591 10

20 130. 현관 공간 0.0070371 10

21 159.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 0.0068704 9

22 116. 경사 지붕 0.0062845 4

23 132. 지루하지 않은 복도 0.0059638 10

24 157. 경제적 활동을 위한 공간 0.0043783 3

25 107. 실내채광을 유도하는 건물형태 0.0040555 10

26 162. 북쪽 면 0.0037188 10

27 118. 옥상 정원 0.0036519 7

28 95. 공간의 프로그램이 외부로 드러나는 건물 0.0036212 10

29 256. 천창 0.0035929 10

30 200. 개방된 선반 0.0033979 10

31 110. 주 출입구 0.0031513 10

32 257. 다락 0.0028560 5

33 161. 양지바른 장소 0.0024242 10

34 133. 공간에서 보여지는 계단 0.0023640 1

35 116-A. 평지붕 0.0023330 6

36 106. 둘러싸인 외부공간(일부 열림) 0.0020200 1

37 142. 휴식공간 0.0019672 10

38 135. 교차되는 공간의 명암 0.0011464 10

39 147. 함께하는 식사공간 0.0007516 10

40 138. 햇볕이 잘 드는 침실 0.0006996 10

41 164. 거리를 향한 창 0.0006330 10

42 131.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0.0005493 7

43 76. 소가족을 위한 주택 0.0000000 10

43 145. 창고 0.0000000 6

43 158. 외부 계단 0.0000000 2

43 165. 거리로의 개방 0.0000000 9

43 167. 활동이 일어나기 충분한 옥외공간 0.0000000 9

43 173. 담장 0.0000000 2

43 180. 창가 0.0000000 10

43 182. 식사분위기 0.0000000 10

43 187. 부부 침대 0.0000000 10

43 190. 다양한 천장고 0.0000000 4

43 194. 실내창 0.0000000 10

43 196. 공간 활용을 고려한 문 배치 0.0000000 7

43 198. 방 사이의 벽장 0.0000000 10

43 201. 허리 높이의 선반 0.0000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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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패턴랭귀지

다음은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 대한 패턴랭귀지 분석과정과 결과를 정리

하였다. 분석 절차는 앞서 살펴본 튜브하우스의 패턴랭귀지 네트워크분석

과 같다.

4.3.1. 베트남 주관 아파트 패턴 선정 및 재구성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 나타나는 패턴

76. 소가족을 위한 주택 145. 창고

110. 주 출입구 147. 함께하는 식사공간

112. 출입구의 전이 159.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161. 양지바른 장소

128.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 162. 북쪽 면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163. 옥외공간

130. 현관 공간 164. 거리를 향한 창

131.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167. 활동이 일어나기 충분한 옥외공간

132. 지루하지 않은 복도 180. 창가

132-A. 긴 복도 182. 식사분위기

135. 교차되는 공간의 명암 187. 부부 침대

136. 부부의 영역 189. 드레스룸

137. 아이들의 영역 194. 실내창

138. 햇볕이 잘 드는 침실 196. 공간 활용을 고려한 문 배치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198. 방 사이의 벽장

139-A. 독립된 부엌 200. 개방된 선반

141. 자신의 방 201. 허리 높이의 선반

142. 휴식공간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144. 욕실

: 변경된 패턴,  : 새로 추가된 패턴

[표 4-10]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 나타나는 패턴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단위세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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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치를 결정하는 패턴들과 외부공간에 대한 패턴은 제외되었다. 변경된

패턴을 포함하여 층 37개의 패턴이 선정되었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기존의 패턴에서 변경된 2개의 패턴이 추가되었고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

배치(258) 패턴이 새로 추가되었다.87)

먼저, 지루하지 않은 복도(132)가 추가되었다. 이 패턴은 단어 그대로의

짧은 복도를 뜻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통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동

안 지루함을 느끼지 않기 위한 계획적 방법을 내포하고 있다. 복도공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책장이나 의자 등의 가구를 배치하여 활동이 일어나도록

만들거나 창을 설치하여 밝은 공간이 되도록 하고 있다.88)

[그림 4-18] 짧은 복도(132)에 대한 해결(Solution)
(출처: Alexander(1977). A Patter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p635)

이 패턴은 아파트에서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129)과 연결되어 거

실공간을 설명할 수 있다. 지루하지 않은 복도(132)에 의해서 거실공간은

공용공간인 동시에 바로 다른 실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어둡고 이동 이외는 다른 활동이 일어날 수 없는 복도는 지루

하지 않은 복도(132)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 복도(132-A)가 추가되

었다.

87) 추가된 패턴들은 기존의 패턴과 유사한 건축적 특성을 가지지만 그 역할이 달라 기존 패턴과 

동일한 번호로 하였다.

88) Alexander(1977). A Patter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p6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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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베트남 주간 아파트에서 긴복도(132-A)

다음은 독립된 부엌(139-A)이 추가되었다. 이 패턴은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이 변경된 패턴이다. 본래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은 공용공

간의 주택 내의 안쪽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 공간의 중심 근처에 배

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남녀 평등사상이

기반을 두고 있다. 부엌을 여성의 노동공간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가족 구

성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다.8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은 현대적 아파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DK 혹은 LDK형의 구성이다.

[그림 4-20]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에 대한 예시 및 해결(Solution)
(출처: Alexander(1977). A Patter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p663)

89) Ibid., p66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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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새로 추가된 독립된 부엌(139-A)은 패턴 명이 뜻하는 바와 같이 오

직 조리만 할 수 있는 공간이 독립된 경우이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일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 4-21]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 독립된 부엌(1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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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베트남 아파트의 패턴랭귀지 및 네트워크 분석

[그림 4-22] 베트남 주관 아파트 패턴랭귀지

순위 패턴 평균 사이중앙성 값
패턴출현 빈도
(max:  10)

1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0.0610873 10

2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0.0405842 10

3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0.0330015 4

4 141. 자신의 방 0.0260481 10

5 112. 출입구의 전이 0.0254674 7

6 136. 부부의 영역 0.0214538 10

7 163. 옥외공간 0.0168516 10

8 139-A. 독립된 부엌 0.0140740 6

9 137. 아이들의 영역 0.0126735 10

10 189. 드레스룸 0.0117350 1

[표 4-11]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사이중앙성 값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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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0. 현관 공간 0.0108204 7

12 144. 욕실 0.0097497 10

13 131.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0.0088914 10

14 128.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 0.0077598 10

15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0.0076172 10

16 162. 북쪽 면 0.0069889 10

17 147. 함께하는 식사공간 0.0061606 10

18 142. 휴식공간 0.0053320 10

19 200. 개방된 선반 0.0040731 10

20 138. 햇볕이 잘 드는 침실 0.0035061 10

21 164. 거리를 향한 창 0.0011528 10

22 135. 교차되는 공간의 명암 0.0011324 10

23 159.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 0.0008910 1

24 196. 공간 활용을 고려한 문 배치 0.0003307 10

24 76. 소가족을 위한 주택 0.0000000 10

24 110. 주 출입구 0.0000000 10

24 132. 지루하지 않은 복도 0.0000000 10

24 132-A. 긴 복도 0.0000000 5

24 145. 창고 0.0000000 1

24 161. 양지바른 장소 0.0000000 10

24 167. 활동이 일어나기 충분한 옥외공간 0.0000000 10

24 180. 창가 0.0000000 10

24 182. 식사분위기 0.0000000 10

24 187. 부부 침대 0.0000000 10

24 194. 실내창 0.0000000 2

24 198. 방 사이의 벽장 0.0000000 10

24 201. 허리 높이의 선반 0.0000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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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패턴랭귀지 비교분석

본 절부터는 베트남 아파트의 사례에 대한 패턴랭귀지 네트워크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 전통튜브하우스와 베트

남 주관 아파트, 그리고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를 비교분석

하였다.

4.4.1.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 비교 분석

첫 번째로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번 비

교분석은 통시적 관점에서 튜브하우스의 주거문화적 계승과 변용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장 도입부에서 설명하였듯이 전통튜브하우스의 사

례 수가 통계적 분석에 충분하지 못하여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을 비교

하는 방법과 패턴의 연결 경향을 해석하는 정성적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

였다.

먼저, 출현 된 패턴을 비교하여 각 집단에 동시에 나타나는 패턴과 특수

하게 나타나는 패턴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두 집단의 패턴랭귀지를 비교

하여 패턴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공통적 경향을 파악하였다. 여기

에서 공통적 경향은 두 집단에서 모두 나타나는 경향으로서 계승된 패턴으

로 설명되며 차이는 변용된 패턴으로 해석될 것이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총 46개의 패턴이 나타났고 현대튜브하우스는 55개의

패턴이 나타났다.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총 41개의 패턴

이 동시에 출현하였다. 두 집단에서 출현 된 패턴을 비교하였을 때, 5개의

패턴이 전통튜브하우스에서만 나타났고 14개의 패턴이 현대튜브하우스에서

만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출현된 패턴을 비교해보면 우선, 건물을 구성하는 방식의 차

이가 두드러졌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채의 배치에 의해서 전체 공간구조가

결정되는 반면, 현대튜브하우스는 건물의 형태가 전체 공간구조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두 주택 유형의 차이는 건물의 배치를 우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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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지 혹은 건물의 형태를 우선으로 고려하는지에 따라 차이점들이 파

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에 설명하도록 한다.

전통튜브하우스 현대튜브하우스

패턴
순위

(백분율)
빈도

평균사

이중앙

성 값

패턴
순위

(백분율)
빈도

평균사

이중앙

성 값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1

(1.00)
2 0.0578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1

(1.00)
10 0.0722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2

(0.98)
2 0.0512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2

(0.98)
10 0.0301 

115. 활동이 일어나는 중정
3

(0.96)
2 0.0433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3

(0.96)
10 0.0279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4

(0.94)
1 0.0268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4

(0.95)
10 0.0247 

112. 출입구의 전이
5

(0.91)
2 0.0260 141. 자신의 방

5

(0.93)
9 0.0188 

139-A. 독립된 부엌
6

(0.89)
1 0.0251 111. 반쯤 가려진 정원

6

(0.91)
2 0.0179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7

(0.87)
2 0.0186 136. 부부의 영역

7

(0.89)
10 0.0175 

161. 양지바른 장소
8

(0.85)
2 0.0179 

109. 수평, 수직적으로 긴 

주택

8

(0.87)
10 0.0168 

110. 주 출입구
9

(0.83)
2 0.0158 112. 출입구의 전이

9

(0.85)
10 0.0158 

254. 독립된 실로 구성된 

제단공간

10

(0.81)
2 0.0138 133-A. 계단실

10

(0.84)
10 0.0158 

: 한쪽 집단에만 나타난 패턴

[표 4-12]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 비교 

(전통튜브하우스 – 현대튜브하우스)

  

다음으로는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에서 각각 출현 된 주요 패

턴들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을 비교하였다. 위의 표는 전통튜브하우스와 현

대튜브하우스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이 높게 나타나는 상위 10개의 패턴이

다. 두 집단 모두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와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129)의 사이중앙성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139)은 전통튜브하우스에서는 4번째로 높게 나왔고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통튜브하우스에서만 나타난 활동이 일어나는 중

정(115)을 제외하면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은 두 집단에서 같은 순위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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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에서 패턴랭귀지를 구성

하는 데 있어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가 가장 핵심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과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이 두 집단에서의 주요 패턴으로 볼 수 있

다.90)

[그림 4-23] 상위 10개 패턴 순위 비교
(전통튜브하우스-현대튜브하우스)

90) 전통튜브하우스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은 한 사례에서만 나타났다. 다른 사례는 독립된 

부엌(139-A)으로 나타났는데 사이중앙성 값의 순위는 6위이지만 패턴 연결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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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는 주택 공간의 전체 배치 과정을 의미하는

패턴이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공적, 사적 영역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출입구에서 공적 성격이 높은 공간에서 점진

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변화되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이 패턴은 외부와의 소

통과 프라이버시가 동시에 관련이 있으며 상이한 성격의 이 둘 사이에서 일

어날 수 있는 충돌을 해소하고 있다.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은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는 단계로서 주택 내에서 공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공

적인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서 동선상 가장 중심이 되도록 한다. 이 패턴은

주택 내에서 거주자들 간의 지속적인 접촉을 유도하여 서로 간의 소통이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주목할 점은 1위와 2위에 대한 사이중앙성 값의 차이이다. 전통튜브하우

스에서는 1위와 2위의 사이중앙성 값의 차이는 0.006으로 거의 차이가 없

다. 반면, 현대튜브하우스에서의 1, 2위 패턴의 사이중앙성 값의 차이는

0.042로 전통튜브하우스에 비해 큰 차이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튜브하우스

에서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의 역할이 더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프라이버시 정도에 따른 공간배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전통튜

브하우스에 비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은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동시에

평등을 의미하기도 한다.91) 독립된 부엌이 존재하는 경우의 이유는 주로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 번째로 거주자들의 역할에 위계가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주로 먹는 음식의 조리 방식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튜브하우스에서 독립된 부엌(139-A)은 나타나지 않았고 전통튜브하우

스에서는 47 Hàng Bạc에서만 나타났다. 87 Mã Mây에서의 부엌은 후면 중

정에 배치되어 있으며 전면의 채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부엌과 통

합된 공용공간을 형성되어 시각적 공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베트남 가족 간의 위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형성되어 있는

91) Alexander(1979)는 ‘농가의 부엌(139)’을 제안하였다. 이 패턴은 농촌 지역의 부엌을 의미하기

보다는 농촌 지역에서의 거주자 생활에 대한 보편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공간적으로 조리

공간과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을 의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평등을 강조하

고 있다. 특히, 여성의 지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부엌을 여성만의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조리와 식사가 동시에 가능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족 모두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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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림 4-24] 채광 관련 패턴 순위 비교
(전통튜브하우스-현대튜브하우스)

다음으로는 평균 사이중앙성 값 순위의 변화가 보이는 패턴을 살펴보았

다. 먼저, 전통튜브하우스에서는 채광과 관련된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

이 현대튜브하우스에 비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

(159)을 제외한 다른 패턴들은 현대튜브하우스에서의 순위가 낮아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난 패턴은 양지바른 장소(161)로 전통

튜브하우스에서는 8번째로 높은 순위인 반면,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33위

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 패턴은 외부공간과 건물 사이에서 활동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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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수 있도록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즉, 이 패턴은 외

부공간과 내부공간의 경계에서 활동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경계면에 자연광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발코니나 테라스, 옥상정원과 같은 반 외부공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혹은 내부공간을 옥외실과 같이 반-외부화하여 경계를 모

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채광 관련 패턴은 대부분 10위 아래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광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한 패턴인 양지바른 장소(161)에서 평균 사이중

앙성 값의 순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채광과

관련된 패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채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4-25] 프라이버시 관련 패턴 순위 비교
(전통튜브하우스-현대튜브하우스)



제 4장. 베트남주택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

127

다음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관련 패턴들이다. 출입구의

전이(112)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패턴은 거의 현대튜브하우스에서 높은 순

위로 나타났다. 또한,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3개의 패턴이 새로 추가되었

다. 또한, 현대튜브하우스 프라이버시에 대한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이

전통튜브하우스에 비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또 차이는 사적 영역을 나타

내는 패턴들에서 나타났다.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비교분석 결과,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

시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해소하는 공간 배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내에서의 소통을 위한 공용공간과 식사 가능한

부엌 또한 그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건축적 방법과 환경적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였

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전통튜브하우스에 비해 현대튜브하우스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환경적 측면에서 채광은 전통튜브하우스에

서 그 역할이 다른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반면, 환기는 현대튜브

하우스에서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패턴들과 연결된 다른 패턴들 간의 연결관계를 살펴보고 세

부적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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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승된 패턴

①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발생되는 충돌 완화 방법: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명확한 구분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는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 패턴

이 가장 높은 평균 사이중앙성 값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두 집

단 모두, 이 패턴의 역할이 다른 패턴들에 비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

돌을 공간 배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갖는다. 두 집단에서 이 패턴은

원형의 의미를 정확히 따르고 있다.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는 출입

구에서부터 공적인 공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사적인 공간으로 변화하는 동

선의 흐름을 의미한다.

[그림 4-26]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의 1단계 인접 패턴과 네트워크

(전통튜브하우스 – 현대튜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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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에서는 유사한 방법으로 공/사를 고려한 공간 배치(127)를 실현하

고 있다. 위의 네트워크 그래프는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의 공/

사를 고려한 공간 배치(127) 패턴과 1단계 인접한 패턴들 간의 연결을 표현

한 것이다.92) 이 패턴은 건물 형태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위로 연결

된 패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높이(96)와 수평, 수직적으로 긴

주택(109)이 있다. 건물의 높이를 결정할 때, 외부에서 비추어지는 경관을

고려하는 것이 건물 높이(96) 패턴의 본래 목적이다.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

치(127) 패턴이 하위로 연결된다는 것은 건물 높이의 결정에 경관뿐만 아니

라 실제 주택을 이루는 공간의 배치를 함께 고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평, 수직적으로 긴 주택(109) 패턴은 주택 내의 혼잡함을 건축 형태로서

해결하고자 한 패턴이다. 즉, 주목적은 주택 내에서의 거주자들 간의 프라

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두 집단의 건물형태는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공간 간의 간격을 두어 가족 구성원들 간의 프라이버

시를 유지하려는 점은 유사하다.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는 수평, 수

직적으로 긴 주택(109)의 역할이 완전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

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좁고 긴 형태를 띠고 있으며 2층 규모의 주택이다. 따

라서 높이보다는 수평적으로 긴 형태가 더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현대튜브하우스는 좁고 짧은 형태를 띠며 일반적으로 4~5층 규모의 주택이

다. 전통튜브하우스와 다르게 수직적으로 긴 형태가 더 강조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주 출입구로부터 깊어지는 공간이 형성되어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유리한 형태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패턴만으로 프라이버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를

통해서 공적 특성을 가지는 공간과 사적 특성을 가지는 공간을 적절한 배치

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주

92) 다음 네트워크 그래프는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가 동시에 표현

되었다. 회색의 선은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나는 연결이며 빨간 선은 전통튜브하우스에서만 나

타난 연결이며, 파란 선은 현대튜브하우스에서만 나타나는 연결이다. 엣지의 두께는 패턴 연결의 

빈도를 나타난다. 두께가 두꺼울수록 두 패턴 간의 연결된 사례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통튜브

하우스의 사례는 2개뿐이므로 2 사례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으면 가장 두꺼운 엣지로 표현된다. 

출입부를 나타내는 패턴인 세 패턴은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표현하였고 노드에 빨간색 테두리로 

표현하였다. 노드의 색은 패턴의 건축적 특성(해결)의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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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내에서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 긴 형태 주택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실현 가능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

하위로 연결된 패턴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는

단계로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타내는 패턴들이 연결된다. 이는 배치

개념이 적용되는 단계로서 개념적용관계로 연결된다.

전통튜브하우스에 비해 현대튜브하우스에서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패

턴이 더 많이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현대튜브하우스에서의 공간

이 더 분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적 성격의 공간을 나타내는 패턴은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129)이 공통적으로 연결되었다. 현대튜브하

우스에서는 접견 공간(255)이 추가되어 있다. 사적 성격의 공간을 나타내는

패턴은 부부의 영역(136)과 자신의 방(141)이 공통적으로 연결되었다.93)

다음은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의 결정

을 돕는 패턴들에 대한 연결이다. 이 패턴과의 연결을 통해서 공간 배치의

방법이 정해질 것이다. 연결되는 패턴을 살펴보면 수직적 동선을 내포하고

있는 패턴들이 연결되었다. 공간에서 보여지는 계단(133)과 계단실(133-A)

이 연결되었다. 이는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는 이 두 패턴에 의해서

수직적인 동선 흐름을 따라 출입구에서부터 공적 성격을 띠는 공간에서 사

적 성격을 띠는 공간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전통튜브하우

스와 현대튜브하우스의 계단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전통튜브하우스는 공간

에서 보여지는 계단(133)이 연결되었지만 현대튜브하우스는 주로 계단실

(133-A)이 연결되었다.94) 이 두 패턴의 차이는 공간 활용적 측면에서 활동

성과 효율성의 차이가 있다. 공간에서 보여지는 계단(133)은 계단이 공간

일부가 되어 두 개층을 연결하는 수직적 동선의 역할뿐만 아니라 계단이 공

간에서 보여지도록 하여 이곳에서의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이 패

턴은 활동성을 강조한다. 반면, 계단실(133-A)은 공간에 포함된 계단이 아

93)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129)과 부부의 영역(136)은 전통,현대튜브하우스의 모든 사례에

서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와 연결되었다. 

94) 현대튜브하우스의 모든 사례에서 계단실(133-A)로 연결되었다. 공간에서 보여지는 계단(133)

이 연결된 사례는 계단실과 함께 부가적으로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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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한 번에 최상층까지 오를 수 있는 효율성을 강조

한다.95)

[그림 4-27] 전통튜브하우스의 공적/사적 영역 구분

이와 같은 패턴의 연결이 건축 형태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전통

튜브하우스는 1층 공간을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을 사적인 공간으

로 활용하였다. 1층은 출입구에서부터 후면의 가장 깊은 중정까지 연속적인

동선 흐름이 형성된 공용공간이 펼쳐진다. 사이사이의 채공간에는 계단이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다. 계단을 따라 오르면 부부의 영역(136)과 자신의

방(141)과 같은 사적 성격을 띄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96)

[그림 4-28] 현대튜브하우스의 공적/사적 영역 구분 

95) 이에 대해서는 동선의 차이를 설명할 때,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96) 채의 2층 공간에는 사적 성격을 띄는 공간뿐만 아니라 제단 공간 또한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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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튜브하우스의 사례 대부분이 저층부는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

었으며 층이 올라갈수록 부부침실이나 방과 같은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되

고 있었다. 1층에 접견 공간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고층부에 별도의 거실

을 배치하여 가족 구성원들만이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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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교 (제단 공간)

제단 공간(254)은 베트남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종교적 공간이다. 이 패턴

은 앞서 ‘패턴의 선정 및 재구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로 구획된 제단

공간을 뜻하고 있다.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 모두, 독립된 실로

구획된 제단공간(254) 패턴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제단은 최상층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봉희 & 김지홍

(2007)은 중국계 숍하우스와 베트남의 튜브하우스(Nhà Ống)의 제단의 위

치를 차이점 중 하나로 보았다. 숍하우스의 제단은 중정 공간과 연결된 반

면, 튜브하우스는 다락이나 천장, 2층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Grise(2002)는 주택 내 방에 제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습적으로 주택의 중

간 부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가능한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분석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다. 현대튜브하우스에서 제단공간

은 8개 주택에서 나타났는데 모두 지붕(경사 지붕(116), 평지붕(116-A)) 아

래 공간인 최상층에 독립된 실로 배치되었다.

[그림 4-29] 현대튜브하우스 제단 공간
(출처: http://ktshanoi.net)

제단공간의 특성을 패턴랭귀지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네

트워크 그래프의 우측 상단을 보면 최상층과 관련된 패턴들이 모여 있다.

경사 지붕(116)과 평지붕(116-A)이 제단 공간(254) 상위로 연결되어 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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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주택 내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지붕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택의 최상단인 지붕이 제단 공간(254)과 연계되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신성한 장소임을 나타낸다. 하위에 연결된 자신의

방(141)을 통해서 제단공간이 다른 용도의 공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방(141)의 독립된 방의 의미

가 제단공간(254)의 신성함을 보완해 주고 있다. 또한, 옥외공간(163)이 하

위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제단공간을 지나 반외부공간으로 접근이 가능

하여 옥외공간(163)이 제단 공간의 독립성을 높여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30] 독립된 실로 구성된 제단공간(254)의 1단계 인접 패턴과 네트워크
(전통튜브하우스 – 현대튜브하우스)

전통튜브하우스의 두 개 사례에서 제단공간은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7 Mã Mây는 앞서 설명한 베트남의 일반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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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공간과 유사한 패턴 양상을 나타낸다. 경사지붕(116)이 상위로 연결되어

있고 하위로 다양한 천장고(190)와 자신의 방(141)이 연결되어 있다. 이는

제단 공간이 주택의 최상층인 2층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지붕의 구조가 내

부로 드러나 다양한 천장고(190)를 만들어내고 있어 제단공간이 다른 공간

과 차별화된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신의 방(141)이 하위로 연결

되어 제단공간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서 제단공간의 신성함을 높

이고 있다.

[그림 4-31] 87 Mã Mây에서의 제단공간

(출처: http://www.swancruiseshalong.com)

반면, 47 Hàng Bạc 주택의 제단 공간은 1층 첫 번째 중정 후면에 면해 있

는 채공간에 마련되어 있었다. 그림 4-33의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좌측상단

을 살펴보면 제단공간(254)의 상위 패턴으로 북쪽 면(162)과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129)이 연결되어 있다. 이 주택의 제단 공간은 지층의 공용

공간의 두 번째 채공간에 포함되어 있다. 후면으로 벽이 배치되어 있어 상

대적으로 어두운 공간으로 북쪽 면(162)이 상위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다.

47 Hàng Bạc의 제단공간(254)은 87 Mã Mây와 다르게 공용공간의 일부로

인식되어 공용공간이 주택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신성함을 더하고 있다.

이는 중국계 숍하우스의 제단의 위치와 역할이 유사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47 Hàng Bạc이 1981년,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중축이 이루어지면서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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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었던 제단 공간은 같은 채의 위층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97)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베트남에서 신성함은 하늘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주택은 베트남계 중국인 즉, 화인이 거주하다가 후에 베트남인들

이 거주하게 되면서 제단의 위치가 바뀌었을 거라 추측된다.

[그림 4-32] 47 Hàng Bạc의 리모델링 전/후의 제단공간
(출처: Kien, T. (2008). Tube houses in Hanoi Old Quarter-A new study on tradition, identity and
conservation with a case study of No. 47 Hang Bac house. Dissertation, Kumamoto University.

p 58, 75 재구성)

97) Kien, T. (2008). Conservation pressing task and new documentation of old tube houses 
in Hanoi Old Quarter through the case of No. 47 Hang Bac Street house. J. Archit. 

Plann., AIJ, 73(624), 4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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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부와의 소통 방법 (출입부 구성 방법)

출입부를 나타내는 패턴은 외부와 주택 내부 경계에 대한 것이다. 외부와

주택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주택의 출입

부는 외부에서 주택 내부로 처음 접하는 영역으로서 외부와의 소통 의지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출입부에 대한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순위를 비교

한 결과, 순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부와 관련된 패턴으로

는 주 출입구(110), 출입구의 전이(112), 현관 공간(130)이 있으며, 여기에는

앞서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10위 내에 있는 패턴 중에서 주 출입구

(110)와 출입구의 전이(112)가 포함된다. 출입구의 전이(112)는 전통튜브하

우스에서 5위로 나타났지만 현대튜브하우스는 9위로 나타났으며, 주 출입

구(110)는 9위에서 31위로 크게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

대튜브하우스의 출입부가 전통튜브하우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역할의 중

요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순위 차이만으로 두 주택 유형이 상

이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추가로 패턴 연결의 구조를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 두 집단의 출입부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출입부를 나타내는 패턴은 주 출입구(110), 출입구의 전이(112), 현관공간

(130)이다. 이 세 가지 패턴과 1단계 인접하고 있는 패턴의 연결 관계를 살

펴보면 하단의 그림과 같다.98) 주 출입구(110)는 공간의 프로그램이 외부로

드러나는 건물(96)의 하위로 연결되어 공간의 프로그램이 외부로 드러나는

건물(96)의 패턴이 완전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패턴은 건물의 용도가

외부로 드러나 외부와의 시각적 소통을 위한 패턴인데 주 출입구(110)의 특

성이 외부로 건물의 용도를 드러나게 하고 있다.

98) 1단계 인접한다는 것은 선택된 패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패턴을 말한다. 전통튜브하우스의 주 

출입구(110)는 공간의 프로그램이 외부로 드러나는 건물(95)과 동선 파악이 쉬운 외부공간(98)

이 상위 패턴으로 연결되고 경제적 활동을 위한 공간(157), 현관 공간(130)이 하위패턴으로 연

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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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의 출입부 구성 방법에 관한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주 출입구(110), 출입구의 전이(112), 현관공간(130), 거리로의 개방(165)의 1단계 인접)

전통튜브하우스는 상점과 주거가 합쳐진 상가주택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점은 거리에 면해야 하므로 주 출입구에 바로 면하며, 일반적으로 첫 번

째 채공간의 1층 전체를 상점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거주공간으로 가기

위한 별도의 출입구가 없다. 즉, 거주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점을 거쳐

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점은 외부와 주택을 연결하는 현관 역할을 겸

하고 있고 이 공간에서 전이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99)

99) 가정 내 작업장(157)은 주출입구(110)이기도 하면서 외부와 주택을 연결해주는 현관실(130)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주택의 거주공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출입구의 전이(112)가 일

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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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1986년 하노이 튜브하우스 

(좌: Hang Giay Street, 우: Hang Chen Street)
(출처: https://saigoneer.com)

[그림 4-35] 전통튜브하우스의 출입부 (지층 평면도)

47 Hàng Bạc의 경우에는 출입부가 조금 변형된 구성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차이는 상점은 출입구에 있으나 구석에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다.100) 입구에서 주 출입구에서 들어오면 첫 번째 채공간의 1층은 현관으로

활용되어 앞서 살펴본 상점과 유사한 공간적 특성을 갖는다. 거주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간으로서 전이가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현관이나 상점을 지나면 첫 번째 중정이 등장한다. 채공간은 중정을 향해

열려 있어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채공간과 중정 사이

는 외랑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공간은 중정을 향해 열려 있다.101) 전통튜브

100) 47 Hàng Bạc에서는 현관실(130)과 가정 내 작업장(157)은 주출입구(110)와 바로 면해 있지

만 서로 분리되어 있어 현관실(130)과 가정 내 작업장(157)은 연결되지 않았다.

101) 1층의 공용공간(129)의 채공간은 중정을 향해 열려 있어 실내공간이긴 하지만 반외부공간인 

옥외공간(133)처럼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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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에서의 출입구에서 나타나는 전이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나

타나는 것이 아니다. 1층 공간은 채공간과 외랑, 중정이 후면으로 반복적으

로 확장되는데 중정에서 빛이 떨어지고 외랑에 의해서 그늘이 형성되어 공

간의 어둠과 밝음이 주택의 후면까지 연속적으로 인식된다.102)

[그림 4-1] 전통튜브하우스의 출입부 (47 Hàng Bạc)

현대튜브하우스의 출입부에서도 유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전 시

대와 다르게 상점과 통합된 주택뿐만 아니라 상점 없이 주거공간만으로 구

성된 주택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튜브하우스의 출입부와 같

이 곧바로 거주공간으로 진입하기보다는 다른 용도의 공간을 거쳐서 들어

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면부의 용도가 전통시대와는 차이가 있다. 전통

시대와 같이 상점으로 구성된 주택도 있지만, 주차공간이나 응접실과 같은

다른 용도의 공간을 통해서 거주공간으로 진입하도록 되어있다.103) 이들 공

102) 출입구의 전이(112)는 현관(130)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중정(115)과 외랑(166)의 배치

에 의한 명암의 테피스트리(135)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103) 현대튜브하우스는 주 출입구(110)에서 가정 내 작업장(157)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자동차와의 

연결(113))이나 접견공간(255)과 같은 용도를 나타내는 패턴들이 연결된다.



제 4장. 베트남주택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

141

간 역시, 전통튜브하우스에서와 같이 현관의 역할을 한다. 또한, 중정 대신

에 계단실이 후면에 바로 면해 있는데 계단실 상부의 천창을 통해서 빛이

유입된다. 전통튜브하우스에서 나타나는 어둠과 밝음의 교차 효과에 비하

면 큰 효과는 아니지만 현대튜브하우스에서도 빛에 의한 전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림 4-36] 현대튜브하우스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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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형된 패턴

① 건물 구성의 차이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건물형태

이다. 베트남 도시의 필지는 일반적으로 폭이 좁다. 이러한 대지의 한계 때

문에 주택의 폭이 좁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높이와 길이의 차이는 명확히 드

러난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좁고 긴 평면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현

대튜브하우스는 좁고 짧은 평면의 형태이면서 층이 높은 수직적인 형태이

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채광을 위한 건물 및 외부공간 배치(105)를 통해 2~3

개 이상의 채와 채 공간 사이에 배치된 중정에 의해서 기본적인 구성을 이

룬다. 반면, 현대튜브하우스는 실내채광을 유도하는 건물형태(107)에 의해

서 길이가 짧고 높은 형태의 단일 건물로 구성되었다.

[그림 4-37]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의 건물 구성

전통튜브하우스는 채 배치에 의해서 건물의 전체적 구성이 완성되었다면,

현대튜브하우스는 배치보다는 형태적인 요인이 건물 구성에 크게 작용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두 주택의 건물 구성적 차이는 채광과 공간 구조적 차이

의 주된 원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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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

[그림 4-38]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의 채광 방식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105, 107, 128, 161 패턴의 1단계 인접)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는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패턴의 사이중앙성 값 순위 비교에서 채광 관련 패턴은 차이가 있

어 보였다. 특히, 양지바른 장소(161)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104) 양지바른 장

104) 양지바른 장소(161)는 전통튜브하우스에서 8번째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지만, 현대튜브하우스

에서는 33위로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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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161)는 외부공간과 건물 사이에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연광을 끌

어들이는 방법에 대한 패턴이다. 양지바른 장소(161)로 내려오는 패턴 연결

과정을 보면 두 유형의 주택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건물 구성적 차이의 영향이 크다. 먼저, 채광을 고려

한 건물 및 외부공간 배치(105)와 실내채광을 유도하는 건물 형태(107)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패턴은 채광을 다루는 방법으로써 건물의 배치

와 형태를 조정한다. 전통튜브하우스는 건물과 외부공간의 배치를 통해서

자연광을 내부로 끌어들인다. 반면, 현대튜브하우스에서 채광은 건물의 배

치보다는 건물의 형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결국, 앞서 살펴본 것과 같

이 채광의 방식이 건물 구성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네트워크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러한 패턴 연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채광을 고려한 건물 및 외부공간 배치(105)에서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128)로 연결되고 이 패턴은 양지바른 장소(161)로 연

결되어 흐름을 형성한다. 이는 건물과 외부공간의 배치를 결정할 때, 내부

공간의 배치 결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내

부 공간의 채광은 건물과 외부공간 사이의 양지바른 장소(161)가 어떻게 형

성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양지바른 장소(161)가 어떤 패턴과 연결되느

냐에 따라 건물 내부로의 채광 방법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튜브하우스에서 채광에 영향을 주는 패턴은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중정(115)과 외랑(166) 그리고 활동이 일어나기 충분한 옥외공간(167)이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채-중정-채를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후면으로 반복

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구성은 채광을 고려한 건물 및 외부공간 배치(105)

패턴을 통해서 형성되며 이를 통해서 활동이 일어나는 중정(115)이 형성되

는데 전․후면으로는 채와 채, 측면으로는 합벽으로 둘러싸여 둘러싸인 외

부공간(106)이 형성된다. 중정(115)이라는 외부공간을 통해서 주택 내, 모든

공간의 채광은 해결된다. 활기 있는 중정(115)의 상위 패턴으로 양지바른

장소(161)가 연결되는데 이는 양지바른 장소(161)가 중정(115)을 통해서 들

어온 자연광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제 4장. 베트남주택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

145

[그림 4-39] 전통튜브하우스에서의 채광 

실내공간이 되는 채공간은 모두 중정에 면해 있으며 열린 공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채공간은 외부공간인 중정과 경계가 모호하여 마치 옥외

공간(163)처럼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정의 상부에는 발코니가 배치되어 있

어 실내공간은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내공간은 중정에 의해

서 간접적인 채광이 이루어진다.

[그림 4-40] 87 Mã Mây의 내부 중정

  

2층의 채공간은 중정에 바로 면하여 전․후면에 개구부를 계획되었다.

이러한 건축적 특성은 방의 두면 채광(159)을 가능하게 하여 더욱 효과적인

채광이 가능해진다. 전통튜브하우스의 배치적 특성은 채광뿐만 아니라 환

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1층의 공간은 주 출입구에서 가장 안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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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는 흐름(131)을 만들어내고 2층의 채 공간은 전․후면으로 개방되어

있어 맞통풍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전통튜브하우스는 건물의 배치를 통해

적절한 외부공간을 형성하여 채광과 환기 문제를 건축적으로 해결한 주택

이다.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좁고 긴 대지의 한계와 고온다습 기후에 잘

적응된 주택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41] 현대튜브하우스에서의 채광

현대튜브하우스는 좁고 높은 단일 건물이다. 따라서 전통튜브하우스와 같

이 주택 내부에 중정을 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신 거리에 면하는 면

의 창을 통해서 실내채광(128)이 이루고 있다. 창의 설치는 내부 공간의 창

가(180)를 통해서 동쪽을 향한 침실(138)을 형성한다. 또한, 양지바른 장소

(161)가 되는 옥외공간(163)이나 상층부에 옥상정원(118)을 배치하여 외부

활동을 보완하고 실내채광을 위한 공간배치(128)를 보완하고 있다.

필지의 조건에 따라 양쪽 측면과 아울러 후면까지 다른 건물에 의해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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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막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천창(256)을 통해서 북쪽 면(162)의

채광을 보완하고 있다.

[그림 4-42] 현대튜브하우스의 천창에 의한 실내채광

(좌:Nhà thân thiện #002, 우:Hoàng Hoa Thám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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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동선의 차이 

앞서 건물 구성의 차이에서 설명하였듯이 전통튜브하우스는 좁고 긴 형

태의 2층 주택이지만 현대튜브하우스는 좁고 높은 형태의 주택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두 주택의 공간구조와 주택 내부 동선의 차이를 만든다. 전통

튜브하우스의 주 동선은 평면적이고 현대튜브하우스는 수직적인 동선이 강

조된다.

[그림 4-43]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의 동선의 차이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132, 133-A 패턴의 1단계 인접)

앞서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에 대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전통튜브하우스에 비해 현대튜브하우스의 평균 사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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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성 값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대튜브하우스는 공간배

치적 역할이 주택 전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각 대상의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의 하위에 연결된 패턴의 흐름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통튜브하우스는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

간(129)에,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계단실(133-A)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그림 4-44] 전통튜브하우스의 주 동선 (평면적)

전통튜브하우스의 1층은 공적인 공간으로서 주 출입구(110)에서부터 후

면부까지 연속적인 흐름을 형성한다.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에서 주

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129)을 지나 지루하지 않은 복도(132), 외랑

(166)으로의 패턴 연결 흐름은 전통튜브하우스의 주 동선 흐름이 지층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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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루하지 않은 복도(132)와 외랑(166),

활동이 일어나는 중정(115)의 연결을 통해서 공용공간이 통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정에서는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능적 공간으로 규정된다.

[그림 4-45] 현대튜브하우스의 주 동선 (수직적)

반면, 현대튜브하우스는 계단실(133-A)이 핵심 동선 흐름을 형성하고 있

다. 이는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의 하위에 계단실(133-A)이 연결되

어 있고 그 밑으로 지루하지 않은 복도(132)가 연결됨에 따라 계단실에 의

한 수직 동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계단실을 통해서 모든 실로의 진입

이 가능하다. 계단실 상부에는 천창(256)이 설치되어 있어 계단실이 주요

동선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계단실은 동선 공간인 동시에 욕실이나 창고

와 같은 기능적인 실들이 포함되어 있어 최소한의 이동을 만들어내어 공간

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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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 내부의 개방성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명

확하다. 하지만 주택 내에서의 개방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4-46]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의 동선의 차이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131, 135, 167 패턴의 1단계 인접)

전통튜브하우스는 내부적으로 개방된 주택이라 할 수 있다. 1층 공간은

전체적으로 열려 있다. 출입구에 들어서면 반쯤 가려진 벽이나 활짝 열리는

문들에 의하여 주택의 깊은 공간까지 시각적으로 열려 있다. 또한, 실내공

간과 외부공간이 반복되어 어두움과 밝음이 교차하는 공간의 명암(13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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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1층 공간을 더욱 공적으로 만들고 있

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활동이 일어나는 중정(115)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정에 의해서 지루하지 않은 복도(132)가 형성되고 이것에 의해 공간을 통

과하는 흐름(131)을 만들어낸다. 중정이 활동적일 수 있도록 양지바른 장소

(161)와 활동이 일어나기 충분한 옥외공간(167)이 연결된다. 이를 통해서 2

층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중정을 향해 열려 있고 중정의 상부에

배치된 발코니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있다. 1층 공간과 시각적인 소통

을 이루고 있다. 중정에서는 옥외실(163)과 같은 채 공간과 2층의 발코니

(167)에 의해서 외랑(160)이 형성된다. 이는 오픈스페이스의 위계(114)를 형

성하고 중정을 활기 있게(115) 만든다.

[그림 4-47] 87 Mã Mây 내부 개방성

반면, 현대튜브하우스는 계단실을 중심으로 공간이 배치되는 구조로서 방

들이 계단실로 개방되어 있지 않다. 거실과 부엌이 층으로 분리된 주택의

경우는 공용공간에서의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131)을 만들지 못한다. 이로

써 공용공간은 계단실을 향해 열려 있어도 실과 같이 구성된다. 지루하지

않은 복도(132)와 연결된 패턴을 살펴보면 천창(256)이 있다. 이는 천창

(256)을 통해 들어온 태양광을 통해서 계단실(133-A)의 동선 흐름을 유도

하고 있다. 중정과 같은 외부공간을 통해서 지루하지 않은 복도(132)를 형

성하는 전통튜브하우스와는 대조적인 패턴이다.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전

통튜브하우스에서와 같이 외부공간을 통한 통로를 형성하기보다는 채광의

수단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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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프라이버시 강화 (공간의 분화)

현대튜브하우스에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패턴이 전통튜브하우스에서 비

해서 높은 순위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튜브하우스

에서의 프라이버시 역할이 다른 패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

다. 두 집단 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방의 배치보다는 방의 구

성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의 역할을 내포하고 있는 패턴

중에서 부부의 영역(136)과 자신의 방(141)과 1단계 연결된 패턴들을 비교

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그림 4-51 참조).

[그림 4-48] 현대튜브하우스 방의 구성 

전통튜브하우스에서 부부의 영역(136)과 연결된 하위패턴 중에서 현대튜

브하우스에서 연결되지 않는 패턴은 다양한 천장고(190)뿐이다. 반면, 현대

튜브하우스의 부부의 영역(136)에만 연결되는 하위패턴은 욕실(144), 휴식

공간(142), 방 사이의 벽장(198), 옥외공간(163), 거리를 향한 창(164)으로 전

통튜브하우스에 비해 많은 패턴이 연결되어 있다. 이 패턴들은 부부의 영역

(136)과 하위관계로서 부부의 영역에 포함되는 공간적 패턴이거나 부부 영

역의 구성에 도움이 되는 건축요소적 패턴이다. 이러한 패턴과의 연결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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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영역(136)이 공간적으로 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기능을

분화된 공간에 유입하여 부부의 영역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49] 전통튜브하우스 방의 구성 (2층 평면)

자신의 방(141) 패턴은 두 집단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전통튜브하우스에서 자신의 방(141)은 제단공간(254)의 독립성을 나타

내기 위해 지원하는 정도로 수행되는 반면,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자신의

방(141)이 전통튜브하우스와 같이 제단공간(254)의 독립성을 부여하기도 하

지만 아이들의 영역(137)의 하위패턴으로 연결되어 아이들의 영역의 프라

이버시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현대튜브하우스에서의 부부의 영역(136)

환기 방법과 유사하게 공간적으로 분화되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역할을 높

이고 있다.

[그림 4-50] 87 Mã Mây에서의 부부침실
(출처: http://www.swancruiseshalong.com)



제 4장. 베트남주택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

155

전통튜브하우스의 현대튜브하우스에서 부부의 침실은 2층 혹은 이상의

층에 배치되어 공용공간과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프라이버시를 해결하고 있

는 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튜브하우스는 전통튜브하우스

와 다르게 기능적 패턴들이 하위에 연결되면서 공간의 분화를 통해서 방 안

에 다양한 기능을 포함된다. 내부에서 그 기능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

라 프라이버시를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튜브하우스에는 아이

들을 위한 방이 따로 있지 않아 아이들의 프라이버시가 결여된 반면, 현대

튜브하우스에서의 아이들의 영역은 자신의 방을 통해서 아이들의 프라이버

시를 고려하고 있다.

[그림 4-51]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의 프라이버시 강화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136, 141 패턴의 1단계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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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튜브하우스에서 욕실은 주택 내에서 가장 깊은 곳인 후면 중정에 배

치되어 있다. 이 중정 공간에서는 물이 필요한 행위가 이루어진다. 욕실뿐

만 아니라 조리를 할 수 있는 부엌 또한 후면 중정에 배치되었다. 반면, 현

대튜브하우스는 계단실에 욕실이 포함되어 있거나 방 내부에 부속실로 구

성되어 있다. 즉, 주요 동선공간이나 사적인 공간에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차이는 설비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도시한옥에서 욕실

은 중정 한 켠에 마련되어 있거나 대문간 주변에 배치되었다. 시간이 지나

면서 욕실은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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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환기방법

[그림 4-52]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258)의 1단계 인접 패턴과 네트워크
(전통튜브하우스 – 현대튜브하우스)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는 주택 내의 환기 방법에서 차이를 보

였다. 두 집단의 패턴랭귀지를 살펴보면 먼저, 전통튜브하우스에서는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258)의 상위에 채광을 고려한 건물 및 외부공간 배치

(105)가 연결되었고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외부와 소통하는 건물의 가장지

리(160)가 연결되었다. 이러한 패턴 연결 관계의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채-중정-채 배치됨으로써 실내 환기가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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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튜브하우스는 소통을 위해 건물의 가장자리(160)를 외부 지향적으로 계

획함으로써 실내 환기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가 된다. 즉. 이 두 패턴은 각

집단의 실내 환기를 위해 계획 과정상 먼저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기를 위해 지원하는 패턴의 연결 차이를 보였다. 이는 환기를 위

한 계획적인 방법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통튜브하우스는 두면 개구부를 통

한 채광(159),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131), 거리로의 개방(165)이 하위로 연

결되었다. 1층의 공용공간에서는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131)을 통해서 후면

까지 연속된 동선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 수행된

거리로의 개방(165)을 통해서 전면부가 개방되고 중간마다 배치된 중정에

의해서 주택 전체의 바람길이 형성된다. 또한, 2층의 채공간에 배치된 부부

의 영역(136)은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159)의 연결을 통해서 방의 양면

에 개구부를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서 맞통풍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4-53] 전통튜브하우스에서의 환기 

반면,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주로 창가(180)에 의해서 각 공간의 한 면 환

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면 개구부를 통해서 맞통풍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지만 많지는 않다.105) 한편,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계단실(133-A)이나 천

창(255)을 통한 대류 현상에 의한 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주택

내에서 대류 현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부가 개방되어야 하는데 본 연

구의 사례에서는 천창을 열 수 없게 계획되었다.

105) 현대튜브하우스에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258)와 하위로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159)

이 연결된 사례는 10개 중에서 2개 사례에서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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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4] 현대튜브하우스에서의 환기 



패턴랭귀지 네트워크분석 방법론으로 본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

160

4.4.2. 전통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 비교 분석

다음으로는 전통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앞서 이루어진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의 비교분석과 같이 정성

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번 분석은 베트남 주관 아파트가 고유의 주거문화

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비교분석을 통해서

현대 시대에 새로 유입된 주택 유형이 과거 주택 유형으로부터 어떤 주거문

화적 패턴을 수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분석 절차는 이전과 같다. 먼저, 각 집단별로 출현된 패턴의 비교를 통해

서 동시 출현된 패턴과 각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패턴을 구분하였다. 그다

음, 두 집단의 패턴랭귀지를 비교분석하여 패턴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주

거문화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서 전통튜브하우스로부터 계승된

패턴과 변화된 패턴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전통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30개의 패턴이 공통으로 나

타났다. 16개의 패턴은 전통튜브하우스에서만 나타났으며 6개의 패턴은 베

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만 나타났다.

두 집단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 순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두 집단에서 동시에 출현되는 상위 3개의 패턴은 같다.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139)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하지만 이들 패턴 내에서 순

위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통튜브하우스는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 >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 >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의 순서

로 나타났지만,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1, 2위가 뒤바뀌어 주택의 중심이 되

는 공용공간(129) >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 >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

엌(139)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전통튜브하우스에

비해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이 다른 패턴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인 공간배치에서 공용공간을 계획

하는 데 있어 전통튜브하우스가 베트남 주관 아파트보다 더 중요한 과정으

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전

체적인 배치에 따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서의 충돌을 해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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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공용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림 4-55] 상위 10개 패턴 순위 비교

(전통튜브하우스-베트남 주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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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모두 두 가지 유형의 조리 관련 패턴이 있다.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과 독립된 부엌(139-A)이다. 두 패턴의 차이는 부엌 내에서 식사

가능 여부이며, 부엌이 단순히 조리만을 위한 공간인지, 조리와 함께 가족

구성원들이나 손님과의 식사를 통한 사회적 소통이 일어나는 장소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조리와 관련된 패턴은 두 집단 모두 사회적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

단 모두 사회적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부엌이 그렇지 않은 부엌에 비교해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통튜브하우스 베트남 주관 아파트

패턴 순위 빈도
평균사이

중앙성 값
패턴 순위 빈도

평균사이

중앙성 값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1 2 0.0578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

용 공간
1 10 0.0611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2 2 0.0512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

치
2 10 0.0406 

115. 활동이 일어나는 중정 3 2 0.0433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

엌
3 4 0.0330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4 1 0.0268 141. 자신의 방 4 10 0.0260 

112. 출입구의 전이 5 2 0.0260 112. 출입구의 전이 5 7 0.0255 

139-A. 독립된 부엌 6 1 0.0251 136. 부부의 영역 6 10 0.0215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7 2 0.0186 163. 옥외공간 7 10 0.0169 

161. 양지바른 장소 8 2 0.0179 139-A. 독립된 부엌 8 6 0.0141 

110. 주 출입구 9 2 0.0158 137. 아이들의 영역 9 10 0.0127 

254. 독립된 실로 구성된 

제단공간
10 2 0.0138 189. 드레스룸 10 1 0.0117 

: 한쪽 집단에만 나타난 패턴

[표 4-13]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 비교

(전통튜브하우스 – 베트남 주관 아파트)

다음은 상위 10개 패턴 중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큰 패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통튜브하우스에서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난 패턴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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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바른 장소(161), 주 출입구(110),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127)의 패

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패턴은 환기와 채광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관

련된 패턴이며 출입부와 관련된 패턴이다. 먼저, 환경적 요인 관련된 패턴

들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순위를 비교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대부분 전

통튜브하우스의 순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56]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패턴 순위 비교

(전통튜브하우스-베트남 주관 아파트)

다음으로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난 패턴들을 살펴

보면 자신의 방(141), 옥외공간(163), 아이들의 영역(137), 부부의 영역(136)

등으로 나타났다. 주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패턴과 환경적 요인의 패턴이

다.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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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7]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패턴 순위 비교

(전통튜브하우스-베트남 주관 아파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패턴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외부와

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의 패턴이다. 대표적으로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가 있으며 출입구의 전이(112) 또한 이 유형

에 속한다. 다른 유형은 패턴 자체로서 프라이버시를 규정하는 패턴이다.

이 유형의 패턴은 주로 공간의 용도를 규정하며, 자신의 방(141), 부부의 영

역(136)이 이에 속한다. 전통튜브하우스에서 베트남 주관 아파트로 넘어오

106) 옥외공간은 심리적 안정이 주 역할이지만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아이

들의 영역(137)은 주택 내에서 아이들의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아이들의 활동 영역을 설

정한다. 출입구에서부터 아이들 방까지 거치는 공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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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패턴들은 소폭 감

소하였다. 반면, 자체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규정하는 패턴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패턴 중에서 자신의 방(136)이 가장 많은

차이가 났다. 부부의 영역(136)은 11위에서 6위로 나타났다.

다음은 앞서 살펴본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순위 비교를 바탕으로 전통튜

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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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이점

①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 완화 방법의 

차이

전통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의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부분

은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이다. 이는 앞서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순위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

치(127)와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의 순위가 바뀌었다. 전통튜브

하우스에서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의 패턴이 1단계 높은 순위로 나

타났지만,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전통튜브하우스에서 전체적

인 공간배치가 주택을 구성하는 데 있어 다른 패턴들에 비해 중요하게 작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튜브하우스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층에 의해

서 명확히 구분되는 공간 구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수직성을 나타내는 패

턴이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에 상·하위로 연결되어 있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수평적인 공간구조를 띠고 있어 전통튜브하

우스와 같이 수직성을 나타내는 패턴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 사례 중에는 공용공간이 주 출입구(110)의 하위로 바로 연결되어 있

는 것이 있다. 이는 외부에서 주택 내부로 들어설 때, 전이가 일어나는 장치

가 없는 경우이다.107) 이러한 사례는 공용공간 자체가 출입부의 특성을 지

니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출입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의 하위패턴으로 연결되어

조리를 통해서 공용공간의 용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조리를 할 수 있는 공

간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과 조리만

할 수 있는 독립된 부엌(139-A)이 있다.

107) 이와 같은 사례는 2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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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

앞서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의 비교에서 서술하였듯이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양지바른 장소(161)로 연결되는 패턴의 흐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전통튜브하우스에서의 패턴 흐름은 채광을 고려한 건물 및

외부공간 배치(105) →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128) → 양지바른 장소

(161)와 채광을 고려한 건물 및 외부공간 배치(105)에서 바로 양지바른 장

소(161)로 연결되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는 건물과 외부공간의 배치를 결

정할 때, 내부공간의 채광을 위한 배치에 대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

이다. 또한, 양지바른 장소(161)에 의해서 내부와 외부공간의 경계가 밝고

활동적 장소를 형성하는 것이 건물과 실내공간의 배치에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58]  전통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채광 방식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105, 128, 161 패턴의 1단계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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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튜브하우스는 주택 내부의 중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지바른 장소

(161)가 주택 내 전체 공간의 실내채광을 해결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건물의 가장자리에 면해 있는 창가나 발코니와 같은 옥외공간

(163)에 의해서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주택 내부에서

빛을 끌어들이는 내향적인 배치이며, 이와 반대로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현

대튜브하우스와 유사한 배치 방식인 주택 외부에서 빛을 끌어들이는 외향

적인 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59]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채광 

이러한 차이는 건물의 배치나 형태에 따른 건물 구성적 차이로 볼 수 있

다. 전통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한 건물로 이루어진 건물과 큰

건물의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세대의 배치적 차이라 할 수 있다. 아

파트의 경우, 주동유형과 주동 내에서의 동선 계획에 따라 실내채광의 정도

에 영향을 받는다. 타워형, 중복도형, 판상형 등에 따라서 각각의 단위세대

의 외기에 면하는 면이 달라진다. 외기에 면하는 면에 따라 실내채광이나

환기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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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기 방법

전통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주택 내 환기 방법의 차이를 보

였다. 두 집단의 패턴랭귀지를 살펴보면 먼저, 전통튜브하우스에서는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258)의 상위에 채광을 고려한 건물 및 외부공간 배치

(105)와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가 연결되어 있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만이 연결되어 있다. 이 패턴이

상위로 연결된 것은 환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기보다 공간배치를

위해서 공적/사적 성격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미

가 강하다. 환기를 고려한 공간배치(258)를 통해서 공간배치를 완결짓기 떄

문이다.108)

[그림 4-60]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258)의 1단계 인접 패턴과 네트워크
(전통튜브하우스 – 베트남 주관 아파트)

108) 이는 실내채광을 고려한 공간배치(128)도 비슷한 맥락에서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의 

하위로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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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패턴 연결관계의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채-중정-채 배치됨으로써 실내환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만,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단위세대에서는 건물 유형의 특성상 건물 형태적 배

치 특성과 관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109)

환기를 해결하는 수단 또한 차이를 보였다. 전통튜브하우스에서는 활동이

일어나는 중정(115), 거리로의 개방(165),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131),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159)이 하위로 연결되어 맞통풍이 고려된 실내 환기가

가능하도록 공간이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131)과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159)을 통해서 주택 전체 공간이 오픈된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점은 환기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 주택 내에서 거

주자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며 공간의 두 면에 개구부를 두어 실내채광(159)

의 효과를 보완하고 있다. 동시에 상위로는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258)

와 연결되면서 양쪽이 열려 있고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맞통풍을 이끌고 있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창가(180), 옥외공간

(163)이 하위로 연결되어 맞통풍보다는 1면 환기로 이루어진다.

109) 아파트의 단위세대 공간이 주동형식과 주동 배치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

택의 주 출입구 내부로 분석 범위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건물의 배치와 형태에 관

한 패턴은 제외되었다.



제 4장. 베트남주택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

171

④ 프라이버시 (수직 동선에 의한 프라이버시 / 방의 분화에 의한 프

라이버시)

[그림 4-61] 전통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136, 141 패턴의 1단계 인접)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방은 현대튜브하우스와 유사하다. 1면이 외기에 면

해 있어 창가(180)를 이루고 있고, 문은 모서리에 배치하여 방의 공간을 보

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서리의 문에 의해서 확보된 벽

면을 옷을 걸 수 있는 벽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앞서 튜브하우스 간의 비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튜브하우스의 방은 2

층에 배치되어 있고 전⸱후면이 외기에 면해 있어 두면 채광(159)을 가능케

한다. 이는 채광 효과뿐만 아니라 맞통풍을 통한 환기 효과를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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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부와의 소통 (출입부의 구성)

전통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를 비교하였을 때, 출입부 구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면부에 상점

(157)이 배치되어 있다. 상점은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외부와

내부의 전이가 이루지는 현관실(130) 역할을 겸하고 있다.110) 이 공간에서

의 전이는 후면을 펼쳐지는 외부공간과 실내공간의 반복된 배치와 이 사이

의 반-외부공간에 의해서 보다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현관실(130)

과 같은 상점은 실내공간이지만 문이나 창이 없이 후면의 중정을 향해 완전

히 열려 있다.

[그림 4-62] 전통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출입부 구성 방법에 관한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주 출입구(110), 출입구의 전이(112), 현관공간(130)의 1단계 인접)

110) 47 Hàng Bạc은 상점과 현관실(130)이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현관실에서 일어나는 공간 전

이의 방식은 상점과 현관실이 통합되어 있는 87 Mã Mây와 매우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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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출입부에서 나타나는 전이적 요소는 전통튜

브하우스에 비해서 단편적이거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택 내부와 외부

의 전이는 주 출입구(110)에 바로 접해 있는 현관실(130)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이 공간은 명확히 구획되지 않았지만, 거주공간으로 진입하기 전, 좁

은 복도나 작은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관실(130)에는 욕실(144)이나 독

립된 부엌(139-A)이 바로 접해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개인 공간인 자신의

방(141)이 바로 접해 있는 사례 또한 있었다.

[그림 4-63] 上: 전통튜브하우스 출입부 / 下: 

베트남 주관 아파트 출입부

③ 종교 (제단공간)

이 패턴은 앞서 ‘패턴의 선정 및 재구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로 구성

된 제단 공간을 뜻하고 있다. 제단 공간(254)은 전통튜브하우스에서만 나타

났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단 공간은 베트남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공

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는 계획되어 있지 않은 점이 석연치

않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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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점

① 공용공간의 구성

전통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 사이에서 공통점은 찾기 쉽지 않

았다. 한 가지 공통점은 부엌에 관한 것이다. 부엌은 식사공간과 통합된 부

엌(139)과 독립된 부엌(139-A) 두 가지로 구분된다. 앞서 두 주택 유형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을 비교하였을 때, 식사공간과 통합된 부엌(139)이 유사

한 순위로 나타났다는 점은 각각의 집단에서의 역할 정도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64] 전통튜브하우스의 오픈된 공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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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패턴에 대한 역할 정도의 유사함은 전체 공간구조에서 공용공간의 위

상과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두 주택의 핵심 동선 공간은 공용공

간이 된다. 전통튜브하우스는 1층 전체가 공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간은 복도가 따로 있지 않고 공간과 공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공간

을 통과하는 흐름(131)이 형성된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공용공간에서도

복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거실과 식당 혹은 거실과 식당/부엌이 한 공

간에 통합되어 있어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131)이 만들어진다.

[그림 4-65]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오픈된 공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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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 비교 분석

다음은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를 비교분석하였다. 4장 도

입부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두 집단은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각 집단별 패턴에 대한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순위를 도출

하였고 출현된 패턴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패턴 중에서 33개의 패턴이 동시에 출현하였다. 두 집단에서 출현 된 패턴

을 비교하였을 때, 22개의 패턴이 현대튜브하우스에서만 나타났고 3개의 패

턴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만 나타났다.

이번에는 각 집단 간의 출현 패턴에 대한 분석과 t-test를 통해 각 패턴의

사이중앙성 평균적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튜

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정리하였다.

현대튜브하우스 베트남 주관 아파트

패턴
순위

(백분율)
빈도

평균사이

중앙성 값
패턴

순위

(백분율)
빈도

평균사이

중앙성 값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1 10 0.0722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1 10 0.0611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2 10 0.0301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2 10 0.0406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3 10 0.0279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3 4 0.0330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4 10 0.0247 141. 자신의 방 4 10 0.0260 

141. 자신의 방 5 9 0.0188 112. 출입구의 전이 5 7 0.0255 

111. 반쯤 가려진 정원 6 2 0.0179 136. 부부의 영역 6 10 0.0215 

136. 부부의 영역 7 10 0.0175 163. 옥외공간 7 10 0.0169 

109. 수평, 수직적으로 

긴 주택
8 10 0.0168 139-A. 독립된 부엌 8 6 0.0141 

112. 출입구의 전이 9 10 0.0158 137. 아이들의 영역 9 10 0.0127 

133-A. 계단실 10 10 0.0158 189. 드레스룸 10 1 0.0117 

: 한쪽 집단에만 나타난 패턴

[표 4-14]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 비교

(현대튜브하우스 – 베트남 주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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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6] 상위 10개 패턴 순위 비교

(현대튜브하우스-베트남 주관 아파트)

 

(1) 차이점

비교분석 결과,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패턴은 주 출입구

(110), 출입구의 전이(112),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131), 지루하지 않은 복도(132),

부부의 영역(136), 아이들의 영역(137), 햇볕이 잘 드는 침실(138), 휴식공간

(142), 함께하는 식사(147), 거리의 창(164), 실내 환기를 고려한 공간배치

(258)로 나타났다 (표 4-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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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rank N AVG. Betw. SD.

110. 주 출입구
M-TH 10 0.0032 0.0005 

V-APT 10 0.0000 0.0000 

t=18.41,  df=9, P=0.000**

112. 출입구의 전이
M-TH 10 0.0158 0.0014 

V-APT 7 0.0255 0.0039 

t=-6.283,  df=7.084, P=0.000**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 배치
M-TH 10 0.0722 0.0066 

V-APT 10 0.0406 0.0171 

t=5.449,  df=11.637, P=0.000**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M-TH 10 0.0301 0.0092 

V-APT 10 0.0611 0.0136 

t=-5.974,  df=18, P=0.000**

131.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M-TH 7 0.0005 0.0007 

V-APT 10 0.0089 0.0012 

t=-16.617,  df=15, P=0.000**

132. 지루하지 않은 복도
M-TH 10 0.0060 0.0055 

V-APT 10 0.0000 0.0000 

t=3.446,  df=9, P=0.007**

136. 부부의 영역
M-TH 10 0.0175 0.0029 

V-APT 10 0.0215 0.0032 

t=-2.901,  df=18, P=0.010**

137. 아이들의 영역
M-TH 10 0.0085 0.0033 

V-APT 10 0.0127 0.0023 

t=-3.286,  df=18, P=0.004**

138. 햇볕이 잘 드는 침실
M-TH 10 0.0007 0.0003 

V-APT 10 0.0035 0.0026 

t=-3.321,  df=9.311, P=0.009**

142. 휴식 공간
M-TH 10 0.0020 0.0008 

V-APT 10 0.0053 0.0017 

t=-5.609,  df=13.177, P=0.000**

[표 4-15]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 패턴에 대한 t-test 결과

(현대튜브하우스 – 베트남 주관 아파트)



제 4장. 베트남주택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

179

147.  함께하는 식사
M-TH 10 0.0008 0.0016 

V-APT 10 0.0062 0.0033 

t=-4.638,  df=13.057, P=0.000**

164.  거리 창
M-TH 10 0.0006 0.0004 

V-APT 10 0.0012 0.0005 

t=-2.598,  df=18, P=0.018*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M-TH 10 0.0247 0.0066 

V-APT 10 0.0076 0.0033 

t=7.333,  df=18, P=0.000**

( *: 0.01 < P < 0.05,  **: P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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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발생되는 충돌 완화 방

법의 차이 (공간 구조와 동선의 차이)

공간 구조 및 동선
127, 132, 133-A의 인접 패턴

(both direction)

현
대
튜
브
하
우
스

베
트
남
 
주
관
 아
파
트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132: 지루하지 않은 복도, 133-A: 계단실 ] 

[표 4-16] 공간 구조 및 동선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다이어그램

(현대튜브하우스 – 베트남 주관 아파트)

먼저, 공간구조와 주택 내부 동선구조의 차이가 나타났다. 현대튜브하우

스의 핵심 동선공간은 계단실(133-A)이다. 현대튜브하우스는 계단실을 통

해서 모든 공간으로 분배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계단실(116-A)에는 복도

가 포함되어 있어 수직동선뿐만 아니라 수평동선까지 해결하고 있다.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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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부의 천창(256)을 통해서 지루하지 않은 복도(132)로 작용하여 계단실

(116-A)의 효율적인 동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동선구조는 공

용공간의 특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현대튜브하우스의 건물 형태의 영

향이 크다.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높이(96)와 수평, 수직적으로

긴 주택(109), 채광(107)에 의해서 좁고 높은 형태로 구성된 주택은 계단실

과 같은 수직동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공용공간이 주요 동선 공간으로 작용한다. 공

용공간은 방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열려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공용공간

은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131)이 적용되어 지루하지 않은 복도(132)로 인식

되며 다른 방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공간을 통과해야 하는 공간적 구조로 되

어있다.

현대튜브하우스는 계단실(133-A)이 주요 동선 공간으로 작용하는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에 의해서 주택 내

의 거의 모든 접근이 가능한 동선구조를 가졌다. 이러한 동선구조의 차이점

은 공간구조적 차이로 이어진다. 이는 사이중앙성 값의 분포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 모두 최상위 순위에 있

는 패턴의 사이중앙성 값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현대튜브하

우스에서는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의 사이중앙성 값이 0.0722로 2위

로 나타난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의 사이중앙성 값에 비해 월등

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도 역시 1위로 나타

난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는 0.0611로 2위의 공/사를 고려한 공

간배치(127)의 사이중앙성 값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통계적으로 한 패

턴에 역할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두 집단 모두 높은 순위로 나타난 공/사를 고

려한 공간배치(127)와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에서 평균 사이중

앙성 값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이중앙성

값이 높다는 것은 패턴 중에서 다른 패턴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집단 모두 공용공간과 공간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패턴으로 작용하며 서로 다른 주거문화적 패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도시한옥과 한국아파트의 패턴랭귀지를 비교분석하였을 때에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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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두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와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

(129)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두 패턴 모두

t-test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11) 이러한 결과는 한국 주택은

전체적인 공간구조와 공용공간의 패턴이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이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111) 도시한옥에서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은 0.0337로 4위로 나타났

고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은 0.0523으로 2위에 나타났다. 한국아파트에서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는 0.0400으로 2위,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은 0.0453으로 1

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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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와의 소통 차이 (출입부의 구성)

출입부의 구성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

할 때의 공간적 전이 방식의 차이가 있다. 현대튜브하우스의 주출입구(110)

에 주차공간이나 상점과 같이 다른 용도의 공간이 바로 접해있다. 이 공간

을 통해서만 주택 내부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이 공간들은 주차, 혹은 경제

적 활동의 목적이 있는 동시에 주택의 내부와 외부의 사이에서 공간적 전이

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는 주 출입부(110)에 배치된 반쯤 가려진 정원

(111)을 통해 외부공간에서 출입구의 전이(112)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림 4-67]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출입부 구성 방법에 관한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주 출입구(110), 출입구의 전이(112), 현관공간(130), 거리로의 개방(165)의 1단계 인접)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현관공간(130)에서 출입구의 전이(112)가 이



패턴랭귀지 네트워크분석 방법론으로 본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

184

루어진다. 심지어 주출입구에 바로 공용공간이 배치되어 출입구의 전이

(112)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또한 나타났다.

두 번째 차이는 출입부와 바로 접해 있는 공간의 활용에서 나타났다. 현

대튜브하우스는 거실과 부엌과 같은 주택 내의 주요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전, 몇 번의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주차공간이나

상점, 혹은 정원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공간을 지나면 본격적인 거주공간이

시작되는데 1층에는 주로 방문자를 위한 공간이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거실, 혹은 식당 공간이 나타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112)

세 번째는 외부와의 개방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현대튜브하우스의 주

출입구(110)는 주택으로 연결되는 주차공간(113)이나 경제적 활동을 위한

공간(157)과 같이 외부와 밀접하게 접해야 하는 용도의 공간이 배치되어 있

어 거리로의 개방(165)이 필요하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출입구는

현관문으로서 외부로 개방되지 않았다.

출입부의 구성적 차이를 종합하면 현대튜브하우스는 베트남 주관 아파트

보다 외부와의 소통이 강조된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외

부에 개방이 필요한 용도의 공간인 주차공간, 상점을 주 출입구에 배치함으

로써 출입구가 외부로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접견공간(255)을 거주공간이

시작되는 곳에 배치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동시에

외부와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12) 현관을 거쳐 긴 복도를 통해서 공용공간과 각 침실로 분배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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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실공간과 부엌공간의 구성적 차이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주요 공용공간인 거실과 부엌의

구성적 차이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현대튜브하우스의 부엌 공간은 조리

와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K형식으로 되어있다.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 다만, 부엌과 거실과의 관계는 사례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크

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거실과 부엌 공간이 통합된 LDK형, 그리고 거실

과 부엌 공간이 분리된 공용공간이다.

LDK형으로 나타난 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1층 혹은 2층의 전체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1층에 거실과 부엌이 통합되어 배치된 경우, 거실 공간이

출입부와 접해 있고 부엌은 후면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다. 거실 공간과 부

엌 모두 열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131)을 형성한

다. 2층에 배치된 경우에는 거실 공간이 거리에 면하는 면에 배치되어 있고

부엌은 후면에 배치되어 있다.113)

DK형의 부엌과 거실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사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

타났다. 첫 번째는 층으로 분리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1층의 후면

에 부엌공간이 있고 2층의 거리에 면하는 공간에 거실이 배치되었다. 극단

적으로 거실공간이 상층에 배치되어 있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의 경

우, 부엌은 거실공간보다 접견공간(255)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는

부엌이 거실보다는 접견공간(255)을 보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접견공간

(255)은 1층 출입부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집안의 손님을 대

접하는 공간으로서 식음료를 대접하는 데 필요한 행위가 부엌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접견공간(255)이 내포하고 있는 외부와의 사회적 소

통에 대하여 조리 역할을 내포하고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이 보완하

고 있다.

113)  건물의 길이가 깊어 거리에 면하는 면에 부부침실을 배치하고 부엌과 부부침실 사이의 중심

부에 거실을 배치하였다. 전․후 면이 다른 실들에 의해서 막혀 있지만, 상부에 천창을 통해서 충

분한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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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거실
129과 139의 인접 패턴

(both direction)

L
D

K

1층에 배치된 LDK

2층에 배치된 LDK

 L 
/ D

K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12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 ] 

[표 4-17] 현대튜브하우스에서의 부엌-거실 패턴랭귀지 비교 다이어그램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부엌 공간은 DK형과 조리만 할 수 있는 독

립된 부엌(139-A), 2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부엌과 거실과의 관계를 살펴보

면 DK형의 부엌일 경우, 거실과 통합된 LDK형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된 부

엌(139-A)이 나타나는 사례의 경우 식당과 접하여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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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거실
129와 139의 인접 패턴

(both direction)

L
D

K
 

L
D

 
/ K

 
[중심부의 공용 공간(129), 농가의 부엌(139) ] 

[표 4-18]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의 부엌-거실 패턴랭귀지 비교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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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북쪽면 채광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

[그림 4-68]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북쪽 면 채광에 관한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북쪽 면(162), 천창(256)의 1단계 인접)

주택 내의 모든 공간이 채광이 이루어지는 것인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Alexander(1977)는 북쪽 면(162)이라는 패턴을 제시하였다.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 모두 자연채광이 불가한 공간을 창

고, 욕실과 같은 기능적인 용도의 실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북쪽

면(162)을 다루는 보편적인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114) 하지만 생활공간이

북쪽으로 배치되었을 때의 방법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114) t-test 결과, 북쪽 면(162)은 평균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쪽 면(162)과 연

결된 패턴들을 살펴보았을 때, 기능적인 용도의 실을 배치하는 방법은 두 집단 간에 동일하였으

나 북쪽 면의 채광을 보완하는 건축적인 방법은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 간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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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9] Trung Hoah 아파트 거실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방이나 거실, 부엌 등의 생활공간이 채광에 불

리하게 배치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어두운 생활공간에 대하여 건축적

조치 없이 전등에만 의존하고 있다. 밑의 사례를 살펴보면 거실과 식당이

통합된 공용공간이 안쪽에 배치되어 있고 외기에 면한 발코니가 상대적으

로 깊어 공용공간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것을 알 수 있다.

북쪽 면 채광
162와 256의 인접 패턴

(both direction)

현
대
튜
브
하
우
스

베
트
남
 주
관
 
아
파
트

  

[북쪽 면(162), 천창(256) ] 

[표 4-19] 북쪽 면 채광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다이어그램

(현대튜브하우스 – 베트남 주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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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대튜브하우스의 경우, 북쪽 면(162)에 배치된 생활공간에 대해서

는 비교적 적극적인 건축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현대튜브하우스의 방은 거

리에 면하는 전면부와 그 반대편에 면하는 후면부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전면부에 배치된 방은 거리와 면하기 때문에 창을 통해서 실내채광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후면부의 경우는 필지 상황에 따라 실내채광의 정도가

달라진다. 후면부에 접해 있는 건물이 없다면 전면부와 같이 창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들이겠지만 후면부에 바로 접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창

을 통한 실내채광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주택은 천창(256)을

통해서 방의 채광을 해결하고 있다.

⑤ 종교（제단공간의 유무）

제단 공간(254)은 모두 현대튜브하우스에서만 나타났다. 현대튜브하우스

에서 제단공간은 사례의 지붕의 형태에 따라서 경사 지붕(116), 평지붕

(116-A) 바로 아래인 최상층이나 다락에 배치되어 있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제단공간이 별도의 실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제단공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제 4장. 베트남주택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

191

⑥ 환기 효과

[그림 4-70]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258)의 1단계 인접 패턴과 네트워크
(현대튜브하우스 – 베트남 아파트)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주택 내 환기 방법의 차이를 보

였다. 결론적으로 현대튜브하우스가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 비해 환기 효과

가 더 좋다 할 수 있다.

두 집단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순위를 살펴보면 현대튜브하우스의 환

기 관련 패턴이 더 높게 나타났다.115) 환기 효과가 좋다는 것은 맞통풍과

연관된 패턴과의 연결에 주목해야 한다.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159), 공

간을 통과하는 흐름(131)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패턴이 동시에 연결되는

사례는 현대튜브하우스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

115) 현대튜브하우스에서 실내환기를 위한 공간 배치(258)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순위는 5위인 

반면 한국 주관 아파트는 25위로 나타났다.



패턴랭귀지 네트워크분석 방법론으로 본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

192

서는 주로 옥외공간(163)과 창가(180)에 의한 1면 환기만이 유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맞통풍이 유도되는 계

획적 패턴이 나타나므로 더 효과적인 환기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건물형태에 의한 환기효과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더 많은 수단이 활용되고 있었다. 계단실(133-A), 옥상정원

(118)은 환기를 의미하는 패턴이 아니지만,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고, 계단실(133-A)은 수직적인 주요 동선으로서 건물 전체의 바

람길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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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점

Pattern N AVG.Betw. SD.

128. 실내채광을 위한 

공간배치

M-TH 10 0.0088 0.0018 

V-APT 10 0.0078 0.0009 

t=1.706,  df=13.521, P=0.111

130. 현관 공간
M-TH 10 0.0070 0.0028 

V-APT 7 0.0108 0.0104 

t=-0.939,  df=6.598, P=0.381

135. 교차되는 공간의 명암
M-TH 10 0.0011 0.0005 

V-APT 10 0.0011 0.0002 

t=0.08,  df=18, P=0.937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M-TH 10 0.0279 0.0128 

V-APT 4 0.0330 0.0136 

t=-0.662,  df=12, P=0.52

141. 자신의 방
M-TH 9 0.0188 0.0072 

V-APT 10 0.0260 0.0096 

t=-1.859,  df=17, P=0.08

144. 욕실
M-TH 10 0.0086 0.0016 

V-APT 10 0.0097 0.0018 

t=-1.476,  df=18, P=0.157

161. 양지바른 장소
M-TH 10 0.0024 0.0077 

V-APT 10 0.0000 0.0000 

t=1,  df=9, P=0.343

162. 북쪽 면
M-TH 10 0.0037 0.0017 

V-APT 10 0.0070 0.0057 

t=-1.73,  df=18, P=0.101

163. 옥외공간
M-TH 10 0.0112 0.0082 

V-APT 10 0.0169 0.0060 

t=-1.75,  df=18, P=0.097

196. 공간 활용을 고려한 문 

배치

M-TH 7 0.0000 0.0000 

V-APT 10 0.0003 0.0010 

t=-0.828,  df=15, P=0.42

200. 개방된 선반
M-TH 10 0.0034 0.0010 

V-APT 10 0.0041 0.0013 

t=-1.175, df=18, P=0.255

[표 4-20] 두 집단의 차이가 없는 패턴에 대한 t-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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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내채광의 주요 방법

현대튜브하우스나 아파트는 외기에 면하는 면이 주택의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외향적 배치라 할 수 있다. 현대튜브하우스는 단일 건물이지만 측면에

다른 건물이 바로 면해 있고 후면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다른 건

물에 의해 막혀 있어 정면과 최상부만이 외기에 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

튜브하우스에서의 채광은 주로 창가(180)를 통해서 해결한다. 아래의 패턴

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를 살펴보면, 두 집단의 실내 채광을 위한 공

간배치(128)와 연결되는 상위 및 하위패턴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튜브하우스는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 다르게 하위패턴으로 제단공간

(254)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는 채광의 방식과는 연관성이 약하다. 이 두 패

턴(패턴 128 – 패턴 254)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제단 공간이 채광효과가

좋은 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제단공간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4- 71] 현대튜브하우스 /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주요 채광 방법
좌: 현대튜브하우스(단면) / 우: 베트남 주관 아파트 (평면)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 모두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

(128)의 하위로 양지바른 장소(161)가 연결되어 있다. 이는 양지바른 장소

(161)로 여겨지는 옥외공간(163)을 통해서 실내공간의 채광을 해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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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실내 채광을 유도하는 건물

형태(107)에서 외부의 소통하는 건물의 가장자리(160)를 거쳐 옥외공간

(163)과 양지바른 장소(161)로 연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패턴

연결의 흐름은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 나타나지 않은 흐름이다. 그렇다고

하여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주요 채광 방법의 차이가 있

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역시 외향적 배치를 나타내는 패턴 연결 흐름이기

때문에 창을 통해서 실내 채광 이루는 두 집단의 주요 채광 방법에는 영향

을 주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림 4-72]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채광 방식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107, 128, 161 패턴의 1단계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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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바른 장소(161)의 목적은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이 잘 연관되어 내부와

외부가 서로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위로 소통하는 건물의 가

장자리(160)가 연결된 것은 내부와 외부공간의 경계에 자연광이 잘 들게 계

획함으로써 내⸱외부 사이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되는 것으로 해

석된다. 때문에 실내채광의 방법과는 관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현대튜

브하우스의 또 다른 채광의 주수단으로 천창(256)이 있다. 이는 현대튜브하

우스의 독특한 채광 방법이다. 이 패턴은 주로 북쪽 면(162)과 연결되어 채

광이 이루어질 수 없는 후면이나 중앙의 채광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그림 4-73] 베트남 주관 아파트 주동 형식

(상: 복도형_Time City, 하: 타워형_Vinaconex 7 Hồ Tùng Mậ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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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북쪽 면에 대한 채광은 해결하기 어려워 보

인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 단위세대는 주동형식의 영향을 받는데, 거의 모

든 사례가 중복도형이나 타워형으로 되어 있다. 측면은 다른 단위세대에 접

해 있고 안쪽 면은 복도에 접해 있기 떄문에 채광을 위한 개구부는 바깥쪽

으로만 계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동형식에 의해서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북쪽 면은 주로 기능적인 공간을 배치하여 채광이 상대적으

로 필요한 공간을 바깥쪽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한다.

② 통합된 부엌의 사례에서 나타난 공용공간의 구성 : LDK, 

R(reception)DK+L

앞서 두 주택의 차이점으로 거실과 부엌 구성을 설명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부엌은 식사공간이 통합된 형식(139)과 조리만 할 수

있는 독립된 부엌(139-A)인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통합된 형

식의 부엌만을 살펴보았을 때, 현대튜브하우스와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현대튜브하우스 중에서 접견공간(255)이 있는 사례의 경우, 부엌이 거실

보다 접견공간에 더 밀접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부엌과 접견공간이 같은

층에 있는 사례의 경우, 접견공간을 거실로 간주하였을 때, LDK형과 매우

유사한 구성으로 나타난다. 현대튜브하우스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아파트에서 접견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아

파트에서 거실은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방문자를 맞

이하는 접견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면, 현대튜브하우스에서 나타나는 “R(reception)DK”는 아파트에서 LDK와

유사한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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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적 영역의 공간 분화에 의한 프라이버시 강화

[그림 4-74]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136, 141 패턴의 1단계 인접)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방은 활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

이다. 두 주택 모두 공간 활용을 고려한 문 배치(196)에 의해 벽장(198)이

설치되었고 부속실 배치를 통해서 사적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보완하고 있

으나, 부부영역(136)에서는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116) 그 차이는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 부속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에서 나타난

다. 현대튜브하우스는 사례에 따라 부부침실 내에 욕실이 배치되지 않은 사

례도 있지만,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경우, 모든 사례의 부부침실 내에 욕실

이 배치되어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드레스룸이 배치되기도 한다.

116)  부부영역(136)은 t-test 결과, 서로 상이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두 집단 간의 부부영역(136)에 대한 연결관계를 살펴보면 주요 연결 경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드레스룸과 두면 채광이 연결된 사례는 각각 한 사례뿐이 없으며 나머지 패

턴은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의 영역(136)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

더라도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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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계승된 특성

출입부의 구성: 다른 용도에 의한 출입구의 전이

수직 동선에 의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명확한 구분

제단공간: 실로 구성된 제단 공간

변용된 특성
주택의 특성

전통튜브하우스 현대튜브하우스

건물 구성의 차이 § 채-중정-채 § 단일 건물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 § 내향적 배치에 의한 채광 § 외향적 배치에 의한 채광

공간구조와 동선의 차이 § 수평적 동선 강조 § 수직적 동선 강조

주택 내부의 개방성 § 개방적인 주택 내부 § 폐쇄적인 주택 내부

방의 구성
§ 환경적 측면이 강조된 방

§ 깊은 곳의 욕실

§ 효율적인 방의 구성

§ 생활공간과 밀접한 욕실

환기 방법
§ 창의 2면 개방과 중정에 

의한 맞통풍 § 창을 통한 1면 통풍

[표 4-21] 전통튜브하우스에서 현대튜브하우스로 계승된 특성과 변용된 특성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를 비교한 결과. 출입구의 구성,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명확한 구분, 제단공간이 계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

입구의 구성은 다른 용도에 의한 출입구의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계승

되었다. 공적 사적 영역의 명확한 구분은 수직 동선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

으며, 제단공간은 독립된 실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하늘과 가장 가까운 최상

층에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계승된 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건물 구성의 차이에 의해서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과 공간구조 및

동선의 차이를 보였고 주택 내부의 개방 정도와 방의 구성, 욕실의 배치에

서 변화가 나타났으며 환기 방법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채

의 배치에 의해서 채-중정-채 구성으로 나타난 반면, 현대튜브하우스는 좁

고 높은 단일 건물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통튜브하우스는 내향적

배치로서 주로 중정을 통해서 채광이 이루어지고 1층 공용공간에서의 수평

적 동선이 강조되었다. 반면, 현대튜브하우스는 주로 건물의 가장자리에서

채광이 이루어지는 외향적 배치이며 계단실에 의해 수직동선이 강조되었

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중정에 의해서 주택 내부는 개방적인 반면, 현대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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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는 계단실에 의해 폐쇄적인 주택 내부가 형성되었다. 방의 구성에서

도 변용되어 나타났는데 전통튜브하우스는 전․후 면이 개방되거나 창이

있어 두면 채광과 맞통풍이 가능하여 환경적 측면이 강조된 반면, 현대튜브

하우스는 부속공간과 가구에 의해 효율적인 방으로 구성되었다. 전통튜브

하우스는 가장 깊은 곳에 부엌과 연계되어 배치된 반면, 현대튜브하우스의

욕실은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배치되었다. 마지막으로 전통튜브하우스는 개

구부의 두 면 개방과 중정을 통해서 맞통풍을 유도하는 반면, 현대튜브하우

스에서는 창을 통한 한 면 통풍이 주로 이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승된 특성

공용공간의 구성: 개방적으로 통합된 공용공간

변용된 특성
주택의 특성

전통튜브하우스 베트남 주관 아파트

출입부의 구성 § 다른 용도에 의한 출입구
의 전이 § 약한 출입부의 전이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 § 내향적 배치에 의한 채광 § 외향적 배치에 의한 채광

환기 방식 § 창의 두 면 개방과 중정
에 의한 맞통풍

§ 창을 통한 한 면 통풍

방의 구성 § 환경적 측면이 강조된 방 § 효율적인 방의 구성

제단공간 § 실로 구성된 제단 공간 § 벽면의 제단

[표 4-22] 전통튜브하우스에서 베트남 주관 아파트로 계승된 특성과 변용된 특성

전통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를 비교한 결과, 개방적으로 통합된

공용공간이 계승되었다. 반면, 출입구의 구성, 방의 구성, 제단 공간이 변용

되었다. 또한,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과 환기 방식의 차이로 보였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상점과 같은 다른 용도에 의해 출입구의 전이가 이루

어지는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현관에 의해 출입구 전이가 나타났

고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에

서 내향적 배치에 의해 채광은 외향적 배치에 의한 채광으로 변용되었다.

방의 구성은 앞서 현대튜브하우스와의 비교결과와 같이 환경적 측면이 강

조된 방에서 효율적인 방으로 변용되었다. 환기 방식의 차이를 보이는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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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두 창을 통한 한 면 통풍을 주요 환기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튜

브하우스에서 맞통풍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단

공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전통튜브하우스에서의 제단공간은 가장 높은 곳에

독립된 실로 구성된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제단공간이 나타나지

않았다.

공통된 특성

실내채광의 주요 방법: 외향적 배치에 의한 채광

통합된 부엌의 사례에서 나타난 거실과 부엌의 구성 : LDK, R(reception)DK/L

방의 구성: 효율적인 방의 구성

차이가 있는 특성
주택의 특성

현대튜브하우스 베트남 아파트

공간구조와 동선의 차이 § 수직적 동선 강조 § 수평적 동선 강조

출입부의 구성적 차이
§ 다른 용도에 의한 출입부의 

구성 § 약한 출입부

거실공간과 부엌공간의 구성적 

차이
§ 농가의 부엌(DK) § 독립된 부엌

북쪽 면 채광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
§ 천창을 통한 북쪽 면 채광 

해결 § 어두운 북쪽 면

환기 방식

§ 주요 환기 방식은 창을 통
한 1면 통풍

§ 맞통풍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음

§ 창을 통한 1면 통풍

제단공간의 유무 § 실로 구성된 제단 공간 § 벽면의 제단

[표 4-23]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차이와 공통된 특성

마지막으로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를 비교한 결과, 실내채

광의 주요 방법, 통합된 부엌의 사례에서 나타난 거실과 부엌의 구성, 방의

구성이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두 주택 모두, 건물의 가장자리에 배치된 창

들에 의해서 주요 채광을 해결하고 있었다. 다만,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북

쪽 면의 어두움이 방치되고 있지만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천창을 통해서

어두운 공간의 채광을 해결하고 있다.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이 나타

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두 주택 모두 거실이나 접견공간(현대튜브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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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경우)과 통합되어 나타났다. 두 주택 모두, 효율적인 방으로 구성되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공간구조와 동선, 출입구의 구성, 제단공간의 유무,

거실공간과 부엌공간, 북쪽 면 채광을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

저, 공간구조와 동선의 차이를 살펴보면 현대튜브하우스는 계단실에 의한

수직적 동선이 강조된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공용공간을 통한 수평적

동선이 강조되었다. 출입구의 구성은 현대튜브하우스는 상점, 주차 등의 주

거와 다른 용도에 의해서 전이가 이루어지거나 출입구 외부에 정원을 통해

서 외부에서 전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현관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전이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현대튜브하우스에는 최상층에 실로 구성된 제단 공간이 있지

만,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최초 제단공간으로 계획된 실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튜브하우스는 현대화되면서 형태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과 환기 방법, 주요 동선과 내부 개방성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프라이버시가 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부에서 나타난 외부와의 소통 방식과 외부소통과

거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에 대해서는 수직 동선에 의해 명

확히 구분하여 해결하고 있었다. 비록, 환경적 측면에서 채광과 환기 방법

의 차이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보였다. 또한, 종교적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고유 주거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워 보인다. 먼저, 공적 사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예를 들어, 출입구에 바로 면해 침실을 배치하는 경우나 출입문

에서 바로 공용공간을 접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출입부에서 나타난 외부와

의 소통에 대한 계획적 방법은 약하게 나타나거나 없는 사례도 있었다. 또

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채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창을 통한 1면

환기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아직까지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아직 토착화가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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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베트남 내에 개발되었거나 개발 예정인 아파트 중에서 해외

기업의 주도하에 개발된 아파트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서론에서 서

술하였듯이, 베트남에서의 아파트는 해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는 아파트의 건설방식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아파트의 거주 비율에 대한

정보에 의해서 설명된다. 본 장에서는 두 가지 연구 질문을 갖는다. 첫째,

베트남 아파트는 어디의 영향을 받았는가? 이는 도이머이 이후의 베트남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어디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파악

하고자 한다. 두 번째 질문은 해외 주관 아파트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패턴

은 무엇인가? 해외 주관 아파트로부터 베트남 지역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5.1.1. 분석 대상 선정

(1) 동남아시아의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동남아시아 화교계 국가에 주목한 이유는 동남아시아 화인(華人)의 경제

적 역할 때문이다. 전 세계 화인(華人)은 약 4,031만 명이며 이중 2,853만 명

(70%)은 동남아시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화교는 경제적

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경제적 비중은 막대하다.

국가 인구 비율 (%) 민간 부 비율 (%)

싱가포르 77.0 81

말레이시아 29.0 69

태국 10.0 81

인도네시아 3.5 73

필리핀 2.0 50~60

[표 5-1] 1990년대 중반, 동남아시아 화교의 경제력 비교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12). 아시아 화교기업의 중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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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베트남에서 화인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화인의 경제적 역

할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베트남의 화인은 지

배세력 간의 상호 필요성에 의해 공생관계이기도 하였다가 척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117) 19세기 중반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는 식민지 개발을 위

해 중국인 노동자가 대규모로 유입되었다. 기존 화인들은 식민 통치의 중간

매개자로 활용되어 대외무역, 유통, 운송, 고리대금업 등의 경제활동이 활발

하였다.118)

하지만 프랑스로부터 독립과 동시에 베트남 화인사회는 프랑스 식민정권

의 매판자본 세력으로 규정되어 척결의 대상이 되었다. 1955년, 베트남은

남과 북 분단이 되면서 두 지역의 상황은 달라졌다. 북은 사회주의 체제로

써 화인들을 국가통제의 협동조합에 귀속시켜 과거 화인사회 중심 시장경

제구조는 완전히 소멸하였다. 반면, 남은 자본주의 과정과 맞물려 경제활동

은 계속되었으나 시장독점구조를 파괴하고 화인사회의 경제력에 대하여 흡

수와 통합을 위한 귀화정책으로 소멸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전쟁 특수 속에

서 제조, 무역, 금융, 유통, 운송, 서비스업 중심으로 남베트남의 거의 모든

경제부문을 장악하였다.

1976년, 북베트남에 의한 통일로 인해 남베트남의 화인사회는 다시 위기

를 맞이하였다. 남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개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남베트남 출신 화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탄압 속

에서 베트남을 탈출하였다. 이들이 바로 보트피플(Boat People)이다. 1975

년에서 1980년까지 675,000명이 베트남을 탈출하였다.119)

1986년, 도이머이 이후, 화인들의 사적 경제활동 재개의 기반이 마련되었

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지 화인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교량 역할

을 맡게 되었으며 이는 베트남 도이머이 도입 초기, 성공의 기반 형성에 이

바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도이머이 이후, 화교 자본은 큰 비중을 차지

117) 김현재. (2010). 베트남 화인 (華人) 사회의 형성 과정, 그 역할과 특징에 대한 고찰. 인문논

총, 25(단일호), p231.

118) 이 당시, 사이공의 쩌런(Cho Lon)으로 집결하였는데, 1945년 직전 화인의 인구는 남부 전체

인구 7% 차지하였고 1952년, 사이공 쩌런 지역의 화인 전체인구 34%를 차지하였다.

119) Ibid.,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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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시행 초기 8년간 외국인 투자금액의 73.6%로 나타났으며, 투자 건

수 중 75.2%는 화교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120)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을 보았을 때, 베트남에서의 아파트는 화교계 국가의 영향이 컸

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분석 대상은 동남아시아 화교계 국가의 주관으

로 개발된 베트남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도 도이머이

초기, 호찌민의 신도시인 푸미홍(Phu My Hung)을 개발과 함께 다수의 아

파트를 개발한 대만계 기업과 최근 늘어나는 싱가포르계 아파트를 대상으

로 하였다.

no 구분 이름 위치
완공

년도
개발사

1
싱가포르 

주관 아파트
Mulberry Lane 하노이 2014 CapitaLand

2
싱가포르 

주관 아파트
Season Avenue 하노이 진행중 CapitaLand

3
싱가포르 

주관 아파트
Vista Verde 호찌민 2015 CapitaLand

4
싱가포르 

주관 아파트
Riviera Point 호찌민 2016 KEPPEL LAND

5
싱가포르 

주관 아파트
Estella Heights 호찌민 2016 KEPPEL LAND

6
대만 주관 

아파트
Grand Midtown 호찌민 진행중 Phu My Hung

7
대만 주관 

아파트
Sky Garden 3 호찌민 2010 Phu My Hung

8
대만 주관 

아파트
The Panorama 호찌민 2011 Phu My Hung

9
대만 주관 

아파트
Riverside Residence 호찌민 2010 Phu My Hung

10
대만 주관 

아파트
Happy Valley 호찌민 2011 Phu My Hung

[표 5-2] 화교계 국가(싱가포르, 대만) 주관 베트남 아파트 분석 대상 

120) 강흥구 (1994). 베트남편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314 



제 5장. 베트남 소재 해외 주관 아파트의 주거문화적 패턴

207

사례1: Mulberry Lane (113.17㎡) 사례2: Seasons Avenue (110.67㎡)

사례3: Vista Verde (107.5㎡) 사례4: Riviera Point (99.0㎡)

사례5: Estella (104.8 ㎡) 사례6: Grand Midtown (89.41㎡)

[표 5-3] 분석 대상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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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  Sky Garden 3 (100.25㎡) 사례8: The Panorama (120.38㎡)

사례9: Riverside Residence (98.46㎡) 사례10: Happy Valley (103.64㎡)



제 5장. 베트남 소재 해외 주관 아파트의 주거문화적 패턴

209

(2) 한국 주관 아파트

한국기업은 최근 들어 베트남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최근 한국은 베

트남에서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주관 아파트를 선정한 이유는 베트남의 다른 아파트들과 차이가 있

었기 때문이다. 한국 주관 아파트는 거실과 부엌이 통합된 LDK형이며 거실

이 평면의 중심에 배치되어 있다. 한국 주관 아파트의 상이한 점이 베트남

주택에 있어 새로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no 구분 이름 위치
완공

년도
개발사

1
한국 주관 

아파트
Hillstate 하노이 2015 현대건설

2
한국 주관 

아파트
Landmark72 Tower 하노이 2012 경남건설

3
한국 주관 

아파트
CLEVE 하노이 - 대우건설

4
한국 주관 

아파트
Spandora 하노이 2016 포스코건설

5
한국 주관 

아파트
XI Riverview Palace 호찌민 2012 GS건설

6
한국 주관 

아파트
Booyoung International Apartment 하노이 진행중 부영건설

7
한국 주관 

아파트
Cantavil Premier An Phu 호찌민 2015 대원건설

[표 5-4] 한국 주관 베트남 아파트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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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Hillstate (123.04㎡) 사례2: Landmark72 Tower (107㎡)

사례3: Daewoo CLEVE (94㎡) 사례4: Spandora (128㎡)

사례5: XI Riverview Palace (133.70 ㎡)
사례6: Booyoung International Apartment 

(95.54㎡)

[표 5-5] 분석 대상 (한국 주관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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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  Cantavil Premier An Phu (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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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분석 방법 및 절차

베트남 주택은 총 2가지 유형의 주택을 분석하였다. 1) 한국 주관 아파트,

2)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이다.

먼저,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 화교계 주관 아파트를 비교분석한다. 화교계

국가 중에서 가장 활발히 베트남에 진출한 싱가포르와 대만 기업을 중심으

로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화교계 국

가로부터 베트남 아파트가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를 비교분석한다. 전통튜브하우스

와 현대튜브하우스 모두를 서로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 주관 아

파트에 내포된 주거문화적 특성이 베트남 아파트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

의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시행되는 분석은 4장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

다.

[그림 5-1] 베트남 소재 해외 주관 아파트의 주거문화적 패턴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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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패턴랭귀지

5.2.1.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패턴 선정 및 재구성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는 4장에서 살펴본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분석

대상과 같이 단위세대 평면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나 배치

를 결정하는 패턴들과 외부공간에 대한 패턴은 제외되었다. 변경된 패턴을

포함하여 층 36개의 패턴이 선정되었다. 기존의 패턴에서 변경된 2개의 패

턴이 추가되었고 실내 환기(258) 패턴이 새로 추가되었다.121)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 나타나는 패턴

76. 소가족을 위한 주택 144. 욕실

110. 주 출입구 145. 창고

112. 출입구의 전이 147. 함께하는 식사공간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159.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

128.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 161. 양지바른 장소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162. 북쪽 면

130. 현관 공간 163. 옥외공간

131.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164. 거리를 향한 창

132. 지루하지 않은 복도 167. 활동이 일어나기 충분한 옥외공간

132-A. 긴 복도 180. 창가

135. 교차되는 공간의 명암 182. 식사분위기

136. 부부의 영역 187. 부부 침대

137. 아이들의 영역 194. 실내창

138. 햇볕이 잘 드는 침실 196. 공간 활용을 고려한 문 배치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198. 방 사이의 벽장

139-A. 독립된 부엌 200. 개방된 선반

141. 자신의 방 201. 허리 높이의 선반

142. 휴식공간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 변경된 패턴,  : 새로 추가된 패턴

[표 5-6]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 나타나는 패턴

121)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 나타난 패턴은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추가

된 패턴과 변경된 패턴에 대한 설명은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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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패턴랭귀지

[그림 5-2]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패턴랭귀지 네트워크 그래프

순위 패턴 평균 사이중앙성 값
패턴출현 빈도
(max:  10)

1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0.063427 10

2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0.038436 4

3 112. 출입구의 전이 0.028785 2

4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0.024610 10

5 139-A. 독립된 부엌 0.024319 6

6 141. 자신의 방 0.019515 10

7 163. 옥외공간 0.018139 10

8 136. 부부의 영역 0.017428 10

9 137. 아이들의 영역 0.013679 10

[표 5-7]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사이중앙성 값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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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1.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0.008743 10

11 144. 욕실 0.008401 10

12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0.007701 10

13 128.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 0.006206 10

14 147. 함께하는 식사공간 0.005732 10

15 142. 휴식공간 0.004899 10

16 162. 북쪽 면 0.004692 10

17 200. 개방된 선반 0.003312 10

18 138. 햇볕이 잘 드는 침실 0.001909 10

19 130. 현관 공간 0.001815 2

20 164. 거리를 향한 창 0.001654 10

21 135. 교차되는 공간의 명암 0.001157 10

22 196. 공간 활용을 고려한 문 배치 0.000969 10

23 132. 지루하지 않은 복도 0.000161 10

24 76. 소가족을 위한 주택 0.000000 10

24 110. 주 출입구 0.000000 10

24 132-A. 긴 복도 0.000000 8

24 145. 창고 0.000000 2

24 159.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 0.000000 1

24 161. 양지바른 장소 0.000000 10

24 167. 활동이 일어나기 충분한 옥외공간 0.000000 10

24 180. 창가 0.000000 10

24 182. 식사분위기 0.000000 10

24 187. 부부 침대 0.000000 10

24 194. 실내창 0.000000 4

24 198. 방 사이의 벽장 0.000000 10

24 201. 허리 높이의 선반 0.000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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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국 주관 아파트의 패턴랭귀지

5.3.1. 한국 주관 아파트의 패턴 선정 및 재구성

한국 주관 아파트에 나타나는 패턴

76. 소가족을 위한 주택 144. 욕실

110. 주 출입구 145. 창고

112. 출입구의 전이 147. 함께하는 식사공간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159.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

128.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 161. 양지바른 장소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162. 북쪽 면

130. 현관 공간 163. 옥외공간

131.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164. 거리를 향한 창

132. 지루하지 않은 복도 167. 활동이 일어나기 충분한 옥외공간

132-A. 긴 복도 180. 창가

135. 교차되는 공간의 명암 182. 식사분위기

136. 부부의 영역 187. 부부 침대

137. 아이들의 영역 189. 드레스룸

138. 햇볕이 잘 드는 침실 196. 공간 활용을 고려한 문 배치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198. 방 사이의 벽장

139-A. 독립된 부엌 200. 개방된 선반

141. 자신의 방 201. 허리 높이의 선반

142. 휴식공간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 변경된 패턴,  : 새로 추가된 패턴

[표 5-8] 한국 주관 아파트에 나타나는 패턴

한국 주관 아파트는 변경된 패턴을 포함하여 층 36개의 패턴이 선정되었

다. 기존의 패턴에서 변경된 2개의 패턴이 추가되었고 실내 환기(258) 패턴

이 새로 추가되었다.122)

122)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나타난 패턴들 또한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와 같이 베트남 주관 아

파트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추가된 패턴과 변경된 패턴에 대한 설명은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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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한국 주관 아파트의 패턴랭귀지

[그림 5-3] 한국 주관 아파트의 패턴랭귀지 네트워크 그래프

순위 패턴 평균 사이중앙성 값
패턴출현 빈도

(max:  7)

1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0.0566141 7

2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0.0451357 7

3 141. 자신의 방 0.0300399 7

4 136. 부부의 영역 0.0222081 7

5 112. 출입구의 전이 0.0215811 7

6 130. 현관 공간 0.0187431 7

7 163. 옥외공간 0.0159629 7

8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0.0154688 6

9 139-A. 독립된 부엌 0.0132385 2

10 137. 아이들의 영역 0.0117327 7

11 128.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 0.0088281 7

[표 5-9] 한국 주관 아파트의 사이중앙성 값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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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0.0087183 7

13 131.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0.0084320 7

14 144. 욕실 0.0075543 7

15 162. 북쪽 면 0.0069177 7

16 189. 드레스룸 0.0067200 5

17 142. 휴식공간 0.0051107 7

18 147. 함께하는 식사공간 0.0043163 7

19 164. 거리를 향한 창 0.0022949 7

20 200. 개방된 선반 0.0016506 7

21 138. 햇볕이 잘 드는 침실 0.0015320 7

22 196. 공간 활용을 고려한 문 배치 0.0014911 7

23 135. 교차되는 공간의 명암 0.0010156 7

24 132. 지루하지 않은 복도 0.0007200 7

24 187. 부부 침대 0.0007193 7

24 76. 소가족을 위한 주택 0.0000000 7

24 110. 주 출입구 0.0000000 7

24 145. 창고 0.0000000 2

24 159.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 0.0000000 3

24 161. 양지바른 장소 0.0000000 3

24 167. 활동이 일어나기 충분한 옥외공간 0.0000000 7

24 180. 창가 0.0000000 7

24 182. 식사분위기 0.0000000 7

24 198. 방 사이의 벽장 0.0000000 7

24 201. 허리 높이의 선반 0.0000000 7

24 132-A. 긴 복도 0.0000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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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해외 주관 아파트와 베트남 주택의 패턴랭귀지 비교분석

5.4.1.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비교 분석

이번 항에서는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를 비교분

석하였다. 본 분석은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각 집단별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 순위를 도출하고 출현된 패턴의 유무

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패턴 중에서 33개의 패턴이

동시에 출현하였다. 두 집단에서 출현한 패턴을 비교하였을 때, 1개의 패턴

(드레스룸)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각 집단 간

의 출현 패턴의 유무 비교, 평균 사이중앙성 값 순위 비교, t-test를 통해 각

패턴의 사이중앙성 평균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

남 주관 아파트와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정리하

였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패턴 순위 빈도
평균사이

중앙성 값
패턴 순위 빈도

평균사이

중앙성 값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1 10 0.0611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

용 공간
1 10 0.0634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

배치
2 10 0.0406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

엌
2 4 0.0384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3 4 0.0330 112. 출입구의 전이 3 2 0.0288 

141. 자신의 방 4 10 0.0260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

치
4 10 0.0246 

112. 출입구의 전이 5 7 0.0255 139-A. 독립된 부엌 5 6 0.0243 

136. 부부의 영역 6 10 0.0215 141. 자신의 방 6 10 0.0195 

163. 옥외공간 7 10 0.0169 163. 옥외공간 7 10 0.0181 

139-A. 독립된 부엌 8 6 0.0141 136. 부부의 영역 8 10 0.0174 

137. 아이들의 영역 9 10 0.0127 137. 아이들의 영역 9 10 0.0137 

189.  드레스룸 10 1 0.0117 131.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10 10 0.0087 

: 한쪽 집단에만 나타난 패턴

[표 5-10]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 비교

(베트남 주관 아파트-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패턴랭귀지 네트워크분석 방법론으로 본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

220

[그림 5-4] 상위 10개 패턴 순위 비교

(베트남 주관 아파트-화교계 국가 아파트)

먼저, 두 집단 간의 출현 패턴을 비교하였을 때, 드레스룸(189)을 제외하

고는 모두 동시에 출현 되었다. 드레스룸(189)은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만

출현된 패턴이며 한 사례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두 집단

간의 출현 패턴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평균 사이중앙성 값 순위의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집단 모두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이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 모두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의 역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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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의 변화이다. 이 패턴은 베트

남 주택에서 항상 1위 혹은 2위로 높은 평균 사이중앙성 값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도 2위로 높은 패턴이다. 하지만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는 4위로 밀려났다. 반면,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이 두 번

째로 높은 사이중앙성 값을 가지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에 살펴보

았던 베트남 주택과 다른 결과이다. 베트남 주택(전통튜브하우스, 현대튜브

하우스,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12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 패턴이 항상 상

위 3위에 속하였다.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의 영향력은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 비해 줄

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의 순위는 바뀌었지만,

평균 사이중앙성 값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아, 그 위상이 변화되었다기보

다는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의 영향력이 낮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

로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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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이점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는 친밀도의 변화(127), 실

내채광(128), 부부의 영역(136)의 패턴에서만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 나타나

는 각각의 패턴 영향이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Pattern N AVG.Betw. SD.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C-APT 10 0.0246 0.0164 

V-APT 10 0.0406 0.0171 

t=-2.128,  df=18, P=0.047*

128.  실내채광을 위한 공간배치
C-APT 10 0.0062 0.0010 

V-APT 10 0.0078 0.0009 

t=-3.521,  df=18, P=0.002**

136.  부부의 영역
C-APT 10 0.0174 0.0013 

V-APT 10 0.0215 0.0032 

t=-3.705,  df=12.001, P=0.003**

( *: 0.01 < P < 0.05,  **: P < 0.01 )

[표 5-11]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 패턴에 대한 t-test 결과

①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발생되는 충돌 완화 방법의 

차이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의 평균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

서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순위를 비교하였을 때도 가장 눈이 띠는 변화를

보였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보다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평균 사이중앙

성 값이 낮게 나타났다. 아래의 네트워크 그래프를 살펴보면 공/사를 고려

한 공간 배치(127)와 직접 연결되는 패턴은 두 집단이 거의 유사하다. 주택

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129), 부부의 영역(136)과 자신의 방(141)의 패턴

이 의미하는 사적 영역, 위생을 위한 공간을 나타내는 욕실(144), 출입부에

서 나타나는 현관 공간(130) 그리고 식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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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공간배치(127)의 개념이 적용되는 공간적 패턴들이다. 긴 복도

(132-A)는 공간배치의 수단이 되는 패턴으로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는 역할로 활용되었다.

[그림 5-5]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 주 출입구(110)의 1단계 인접 패턴과 

네트워크
(베트남 주관 아파트 –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두 집단에서 공간 배치적 특성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주목할 점

은 주 출입구(110)를 포함하는 출입부와 관련된 패턴들이다. 공/사를 고려

한 공간 배치(127)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택 공간 중에서 동선 시작의 기

준은 주출입구(110)가 된다. 따라서 주 출입구(110)는 공/사를 고려한 공간

배치(127)의 상위에 연결되어 주택 내부의 시작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공간구성의 시작점임을 규정한다. 가장 큰 차이는 현관 공간(130)을

통해 주 출입구(110)에서 출입구의 전이(112) 여부에서 나타난다. 베트남 주

관 아파트에서는 현관 공간(130)과 출입구의 전이(112)가 출현하는 패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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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사례에서 나타난 반면,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는 2개 사례에서

만 나타났다. 즉,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출입부에서는 전이가 이루어지지만,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는 외부에서 바로 주택 내의 거주공간으로 진

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두 집단의 출입부에 대한 패턴 간의 연결 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주 출입구(110)의 하위로 출입구의 전

이(112)와 현관 공간(130)이 연결되어 있고 출입구 전이(112)에서 현관 공간

(130)으로 연결된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패턴의 연결 흐름은 출입부에

현관을 배치되어 외부와 주택 내부와의 전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6]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 주 출입구(110)의 1단계 인접 패턴과 

네트워크 
(베트남 주관 아파트_사례 7)

다른 유형은 주 출입구에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패턴랭귀지를 살펴보면 주 출입구(110)의 하위로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127)와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이 연결된다. 이는 주 출입구

(110)에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바로 거주공간의 공적 영역인 공용공간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이 두 유형 중에서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는 후자의 유형이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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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8개 사례).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전자의 유형이 더 많

이 나타났다(7개 사례). 이처럼 출입부와 관련된 패턴의 특성에 따라 공/사

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주관 아파

트가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출입부에 비해 계획적으로 더 많은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 주 출입구(110)의 1단계 인접 패턴과 

네트워크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_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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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의 차이

다음은 채광과 관련된 패턴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t-test 결과,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128) 패턴의 사이중앙성 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패턴과 상위로 연결된 패턴은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127)이다. 주택의 공간배치를 결정할 때, 프라이버시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

만 채광, 환기와 같은 환경적인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공/사를 고려

한 공간배치(127)가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128)의 상위 패턴으로 존재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용

도에 따라 필요한 실들의 조닝을 통해서 대략적인 배치가 이루진 후, 환경

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5-8]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채광 방식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107, 128, 161 패턴의 1단계 인접)



제 5장. 베트남 소재 해외 주관 아파트의 주거문화적 패턴

227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사이에서는 실내채광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는 출입

구–식당–거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어 거실의 채광 효과가 양호한 반면, 베

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거실은 안쪽에 배치되어 있고 식당은 창가 쪽에 배

치된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배치의 패턴랭귀지는 북쪽 면(162)의 하위에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이 연결되어 나타나며 이는 주택의 공용

공간이 상대적으로 채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배치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9] 베트남 아파트의 발코니에 의한 침실 채광 

북쪽 면(162)은 채광이 잘되지 않는 공간에 대한 패턴으로서 전체적 공간

배치와 반사광을 통한 해결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즉, 북쪽에 어떤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하위로 연결되는 패턴이 결정되고 북쪽의 채광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따라 연결되는 패턴이 결정된다. 베트

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자신의 방(141)과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

이 하위로 연결되어 있다. 이 두 패턴은 채광을 필요로 하는 주요 공간을

나타내는 패턴들이다. 하지만 이 두 패턴이 북쪽 면(162)과 연결되면서 자

연광을 받지 못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반면,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

서는 조리와 관련된 패턴과 욕실, 창고 등 기능적인 성격의 패턴만이 북쪽

면(162)과 연결되어 있다. 즉,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는 주요 거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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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채광이 잘 되는 쪽으로 배치하고 기능적인 공간을 상대적으로 채광이

잘되지 않은 쪽으로 배치하여 용도적 중요성을 채광으로 나타내고 있다.

실내채광의 주요 수단적 패턴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창가나 양지바

른 장소(161)인 옥외공간(163)을 통해서 채광을 이루고 있었다. 다만, 침실

의 채광에서 차이를 보였다.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128)와 햇볕이 잘

드는 침실(138)을 거쳐 옥외공간(163)으로의 연결 흐름은 베트남 주관 아파

트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침실의 채광을 창가(180)를 통해서 해결하기

도 하지만 발코니와 같은 옥외공간(163)을 통해서 외기에 면하지 않은 침실

에 대한 채광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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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화된 사적 영역의 영향

다음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패턴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파트의 사

례들은 모두 현대 시대에 와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아파트의 방을

구성하는 방식은 전통 주택과 비교했을 때, 사적 영역에 대하여 많은 고려

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패턴랭귀지 네트워크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프라이버시를 대표하는 패턴으로 부부의 영

역(136)과 자신의 방(141)의 연결된 다른 패턴들의 양상을 보면 드레스룸

(189), 욕실(144), 방 사이의 벽장(198)이 하위로 연결되어 있다. 방 사이의

벽장(198)의 상위에는 공간 활용을 고려한 문 배치(196)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문을 벽 모서리에 배치하여 내부에서 벽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 벽면을 벽장으로 활용하여 문의 배치가 유용하도

록 하고 있다. 즉, 두 아파트 유형 모두 부속공간을 통해 사적 공간을 기능

적으로 분화하여 사적 영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0]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 화교계 국가 아파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136, 141 패턴의 1단계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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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욕실(144)에서는 두 아파트가 차이를 보인다. 욕실(144)은 위생을

위한 패턴이다. 이 패턴이 프라이버시를 대표하는 패턴들에 연결되어 거주

자의 생리적 욕구를 사적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프라이버시를 강

화하고 있다.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 이 패턴의 상위에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258)이 연결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베트남 주관 아

파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연결이다.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는 베트

남 주관 아파트와 다르게 욕실에 작은 개구부를 계획하여 채광은 어렵지만,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화교계 국가 주관 아

파트의 사적 영역의 분화된 기능적 공간이 환경적으로 쾌적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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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전통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 비교 분석

다음은 전통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번 비교

분석에서는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베트남과 유사한 주거문화적 특성을 찾

아보고자 하였다. 4장 도입부에서 설명하였듯이 전통튜브하우스의 사례 수

가 통계적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기에 본 분석에서

는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을 비교하는 방법과 패턴랭귀지 해석을 통한

정성적인 접근을 동시에 시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출현된 패턴을 비교하여 동시에 나타나는 패턴과 특수하게 나타나

는 패턴을 파악하였다. 그다음 두 집단의 패턴 언어를 비교하여 패턴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공통적 경향을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공통적 경

향은 두 집단에서 모두 나타나는 경향으로서 계승된 패턴적 특성이며 차이

는 변용된 경향으로 해석될 것이다.

전통튜브하우스 한국 주관 아파트

패턴 순위 빈도
평균사이

중앙성 값
패턴 순위 빈도

평균사이

중앙성 값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

배치
1 2 0.0578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

용 공간
1 7 0.0566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2 2 0.0512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

치
2 7 0.0451 

115. 활동이 일어나는 중정 3 2 0.0433 141. 자신의 방 3 7 0.0300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

엌
4 1 0.0268 136. 부부의 영역 4 7 0.0222 

112. 출입구의 전이 5 2 0.0260 112. 출입구의 전이 5 7 0.0216 

139-A. 독립된 부엌 6 1 0.0251 130. 현관 공간 6 7 0.0187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

간배치
7 2 0.0186 163. 옥외공간 7 7 0.0160 

161. 양지바른 장소 8 2 0.0179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

엌
8 6 0.0155 

110. 주 출입구 9 2 0.0158 139-A. 독립된 부엌 9 2 0.0132 

254. 독립된 실로 구성된 

제단공간
10 2 0.0138 137. 아이들의 영역 10 7 0.0117 

[표 5-12]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 비교

(전통튜브하우스 – 한국 주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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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각각 출현된 주요 패턴들의 평

균 사이중앙성 값을 비교한 결과, 위의 표와 같이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

브하우스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이 높게 나타나는 상위 10개의 패턴이 도출

되었다. 그러나 평균 사이중앙성 값 순위에서는 둘 사이의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림 5-11] 상위 10개 패턴 순위 비교

(전통튜브하우스-한국 주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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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의 패턴 순위에서 나타난 가장 큰 차이는 조리와 관련된 패턴이

전통튜브하우스에 비해 한국 주관 아파트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 순위가 낮

아졌다는 것이다. 전통튜브하우스에서는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이 4

위인 반면,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8위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된 부엌

(139-A)은 6위에서 9위로 차이가 났다. 한편, 채광과 환기에 관련된 환경적

인 패턴에서 전통튜브하우스가 더 높은 순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

바른 장소(161)는 8위에서 26위로 크게 차이가 났으며 실내 환기를 위한 공

간 배치(258)는 7위에서 12위로 차이가 났다. 반대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패턴의 순위는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전통튜브하

우스에서 부부의 영역(136)은 11위인 반면,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4위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방(141)은 36위에서 3위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와 같은 결과는 한국 주관 아파트의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의 역할이

전통튜브하우스에 비해 약하다고 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방(141), 부

부의 영역(136)과 같은 프라이버시와 관련 패턴의 역할이 높고 현관 공간

(130)이 명확하게 계획되어 있어 상대적인 역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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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이점

① 개인공간의 분화를 통한 프라이버시 해결

[그림 5-12] 전통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의 프라이버시 강화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136, 141 패턴의 1단계 인접)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패턴이 전통튜브 하우스에

비해서 높은 순위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주관 아

파트에서의 프라이버시 역할이 다른 패턴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프라이버시와 관련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이 다른 국

가(베트남, 화교계 국가)에 의해서 개발된 아파트 사례보다 상대적으로 높

은 순위에 있다는 것은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집단 간에 어떤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방의 배치보다는 방의 구성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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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프라이버시의 역할을 내포하고 있는 패턴 중에서 부부의 영역(136)과

자신의 방(141)에 1단계 연결된 패턴들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림 5-12 참조)

전통튜브하우스에서 부부의 영역(136)과 연결된 하위패턴 중에서 한국 주

관 아파트에서 연결되지 않는 패턴은 다양한 천장고(190) 뿐이다. 반면, 한

국 주관 아파트의 경우, 욕실(144), 휴식공간(142), 방 사이의 벽장(198), 옥

외공간(163), 거리를 향한 창(164), 드레스룸(189)이 연결되었다. 이 패턴들

은 부부의 영역(136)과 하위관계로서 부부의 영역(136)에 포함되는 공간적

패턴이거나 부부의 영역(136)의 구성에 도움이 되는 건축요소적 패턴이다.

이러한 패턴과의 연결은 부부의 영역(136)이 공간적으로 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기능을 분화된 공간에 유입시킴으로써 부부의 영역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방(141) 패턴도 다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의 영역(137)의

하위패턴으로 연결되어 아이들 영역의 프라이버시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전통튜브하우스에서 자신의 방(141)은 제단공간(254)의 독립성을 나타내기

위해 지원하는 정도로 수행된다.

전통튜브하우스의 부부 침실은 2층에 배치되어 공용공간과 수직적으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주관 아파

트에서는 전통튜브하우스와 다르게 기능적 패턴들이 하위에 연결되면서 공

간의 분화를 통해서 방 안에 다양한 기능을 포함시켜 내부에서 그 기능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튜브하우스에는 아이들을 위한 방이 따로 있지 않아 아이들의 프라이

버시가 결여된 반면,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의 아이들의 영역은 자신의 방을

통해서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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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와의 소통 방법 차이 (출입부의 차이)

[그림 4-13] 전통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의 출입부 구성 방법에 관한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주 출입구(110), 출입구의 전이(112), 현관공간(130), 거리로의 개방(165)의 1단계 인접)

출입부를 나타내는 패턴은 주택의 첫인상과 같으며 외부와 주택 내부의

연결을 통해서 외부와의 소통 정도를 결정 짓는다. 이는 외부와 주택을 어

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출입부에 대한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 순위의 차이가

있었다. 출입부와 관련된 패턴은 주 출입구(110), 출입구의 전이(112), 현관

공간(130)이 있다. 앞서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10위 내에 있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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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주 출입구(110)와 출입구의 전이(112)가 포함되어 있었다. 출입구의

전이(112)는 전통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모두 5위로 나타났

다. 주 출입구(110)는 9위에서 26위로 크게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주관 아파트의 출입부가 전통튜브하우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패턴 연결의 구조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차이는 발견할 수 있었다.

출입부를 나타내는 패턴은 주 출입구(110), 출입구의 전이(112), 현관공간

(130)이며 이 세 가지 패턴과 1단계 인접하고 있는 패턴의 연결 관계를 살

펴보면 위의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와 같다. 전통튜브하우스에서 주 출입구

(110)는 공간의 프로그램이 외부로 드러나는 건물(96)의 하위로 연결되어

이 패턴이 완전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패턴은 건물의 용도가 외부로

드러나 외부와의 시각적 소통을 위한 패턴인데 주 출입구(110)의 특성이 외

부로 건물의 용도를 드러나게 하고 있다. 반면,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이

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123)

다음은 출입부의 용도적 차이가 있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상점과 주거가

합쳐진 상가주택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점은 거리에 면해야 하므로 주 출

입구에 바로 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채공간의 1층 전체를 상점으

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거주공간으로 가기 위한 별도의 출입구가 없다. 즉,

거주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점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으므로 상점은 외

부와 주택을 연결하는 현관 역할을 겸하고 있고 이 공간에서 전이가 일어난

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활동을 위한 공간(157)은 주출입구(110)이기도 하

면서 외부와 주택을 연결해주는 현관 공간(130)의 누군가를 맞이하는 역할

도 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주택의 거주공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출입구의

전이(112)가 일어난다.

한편,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도 이러한 출입구의 전이(112)는 일어난다. 한

국 주관 아파트의 주 출입구(110)는 전통튜브하우스와 유사하게 출입구의

전이(112)와 현관공간(130)이 하위로 연결된다. 이는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123)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분석 범위를 한세대 거주 구역으로 한정하여 아파트의 경우, 한 

단위세대로 한정 지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주관 아파트의 출입구는 현관문에 의해

서 완벽히 외부와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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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누군가를 맞이하고 외부와 내부를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공간

을 통해서 단계적인 접근을 물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다만, 출입부의 용

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국 주관 아파트의 경우, 전통튜브하우스와 다르게 상점과 같은 거주 이

외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출입구 전이만을 위한 현관이 배치되어

있다. 패턴랭귀지에서도 한국 주관 아파트의 주 출입구(110)에 현관공간

(130)이 외에 다른 패턴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또한, 허리 높이의 선반(201)

이 현관공간(130)에 하위로 연결되어 신발과 기타 집 밖을 오갈 때, 필요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통해서 전이공간으로서의 현관공간(130)을

보완하고 있다. 다만 현관에 바로 연결되어 출입부의 성격과 공적 사적 영

역의 명확한 구분을 와해하고 있는데 욕실(144), 자신의 방(141)의 연결이

다. 특히, 자신의 방(141)은 개인적인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

부터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건축적 방법으로 고려되는데 현관 공간(130)의

하위로 연결되면서 외부와 가장 가까운 출입부와 연관되면서 프라이버시를

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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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

[그림 5-14] 전통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의 채광 방식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105, 128, 161 패턴의 1단계 인접)

전통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는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에서 차이

를 보였다. 패턴의 사이중앙성 값 순위 비교에서 채광 관련 패턴은 차이가

있어 보였으며 특히, 양지바른 장소(161)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124) 양지바

른 장소(161)는 외부공간과 건물의 경계에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연

광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한 패턴이다. 양지바른 장소(161)로 흐르는 패턴

연결과정을 보면 두 유형의 주택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전통튜브하우스는 채광을 고려한 건물 및 외부공간 배치(105)를 통

해서 건물의 전체적인 배치에 의한 채광의 영향이 일차적으로 일어나고 있

다. 실내채광을 유도하는 이 패턴은 채광을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써 건물의

124) 양지바른 장소(161)는 전통튜브하우스에서 8번째로 높은 순위인 반면,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는 26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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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를 조정한다. 전통튜브하우스는 건물과 외부공간의 배치를 통해서 자

연광을 내부로 끌어들인다. 반면,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채광은 건물의 영

향보다는 채광을 위한 주수단이 되는 건축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크

다.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128)의 상위에는 공/

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만이 연결되어 있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채광을 고려한 건물 및 외부공간 배치(105)에서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128)로 연결되고 이 패턴은 양지바른 장소(161)로 연

결되어 흐름을 형성한다. 이는 건물과 외부공간의 배치를 결정할 때, 내부

공간 배치의 결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내

부공간의 채광은 건물과 외부공간 사이의 양지바른 장소(161)가 어떻게 형

성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양지바른 장소(161)가 어떤 패턴과 연결되느

냐에 따라 건물 내부로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5] 전통튜브하우스의 외랑/중정 및 이층 채광

  

전통튜브하우스에서 채광에 영향을 주는 패턴은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중정(115)과 외랑(166) 그리고 활동이 일어나기 충분한 옥외공간(167)이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채-중정-채를 기본 구성으로 후면으로 반복되어 나타난

다. 이러한 구성은 채광을 고려한 건물 및 외부공간 배치(105) 패턴을 통해

서 형성되며 이를 통해서 활동이 일어나는 중정(115)이 형성되는데 전면으

로는 채와 채, 측면으로는 합벽으로 둘러싸여 둘러싸인 외부공간(106)이 형

성된다. 중정(115)이라는 외부공간을 통해서 주택 내, 모든 공간의 채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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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다. 활기 있는 중정(115)의 상위 패턴으로 양지바른 장소(161)가 연결

되는데 이는 양지바른 장소(161)가 중정(115)을 통해서 들어온 자연광에 의

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실내공간이 되는 채공간은 모두 중정에 면해 있으며 열린 공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채공간은 외부공간인 중정과 경계가 모호하여 마치 옥외

공간(163)처럼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정의 상부에는 발코니가 배치되어 있

어 실내공간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중정에 의해서 간접적인 채광이 이루어

진다. 2층의 채공간은 중정에 바로 면하여 전․후면에 개구부를 계획되었

다. 이러한 건축적 특성은 방의 두면 채광(159)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효과

적인 채광이 가능해진다.

이와 다르게 한국 주관 아파트는 개구부가 외부를 향하는 외향적 배치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기에 면하는 면은 모두 바깥쪽을 향해 있다. 또한,

지면과 바로 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양지바른 장소(161)의 평

균 사이중앙성 값이 전통튜브하우스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아파트에서 양지바른 장소(161)는 외기에 면하는 옥외공간(163)이

유일하다. 대부분 창을 통해서 실내공간은 외기와 직접적으로 만난다. 때문

에 전통튜브하우스처럼 양지바른 장소(161)를 형성할 수 있는 패턴과 연결

되지 않아 양지바른 장소(161)를 나타내는 패턴이 단순하다. 하지만 베트남

이나 화교계 국가에 의해서 개발된 아파트에 비해서 채광이 이루어지지 않

은 공간이 작다. 특히, 조리와 관련된 부엌의 경우, 다른 국가 주관 아파트에

서는 채광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지만,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부엌 또한, 자연광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북쪽 면(162)과

연결된 패턴은 다분히 기능적 공간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채광을

이루는 방식은 다르지만, 자연광을 최대한 끌어들이려는 욕구가 두 유형의

주택에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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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교적 공간 유무

앞서 전통튜브하우스의 패턴 특성을 설명할 때, 종교적 공간은 베트남인

들에게 중요하여 별도의 실로 구성하거나 중요한 공간에 제단을 설치하며

하늘과 가까운 장소를 신성한 공간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한국 주관 아파

트에서는 독립된 실로 구성된 제단공간(254)은 없으나 이는 계획상에만 없

는 것이며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베트남인들이 그러하듯이 대

부분 제단을 설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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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점

① 열린 구조의 공용공간 (거실과 부엌과의 관계)

전통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 사이에서 공통된 경향은 열린 구조

의 공용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거실과 부엌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5-16] 전통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의 공용공간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129, 131, 132 패턴의 1단계 인접)

우선, 공통점은 부엌에 관한 것이다. 부엌공간은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139)과 독립된 부엌(139-A)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

엌(139)이 두 집단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앞서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비

교에서 식사공간과 통합된 부엌(139)은 다른 순위로 나타났지만 패턴랭귀

지의 네트워크 구조상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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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의 하위로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131)을

거쳐 지루하지 않은 복도(132)로 흐르는 연결 흐름이 나타난다. 또한, 주택

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에 지루하지 않은 복도(132)가 직접적으로 연

결된다.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은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

의 하위로 연결되는데 이는 포함관계로 연결된다. 즉, 공용공간은 식당과

조리 공간을 모두 통합하고 있는 LDK형 공용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주택의 핵심 동선 공간은 공용공간이 된다. 전통튜브하우스는 1층 전

체가 공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도공간이 따로 있지 않다. 공간과 공간

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131)이 형성된다. 한국

주관 아파트의 공용공간에서도 복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거실과 식당

혹은 거실과 식당/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되어 있어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131)이 만들어진다.



제 5장. 베트남 소재 해외 주관 아파트의 주거문화적 패턴

245

② 환기 방법 (맞통풍)

[그림 5-17]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258)의 1단계 인접 패턴과 네트워크
(전통튜브하우스 – 한국 주관 아파트)

전통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는 통풍을 이루는 건축적 방법에서

공통된 점이 발견되었다. 두 주택 유형 모두 맞통풍을 통한 환기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창가(180)를 통한 1면 환기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맞통풍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두면 개구

부를 통한 채광(159), 활동이 일어나는 중정(115),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131), 거리로의 개방(165)은 모두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기 수단이

되는 패턴들이다. 이 중에서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159)과 공간을 통과

하는 흐름(131)을 통해서 두 집단에서 맞통풍을 만들어내고 있다. 두면 개

구부를 통한 채광(159)을 통해서 전통튜브하우스는 채공간의 전⸱후면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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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되어 있다. 한국 주관 아파트의 공용공간은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131)을

통해서 오픈되어 있으며 전면의 거실과 후면의 부엌이 각각 창을 통해서 두

면 채광(159)을 이루고 있는 동시에 맞통풍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튜브하우스에서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이 실내 환기를 위한 공

간배치(258)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부엌이 중정 내에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활동이 일어나는 중정(115)을 통해서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

배치(258)로 간접적인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고려할 때,

전통튜브하우스나 한국 주관 아파트의 공용공간에서는 전⸱후면 공간의 개방

을 통해서 맞통풍의 가능성을 형성하고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159)을 통

해서 채광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전⸱후면으로 바람길이 형성되도록 실내 환

기를 위한 공간배치(258)를 지원하고 있다.

두 주택 유형의 공용공간은 식사 조리 공간이 통합되어 있어 공용공간에

서의 손님 접대, 가족 간의 소통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있으며 맞통풍을 유

도하여 환기 효과를 높이고 있다.



제 5장. 베트남 소재 해외 주관 아파트의 주거문화적 패턴

247

5.4.3.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 비교 분석

이번에는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두

집단에 대해서는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고, 각 집

단별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순위를 도출하여 출현된 패턴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패턴 중에서 33개의 패턴이 동

시에 출현하였다. 두 집단에서 출현한 패턴을 비교하였을 때, 23개의 패턴

이 현대튜브하우스에서만 출현하였고 드레스룸(189), 긴복도(132-A)와 독

립된 부엌(139-A) 3개의 패턴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만 나타났다. 현대

튜브하우스에서만 출현한 패턴은 건물과 관련된 패턴과 외부공간에 관한

패턴, 계단실(133-A)과 같은 특수한 공간에 관한 패턴들로 나타났다.

현대튜브하우스 한국 주관 아파트

패턴 순위 빈도
평균사이

중앙성 값
패턴 순위 빈도

평균사이

중앙성 값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1 10 0.0722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

용 공간
1 7 0.0566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2 10 0.0301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

치
2 7 0.0451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3 10 0.0279 141. 자신의 방 3 7 0.0300 

258.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
4 10 0.0247 136. 부부의 영역 4 7 0.0222 

141. 자신의 방 5 9 0.0188 112. 출입구의 전이 5 7 0.0216 

111. 반쯤 가려진 정원 6 2 0.0179 130. 현관 공간 6 7 0.0187 

136. 부부의 영역 7 10 0.0175 163. 옥외공간 7 7 0.0160 

109. 수평, 수직적으로 긴 

주택
8 10 0.0168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8 6 0.0155 

112. 출입구의 전이 9 10 0.0158 139-A. 독립된 부엌 9 2 0.0132 

133-A. 계단실 10 10 0.0158 137. 아이들의 영역 10 7 0.0117 

[표 5-13]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 비교

(현대튜브하우스 – 한국 주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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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 집단 간의 출현 패턴의 유무 비교, 평균 사이중앙성 값 순위 비

교, t-test를 통해 각 패턴의 사이중앙성 평균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 간의 차이점과 유사

점을 정리하였다. 본 비교분석은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

적 패턴이 베트남 현지에 수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두 번째 분석이

다. 현대튜브하우스는 현시대의 베트남에서 새로이 나타난 주거유형으로서

거주자 의사결정에 대한 정도가 크다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베트남인

들의 주거문화적 특성이 계획단계에서 비교적 다수 반영되었을 것으로 여

겨지며 한국 주관 아파트의 주거문화적 패턴과 어떠한 차이와 유사성을 갖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18] 상위 10개 패턴 순위 비교

(현대튜브하우스-한국 주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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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는 전통튜브하우스와의 비교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조리와 관련된 패턴이 현대튜브하우스에 비해 한국 주관 아파트의 평균 사

이중앙성 값 순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이 3위인 반면,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8위로 나타났다.

또한, 환기와 관련된 패턴에서 현대튜브하우스가 더 높은 순위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 배치(258)는 4위에서 12위로 차이가 났

으며 반대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패턴의 순위는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현대튜브하우스에서 부부의 영역(136)은 7위인 반

면,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4위로 나타났고, 자신의 방(141)은 5위에서 3위

로 나타나 작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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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이점

다음은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t-test 결과, 다수의 패턴이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

위권 안의 패턴들의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공간이 통합

된 부엌(139), 옥외공간(163)을 제외한 10위권 안의 나머지 패턴들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tern N AVG.Betw. SD.

110.  주 출입구
K-APT 7 0.0000 0.0000 

M-TH 10 0.0032 0.0005 

t=-18.41,  df=9, P=0.000

112.  출입구의 전이
K-APT 7 0.0216 0.0039 

M-TH 10 0.0158 0.0014 

t=4.361,  df=15, P=0.001

127.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

K-APT 7 0.0451 0.0057 

M-TH 10 0.0722 0.0066 

t=-8.739,  df=15, P=0.000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M-TH 10 0.0301 0.0092 

V-APT 10 0.0611 0.0136 

t=5.222,  df=15, P=0.000

130. 현관 공간
K-APT 7 0.0187 0.0073 

M-TH 10 0.0070 0.0028 

t=4.666,  df=15, P=0.000

131.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K-APT 7 0.0084 0.0008 

M-TH 7 0.0005 0.0007 

t=18.81,  df=12, P=0.000

132. 지루하지 않은 복도
K-APT 7 0.0007 0.0012 

M-TH 10 0.0060 0.0055 

t=-2.469,  df=15, P=0.026

136. 부부의 영역
K-APT 7 0.0010 0.0001 

M-TH 10 0.0011 0.0005 

t=2.55,  df=15, P=0.022

[표 5-14]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 패턴에 대한 t-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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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아이들의 영역
K-APT 7 0.0117 0.0020 

M-TH 10 0.0085 0.0033 

t=2.294,  df=15, P=0.037

138. 햇볕이 잘 드는 침실
K-APT 7 0.0015 0.0002 

M-TH 10 0.0007 0.0003 

t=5.513,  df=15, P=0.000

141.  자신의 방
K-APT 7 0.0300 0.0087 

M-TH 9 0.0188 0.0072 

t=2.841,  df=14, P=0.013

142. 휴식공간
K-APT 7 0.0051 0.0015 

M-TH 10 0.0020 0.0008 

t=5.503,  df=15, P=0.000

147.  함께하는 식사
K-APT 7 0.004 0.003 

M-TH 10 0.001 0.002 

t=3.425, df=15, P=0.004

159.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

K-APT 3 0.000 0.000 

M-TH 9 0.007 0.002 

t=-5.661, df=10, P=0.000

162.  북쪽 면
K-APT 7 0.007 0.002 

M-TH 10 0.004 0.002 

t=3.514, df=15, P=0.003

164. 거리를 향한 창
K-APT 7 0.002 0.001 

M-TH 10 0.001 0.000 

t=6.474, df=15, P=0.000

187.  부부 침대
K-APT 7 0.001 0.001 

M-TH 10 0.000 0.000 

t=3.088, df=6, P=0.021

200. 개방된 선반
K-APT 7 0.002 0.001 

M-TH 10 0.003 0.001 

t=-3.368, df=15, P=0.004

258. 실내 환기
K-APT 7 0.009 0.004 

M-TH 10 0.025 0.007 

t=-5.647, df=15,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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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부와의 소통 방법 (출입부 구성 방법)

[그림 5-19]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의 출입부 구성 방법에 관한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주 출입구(110), 출입구의 전이(112), 현관공간(130), 거리로의 개방(165)의 1단계 인접)

t-test 결과, 출입부와 관련된 패턴인 주 출입구(110), 출입구의 전이(112),

현관 공간(130)은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test뿐만 아니라, 순

위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앞서 패턴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이 10위 내에 있

는 패턴 중에서 출입구의 전이(112)와 현관 공간(130)이 포함되어 있었다.

출입구의 전이(112)는 전통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모두 5위

로 나타났다. 주 출입구(110)는 두 집단 모두 매우 낮은 순위로 나타났는데

현대튜브하우스는 31위이며 한국 주관 아파트는 26위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현관 공간(130)은 19위에서 6위로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더 높은 순위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 주관 아파트의 출입부가 전통튜브하우

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관 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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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눈에 띄며, 패턴 연결의 구조를 분석하였을 때도 이러한 차이는 발

견할 수 있었다.

현대튜브하우스에서 주 출입구(110)는 공간의 프로그램이 외부로 드러나

는 건물(96)의 하위로 연결되어 이 패턴이 완전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패턴은 건물의 용도가 외부로 드러나 외부와의 시각적 소통을 위한 패턴인

데 주 출입구(110)의 특성이 외부로 건물의 용도를 드러나게 하고 있다. 반

면,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125)

다음은 출입부의 용도적 차이이다. 현대튜브하우스의 출입부는 전통튜브

하우스와 같이 상업 용도나 주차, 정원 등 거주의 주요 공간과는 다른 용도

로 되어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용도로 활용되는 현대튜브하우스

의 출입부는 거리와 바로 면하게 되는 주 출입구와 바로 면해 있다. 현대튜

브하우스 또한, 전통튜브하우스와 같이 출입부의 전면을 이러한 용도로 활

용하기 때문에 거주공간으로 가기 위한 별도의 출입구가 없다. 따라서 출입

부는 외부와 주택을 연결하는 현관 역할을 겸하고 있고 이 공간에서 전이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활동을 위한 공간(157), 주택으로 바로 연결

되는 주차공간(113), 반쯤 가려진 정원(111)은 주 출입구(110)기도 하면서

외부와 주택을 연결해주는 현관공간(130)의 누군가를 맞이하는 역할도 하

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주택의 거주공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출입구의 전이

(112)가 일어난다.

한국 주관 아파트의 주 출입구(110)는 튜브하우스와 유사하게 출입구의

전이(112)와 현관공간(130)이 하위로 연결된다.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도 이

러한 출입구의 전이(112)는 일어난다. 이는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도 누군가

를 맞이하고 외부와 내부를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공간을 통해서

단계적인 접근을 물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다만, 출입부의 용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주관 아파트의 경우, 현대튜브하우스와 다르게 상점이나 주차와 같

은 거주와는 다른 목적의 용도로 되어있지 않고 출입구 전이만을 위한 현관

125)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분석 범위를 한세대 거주 구역으로 한정 지어 아파트의 경우, 한 

단위세대로 한정 지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출입구는 현관문에 의해서 완벽히 

외부와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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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되어 있다. 패턴랭귀지에서도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주 출입구

(110)에 현관공간(130)이 외에 다른 패턴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또한, 허리

높이의 선반(201)이 현관공간(130)에 하위로 연결되어 신발과 기타 집 밖을

오갈 때, 필요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통해서 전이공간으로서의

현관공간(130)을 보완하고 있다. 다만, 출입부의 성격과 공적/사적 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와해하고 있는데 현관에 욕실(144), 자신의 방(141)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자신의 방(141)은 개인적인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건축적 방법으로 고려되는데 현관 공

간(130)의 하위로 연결되면서 외부와 가장 가까운 출입부와 연관되어 그 역

할이 약화되었다.

반면, 현대튜브하우스의 출입부에는 공적 성격의 공간이 근접해 있다. 네

트워크 그래프를 보면 현관 공간(130)의 하위로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139)과 접견공간(255)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계단실(133-A)이 현관공간

(130)의 하위로 연결되어 있어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나타난 출입부와 다르

게 공적 영역을 지나 수직적으로 분리된 사적 영역으로 갈 수 있게 되어있

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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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적 사적 영역의 명확한 분리와 모호함

[그림 5-20]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의 공/사 영역의 구분에 관한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의 1단계 인접)

현대튜브하우스는 수직적인 건물형태이며 이러한 건물형태는 내부공간

배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패턴랭귀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공/

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의 상위에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높

이(96)와 수평, 수직적으로 긴 주택(109)이 연결되어 있고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는 계단실(133-A)과 이어져 있다. 이러한 패턴 연결의 흐름은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배치를 계획할 때, 좁고 높은 건물형태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한정은 계단실(133-A)에 의해서 공적

/사적 영역이 수직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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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 주관 아파트는 앞서 출입부에서 설명하였듯이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 → 현관 공간(130) → 자신의 방(141)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공적/사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 주관 아

파트의 일반적인 공간구조는 출입구에서 공적 영역을 지나 서서히 사적영

역으로 향해 있는 선형적 동선 구조가 아니라 중심부에 공용공간으로 접근

하여 사방으로 퍼지는 방사형 동선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출입부에 침실과 같은 사적 영역이 배치된 경우가 일반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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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더 분화된 개인공간

[그림 5-21]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의 프라이버시 강화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136, 141 패턴의 1단계 인접)

두 집단 모두, 프라이버시를 나타내는 방과 연관된 패턴의 순위가 10위

안에 들 정도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프라이버시 관련된 패턴

을 비교해보면 한국 주관 아파트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순위가 현대튜브

하우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방(141)은 3번째로 높은 패턴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의 프라이버시의 역할이 다른 패

턴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자신의 방(141)과 부부의 영역

(136)에 연결된 하위패턴은 거의 유사하다. 욕실(144), 방 사이의 벽장(198),

공간 활용을 고려한 문 배치(196)는 방의 벽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 배치 방법과 방에 포함된 공간적 패턴이다. 이러한 패턴과의 연결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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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영역(136), 자신의 방(141)이 공간적으로 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즉, 다양한 기능을 분화된 공간에 유입시킴으로써 부부의 영역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벽면 활용의 효율성

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주관 아파트의 방의 구성이 현대튜브하우스에 비해 더 분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주관 아파트는 현대튜브하우스에는 나타나지

않은 드레스룸(189)이 두 프라이버시 관련 패턴에 하위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 주관 아파트에는 욕실과 드레스룸으로 두 개의 기능적 공간이 부부의

영역에 분화되어 포함되어 있다. 다른 기능적 패턴들이 하위에 더 연결되면

서 공간의 분화를 통해서 방 안에서 그 기능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더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튜브하우스의 부부의 영

역(136)에 연결된 욕실(144)은 10개 중에서 4개 사례인 반면, 한국 주관 아

파트에서는 모든 사례에서 욕실(144)이 하위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고려해 볼 때, 한국 주관 아파트는 현대튜브하우스에 비해 프라이버시를 유

지하려 욕구를 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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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기 효과

[그림 5-22]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의 환기 효과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실내 환기를 위한 공간배치(258)의 1단계 인접)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는 주택 내의 환기 방법의 차이를 보

였다. 결론적으로 현대튜브하우스에 비해 한국 주관 아파트의 환기 효과가

더 좋다 할 수 있다.

두 집단의 패턴랭귀지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순위를 살펴보면 현대튜

브하우스의 환기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126) 하지만 패턴 연

결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환기 효과가 좋다는 것은 맞

통풍과 연관된 패턴과의 연결에 주목해야 한다.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

126) 현대튜브하우스에서 실내환기를 위한 공간 배치의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순위는 5위지만 한

국 주관 아파트는 25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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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131)이 맞통풍과 연관된 패턴에 해당하는데 이

패턴과의 연결은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연결 빈도에서는

실내환기를 위한 공간배치(258)와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131)을 살펴보면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7개 사례 중에서 5개 사례가 연결된 반면, 현대튜

브하우스에서는 10개 사례 중에서 3개 사례에서만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129)과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159)이 연

결을 살펴보면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모든 사례에서 연결된 반면, 현대튜

브하우스에서는 3개 사례에서만 연결되었다.127)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맞통풍이 더 유도되는

계획적 패턴이 나타나 더 효과적인 환기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대튜브하우스에서의 환기 관련 패턴의 순위가 높은 것은

현대튜브하우스의 건물 형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수단이 활용

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⑤ 종교적 공간 유무

종교적 공간이 있고 없는 것 사항은 앞서 살펴본 전통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와의 비교분석과 동일하다. 현대튜브하우스에서의 제단공간 또

한 별도의 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종교적 공간

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7)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129)과 두면 개구부를 통한 채광(159)의 연결을 살펴본 이유

는 두면 개구부를 통한 개구부(159)가 환기를 위한 배치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기보다 공용

공간의 채광 효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기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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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점

다음은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의 t-test 결과, 다음의 패턴들

에서 사이중앙성 값의 차이가 나지 않는 패턴들이다. 가장 큰 특징은 채광

과 관련된 패턴들에서 유사성이 드러난다는 것으로,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

배치(128), 양지바른 장소(161), 옥외공간(163)이 이에 해당한다.

Pattern N AVG.Betw. SD.

128.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

K-APT 7 0.009 0.001 

M-TH 10 0.009 0.002 

t=-0.016,  df=13.996, P=0.987

135. 교차되는 공간의 명암
K-APT 7 0.001 0.000 

M-TH 10 0.001 0.001 

t=-0.638,  df=15, P=0.533

139.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
K-APT 6 0.015 0.009 

M-TH 10 0.028 0.013 

t=-2.101,  df=14, P=0.054

144.  욕실
K-APT 7 0.008 0.002 

M-TH 10 0.009 0.002 

t=-1.151,  df=15, P=0.268

161.  양지바른 장소
K-APT 7 0.000 0.000 

M-TH 10 0.002 0.008 

t=-0.828,  df=15, P=0.42

163.  옥외공간
K-APT 7 0.016 0.004 

M-TH 10 0.011 0.008 

t=1.407,  df=15, P=0.18

196. 공간 활용을 고려한 문  

배치

K-APT 7 0.001 0.003 

M-TH 7 0.000 0.000 

t=1.534,  df=6, P=0.176

[표 5-15] 두 집단의 차이가 없는 패턴에 대한 t-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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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내 채광의 주요 방법

[그림 5-23]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의 실내채광에 대한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
(107, 128, 161, 180 패턴의 1단계 인접)

두 집단의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배치(128)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없다는 것은 두 집단이 유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대튜브하우스나 한국 주관 아파트는 외기에 면하는 면이 주택의 바깥

쪽으로 향해 있는 외향적 배치라 할 수 있다. 현대튜브하우스는 단일 건물

이지만 측면에 다른 건물이 바로 면해 있고 후면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다른 건물에 의해 막혀 있으므로 정면과 최상부만이 외기에 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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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현대튜브하우스는 채광을 주로 창가(180)를 통해서 해결한다.

위의 패턴랭귀지 비교 네트워크 그래프를 살펴보면 실내 채광을 위한 공간

배치(128)와 연결되는 상위 하위 패턴이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128)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 모두 양지바른 장소(161)가 하위로

연결되어 있어 양지바른 장소(161)로 여겨지는 옥외공간(163)을 통해서 실

내공간의 채광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대튜브하우스에

서는 실내 채광을 유도하는 건물형태(107)에서 외부의 소통하는 건물의 가

장자리(160)를 거쳐 옥외공간(163)과 양지바른 장소(161)로 연결되는 흐름

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패턴 연결의 흐름은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나타

나지 않은 흐름이지만 두 주택 유형의 채광에 대한 주요 방법인 외향적 배

치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지바른 장소(161)의 목적은 채광을 통해서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이 잘

연관 지어져 내⸱외부의 원활한 소통이다. 따라서 상위로 소통하는 건물의

가장자리(160)가 연결된 것은 내부와 외부 공간의 경계에 자연광이 잘 들게

계획함으로써 내⸱외부의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튜브하우스의 또 다른 채광의 주수단으로 천창(256)

이 있다. 이는 현대튜브하우스의 독특한 채광 방법이다. 이 패턴은 주로 북

쪽 면(162)과 연결되어 채광이 이루어질 수 없는 후면이나 중앙의 채광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 주관 아파트의 북쪽 면을 채광을 보

완하는 방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채광의 덜 필요로 하는 용도의 공간을 배치

하는 배 치적 방법을 택하고 있다. 드레스룸(189), 창고(145), 현관 공간

(130)의 하위 연결이 이에 해당한다.

128) 이 두 패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제단공간이 채광에 유리한 곳에 배치되어 상대적으로 중

요한 공간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대튜브하우스의 하위 패턴으로 연결된 독립된 실로 구성된 제

단 공간(254)은 채광의 방식과는 연관성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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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열린 구조의 공용공간(거실과 부엌과의 관계)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 사이에서 공통된 경향은 열린 구조

의 공용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거실과 부엌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공통점은 부엌에 관한 것이다. 부엌공간은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

과 독립된 부엌(139-A) 두 가지로 구분된다. 앞서 평균 사이중앙성 값의 비

교에서 식사공간과 통합된 부엌(139)은 다른 순위로 나타났지만 패턴랭귀

지의 네트워크 구조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두 주택의 핵심 동선 공간은 공용공간이 된다. 현대브하우스는 1층 혹은 2

층까지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공간은 복도공간이 따로

있지 않고 공간과 공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

(131)이 형성된다.129) 한국 주관 아파트의 공용공간에서도 복도가 따로 존

재하지 않으며 거실과 식당 혹은 거실과 식당/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되어

있어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131)이 만들어진다.

129)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와 접견공간(255),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에서 공간

을 통과하는 흐름(131)이 형성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

은 3개의 사례, 접견공간(255)은 2개의 사례,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은 1개의 사례에서 

공간을 통과하는 흐름(131)이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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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소결

지금까지 베트남 소재 해외 주관 아파트의 주거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다른 베트남 주택과 비교분석 하였다. 먼저,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를 비교한 결과, 공간 구성의 차이를 보였고 채광을 끌어

들이는 방식, 분화된 사적 영역의 영향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차이나는 특성
주택의 특성

베트남 주관 아파트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공간 구성적 차이
§ 공간 사적 영역의 명확한 구분

과 모호함

§ 출입구의 전이

§ 공적 사적 영역의 명확한 구
분

§ 출입구의 전이 상실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

§ 외향적 배치에 의한 채광방식은 
유사함

§ 북쪽 면 채광 해결에 대한 방법 
부재

§ 침실의 채광 방법: 발코니 활용

§ 외향적 배치에 의한 채광방식
은 유사함. 

§ 북쪽 면의 채광을 공간 배치
에 의해 해결

§ 침실의 채광: 직접적인 자연
광

분화된 사적 영역의 영향 § 분화된 사적 영역의 유사
§ 분화된 사적 영역의 유사

§ 침실에 포함된 욕실의 환기 
유도

[표 5-16]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차이

공간 구성적 측면에서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는 공적/사적 영역이 명확

히 구분되어 나타났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일관적인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공적 사적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그렇

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출입구의 구성 또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경우, 출입구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지만,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는 출입구에 바로 공용공간이 접해 있어 출입

구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두 집단 모두 외향적 배

치에 의한 채광 방식이지만 북쪽 면의 채광을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

다.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는 욕실, 창고 등의 기능적인 공간을 상대

적으로 어두운 안쪽으로 배치하고 침실, 거실 등의 주 생활공간을 외기에

면하도록 배치하여 채광을 해결하고 있었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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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두운 주 생활공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북쪽 면의 채광에 대한 고

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침실의 채광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베트

남 주관 아파트의 침실은 발코니를 통해 직사광선을 피하고 있었으나 화교

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침실은 외기에 직접 면하여 직접적인 자연광을 받고

있었다. 사적 영역에 포함된 부속실의 구성 차이를 통해 침실과 부부 영역

과 같은 사적 영역에 다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 사적 영역이

분화되어 프라이버시를 높이고 있었지만,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경우,

침실에 포함된 욕실을 통해서 환기를 유도하고 있어 침실의 환기를 지원하

고 있었다.

전통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용공간의 구성

과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점은 같았다. 전통튜브하우스의

공용공간은 지층 전체를 공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 공용공간은 전

체적으로 열린 구조로 되어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의

공용공간 또한 전체적으로 열린 구조로 되어있었다. 이 때문에 전통튜브하

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는 맞통풍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공통된 특성

열린 구조의 공용공간: 거실과 부엌과의 관계

맞통풍

차이나는 특성
주택의 특성

전통튜브하우스 한국 주관 아파트

개인공간의 분화를 통한 프라

이버시 해결
§ 환경적 측면이 강조된 방 § 효율적인 방의 구성

외부와의 소통 방법의 차이 

(출입부의 차이)
§ 다른 용도에 의한 출입구의 

전이 § 현관에 의한 출입구 전이

채광을 끌어들이는 방식 § 내향적 배치에 의한 채광 § 외향적 배치에 의한 채광

종교적 공간 유무 § 실로 구성된 제단 공간 § 벽면의 제단

[표 5-17] 전통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의 차이와 공통된 특성

반대로 프라이버시의 정도, 외부와의 소통 방법, 채광, 종교적 공간의 차

이를 보였다. 한국 주관 아파트의 사적 영역이 전통튜브하우스에 비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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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프라이버시를 유도하고 있었다. 사적 영역을 분화하여 방의 구성을

더 기능적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반면, 전통튜브하우스는 2층에 있는 사적

영역을 분화하지 않고 전⸱후면을 개방하여 효율적인 측면보다 환경적 측면

이 강조된 방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튜브하우스에서 외부와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전통튜브하우스의 출입부는 상가로 활용되어

외부로 개방되어 있어 외부와의 소통을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폐쇄적인 현관에 의해 출입부를 형성하고 있다. 채광을 끌어

들이는 방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중정을 통해서 채광을

끌어들이는 반면, 한국 주관 아파트는 외기에 면한 창을 통해서 채광을 끌

어들인다. 종교적인 공간은 전통튜브하우스만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를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채광의 주요 방법과 공용공간의 구성이 유사하였다. 두 집단 모두 외기에

면한 창을 통해서 채광을 해결하는 외향적 배치이다. 또한, 거실 혹은 접견

공간(현대튜브하우스만 해당)과 부엌 간의 관계가 유사하다. 두 집단 모두

오픈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공통된 특성

실내 채광의 주요 방법

열린 구조의 공용공간(거실과 부엌과의 관계)

차이가 있는 특성
주택의 특성

현대튜브하우스 한국 주관 아파트

공간구조와 동선의 차이 § 공적 사적 영역의 명확한 구
분

§ 공적 사적 영역의 모호한 분
리

외부와의 소통 방법의 차이 
(출입부의 차이)

§ 다른 용도에 의한 출입구의 
전이 § 현관에 의한 출입구 전이

개인공간의 분화 정도 § 분화된 개인공간의 정도 상
대적으로 낮음

§ 분화된 개인공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환기 방식

§ 주요 환기 방식은 창을 통한 
한면 통풍으로 유사하지만, 
맞통풍을 유도하는 수단 활
용도가 낮음

§ 건물형태에 의한 환기의 한
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
법 활용

§ 주요 환기 방식은 창을 통한 
한 면 통풍으로 유사하지만, 
맞통풍을 유도하는 수단 활
용도가 높음

종교적 공간 유무 § 실로 구성된 제단 공간 § 벽면의 제단

[표 5-18] 현대튜브하우스와 한국 주관 아파트의 차이와 공통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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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간구조와 동선, 외부와의 소통 방법, 개인공간의 분화 정도, 환기

방식, 종교공간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현대튜브하우스는 계단실에 의해

공적 사적 영역의 구분이 수직적으로 명확하다. 반면, 한국 주관 아파트는

출입구에서 공용공간을 통해 사방으로 확산하는 방사형 동선구조로 계획되

어 있어 공적 사적 영역의 구분이 비교적 모호하다. 외부와의 소통 방법에

서도 차이를 보였다. 현대튜브하우스는 전통튜브하우스와 같이 거주 이외

의 용도에 의한 출입구 전이를 통해 외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반면, 한

국 주관 아파트는 현관에 의해 외부와의 소통이 폐쇄적이다. 한국 주관 아

파트의 개인공간에서 프라이버시가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주

관 아파트의 부부 영역에는 욕실뿐만 아니라 드레스룸이 같이 있어 분화 정

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환기 방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현대튜브하우스에서

는 주로 창을 통한 한 면 통풍이 이루어지며 맞통풍을 유도하는 수단의 활

용도가 낮다. 하지만 건물 형태적 특성에 의한 환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

려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맞통풍에 유리

한 계획적 특성이 지니고 있다. 종교적 공간에 대해서는 현대튜브하우스에

서만 실로 구성된 제단 공간이 존재하였다.

종합해보면 먼저, 공간구조적 측면에서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화교계 국

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

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은 사례에 따라 차이를 보인 반면, 화교계 아

파트는 비교적 일관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축계획적인 특성이 완전

히 수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그들만의 독

특한 특성을 유지되는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아직 수용단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국 아파트 단위세대는 주거문화적으로 베트남 아파트에서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간구조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전통튜브

하우스, 현대튜브하우스 모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

타났다. 반면, 한국 주관 아파트는 이와 반대되는 패턴을 보였다. 공적 영역

에서 사적 영역으로의 점진적 동선을 유도하기보다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

역으로 퍼지는 방사형 동선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동선구조는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사적 공간이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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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수평적이지만 공적 사적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는 화교계 국가 주

관 아파트의 공간 구조적 특성에 베트남 지역에 더 적합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성을 발

견할 수 있었다. 한국 아파트의 주동형식과 거실과 부엌을 포함한 공용공간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상형으로 구성되었을 때의 단위세대는 전⸱후면을

외기에 면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공용공간을 거실과 식당, 부엌이 모

두 통합된 LDK형으로 구성하였을 때, 이 공간에서 통과하는 흐름(131)이

형성되고 전, 후면의 창을 통해서 두면 채광(159)이 가능해질 것이다. 1층

전체가 공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전통튜브하우스나 LDK형의 공용공간으로

이루어진 현대튜브하우스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주동과 공

용공간의 배치를 통해서 맞통풍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통튜브하

우스의 중정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재현 불가능하겠지만 비교적 유사한 패

턴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에 대한 

논의

6.1.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6.1.1. 활동적인 출입구

6.1.2.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의 심리적 균형

6.1.3. 프라이버시 강화

6.1.4. 여성의 위상

6.2. 환경적 요인에 대한 욕구

6.2.1. 채광과 그늘, 자연광과 더움

6.2.2. 습도와 환기

6.3.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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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을 파악하기에 앞서 4장에서는 전통튜

브하우스, 현대튜브하우스,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 대해서 서로 비교 분석하

였다. 그 후 5장에서는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비교분석을 통해 베트남 아파트가 화교계 국가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

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 주관 아파트와 전통/현대튜브하우스를 비교분

석하여 베트남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본 장에서는 4장과 5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6.1.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6.1.1. 활동적인 출입구 (주거의 영역 확장)

전통튜브하우스는 경제적 활동과 거주의 목적이 합쳐진 복합용도 건물이

다. 경제적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튜브하우스에서 주로 이루어진

경제적 활동은 제조와 상업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점과 주거가

겸하는 주택인 경우, 상점과 주거의 출입구는 구분된다. 하지만 전통튜브하

우스는 상점의 출입구가 곧 주거공간의 출입구가 된다. 이는 전통튜브하우

스의 좁고 긴 형태적 제약 때문일 것이다. 전통튜브하우스는 폭이 2~4m 정

도밖에 되지 않아 별도의 출입구를 두게 된다면 상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상점은 주거공간의 출입구로서 외부와 주거공

간의 내부를 연결해주는 전이 공간이 되기도 한다. 상점은 주거공간과 분리

된 다른 공간이라기보다 주거공간 일부로 여겨진다. 이 공간은 단순히 주택

을 외부와 연결해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상점은 외부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우므로 이 공간에서는 활발한 사회

적 접촉과 다양한 활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 베트남 사회는 변화하였다. 과거 주택 내에서 경제적 활

동이 이루어졌던 반면, 현대 시대에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산업으로 인해 조

직화되고 다양한 직장이 주택 외부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주

택 내 상점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여

전히 상업을 겸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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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 결과 현대튜브하우스의 출입부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모습

을 보인다. 전통튜브하우스와 같이 상점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주차공간이

나 응접실로 활용되기도 한다. 주택 1층 전면부를 후퇴시키고 앞에 정원을

두어 외부에서 전이가 일어나도록 계획된 사례도 있었다.

기능의 변화뿐만 아니라 튜브하우스의 형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좁은

폭은 유지되었지만 길이는 짧아지고 높이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

적 변화는 출입부의 공간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는 튜브하

우스의 좁은 폭이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입부의 용도는 다양해졌

지만 주 출입구가 외부로 개방되어 있다는 점, 거주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주택 내 후면으로 열려 있다는 점은 전통튜

브하우스와 같다.130) 이는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어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

징으로, 응접실은 가족 구성원을 위한 공간은 아니지만, 외부와의 접촉과

가족 구성원들의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택 내의 후면에 부엌 공간이 응접실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행위를 보완하기 때문에 후면으로 열려 있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반면, 주차공간은 응접실과 전혀 다른 역할이다. 자

동차나 오토바이를 보관하는 공간으로서 창고와 같은 역할을 지녔다. 이 때

문에 주차공간으로부터 다른 공간을 분리하거나 가벽을 활용하여 차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후면 공간의 성격과 무관

하게 열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래의 사례와 같이 후면이 식당으로 활

용되는 경우에도 전면의 주차공간과 식당 사이가 벽으로 구획되지 않고 열

려 있다.

이처럼 전통튜브하우스와 현대튜브하우스의 출입구는 거주공간으로 가기

위한 전이공간으로 여겨진다. 이 전이공간은 단순히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

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활동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상점이나 응

접실과 같이 외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130) 현대튜브하우스의 주 출입구는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상점으로 활용되는 경

우, 완전히 개방되어 있거나 유리로 되어있다.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셔터나 게이트로 

되어있다. 응접실이나 거실로 활용되는 경우는 전면부에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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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1층 출입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
(출처:http://ktshanoi.net)

이와 반대로 베트남 기업이 주관하여 개발된 아파트의 출입부에서는 이

러한 공간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출입부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다. 첫 번째는 현관공간이 없이 바로 공용공간으로 진입하는 유형이며, 두

번째는 현관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지만, 통로가 형성되어 있거나 한번

꺾여서 공용공간으로 진입하는 유형, 마지막은 현관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외부공간과 공용공간의 경계가 명확한 유형이다. 아파트의 출입부는 전이

가 일어나지 않거나 현관에 의해서 전이가 일어난다고 해도 외부에서 공용

공간으로 가기 위한 통로 역할만을 하고 있다.

공간구조적 관점에서 전통, 현대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를 비교

하였을 때, 현대 베트남 아파트에는 공용공간으로 진입하기 전, 전이공간이

있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현재 베트남에서는 주택 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데 이는 한국과 유사한 생활양식이다. 한국의 아파트는 한국 주관

아파트의 출입부와 같이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고 영역이 명

확히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적 특성은 베트남인들에게 적합할 수 있

다.

하지만 문화적 관점에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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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부가 전이공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로 역할만 하는 현관이 오

히려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간의 성격상, 전통⸱현대튜브하우스와 같이

전이공간으로서 다른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한 동시

에 가족 구성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적합할 것이

다. 하지만 이를 반영하려면 단위세대 면적을 늘려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욕구를 해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들

의 생활상에서 찾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해답을 단위세대 밖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베

트남 아파트에서 주동의 공용공간은 단위세대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로만

여겨지지 않는 듯하다. 단위세대에 면하는 주동의 공용공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베트남 아파트의 단위세대 출입구 모습이다. 주동

의 공용공간에는 철문을 설치되어 있으며, 신발을 단위세대 외부 공용공간

에 놓여있다. 심지어 신발장을 주동 공용공간에 배치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림 6-2] 아파트 단위세대 출입구
(중간/우측 이미지 출처: Nguyen, K. (2017). Towards developing a design model for socially

sustainable multi-storey housing in Vietnam: An environment-behaviour approach. (Ph. D), RMIT
University, p169)

Nguyen, K.(2017)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아파트 주동의 공용공간에 대

하여 거주자들은 반-개인영역(semi-private space) 혹은 반-공공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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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private space)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131) 반-개인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은 주동의 공용공간을 본인의 주택 일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다. 거주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본인은 주부로서 아파트 안팎에서 시간을 보

내는데 앞집의 거주자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 양 집 사이의 복도 공간에서

다양한 일상 활동을 나누고 있다고 하였으며, 현관문은 저녁까지 열어두고

지낸다고 하였다132) (그림 6-3 참고). 또 다른 거주자는 주동의 공용공간에

대하여 자신의 주거 일부로 인식한다고 하였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화

분을 두어 관리하고 있었다.133)

[그림 6-3] 아파트 단위세대 출입부 및 공용복도
(출처: Nguyen, K. (2017). Towards developing a design model for socially sustainable

multi-storey housing in Vietnam: An environment-behaviour approach. (Ph. D), RMIT University,
p162)

반-공공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은 반-개인영역과 다르게 공공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이곳은 자녀들의 놀이 공간이 되

131) Nguyen, K. (2017)은 베트남의 호찌민과 다낭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3개 단지를 중심으로 

거주자의 생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231명에 대한 설문과 39가구의 인터뷰와 방문 조사를 시

행하였다. 

132) Nguyen, K. (2017). Towards developing a design model for socially sustainable 
multi-storey housing in Vietnam: An environment-behaviour approach. (Ph. D), RMIT 

University, p161

133) Ibid.,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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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파티 개최, 모임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다.134)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은 주택 내에서 충족되지 않는 사회

적 소통에 대한 욕구를 주동 공용공간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시

사점은 베트남인들의 주거생활이 단위세대 내로 한정되지 않고 주동 공용

공간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6-4] 베트남 아파트 주동의 활용
(출처: Nguyen, K. (2017). Towards developing a design model for socially sustainable multi-storey

housing in Vietnam: An environment-behaviour approach. (Ph. D), RMIT University, p164, 167)

  

이처럼 거주 생활이 단위세대 내에서 주동 공용공간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소음과 시각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화적 특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인들은 소음과 시각적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다.

이는 고온다습 기후대에서의 주택 특성에서 기인한 문화로 볼 수 있다. 기

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택은 개방적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적 특

성은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연결된다. 결국, 이와 같은 개방성이 필수적인

문화권의 사람들은 아주 시끄러운 소리에 민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135)136)

134) Ibid., p163

135) Rapoport, A. (1969).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p93-94

136) 이러한 주거문화적 특성은 최재필(2015)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연구는 하노이 소

재 아파트의 한 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실내환경에서 가장 중

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채광(55.7%)과 환기(50.8%)에 대한 답이 가장 많이 한 반면, 소음

은 9.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면담조사 결과, 거주자들은 소음문제에 대해서 크게 개의

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인들은 집에서 파티하는 경우가 많은데 늦은 시간까지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에 대하여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필. (2015).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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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주동의 공용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파트 주동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세대 밖 공용공

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계획이 변화한다면 단위세대의 출입부는

전이공간인 현관공간 없이 바로 공용공간에 접하도록 변화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면적의 측면에서 베트남인들에게 더 유익한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5] 튜브하우스에서 나타나는 외부와의 소통 방식과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 요구되는 외부와의 소통 방식

트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역별 건축 프로토타입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고서>



제 6장.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에 대한 논의

279

6.1.2.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의 심리적 균형 (공적 / 

사적 영역의 명확한 분리)

주거에서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지만 인간의

기본 욕구로서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이 두 상반된 개념을 동시에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서 심리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패턴랭귀지에서 이들과 관련된 대표적인 패턴은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

치(127)이다. 전통·현대튜브하우스의 패턴랭귀지에서 공/사를 고려한 공간

배치(127)는 평균 사이중앙성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현대튜브하우

스에서 이 패턴은, 평균 사이중앙성 값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주택의 중

심이 되는 공용공간(129)과 큰 수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주택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배치의

역할이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택 내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적 공간과 사

적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으로의 점진적으로 변

화되는 동선의 흐름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 전개는 전통·현대튜브

하우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6-6]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명확한 공/사 구분 

튜브하우스는 대부분 2층 이상의 주택이며, 층에 의해서 주택 내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튜브하우스와 같이 공적 사적



패턴랭귀지 네트워크분석 방법론으로 본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

280

영역의 수직적 구분은 아니지만,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도 공적 사적

영역의 명확한 구분은 잘 나타나고 있으나, 수직이 아닌 평면적으로 구분되

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는 출입구와

가까이 개인 방이 배치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사례에서 공용공

간을 통해서 중간의 복도나 전실에서 개인 방으로 분배되는 구조를 보였다.

[그림 6-7] 출입구에서 바로 개인 방으로 접근되는 베트남 주관 아파트

튜브하우스와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공간 구성적 특성

은 알렉산더의 친밀도의 변화(Intimacy Gradient) 패턴과 일치한다.137) 이

패턴은 프라이버시에 따라 공간을 배치함을 의미한다. 알렉산더는 이 패턴

을 통해 건물의 내부 공간이 프라이버시에 부합하는 일련의 순서로 배치되

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점진적 변화는 사람들

로 하여금 매우 신중한 위치 선택을 통해 만남의 각각 다른 뉘앙스를 부여

할 수 있으며, 모든 공간이 비슷한 친밀도를 가지고 있는 균질한 공간은 건

물 내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섬세함을 제거해 버린다.138) 알렉산더는 이

패턴을 설명하면서 페루의 주택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다른

문화들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139) 이는 사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

137) 친밀도의 변화(Intimacy Gradient)는 공/사를 고려한 공간배치(127)와 같은 패턴이다. 

138) Alexander(1977). A Patter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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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인류 보편적인 패턴이며, 베트남 튜브하우스 역시 이러한 패턴을 따르

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이

와 다른 패턴으로 공적/사적 영역을 설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튜브하우스와 같이 공적/사적

영역의 구획은 명확하지만, 튜브하우스

와 달리 공간구조적으로 공적에서 사적

의 영역으로의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출입구에

서 바로 개인 방으로 접근할 수 있게

배치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배

치는 동적 동선과 사적 동선이 분리되

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배치적 특성

은 주로 2베이 단위평면에서 찾아볼 수

있기에 협소한 면적으로 인한 불가피한

계획적 한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주관 아파트가 아닌 사

례에서는 동일한 2베이 단위평면임에도 공적/사적 영역의 동선이 명확히

분리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6-8의 사례는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

트 사례 중 하나로, 2베이이지만 공적 사적 영역의 동선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으며 튜브하우스와 같이 점진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공간구성을

보인다. 공용공간과 사적 영역(침실) 사이에 전실을 두어 출입부에서 바로

침실로 진입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며, 출입부에서 공용공간을 거쳐 사적 영

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 주관 아

파트에서 나타나는 공적/사적 영역의 혼재는 규모에 따른 계획적 한계만이

라고 보기 어렵다.

종합해보면 튜브하우스에서 나타난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의 점진

적 전개 및 공적/사적 동선의 분리는 베트남 주거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139) Ibid., p611

[그림 6-8] 화교계 국가 아파트 

2베이 단위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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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라 판단되나, 현재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는 이와 같은 요소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외 주관 아파트 중에

서는 한국 주관 아파트보다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공간구조적 특성이

베트남 현지에 더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무시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공간구조적 특성과 같이 공적/사적 영역의 동선이 분리되는 것으

로 토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9] 외부 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의 심리적 균형 조절 방식
(上: 튜브하우스에서의 외부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의 심리적 균형 조절 방식 / 下: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 요구되는 외부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의 심리적 균형 조절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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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프라이버시 강화 (사적 영역의 분화)

베트남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는 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강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변화 현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마을 단위의 커뮤니

티가 형성되었다. 이 커뮤니티는 자급자족하였고 조상들 직업의 대를 이어

갔기 때문에 가족과 마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도이머이 이후,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사회구성은 다양해졌으며 복잡해졌다. 이에 과

거 가족과 마을에 국한되었던 인간관계가 광범위한 관계로 확장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계의 중요도가 상승하여 이웃 간의 관계가 약화되

고 과거에 비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증가하였다.140) Mai & Pham(2010)은

이러한 현상이 베트남 고유의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산업화를 통한 일반

적인 변화 양상과 같은 맥락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사적 영역이 분화되는 현대 시대의 베트남 현지 주

택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시대의 주택(전통튜브하우스)에서는 부부의

공간을 제외하고 특별한 개인공간이 없었다. 아이들은 별도의 공간을 갖지

않고 지층의 공용공간에서 주로 생활이 이루어졌고 2층 다락에서 잠을 청

하거나 공부를 하였다.141)

반면, 도이머이 이후에 개발된 베트남 지역의 주택에서는 개인의 방이 별

도로 마련되었다. 현대튜브하우스는 저층부를 공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상층

부는 사적 성격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개인 방은 기능적인 공간으로 분화

되었는데, 욕실이나 벽장이 방 내부에 포함되었다.

아파트에서는 더 명확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한국 주관 아파트

에서는 드레스룸과 욕실을 부부 공간에 설치하여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문화적 현상은, 산업화를 이룬 다른 국가에서도 쉽게 찾

아볼 수 있기에 앞서 언급한 Mai & Pham(2010)의 주장처럼 산업화에 의한

140)MAI V. H., PHAM V. D.(2010), Changing Tendency in Culture and Life-style of 
Vietnam, The Social Science Information Review, Vol.4, No.1. p21, 24

141) Phe, H. H., & Nishimura, Y. (1990). The historical environment and housing conditions 
in the “36 Old Streets” Quarter of Hanoi: a conservation study.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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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변화로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회적 변화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주택시장은 이

러한 수요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림 6-10] 시대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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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여성의 위상 (독립된 부엌과 통합된 부엌)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유교 국가이다. 베트남에서 유교는 15세기

초 레(Le) 왕조 성립 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베트남에서 유교는 종교적

인 입장보다는 지배 이념으로 도입되었다.142) 옛 베트남 속담에는 “왕의 법

은 촌락의 관습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다.143) 이 속담은 과거 베트남의 정

치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집권의 영향력이 촌락까지 미치

지 못하여 촌락 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가 더욱 발달하였고, 유교는 주로

상층 계급인 중앙관리와 촌락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이들이 권력

상승을 위해 유교 사상을 수용하였던 반면, 일반 촌락민과 같은 하층계급은

유교 사상을 수용하기보다는 토착문화를 유지하였다. 즉, 유교 사상의 수용

은 외부 지향적이라 할 수 있으며 토착문화는 내부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의 토착문화는 동남아시아의 사회제도를 따르고 있었는데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다(Codedes, 1969). 유교적 성향이 강했던

중국은 가부장의 권위 절대적이었으나, 베트남의 토착문화는 개인주의적

행동 경향이 강했고 남자와 여자는 거의 동등한 위치로 여겨졌다.144) 145)

이는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정치적 문화적인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세계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유인선, 2014).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엌을 보면 그 구성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패턴랭귀지에서 부엌은 ‘독립된 부엌(139-A)’과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독립된 부엌’은 조리만 할 수 있는 공간인

반면,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은 조리와 식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칭한다. 베트남에서는 주택의 부엌이 주로 후자의 형태로 나타난다. ‘식사

공간이 통합된 부엌(139)’ 패턴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조리만 할 수 있는

142) 유인선(2014), 근세 베트남의 법과 가족, 위더스북, p168

143) Ibid., p10-11

144) Ibid., p10, 98

145) 베트남의 후진성을 강조하기 위해 프랑스 식민시대 학자들은 중국의 유교의 영향 아래에 가

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며 여성은 억압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유인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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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에 대해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고립되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효율적이지만 기분 나쁜 음식을 만드는 공장과 같이 여겨지는

부엌은 하인이 존재하던 시대, 여성들이 기꺼이 하인의 역할을 받아들였던 시대의 유물이다. 하인이 따

로 없고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식사를 준비하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분리된 부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인이 있을 때, 궁궐이나 부자들의 저택에서는 부엌과 식사공간이 분리되어 갔다.

패턴랭귀지 농가의 부엌(139)의 ”문제”에서

이처럼 알렉산더는 식사공간과 분리된 부엌을 차별의 수단으로 보았고

건축적으로 열려 있고 통합된 부엌을 통해서 여성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각 주택 유형에서 나타난 패턴랭귀지의

차이에서 맞아떨어진다. 전통튜브하우스에서 부엌은 가장 후면에 배치된

중정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앞 채공간은 식사공간으로 활용하였다. 현대

튜브하우스에서는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모든 사례에서 식사공간이 통합

된 부엌(139)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위로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

이 연결되어 있으며 하위로는 지루하지 않은 복도(132)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139)과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129)은

함께하는 식사공간(147)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부엌공간이 가족 식사가

이루지는 공간인 동시에 공용공간의 일부로서 공용공간에서의 손님 접대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공용공간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고 해

석된다.

반면, 화교계 국가 아파트나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독립된 부엌

(139-A)이 상당수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독립된 부엌(139-A)으로 나타나는

경우, 통합된 부엌이 나타난 사례와 같이 상위에는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

용공간(129)이 연결되어 있으나 하위로 연결된 지루하지 않은 복도(132), 함

께하는 식사공간(147)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는 부엌공간이 조리의 기능

만 담당하며 공용공간 일부는 아니지만, 공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식

사 및 손님 접대 등의 기능을 단순히 지원하는 공간으로 전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베트남에서의 여성의 위상은 전통적으로 동등한 위치였

으며 이러한 점이 주택의 부엌 특성에 투영되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

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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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환경적 요인에 대한 욕구

6.2.1. 채광과 그늘, 자연광과 더움

베트남은 고온다습 지역이다. 고온다습 지역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건

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늘, 통풍의 극대화, 가벼운

구조체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베트남을 포함한 고온다습 지역의 토속

건축물에서 잘 나타난다.

[그림 6-11] 베트남 소수민족 전통 주택 

  

그늘은 채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빛에 의해서 자연히 만들어지는 어두

운 곳이다. 그늘을 형성하는 건축 계획적 특성은 고온다습 기후대에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만 생각한다면 고온다습 지

역의 사람들은 채광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

지만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자

연광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이기 때문이다. 햇빛의

주기는 신체의 생물학적 리듬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체는

환경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Hopkinson, 1963). 둘

째, 베트남인들은 주택에서의 채광을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재필(2015)의 연구에서 잘 나타난다….146) 설문조사 및 인

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베트남인들은 실내환경 요소들 중에서 채광을 가

146) 최재필. (2015). 아파트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역별 건축 프로토타입 개발. 국토교통과

학기술진흥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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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147) 특히, 아파트 거주경험이 있는 사

람들이 거주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채광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이 없는 실이 계획되기도 하는 현지 아파트에서의 거주경

험이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채광이 좋으면

실내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고온다습 지역인 베트남 거주자들이 이를 기

피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채광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채광에 대한 욕구는 튜브하우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통튜브하우스에

서는 거의 모든 내부공간에 채광을 끌어들이고 있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채-

중정-채의 배치가 반복되며, 채공간은 중정으로 개방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간구조적 특성은 주택의 측면과 후면이 막혀 있더라도 내부로의 효과적

인 채광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채광에 대한 욕구를 건축

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더 극적으로 드러난다. 현대튜브하우스 중에는

후면이 다른 인접 건물에 의해 개구부를 배치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있다. 이

와 같은 사례에서 후면에 배치된 방은 먹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앙의 계단실과 같이 양면으로 배치된 실 때문에 빛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 있다. 현대튜브하우스에서는 이러한 채광의 제약을 천창을 통해서 해결

하고 있다. 계단실 상부에 천창을 설치하여 지층 면까지 채광을 가능하게

하며 후면에 배치된 방은 채광 샤프트를 통해서 방을 밝힌다. 현대튜브하우

스에서는 대지의 상황으로 인한 채광의 제약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보여진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빛이 잘 들지 않은 공간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공간은 주로 출입구와 근접한 공간들에서 나타나며, 여기에는

거실과 부엌 등의 공용공간과 침실이 포함된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 중에서

LDK형 공용공간으로 계획된 사례의 거실과 부엌의 배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거실이 출입구에 접해 있고 부엌과 식당 공간이 외기에

면한 창에 접해 있는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출입구에 부엌과

식당 공간이 접해 있고 외기에 면해 있는 창에 거실이 배치된 사례이다. 이

들의 차이는 공간에 대한 채광과 접근성의 위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야

147) 습도, 온도, 채광, 소음, 환기 중에서 채광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환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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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거실은 공용공간 일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은 한

다. 거실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며 손님을 대

접하기 위한 외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

서 거실은 출입구와 근접해면서 상대적으로 밝은 공간이 되는 것이 적합하

다. 반면, 부엌은 조리를 위한 기능적인 공간으로서 거실보다 채광이 약해

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 아파트의 주동형식 특성상 출입구에 근접

하면서 채광을 동시에 이룰 수 없다. 결국, 채광과 접근성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림 6-12]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 채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 

그렇다면 튜브하우스에서의 공용공간은 채광과 접근성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 달리 튜브하우스에서의 공용공간

은 채광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전통튜브하우스의 공용공간은

지층 전체를 차지하면서 전면부에서 출입구와 면하여 외부와의 소통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중간중간의 중정에 의해서 채광을 해결

하고 있다. 현대튜브하우스의 공용공간은 사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층을 거실과 부엌으로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전통튜브하우스처럼 지

층에 공용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거실이 전면의 출입구와 접하고 후면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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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이 배치된다. 이러한 경우, 거실은 출입부의 창과 계단실의 천창에 의해

서 채광이 이루어지고 부엌은 후면부의 창과 계단실 혹은 채광 샤프트의 천

창에 의해서 내부로 빛을 끌어들인다. 공용공간이 상층에 배치된 경우에는

지층에 접견공간이 따로 있어 외부와의 소통 기능을 분리되며, 거실은 가족

의 소통 및 식사공간을 활용된다. 이 경우 역시, 전면부의 거실은 창과 계단

실의 천창에 의해 채광이 이루어지며 후면의 부엌은 창과 계단실 혹은 채광

샤프트 천창에 의해서 채광이 이루어진다.

종합해보면 베트남인은 채광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베

트남 주관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채광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파트의 채광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해외에서 유입된 아파트들에서 그 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거주자들의 의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튜브하우스의 계획적 특성에서도 잘 드러난다.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

서는 북쪽 면의 채광을 공간배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

대적으로 채광의 필요성이 낮은 기능적 공간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거

실, 침실과 같은 주 거주공간은 전면부로 배치하고 독립된 부엌, 욕실과 같

은 기능실을 후면부로 배치함으로써 채광을 효율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 주관 아파트의 경우, 판상형 주동계획을 통해서 단위세대 평면의 전·

후면을 외기에 면하도록 하여 후면의 채광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림 6-13] 싱가포르 HDB아파트의 거실 구성
(출처: 오정은, & 주서령. (2018). 싱가포르 HDB 아파트의 평면특성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9(3),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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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사실은 베트남보다 일찍이 아파트가 정착한 싱가포르에서도 정

착 초기에는 현재 베트남 주관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의 아파트가 주를 이루

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초기 HDB 아파트의 단위평면을 살펴보면 거실

이 공용복도에 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의 평면을

살펴보면 거실이 외기에 면하도록 배치되어 있다.148) 이는 거실의 계획에

있어 처음에는 외부와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2000년 이후에는

채광 및 조망을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베트남

아파트가 화교계 국가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면 베트남 아파트도 앞으로 이

와 같은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148) 오정은, & 주서령. (2018). 싱가포르 HDB 아파트의 평면특성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9(3),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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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습도와 환기

환기는 고온다습 지역에서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필수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점에서 전통튜브하우스는 현지 기후에 매우 적합한

주택이다. 전통튜브하우스는 채와 채 사이에 중정을 두는 방법을 통해 채

공간은 항상 1켜의 실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 특성으로 인

해 모든 실에서 양면 개구부를 갖는 것이 가능해지며 맞통풍이 가능해진다.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현대튜브하우스 또한 비교적 환기가 잘 이루어지도

록 계획되어 있다. 건물 후면에 다른 건물에 의해서 막혀 있지 않은 경우,

전․후면의 개구부를 통해서 맞통풍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환기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효과적인 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양면

개구부를 통한 맞통풍이 아닌 1면 환기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복도형, 타워형이 주를 이루는 주동형식의 원인이 크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러한 주동형식은 후면으로 복도나 홀에 면하기 때문에 1면만 외기에 면

할 수밖에 없다.

[그림 6-14]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1면 환기   

이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는 해외 주관 아파트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는 생활공간의 채광을 위해 욕실, 주

방, 창고와 같은 기능적 공간을 후면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위세

대 후면은 주동의 복도나 홀과 면하고 있어 기능적 공간이 외기에 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철 형태의 주동계획을 통해 외

기에 면하는 면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동 형태에 의해서 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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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된 기능적 공간이 외기에 면할 수 있으며 이 공간과 접하여 개구부나

작은 발코니의 계획을 통해 환기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림 6-15]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주동 형태 

[그림 6-16]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의 환기 

 

한국 주관 아파트에서는 더 효과적인 환기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채광

과 환기에 대한 욕구를 잘 풀어내고 있는 판상형 아파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상형 아파트는 단위세대의 전·후면이 외기에 면하고 있기 때문에

맞통풍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판상형은 주동 간에 일정 간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채광뿐만 아니라 환기 효과에 뛰어나다. 특히, 한국 주관 아파트에

서는 측면에 출입구를 배치하고 중앙에 거실과 부엌이 통합된 공용공간을

두어 거실에서 부엌까지 열려 있어 효과적인 환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배치는 침실의 문을 열어둘 때 공용공간뿐만 아니라 주택 대부분 공간에서

높은 환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간 구조적으로는 베트남 주거문화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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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지 않지만 판상형으로 이루어진 주동형식은 베트남 아파트에 적용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17] 한국 주관 아파트의 단지배치도와 단위세대 평면도 

  

베트남 지역에서는 습도와 관련하여 옷을 보관하는 방식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국 주관 아파트를 제외하면 나머지 집단에서는 드레스룸이 배

치된 사례는 없다고 봐야 한다.149) 드레스룸은 옷을 수납하기 위한 공간으

로서 생활공간의 쾌적성을 높이는 데 있어 벽장이나 별도의 옷장을 방에 배

치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드레스룸을 통해서 분화되는 사적 영역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를 좀 더 높은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 주택에서는 이러한 드레스룸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환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레스룸은 부속실로서 외

기에 면하여 배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창을 둘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환기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높은 습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150)

종합하여 볼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튜브하우스는 비교적 현지 기후적 특

성이 잘 반영된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해외 주관 아파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49) 베트남 주관 아파트의 한 사례에서 드레스룸이 있었다.

150) 실제로 거주자들이 드레스룸에서 곰팡이가 많이 생기고 심지어 옷에도 곰팡이가 생긴다는 증

언이 있다. (최재필. (2015). 아파트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역별 건축 프로토타입 개발. 국

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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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종교

베트남의 종교의례는 대체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 전통적으로 불

교, 도교 및 토착 정령숭배가 주를 이루었으나 레(Ly) 왕조에 의해 유교가

통치이념으로 도입되면서 유교적 가치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유교에 대한

통치자들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들은 인격 신적 종교성을 거부할

수 없었다.151) 그 결과, 베트남의 종교는 인격 신적 가치와 비 인격 신적인

유교적 가치가 접목되어 베트남만의 독특한 종교가 탄생하였다.152) 종교는

베트남인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그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베트남의 전통 종교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종교적 의례가 금지되었다.153)154) 20세기 후반까지

이어져 온 종교적 통제는 도이머이 이후 집산주의 경제가 와해되고 가족 중

심의 상업적 경영이 일반화되면서 약화되었으며 경제개혁과 함께 베트남인

들의 의례 생활은 되살아났다.155) 비록, 개혁기간 중 많은 전통적 요소가 제

거되어 간편화되었지만, 혼례, 장례, 제사 등의 종교의례는 사회이념이 달라

짐에도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베트

남인들에게 있어 종교적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거의 모든 베트남인

들이 주택 내 제단을 두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156) 튜브하우스

에서 제단공간은 사례의 지붕 형태에 따라서 경사 지붕(116), 평 지붕

(116-A)의 바로 아래인 최상층이나 다락에 배치되어 있다. 반면, 아파트에

서는 별도의 실로 제단공간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은 제단을 두지 않는 것일까? 제

151) 하순, (1999). 베트남의 전통종교와 사회변화, 비교문화연구, 10(-), p149.

152) Ibid., p149.

153) Ibid., p161. & 전봉희, & 송인호. (2008). 베트남 프엉(坊)조직의 지속과 변동- 식민지적 경

험과 근대의 도시건축. 한국연구재단 보고서. p105

154) 베트남 공산당은 종교의례가 사회를 궁핍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보았고 1945년 8월 혁

명을 계기로 새생활 운동(Đời sống mới)을 통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하순, 1999)

155) 하순, (1999). op. cit, p164.

156) 건물마다 빠지지 않고 존재하는 조상단의 설치는 베트남 건축전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

드로 생각된다 (전봉희, & 송인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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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주택유형, 규모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주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는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베트남 주거문화적 특성이다. 따라

서 아파트에서도 제단은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현대튜브하우스에서와 같이

종교 기능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157) 제

단을 설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현대튜브하우스

에서 나타난 것처럼 별도의 실을 구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용도

의 공간 벽면을 활용하여 배치하는 것이다. 주택 내 제단에 관한 선행연구

로서 최재필(2015)의 연구가 있다.158) 이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7%가

주택 내에서 제단은 꼭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 중에서 제단의 위치에 대

한 질문에 39.3%는 거실, 41.1%는 별도의 실에 배치되길 원한다고 답하였

다.

제단 공간은 주택 유형, 주택 규모, 실의 개수 등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튜브하우스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규모가 크고 실의 개수

가 많아 가능하면 별도의 실로 구성된 제단공간으로 조성한 반면, 아파트의

경우, 생활공간 이외의 독립적인 실을 따로 확보하기 어려워 거실과 같은

공용공간에 제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단 공간의 유형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여력이 된다면 독립된 제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주요 생활공간의 한 켠에

제단을 모시는 것을 차선책으로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157) 현관과 근접한 방에 독립적으로 제단을 설치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2014년 10월 9일 하노

이 지역의 한국 주관 아파트 단지에 방문하여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둘러보았다. 방문한 

아파트 단위세대는 방이 3개인 유형이었기 때문에 여분의 방이 남아서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

다.

158) 하노이 소재 아파트의 한 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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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새로 유입된 주택 유형인 아파트가 베트남 고유 주

거문화를 계승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범주를 다루었는데 하나는 주거연구방법론이며 다른 하나는

베트남의 주거문화에 대한 것이다.

먼저, 주거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주거문화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새

로운 연구방법론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방법론은 패턴

랭귀지를 기반으로 한 주거문화 비교연구방법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통해 정립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 활용될 새로운 분석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 주거문화 이론 및 관련 방법론과 ‘패턴랭귀지‘ 이론에 대하여 고찰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방법론인 ‘패턴랭귀지’ 이론을 주거문화비교연구

에 적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주거문화비교분석을 위한 새

로운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주거문화비교연구로서 ‘패턴랭귀지’ 이론의 한

계를 논의하고 이론의 재구성을 통해 패턴랭귀지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방법론을 한국 주택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이에 대한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주거문화적 관점에서는 베트남의 도시주택을 전통튜브하우스, 현대튜브

하우스, 베트남 주관 아파트, 해외 주관 아파트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주거문화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부 목적을 설정

하였다. 첫째, 근⸱현대 베트남 주택의 건축적 변천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의 지속과 변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베트남 아파트가 고유의

주거문화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주거문화적 관점

에서 해외 아파트에 대한 계획적 특성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에 대하여 논

의하였다.

먼저, 근⸱현대 베트남 주택의 건축적 변천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

의 지속과 변용에 대해서는 전통⸱현대 튜브하우스의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튜브하우스는 현대화되면서 형태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햇빛을 끌어들이는 방식과 환기 방법, 주요 동선과

내부 개방성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프라이버시가 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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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부에서 나타난 외부와의 소통 방식과 공적/사

적 공간의 명확한 분리를 통한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일어

나는 심리적 충돌 해소 방식은 현대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비록 채광과 환기에 대한 계획적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는 시대적 차이와 관계없이 지

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통적으로 종교적 공간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베트남 고유 주거문화적 특성이 베트남 아파트에 반영되고 있

는지에 대해서는 베트남 주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통⸱현대 튜브하우스와

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논의하였다. 베트남 주관 아파트는 고유 주거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베트

남 주관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적 패턴이 사례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난 점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베트남인들이 주생활의 다양성을 선호한

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튜브하우스에서 비교적 일관된 주거문

화적 패턴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생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욕구를 반

영하고 있다기보다 아파트를 수용하는 단계에서 아직 토착화의 정착이 아

닌 과도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전통⸱현대 튜브하우스와 베트남 주관 아파트를 포함한 베트남

주택들과 해외기업이 주관하여 개발된 아파트(화교계 국가, 한국)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거문화적 관점에서의 해외 아파트로부터 계획적 특성 적용

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어느 국가의 아파트 계획적 특

성이 베트남에 더 적합하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관점에 따라 적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공간구조적 측면에서 화교계 국가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튜브

하우스의 공간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공적/사적 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주택내에서의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발생되는 심리적 충돌

을 해소하고 있다. 반면, 한국 주관 아파트는 이와 반대되는 패턴을 보였다.

한국 주관 아파트의 공간구조는 거실과 부엌을 포함한 공용공간이 주택의

중앙에 배치되고 이 중심으로 사적 공간이 둘러싸인 공간구조이다. 이러한

공간구조적 특성은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사적 공간이 배치되는 경우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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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수평적이지만 공적 사적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는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의 공간 구조적 특성이 베트남 지역

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용공간의 구성적 측면에서는 한국

아파트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용공간의 거실과 식당, 부엌의 개

방 정도는 부엌을 사용하는 주체의 위상이 투영되기 때문에 현지 생활양식

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아파트의 공용공간은 거실-식당-부엌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1층 전체가 공용

공간으로 이루어진 전통튜브하우스나 LDK형의 공용공간으로 이루어진 현

대튜브하우스와 유사한 배치를 보인다. 반면, 화교계 아파트는 거실-식당이

개방되어 있지만, 부엌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화교계 국가와 한국 아파트로부터 베트남 지역에

적용 가능한 계획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한국 주관 아파트의 계획

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주관 아파트의 계획적 특성이 베트남

의 기후적 제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되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 주관 아파

트의 주요 주동형식인 판상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상형으로 구성되었

을 때의 단위세대는 전·후면이 외기에 면하는 계획이 가능해진다. 외기에

면하는 면적이 증가함으로써 채광과 두 면 환기에 유리해진다. 또한, 앞서

설명한 거실과 식당, 부엌이 개방된 공용공간은 원활한 맞통풍을 통해 실내

환기를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주동형식과 공용공간의 배치는 베트남의 환

경에 적절한 계획요소이며, 전통튜브하우스의 채광·환기 방식과 유사한 부

분이 있다. 아파트에서 전통튜브하우스의 중정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재현

불가능하지만, 주동형식과 공용공간 배치의 변화를 통해 비교적 유사한 패

턴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분석을 종합한 결과,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토착화

조건을 정리하였다. 먼저, 베트남 주택에서는 외부와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주택의 외부로 개방된 출입부

를 통해서 외부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었다. 아파트 단위세대에서는 공간

이 한정되어 외부와의 소통이 매우 한정적이다. 하지만 활동적인 외부와의

소통은 아파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베트남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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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위세대의 경계를 넘어 공용복도 혹은 공용홀에서 외부와의 소통이 이

루어지고 있었다. 즉, 활동적인 외부와의 소통의 욕구는 주거의 영역 확장

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동의 공용공간을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 주동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외부와의 소통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의 심리적 균형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외부로부터 가족 구성원의 프라이버시와 주

택 내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다. 베트남 주택에서는 공적/사적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며, 공적 영역에서 사적영역으로의 점진적으로 변화

되는 동선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 전개는 전통·현대튜브하

우스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공적/사적 영역의 명

확한 구분과 점진적 동선 흐름의 공간구조적 특성으로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주택 내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주목하였다. 현대 시대에 접어

들면서 사적 공간의 분화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있었다. 프라이버

시는 인류 보편적인 기본적 욕구이며 이와 같은 계획적 특성 또한, 다른 지

역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사적 공간의 분화는 전통주택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계획적 특성이므

로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위상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베트남은 한자 문화권임에

도 불구하고 유교 사상의 수용이 완전하지 않았다. 따라서 토속적 문화가

이어졌으며 전통적으로 여성의 위치가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튜브하우스의 개방적인 공용공간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

엌에 투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트남의 아파트에는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독립된 부엌보다는 식사공간이 통합된 부엌으로

개방적인 부엌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토착화 조건을 정리하였다. 베트남의 고온

다습한 기후에 대응하여 환기와 채광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

다. 특히. 채광은 더위라는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선호되는 욕구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다. 채광과 환기를 위해서는 외기에 면하는 면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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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해야 하는데, 튜브하우스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적 특성이 나타난 반면,

베트남 주관 아파트에서는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해외 주관 아파

트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세 번째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베트남인들의 종교적 행위에 주목하였다.

베트남에서 종교적 의례는 사회주의 시대에 엄격히 통제되었음에도 현재까

지 지속된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다. 특히, 거의 모든 가정에서 종교적 공간

이 마련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교적 공간은 베트남인에게 있어 주

거공간에 꼭 마련되어야 하는 중요한 공간인 것이다. 주택의 공간 상황에

따라 종교적 공간인 제단을 형성하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아

파트 계획에 있어 실로 구획된 제단공간이 아니더라도 제단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공간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먼저,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래 설계방법론인 ‘패턴랭귀지’를 활용하여 주

거문화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미 존재하는 이론을 역발상적인 고안

을 통해 분석방법론으로 구축한 시도는, 패턴랭귀지를 재조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방법론을 주거문화비교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방법론을 한 지역의 여러 유형의

주택에 적용해 봄으로써 차별적인 연구 과정과 해석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다만, 패턴 분류와 연결관계 논리 설정을 통해 패턴 위계의

명확성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패턴 간의 연결과정에서 여전히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패턴랭귀지 이론은 건축분야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던 이론이

지만 다른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래밍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기본개념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해볼 때, 본 분석방법론이 치밀한 전산적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으로 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의의는 베트남 아파트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국내외 베트남 아파트에 관한 연구는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베트남 아파트에 관한 연구는 베트남 아파트 단위세대 평

면분석을 통해서 현대 베트남 주거문화에 대하여 논하는 방식이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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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본 연구는 현재 베트남 아파트가 토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베트남의 대표 도시주택인 튜브하우스에서 고유 주

거문화적 특성을 찾으려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 개발된 아

파트를 개발 주체에 따라 베트남 주관 아파트, 해외 주관 아파트로 구분하

여 실질적인 베트남 아파트의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한정된 분석

사례에 의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각 사례를 조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거주자의 생활양식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아닌 문헌에 의존한 조사가 이

루어짐에 따라 현지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문화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

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한

후속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세부적인 분석 대상의 분

류와 새로운 방법론의 정립 및 적용을 통해 현대 베트남 아파트의 토착화

조건에 대하여 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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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튜브하우스 분석 사례

주택명 87 Ma May House

주소 87 Ma May, Hanoi, Vietnam

준공연도 1900s

주거유형 전통 튜브하우스

건축크기 (m) 건축면적 층 수 세대 수
28*3.6 100 ㎡ 2 1

Section

2nd floor plan

1st floor plan
출처: Phuong The Ly(2012), A Critical Regionalist Approach to Housing Design in Vietnam: 
Socio-Environmental Organisation of Living Spaces in Pre- and Post-Reform Houses, Ph.D. 

Dissertation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표 1-1] 전통 튜브하우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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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47 Hàng Bạc House

주소 47 Hàng Bạc, Hanoi, Vietnam

준공연도 Before 1954

주거유형 전통 튜브하우스

건축크기 (m) 건축면적 층 수 세대 수
28*3.6 100 ㎡ 3 3

Section

2nd floor plan

1st floor plan
출처: To Kien(2008), "Tube House" and "Neo Tube House" in Hanoi: A Comparative Study on Identity 

and Typology,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v.7 n.2, pp255-262

[표 1-2] 전통 튜브하우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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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튜브하우스 분석 사례

프로젝트명 Hoàng Hoa Thám House

주소 267 Hoàng Hoa Thám, quận Ba 
Đình, Hà Nội

설계자 Kts Hanoi

준공연도 2014

사업단계 완공

건축크기 (m) 4*12

층 수 5

세대 수 1

Section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3rd, 4th floor plan 5th floor plan
출처: http://ktshanoi.net/mau-thiet-ke-nha-ong-nha-lo-4x12m-5-tang-Ktshanoi.htm (access on 

2017.5.27)

[표 2-1] 현대 튜브하우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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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Long biên 1 House
N

주소 451 phố Nguyễn Văn Cừ, 
Long biên, Hà nội

설계자 Kts Hanoi

준공연도 2013

사업단계 완공

건축크기 (m) 4*15

층 수 5

세대 수 1

Section roof top floor plan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3rd, floor plan  4th floor plan
출처: http://ktshanoi.net/thiet-ke-nha-ong-4-tang-4mx15m.htm (access on 2017.5.27)

[표 2-2] 현대 튜브하우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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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Nhà thân thiện #002

주소  in Hồng Mai. Hà Nội

설계자 GA+

준공연도 2017

사업단계 완공

건축크기(m) 2.5*10.5

층 수 5

세대 수 1

Section

N

floor plan
출처: http://gaplus.vn/project/nha-than-thien-002/ (access on 2017.5.27)

[표 2-3] 현대 튜브하우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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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Long biên 2 House

주소 451 phố Nguyễn Văn Cừ, Long 
biên, Hà nội

설계자 Kts Hanoi

준공연도 2013

사업단계 완공

건축크기 (m) 4*15

층 수 4

세대 수 1

 4th floor plan

3rd, floor plan

2nd floor plan

 

1st floor plan
출처: http://ktshanoi.net/thiet-ke-nha-pho-dep-4x20m-4-tang-co-3-phong-ngu.htm(access on 

2017.5.27)

[표 2-4] 현대 튜브하우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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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Hoan House

주소 Hà Nội

설계자 Công ty TNHH Thiết kế Thi 
công Nhà đẹp

준공연도 -

사업단계 계획

건축크기 (m) 5.4*20

층 수 4

세대 수 1

           

N

 4th floor plan

3rd, floor plan

2nd floor plan

1st floor plan
출처: http://thietkenhadepaau.com/san-pham/thiet-ke-nha-pho-hien-dai-4-tang-110m2-tai-ha-noi/ 

(access on 2017.5.27)

[표 2-5] 현대 튜브하우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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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Tây Hồ House

주소 Anh Tuấn, Lạc Long Quân, Tây 
Hồ, Hà Nội

설계자 Hồ Hữu Trinh

준공연도 -

사업단계 계획

건축크기 (m) 5*15

층 수 4

세대 수 1

 4th floor plan

3rd floor plan

2nd floor plan

1st floor plan
출처: https://kientrucvietas.com/nha-pho-5-x-15m-kien-truc-nhe-nhang-tinh-te-o-quan-tay-ho-ha-noi 

(access on 2017.5.27)

[표 2-6] 현대 튜브하우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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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Hoàng Mai  House

주소  H. Hoàng Mai, TP. Hà Nội

설계자 Sanha Architecture

준공연도 2017

사업단계 완공

건축크기 (m) 3.6*15.7

층 수 4

세대 수 1

       

Elevation & Section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3rd, floor plan 4th floor plan
출처: 

https://shac.vn/mau-thiet-ke-nha-pho-4-tang-hien-dai-moi-nhat-tai-ha-noi-sh-nod-0164#prettyPhot
o (access on 2017.6.27)

[표 2-7] 현대 튜브하우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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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Long biên 3 House

주소 Long biên, Hà Nội

설계자 -

준공연도 -

사업단계 완공

건축크기 (m) 4*13

층 수 5

세대 수 1

  

Section

1st, 2nd  floor plan 3rd, 4th 5th  floor plan
출처: http://ktshanoi.net/thiet-ke-cai-tao-nha-lien-ke-mat-tien-4m-5-tang.htm (access on 2017.6.27)

[표 2-8] 현대 튜브하우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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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Hà Đông House

주소 59 Thái Thịnh 2, Thịnh 
Quang, Đống Đa, Hà Nộ

설계자 ANP

준공연도 -

사업단계 계획

건축크기 (m) 3.9*17.5

층 수 4

세대 수 1

  

Section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3rd floor plan 4th floor plan
출처: 

http://ytuongnhadep.vn/cai-tao-nha-pho/thiet-ke-cai-tao-nha-ong-3-tang-cu-sap-xe-tro-nen-xinh-d
ep.html (access on 2017.9.19)

[표 2-9] 현대 튜브하우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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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Sóc Sơn House

  

주소 Sóc Sơn, Hà nội

설계자 KIEN TAO VIET

준공연도 2017

사업단계 완공

건축크기 (m) 3.6*13

층 수 4

세대 수 1

 4th floor plan

3rd floor plan

            
2nd floor plan

1st floor plan
출처: http://nhaphodepktv.com/mau-thiet-ke-nha-pho-dep-4-tang-hien-dai.html (access on 2017.9. 

18)

[표 2-10] 현대 튜브하우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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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주관 아파트 분석 사례

프로젝트명 Vinaconex 7 Hồ Tùng Mậu

주소 K2 Tổ 34 Thị trấn Cầu Diễn, 
Từ Liêm, Hà Nội

발주 Vinaconex

준공연도 2015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364.500㎡ - 11 27-35

출처: http://diaoc24h.net/ban-chung-cu-136-ho-tung-mau-mau-gia-goc/ (access on 2017.9.19)

[표 3-1] 베트남 주관 아파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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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Vinaconex 2
Golden Silk Thap C

주소 K2 Tổ 34 Thị trấn Cầu Diễn, 
Từ Liêm, Hà Nội

발주처 Vinaconex

준공연도 2017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5.439㎡ - 1 36 640

출처: https://www.hanoiland.net.vn/toa-c-kim-van-kim-lu-vinaconex-2-golden-silk  (access on 
2017.9.19)

[표 3-2] 베트남 주관 아파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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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명
Trung Hoa T34

주소 241 Xuan Thuy Road, Hanoi, 
Vietnam

발주처 Vinaconex

준공연도 2006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 - 1 34 390

 

출처: 이종권. (2009). 베트남 하노이 공동주택의 거주후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산업대학교

[표 3-3] 베트남 주관 아파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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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Time City

주소
458 Minh Khai Street, Vinh 
Tuy Ward , Hai Ba Trung 

District, Hà Nội

발주처 Vinhomes

준공연도 2014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364.500㎡ - 11 27-35

출처: Vinhomes
이미지 출처: 

http://english.vietnamnet.vn/fms/vietnam-in-photos/100672/hanoi-s-major-urban-centers-viewed-from
-above.html (access on 2017.9.19)

[표 3-4] 베트남 주관 아파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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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Bán căn hộ Vinaconex 1

주소 K2 Tổ 34 Thị trấn Cầu Diễn, 
Từ Liêm, Hà Nội

발주처 Vinaconex

준공연도 2016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5.439㎡ - 2 36

출처: http://vinaconex1khuatduytien.blogspot.com/ (access on 2017.9.19)

[표 3-5] 베트남 주관 아파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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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Ecopark Van Giang

주소  Ecopark, Xuân Quan, Hà 
Nội

발주처 Vihajico

준공연도 2015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 - 13 25 1500

출처: http://ecoparkvangiang.vn/apartments-type-c-for-rent/ (access on 2017.6.27)

[표 3-6] 베트남 주관 아파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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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Royal City

주소
72 Nguyễn Trãi, Khu đô thị 
Royal City, Thanh Xuân Bắc, 

Thanh Xuân, Hà Nội

발주처 Vinhomes

준공연도 2015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120,945㎡ - 6 35  4,400

출처: Vinhomes

[표 3-7] 베트남 주관 아파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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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Nhà ở cho cán bộ chiến sỹ 
Bộ công an

주소 Lot B1 (H2-1) Co Nhue 2 
ward, Tu Liem district, Hanoi

발주처 Constrexim 1

준공연도 -

사업단계 계획

대지면적 건축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45,537㎡ - 5  25~30 1814

출처: http://constrexim1.com.vn & 
http://chungcugroup.com/nha-o-xa-hoi-cho-can-bo-chien-sy-bo-cong-co-nhue-2/ (access on 

2017.9.18)

[표 3-8] 베트남 주관 아파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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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UDIC Westlake 

주소 lô CT04 KĐT Ciputra, Hanoi

발주처 TỔNG CÔNG TY ĐẦU TƯ PHÁT 
TRIỂN HẠ TẦNG ĐÔ THỊ (UDIC)

준공연도 -

사업단계 계획

대지면적 건축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29.616㎡ - 3  17, 19, 23 -

출처: 
http://www.udicwestlake.vn/2017/05/mat-bang-thiet-ke-can-ho-du-chung-cu-udic-westlake-vo-chi-cong.ht

ml (access on 2017.9.18)

[표 3-9] 베트남 주관 아파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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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The K - Park

주소 Van Phu - Ha Dong - Hanoi

발주처 CenInvest

준공연도 -

사업단계 계획

대지면적 건축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13,708.5㎡   4,980 3  25~27 951 

출처: http://www.kpark.com.vn/ (access on 2017.9.18)

[표 3-10] 베트남 주관 아파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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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주관 아파트 평면]

사례1: Vinaconex 7 Hồ Tùng Mậu (101.68㎡) 사례2: Vinaconex 2 Golden Silk (96.1㎡)

사례3: Trung Hoa  T34 (100㎡) 사례4: Times City (110.3㎡)

사례5: Vinaconex 1 Khuat Duy Tien 
(115.17㎡)

사례6: Eco park (92.12㎡)

[표 3-11] 분석 대상 (베트남 주관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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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  Royal City (96.3㎡)
사례8: Nhà ở cho cán bộ chiến sỹ Bộ 

công an (87㎡)

사례9: UDIC Westlake (84㎡) 사례10: The K – Park (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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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주관 아파트 분석 사례

프로젝트명 Hillstate Hyundai

주소
Ha Cau, Ha Dong, Hanoi, 

Vietnam
발주처 HYUNDAI RNC HATAI

설계자 현종

시공자 현대건설 (Hyundai E&C)

준공연도 2013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21,115 ㎡ 5,394 ㎡ 173,851 ㎡ 11 32 928

Site plan 102.79 sqm

123.04 sqm 134.32 sqm

135.98 sqm 136.98 sqm

139.09 sqm 168.66 sqm
출처: 최재필. (2015). 아파트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역별 건축 프로토타입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고서

[표 4-1] 한국 주관 아파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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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Landmark72 Tower

주소
Ham hung, cau giay, ha noi, 

vietnam

발주처
Keangnam Vina 

(100% 경남기업 지분)
설계자 희림(Heerim), 삼우 (Samoo)

시공자 경남기업 (Keangnam)

준공연도  2012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46,054 ㎡ 18,419 ㎡ 608,946 ㎡ 3 50, 72 922

Site plan Typical plan

107 sqm 118 sqm 126 sqm 156 sqm

160 sqm 206 sqm 408 sqm 433 sqm
출처: 최재필. (2015). 아파트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역별 건축 프로토타입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고서

[표 4-2] 한국 주관 아파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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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Daewoo CLEVE

주소

발주처 인평 (Inpuyng)

설계자 플랜애드 (Plan AD)

시공자 대우건설

준공연도 -

사업단계 계획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 수 세대 수
13,532 ㎡ 6,113 ㎡ 188,037 ㎡ 45% 1212% 36 1002

Location Site plan

94 sqm 122 sqm

123 sqm 123 sqm

129 sqm 163 sqm
출처: 최재필. (2015). 아파트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역별 건축 프로토타입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고서

[표 4-3] 한국 주관 아파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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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Spandora

주소
Splendora Project in An 

Khanh, Hoai Duc, Hanoi
발주처 포스코 건설, Vinaconax

설계자 -

시공자 포스코 건설

준공연도 2015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 - - 4 16~22 -

Site plan 88.49 sqm

110.89 sqm 109.32 sqm

128.91 sqm 136.98 sqm
출처: https://sites.google.com/site/cantavilpremier/certificate (access on 2017. 10. 22)

[표 4-4] 한국 주관 아파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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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XI Riverview Palace

주소
Nguyen Van Huong st., Thao Dien 

Dist, HCMC

발주처 지에스 건설 (GS E&C)

설계자 창조건축

시공자 지에스 건설 (GS E&C)

준공연도 2012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 수 세대 수

17,208.7 ㎡ 7,383.24 ㎡ 75,940.8 ㎡ 42.9% 441.3% 27 258

Location Site plan

181.65 sqm 171.35 sqm

133.70 sqm 487.80 sqm ( 1st floor/ 2nd floor )
출처: 최재필. (2015). 아파트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역별 건축 프로토타입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고서

[표 4-5] 한국 주관 아파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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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BOOYOUNG INTERNATIONAL 

APARTMENT

주소 Mo Lao, Ha Dong, Hanoi

발주처 부영건설

설계자 -

시공자 Vinaconex 9

준공연도 -

사업단계 진행중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 - - 6 30 5000

Site plan

Building Plan & Units
출처: http://kr.booyoung.vn/ (access on 2017. 10. 22)

[표 4-6] 한국 주관 아파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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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Cantavil Premier An Phu 

주소
An Phu Ward, District 2, Ho 

Chi Minh
발주처 대원건설, Thủ Đức House

설계자 -

시공자 Daewon E&C

준공연도 2012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 11,170.3 m² - 2 36 200

Building Plan 10th floor

      

Building Plan
출처: https://sites.google.com/site/cantavilpremier/certificate (access on 2017. 10. 22)

[표 4-7] 한국 주관 아파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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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관 아파트 평면]

사례1: Hillstate (123.04㎡) 사례2: Landmark72 Tower (107㎡)

사례3: Daewoo CLEVE (94㎡) 사례4: Spandora (128㎡)

사례5: XI Riverview Palace (133.70 ㎡)
사례6: Booyoung International Apartment 

(95.54㎡)

[표 4-8] 분석 대상 (한국 주관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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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  Cantavil Premier An Phu (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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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분석 사례

프로젝트명 Mulberry Lane

주소
Co Ngua Qrea, Mo Lao New Urban 
Area, Mo Lao ward, Ha dong, Hanoi

CapitaLand (Singapore)발주처

설계자 RSP Architects 

시공자 Tham & Wong Vietnam Co

준공연도 2014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동 수 층 수 세대 수

24,466 ㎡ - - - 5 - 1,478

Site plan 45.77 ㎡

88.83 ㎡ 113.17 ㎡

118.19 ㎡ 114.26 ㎡

123.65 ㎡ 153.97 ㎡
출처: https://mulberrylane.com.vn/ (access on 2017. 10. 22)

[표 5-1]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1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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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Seasons Avenue

주소 LK 6A, Mộ Lao, Hà Đông, Hà 
Nội, Vietnam

발주처 CapitaLand (Singapore)

준공연도 2019 (예정)

사업단계 진행중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동 수 층 수 세대 수

1.3 ha - - - 4 40-41 1,300

Site plan

S1 S2

S3 S4
출처: http://capitalandvietnam.info/thiet-ke-toa-s4/ (access on 2017. 10. 22)

[표 5-2]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2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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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Vista Verde

주소
Dong Van Cong, Thanh My Loi 
Ward, District 2, Ho Chi Minh 

City

발주처 CapitaLand (Singapore)

설계자 ONG & ONG

준공연도 2017

사업단계 진행중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동 수 층 수 세대 수

34,056㎡ 25,295㎡ - - 4 33-35 1,152

Site plan

Tower 1 Tower 2

Lotus tower Orchid tower
출처: http://www.propertyfactsheet.com/properties/vista-verde-viet-nam/ (access on 2017. 10. 22)

[표 5-3]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3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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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Riviera Point

주소

Nguyễn Văn Tưởng
Tân Phú
Quận 7

Hồ Chí Minh, Vietnam

발주처 Keppel Land (Singapore)

준공연도 2016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동 수 층 수 세대 수

12,700 3 3 518

출처: http://rivierapoint.com.vn (access on 2017. 10. 22)

[표 5-4]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4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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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Estella

주소 District 2, Ho Chi Minh City

발주처 Keppel Land (Singapore)

준공연도 2012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동 수 층 수 세대 수

4.8 ha 8 20-25 719

Site plan

 124.6 ㎡ 104.8 ㎡

147.8 ㎡ 171.5 ㎡
출처: https://rever.vn/toa-nha/the-estella-an-phu (access on 2017. 10. 22)

[표 5-5]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5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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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Grand Midtown

주소 District 7, Ho Chi Minh City

발주처 Phu My Hung (Taiwan)

준공연도 -

사업단계 진행중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동 수 층 수 세대 수

 5,540 ㎡ ㎡ - - 5 12-20 309

plan
출처: http://www.canhosaigon-giaiphapancu.com/ (access on 2017. 10. 22)

[표 5-6]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6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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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Sky Garden 3

주소 District 7, Ho Chi Minh City

발주처 Phu My Hung (Taiwan)

시공자  China Pacific Consultancy 
(SPCC)

준공연도 2010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동 수 층 수 세대 수

 4,27 ha 26,494㎡ - - 9 12-20 1,771

Site plan
출처: https://phumyhung.com.vn (access on 2017. 10. 22)

[표 5-7]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7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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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The Panorama

주소 District 7, Ho Chi Minh City

발주처 Phu My Hung (Taiwan)

시공자  Southeast Asia Co., Ltd

준공연도 2011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동 수 층 수 세대 수

2.4 ha 26,494㎡ - - 6 6-14, 24 276

Site plan
출처: http://phumyhung.com.vn (access on 2017. 10. 22)

[표 5-8]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8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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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Riverside Residence

주소 District 7, Ho Chi Minh City

발주처 Phu My Hung (Taiwan)

준공연도 2010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동 수 층 수 세대 수

45.425㎡ 26,494㎡ - - 5 17-29 622

site plan Building B, D, C

Building A

Building E
출처: https://phumyhung.com.vn (access on 2017. 10. 22)

[표 5-9]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9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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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Happy Valley

주소 District 7, Ho Chi Minh City

발주처 Phu My Hung (Taiwan)

시공자  China Pacific Consultancy 
(SPCC)

준공연도 2011

사업단계 완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동 수 층 수 세대 수

 4,27 ha 26,494㎡ - - 9 12-20 1,771

Site plan 99.92 ㎡ 103.64㎡

115.80 ㎡ 81.27 ㎡ 134.22㎡

134.57 ㎡ 135.72 ㎡ 115.64 ㎡
출처: https://phumyhung.com.vn (access on 2017. 10. 22)

[표 5-10]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10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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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평면]

사례1: Mulberry Lane (113.17㎡) 사례2: Seasons Avenue (110.67㎡)

사례3: Vista Verde (107.5㎡) 사례4: Riviera Point (99.0㎡)

사례5: Estella (104.8 ㎡) 사례6: Grand Midtown (89.41㎡)

[표 5-11] 분석 대상 (화교계 국가 주관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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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  Sky Garden 3 (100.25㎡) 사례8: The Panorama (120.38㎡)

사례9: Riverside Residence (98.46㎡) 사례10: Happy Valley (1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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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ying Planning and Cultural Factors for the
Indigenization of Contemporary Apartments in Vietnam
Utilizing a Pattern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ology

Kim. Youngwoo 
Department of Architecture

Ph.D. Course i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Choi, Jaepil

The question of whether newly introduced housing types in Vietnam inherit

native residential culture wa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n order to find

answers to this question, planning and cultural factors for the indigenization of

modern Vietnam apartment were discussed. Housing research methodology and

residential culture in Vietnam were the main subjects in this research.

First, a new research methodology was established to compare housing

cultural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a comparative study method for residential

culture was developed based on pattern language. Because the process of

analyzation is generally a reverse order of the design process, a ‘Pattern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ology’ was developed by reconstructing the

pattern language, a design methodology. From the viewpoint of studying

housing culture,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culture were discussed by

studying urban housings in Vietnam. To this end, the following objectives were

set. First, Vietnamese apartments were examined to see whether it reflects the

native housing culture. Second, the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of residential

cultural patterns in the architectural transi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Vietnamese houses were discussed. Finally,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partments developed by overseas companies to Vietnamese apartments was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housing culture.



- ii -

Urban housings in Vietnam were the subject of this study. Tubehouse, a

representative housing type in urban areas of Vietnam, and unit plans of

apartments, a rapidly growing housing type in Vietnam, were studied in this

research. Tubehouses were divided into 'traditional tubehouses’ and 'modern

tubehouses’, based on whether it was developed before or after Doi moi.

Apartments developed after the Doi moi were studied and classified based on

the development subject. Local apartments in Vietnam and overseas(Singapore,

Taiwan, and Korea) developed apartments were studied.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each object using the pattern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ology.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Vietnamese housing

culture were examined by the comparison analysis between traditional

tubehouses and modern tubehouses. Next, traditional, modern tubehouses and

apartments in Vietnam were examined to study whether characteristics of

Vietnamese residential cultural is inherited in present apartments in Vietnam.

Considering the Vietnamese apartment development situation and economical

situation, Vietnamese apartments a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Chinese culture

based countries, like Singapore and Taiwan.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residential and cultural factors from Singapore and Taiwan on unit plans of

Vietnamese apartment was ascertained.  In addition, tubehouses and apartments

developed by Korea were compared in order to figure out what residential

cultural characteristics of overseas developed apartments can be usefully applied

in Vietnam.

The differences shown in building shapes of housings built after and before

the Doi moi affects th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opening and the degree of

privacy. Also, environmental methods for natural lighting and ventilation

showed differency. On the other hand, methods for conflict mitigation between

privacy and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and unique methods for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were inherited. In addition, similar patterns

were shown in religious aspects.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in specific

planning methods, the importance of lighting and ventilation have consistently

been considered. The desire for personal privacy has increased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Vietnam since the Doi moi, but the desire for religious

activities, lifestyle in public spaces including the kitchen,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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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outside of the house have been implied in modern housing plans. In

addition, various plans for controlling hot and humid climatic conditions of

Vietnam have appeared showing that environmental needs have been reveale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Vietnamese apartment had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unique residential culture or that it was completely

influenced by Singapore and Taiwan. First, housing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ubehouse did not appear to be strongly projected in the designs of

apartments developed by Vietnamese companies. Although applied housing

cultural patterns in apartments built by Vietnamese countries varies from case

to case, unique characteristics showed consistency in apartments designed by

companies from Korea, Singapore, and Taiwan. From the viewpoint of applied

residential culture, characteristics of Vietnam houses are closer to those that are

developed by companies in Singapore and Taiwan than those of Korean

companies. However, lifestyle shown in Korean apartment buildings and

combined public spaces including the living room and the kitchen, and

environmental advantages like natural lighting and ventilation can be considered

noteworthy. Based on studied results, Vietnamese apartments can be considered

to be in the transitional stage of indigenization through the acceptance process

from overseas countries.

Keywords: Vietnam, Apartment, Tubehouse, Pattern Language, Network 
Analysis, Indigenization, Cross-Cultural Analysis

Student Number: 2011-3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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