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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環壞心理의 擺念化

本 積에서는 A間이 그 環境과의 相互作用關係에 關한 몇가지 基本的인 問題點에 關해 論→

議하면서 最近 數年間 크게 우리들의 關心의 對象이 되어온 環境問題에 對해서 ~理的 次

JG 以外에 A間이 그 環境에 對해서 어떻게 知覺하느냐 하는， 보다 A間의 主觀的 뼈l面 ep, 

心理的 次元이 있음을 序說的으로 紹介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 內容은 自然히 어떤 새로운 

理論의 定立이나 學說의 초張보다 오히려 一般짧的인 序說形式요로 展開되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心理學者들이 環境과 人間의 個人및 集團間의 相互作用에 關해서 많은 關心

을 가져왔지만 -應 都市環境心理라고 얼컬어질 수 있는 都市環境과 λ‘間間의 相互作用關係

에 對해서는 아직 어떤 知識的인 體系가 確立된 것윤 아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主로 心理

學 分野로 부터의 모든 擺念이나 方法論에 依存하게 될 것이다. 換言하면， 心理學的 見地에 

서 볼혜 都市行態라든가 都市體驗들이 보다 廣範圍한 見地에 서 理解될 수 있다는點， 몽P 어 떠 

한 環境에서도 適用될 수 있는 A間機能의 原則들이 都市環境에 있어서도 역시 適用되어질 

수 있다는 前提下에서 出發하고 있다. 

그러면 우선 重要한 問題는 環境이 여러가지 많윤 다른 方法으로 觀念化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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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認定할 必要가 있다. 우선 첫째로 環境이라고 하면 購音， 光線과 같은 物理的 刺載

(physicaI stimuli)으로 생각될 수 있고 또한 地理的 氣候的 條件으로도 생각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人間 및 社會的 刺載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 그리하여 環境이라는 用語 그 自

體는 心理學者에 依해서 「스키느J (P.F. Skinne)의 「라트복-스J(rat hox)에서 부터 地域社

會 全體에 이르는 어떤 것을 가르키는 것으로 使用되어 왔다. 郞 組織體의 發展 혹은 行態

‘에 影響을 주는 組織體外部의 어떤 것을 意味한다. 

環樓에 關한 論議에 있어서 根本的으로 重훨한 點은 物理的 刺載훨因이 社會的 事實로 變

質된다는 것을 認識할 必훨가 있다. 왜냐하면 A間윤 物理的 몇因에 對해서 知覺하며， 規

定하며 나아가 그들 훨因에 對해 그들 나름대로의 過去의 經驗 lì.P, 學習펀 個A의 期待와 

흑윤 文化的 期待에 따라 달리 對應하기 때 문이 다. 換言하면 物理的 世界와 現象世界間에 는 

반드시 i致할 수 없는 것이며 存在와 짧識間에는 差異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事實은 

우리들이 똑같은 地理的 文化的 條件下에서도 相異한 文化와 社會를 形成하여 왔다는 것을 

←想起할때 分明하여질 것이 다. 이 려 하여 zp和時에 있어 서 做空機의 購좁이 相當히 귀 찮윤 存

在로 認、識되어지겠으나 戰時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羅音이 敵의 飛行機로 부터 發生되지 않 

는한 그렇게 귀 찮은 存在로 認識되 어 지 지는 않는다. 이 와 類似한 한가지 例로서 I場 購좁 

의 경우 工場주변에 살고있는 住民들이 그 魔륨을 보다 많윤 地方展庸을 마련하여주는 것 

으로 생각한다면 그 魔흡이 그들 憐近住民들에게 귀찮은 存在로셔 느껴지지는 않을것이다. 

現在까지 環境心理에 있어서 學問的湖流는 두가지 魚點으로 集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는 「헤브J(Hebb， D.O.)의 “行態組織.. (The Organization of Behaviour) (1)이 著述된 以來 認

定되어온 것으로， 여기서는 主로 環境으로 부터 知覺刺載이 定常的인 知覺 및 認識機能의 

發展에 必훨한것 이 라고 主張하고 있 다. 最近 이 와같은 理論을 더욱 發展시 켜 「헤론J (2) 

(Heron, W.T.)과 같은 몇몇 心理學者들윤 成熟한 A間組織體(the mature human organism) 

가 定常的￡로 繼續 그 擬能을 維持하는데 必훌한 最少限度의 知覺훨求에 關해서 깊은 없 

究를 하여 왔다. 이리하여 이들 心理學者들은 物理的 環境으로 부터 定常的인 視覺的 흑은 

觸覺的인 刺행을 받지 않는 知覺喪失狀態에 있는 사람을 實驗한 結果 그 사람이 不安과 혼 

동속에 서 그 實驗을 中斷하여 줄것을 훨求하는 事實을 發見하였 다. 이 들 實驗들은 大體로 極

端的인 環境속에서 A間이 當面하는 問題點이 무엇인가를 王로 觀察하는 것이었다. 이와같 

윤 寶驗 以外 다른 實驗 (3) 에 있어서도 역시 어떤 水準의 知覺投入의 必훨性을 示浚할 뿐 

아니라 A間이 視覺的 刺載흉흉因에 있어서 어느程度의 複雜性， 不調和， 新奇뾰， 意外性을 즐 

(1) Hebb, D.O. , The Orgaηization of Behavior, A Neuropsychological Theory, New York, 
Wiley, 1949. 

(2) Heron" W. T. , ‘The Pathology of Boredom' , Scient댐c American, 196, 1. 1957, pp.52-56. 
(3) Berlyne , D.E. , Confiict, Aroιsal and Curiosity, New York , McGraw-HiII,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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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려는 A間의 奇好性을 示浚하고 있다 .... 實驗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示浚는 어떠한 

홍因들이 單調로움을 避할 수 있고 混亂없이 刺햄을 마련하여 :푸는 適正한 視覺的인 都市

및 環境을 構成하는데 도움을 줄 수있을까 하는 實驗을 하기 寫한 {밟設定立의 可能뾰을 發

見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環境心理가 關心을 가지고 있는것은 A工環境(built environment)에 關한 것으로 

郞， 環境이란實質上 A間에 依해서 修正된다는 접이다. 이와같은 새로운 關心윤 加速的인 

技術發展， Á口增加 特히 都市化와 都市의 複씁性， 計劃의 擾頭， ~p 環境에 있어서 意圖的

인 介入 및 統制， 이와같윤 훨因들에 依해서 촉진되어 왔다. 環境心理學者들윤 여러가 

지 方法오로 Á閒環境에 있어서 現在의 科學的 關心을 가지는데 많윤 공헌을 하여 왔다. 첫 

째， 그들윤 짧存環境과 그 쳤果블 調훌하였으며， 둘째로 그들은 設計者가 그의 設計에 있어 

서 받아도려야할 自然形態의 行態가 있는지 없는지를 究明할려고 努力하여 왔다. 셋째로그 

들은 環境設計를 하나의 行態修正技法(behaviour modifìcation technique)으로서 實驗하였 

다는 것이다. 

二. 自然環境의 神話

A間윤 그들 스스로가 相異한 氣候와 景觀(熱沙의 사막과 冷醒의 極地域을 包含)에 適廳

하기 흉해 學習되어 왔다.Á間윤 흑한과 흑서로 부터 또는 季節과 밤낮의 溫度 變化로 부 

터 그리고 또한 비， 눈， 지나천 太陽光線￡로 부터 윤신처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또 

、 한 그들 스스로가 自給하기 薦한 經濟動活에 從事하면서 그들은 物理的 環境에 適應 乃至

修正을 加하여 왔다. 遊收民과 흑윤 潤、民와 같윤 集團윤 그들의 環境을 別로 크게 修正 補

完하지 않았으나 아주 原始農民과 같은 集團윤 그들의 定住地域에 있어서 生態的인 變化를 

유말하여 왔다. 그들은 人間이 相異한 物理的 關係에서 發展시킨 基本的인 經濟活動에 影響

을 주는 物理的 環境을 修正하였다. 또한 。1 와 反面에 社會的 및 心理的 環境이 物理的 環

境에 變化를 주게 된다. 그리하여 A間의 經濟活動이 慣習 및 信念 그리고 또한 家族， 部

族， 村落， 社會組織體의 社會的 構造에 影響을 준다. 여기서 經濟와 心理間의 연계성을 추 

측하여 볼 수도 있다. 이리하여 「에력손J (Erickson, E.H.) (4)은 이와같윤 經濟와 心理間의 

연계성을 遊收民 「시옴스J(Sioux)와 定홉民 「유롭J(Yurok)의 個뾰의 特性을 比較하면서 例

示하고 있다. 

分析의 덤的을 寫해서 物理的 環境을 獨立變數， ~p Á間의 行態에 影響을 주는 變數나 흑 

은 從屬變數， ~p 物理的 環境 그 自體가 /\間의 行態에 依해서 形成되는 變數로 볼 수 있다. 

(4) Erikson, E.H. , Childhood aηd Society, Harmondsworth, Penguin,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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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나 實際에 있어셔 兩者의 關係는 핍常 相互作用關係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A間의 期

待와 解釋의 介A變數에 依해서 相互 얽히게 되어진다. 

이와같이 생각하여 블혜 A間의 相互作用에 依해서 無修正된 意味에 있어서 “A間”을 寫

한 “自然”狀態의 生育地의 存.在라는 것윤 疑問스러운 것이다.?7J論 詩A이라든가 哲學者 그 

리 고 몇 몇 社會學者들이 가끔 自然을 바람직 한 것으로 그들의 信念을 表現해 오지 않았던 것 

윤 아니다. 例컨데 「루소」와 같윤 사람은 “自然으로의 復歸"(‘retour á la nature')을 提唱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윤 「自然復歸」의 붐은 오늘날 캠핑， 地中海村落에 있어서 原始的인 

요두막 生活과 같은 休日 의 餘R탱를 寫한 ‘自然復歸’ (back to nature)와 같윤 現象이 增大되 

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윤 現象은 單純히 都市로 부터의 逃避現象으로 만으로는 볼 수 없 

는 것이다. 이와같은 現象윤 하나의 經濟發展의 指標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r루소」의 表

現과 같은 自然의 障標을 그가 生存하였던 그 時代의 歷史的 狀況과 關聯시켜 充分히 理解

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다른 時期에 있어서 都市가 不平不滿者， 없慧， 壓制者， 野心

家를 이끌어 들이는 引力으로써 作用하여 왔으며 그 以外 「아노니미티」의 定住를 提供하여 

왔음을 잊어 버 럴수는 없다. 

그렇다면 都市生活 그 自體는 農村生活보다 더 많은 問題點을 A間에게 提供하는 어떤 

證據는 있는가? 여기서 困難한 問題는 아직도 우리는 어떤 環境이 自然的인 것이며 非自然

的언가 혹은 健全한 것이 며 不健全한 것인가를 判斷할 수 있는 一致된 基準이 없다는 것이 

다. 어떤 形態의 行態가 先驗的ξ로 A聞과 그 環境間의 關係이] 있어서 適合한 것으로 생 

각될 수 있을 것인지 ? 滿足스러운 基準이 殘存하고 있는 것인지 ? 經濟發展， 幸福과 低水

準의 社會病理의 指標외- 같윤 것이 그 基準이 될 수 있을것인지 ? 여기에 對한우리의 解答

은 우리가 돼究하고 있는 環境과 마찬가지로 그 基準의 選擇에 달려 있을 것이다. 

確寶허 人間윤 物理的 社會的 環짧과의 關係에 있어서 技術이 單純한 社會 NP , 大部分의 사 

람들이 農村에 살고 있으며 心理的 見地에 서 볼때 보다 平安하고 滿足스러 운 것 같이 보이 는 

社會에 있어서， 그 關係가 좋다고 理解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비록 A間의 最初의 經

濟動活이 物理的 環境(햄繼， 原始農業， 煥繼)에 依해 주어 진 可能性에 서 發展하여 왔지 만 이 

것윤 技術的으로 單純한 環境條件에 있어서 A間이 보다 心理的으로 滿足하여 왔다는 어떤 理

論的언 基魔나 事實上의 證據가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原時的인 條件下에 있어 

서도 生活이란 너무나 困難하고 危險한 것이었기 해문에 A間은 幸福이란 것을 생각해 보 

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事實上 A間은 이 世上에서 幸福이란 것이 別로 重훨하지 않는 社

會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題業社會에 있어서 結婚과같은社會옮II度가生 

願 및 感情機能과 마찬가지로 社會 및 經濟機能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事實은 그것 

自體가 經濟 및 社會的 機能이 微弱한 現代 夫歸中心結婚制度보다 훨씬 좋은 結婚制度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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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할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A間윤 그들 스스로가 廣範圍한 環境속에서 살기 寫하여 適應할 수 있는 것을 보 

아 왔으며 心理的인 觀點에서 보다 固有的인 滿足스러움이란 없다는 것을 보아왔다. 그 

렇지만 이와같은 結論에는 우리들이 大部分의 社會心理學者에 依해서 王張되고 있는 立場을 

考慮한다면 多少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 다. 오늘날 大部分의 社會心理學者들은 A間의 基本

的언 心理的 훌求는 他A과의 相互作用에 對한 要求라고 主張하고 있다. 例컨데 分廳時 無

嚴力인 경우에 A間윤 自己의 肉體的 生存과 心理的 發展을 寫해 自己를 돌봐주는 사람에 

依存하게 된다.Á間은 自己의 行動方式， 態度， 價{直릎 他A과의 相표作用에서 學習하게 된 

다. 만약 이와같윤 A間의 基本的인 心理的 훨求에 對한 호張이 쫓當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 

음 段階로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提起하여 볼 수 있다. 어떼한環境이 A間의 基

本的인 心理的 滿足을 租否하며 했害할 것인가 ? 여기서 特히 우리들의 關心의 對象이 되는 

것은 都市生活 그 自體가 이와같은 A間의 基本的인 要求블 充足시켜 줄 수 없는 어떤 理由

라도 있는 것인지 都市生活이 個A에 對해서 어떤 特別한 問題를 提起하거나또는그에게 어 

떤 바람직하지 못한 했果를 주는 證樓라도 있는 것인지이다. 

都市는 가끔 A間이 輝外된 大짧輝外 社會로서 흑펑되어 왔다. “輝外”란 文字 그대로 

“越遠" (estrangement)을 意味한다. 그 用語 自體는 처음 「맑스」에 依해서 ‘勞動者의 輝外’

(aienation of labour)現象을 指擺하기 寫해 서 使用되 었 다. I맑스」는 勞動者를 輝外Á &P , 그 

自身과 自然으로 부터 輝遠된 사람으로 보았다 (5) 그는 資本主義와 塵業社會에 있어서 勞

動이 란 不自然스러운 環境에 있어서 無意味한 活動이 되 었다고 彈調하였다. I맑스」以來 

‘越外’란 擺念윤 보다 다른 意味로 使用되어 왔으며 現代生活의 다른 局面에서 適用되어 

왔었다 .. 特히 大都市生活에 있어서 緊張， 壓追， 不自然한것을 나타내기 짧해서 使用되어 

왔다 (6) 

그렇지만 A間이 반드시 그들의 都市環境을 大累輝外社會이나 輝外社會로 반드시 認識한 

다는 證據는 없다. 다음과 같윤 例들윤 이것을 例示하고 있다. 

첫째 大都市에 있어서도 A間윤 그들의 가까운 親熾과 가까운 關係를 維持하고 있을뿐 아 

니라 그들의 이웃과도 가까운 關係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많윤맑究(7)에서는 이와같 

은 第l次的 集團關係에 對한 心理的 要求가 都市生活에서도 重要하다는 것을示浚하고 있다. 

(5) Lichtheim, C. , ‘Alienation' in Internatioπa! Encyclopedia 01 the Socia! Scieκces， New York, 
Crowel1, Collier and MacmilIan, 1968 

(6) Schnore, L.F. , ‘Community’ in Smelser, N.J. (ed) , Sociology: An Introduction, New York, 
Wiley. 1967. 

(7) Fried, M. and Gleicher, p. , ‘Some source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an urban slum' i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28, 4, 1961 , pp.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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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塵層의 價{直觀點에 서 보면 「슬람」으로 생 각되 는 都市地域에서 도 가끔 近憐內外로 住民의 

移動이 거의 없는 相當히 安定한 狀態를 보여 주기도 한다. 

플째로 大量媒介體의 效果에 關해서 핍究한 많윤 昭究結果에 있어서도 心理的으로 相互間

에 輝外된 大象:1짧外社會의 存在에 關해서 事實上의 證據가 없 다고 示浚하고 있다 (8) 

셋째로 都市의 젊윤 사람들은 農村에서 살고 있는 젊윤 사람들보다 훨씬 높윤 敎育的 熱

뿔을 가질려고 한다. 

<表 1> 都市農村間의 進學希望者 比率

5;J] 能
|總性및 地域別 計

低 中 高

男子

農村 7.7 22.4 43.8 22.0 

물(2 ， 500以下) 14.3 31. 5 55.1 31. 8 
小都市(2 ， 500-25， 000) 13.0 32.3 66.1 38.4 

中都市(25 ， 000-100 ， 000) 18.3 39.8 65.2 41. 7 

大都市(100， 000以上) 22.9 47.0 69.4 50.7 

女子

農村 11. 1 19.8 35.8 21. 1 
둠(2， 500以下) 11. 1 25.9 38.5 23.9 
小都市(2 ， 500-25 ， 000) 13.2 26.3 50.8 29.5 
中都市(25， 000-100 ， 000) 12.1 30.3 52.2 32.8 
大都市(100， 000以上) 13.4 32.8 57.4 35.7 

資料 : L.F Schnore (1967) in Smelser N.J. (ed) , Soci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 

이것윤 部分的으로는 相當히 푼 都市에 있어서는 훨씬 敎育의 機會가 높다는 結果일 수 

도 있다. 如何튼 敎育과 敎育的成就가 現代社會에 있어서 中心的 位置를 차지한 以來 敎育

이 如他 地域에 서 보다 都市에 있어 서 더 評價되 고 있다는 事實은 都市A이 政外人으로서 

說明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最近 「넬손」과 「스로려」에 依한 美國陽究 (9) 에 있 

어서 美國 塵業社會의 聲짧의 增大가 쓸困文化속에 屬하고 있는 農村 좁年들에게 不正的으 

影響을 미 치 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는 大農村地域이 이 와같이 不利한 文化로 變質해 가고 있 

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理由가 있다고 示俊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大量媒介體가 重훨 

한 根源이라고 提案하고 있다. 그들 自身들에 依한 個性調훌에서 農村좁年들이 都市의 어린 

(8) Katz , E. , ‘The Two-step Flow of Communication' in Public Opiηioπ Quarterly , 21 , 1957, 
pp.61-8. 
Lazarsfield, P.F. , BereIson, E. and Gaudet, H. , The People’s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9) NeIson, H.M. and Starey, S.E. , ‘Personality Adjustment of RuraI and Urban Youth: The 
Formation of a RuraI Disadvantaged SubecuIture’ in Rural Sociology , 34, 1969, pp. 43-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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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보다 더 食弱한 個性 適應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r그런버-그」와 「도반」 

윤 都市負民者의 大量媒介體 (mass media)의 使用이라는 핍究調훌(10) 에서 99%가 T.V.를 

가지고 있으며그들운 그것을 中塵層의 사람보다 훨씬 많이 보고 있으며 그들 大部分은 T.V. 

가 實際로 生活이란 무엇인기-를 가르쳐 준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 都市食

民者가 農村 의 餐民者보다 훨씬 럴 뺑外되어 있는지 없는지의 如否는 반드시 大量媒介體

의 利用이나 親近만으로 單純히 論議될 수 있는 간단한 問題가 아니라 보다 複雜한 問題點

을 지니고 있다. 

넷 째로 -般的으로 런던의 어 린이 들이 第2次大戰동안 題村으로 輝開하였을혜 그틀윤 가 

끔 生活에 서 i짧外되 어 있음을 느꼈다. 

이 와같윤 例示들은 都市經驗이 그것 自體가 ‘不自然’스럽 거 나(unnatural) ， 緊張을 주는것 

￡로 생각할 必、훨가 없다는 것을 가르키고 있다. 

위에서 例示한 런던 어린이의 輝開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般的인 立場을定立하여 볼수 

있을 것 이 다. &P Á.間의 學習과 그들의 肉體的 心理的 狀態의 現l寶과의 相衝이 緊張의 經驗

을 諸發하거 나 어느程度의 社會的 混옮L과 흑윤 無法狀態를 意起시 킬지 도 모른다는 것이 다. 

이와같은 主張이 一般論으로서 받아도려질 수 있다면 都市生活의 問題點중의 하냐는 都

市存在의 特徵이 라고 할 수 있는 ‘加速的인 變化’ (the accelerated pace of change)에 있을 

지도 모른다. 移住民의 뺨L入과 技術 變化는 都市의 變化에 原因이 된다. 移住民의 、流入윤 

많存都市의 住民뿐만 아니라 移住民 自體에게도 問題點을 提起하여 준다. 近購住~團地는 

새로운 集團의 住民을 通해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道路， 住힘과 같윤 새로운 發展을 通해 

서 近憐住~團地의 性格을 變化시킬지도 모릎다. 한펀 技術 變化는 展健機會의 住格을變化 

시키면서 個A의 技術에 있어서 f'F業機會의 喪失이나 휴윤 增大블 倍增시켜 이것윤 바혹實 

質的인 心理的 問題률 意起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와같윤 技術變化는 農村보다 都市生活에 

더 附台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據期치 옷한 變化가 農村에서 훨否되는 예가 許多하다. 例

컨대 프랑스나 英國에 있어서 農民들윤 市場이 나 支援費에 關한 政府의 政策을 通한 變

化에 依해서 影響을 받아 왔으며 이들 變化에 對해서 抗議하거나 데모를 하여 왔다. 

心理學者들윤 가끔 A間이 그의 社會的 關係에 對한 훨求를 充足시켜주는 하나의 方法으로 

서 家族， 作業 集團， 犯罪集團과 같윤 第1次的 集團에 있어서 第l次的 集團關係의 重要뾰을 

彈調하여 왔다. 心理的인 觀點에서 A間이 보다 廣範圍한 近憐集團과 흑은 地域社會와의 關

係블 要求하고 있다는 것을 前提하기 寫한 證據의 提示에는 多少 問題點이 있다. 都市의 大

A口集團이 心理的언 理由에서 보다 經濟的 歷史的인 理由째문에 都市에 있다는 觀點을 -‘般

(10) Greenberg, B.S. andDervin, B. , Use of the Mass Media by the Urban Poor, New York, 
Praeger,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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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하기 란 아주 容易하다. 例컨대 이 러 한 것은 專門A의 集團이 같은 專門人集團과 利益團體와 

의 關係를 要求한다는 것을否定하는것윤 아니기 째문이다. 그렇지만 이와같은專門集團들이 

意思輝通의 效率性을 쟁해서 반드시 같은 이웃에 살아야할 必훨는 없다. 都市는 經濟的 理

由 以外의 훨求를 滿足시켜 주고 있기 해문이다. 덩n 都市는 知的， 文化的， 娘樂的인 훨求 

를 마련하여 준다. 

都市生活의 利點과 不利益點윤 都市와 함께 農村에서도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基準A로說 

明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農村윤 物理的으로도 쇠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젊윤사람들 

의 移出이나 퇴직자들 혹은 週末餘隔者들의 移入으로 因해서 폐를 입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論議되어온 事實루 부터 自然環境이라는 點에서 이야기 한다는 것윤 意味가 없 

는 것으로 結論지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問題點들에 疑問을 提

起하지 않을 수 없다. 都市環橫이 우엇을 提供하며 그것이 어떤 種類의 刺행훨因을 個A에 

게 안겨다 주는 것인지 ? 都市生活의 效果에 對해서 어떤 證據라도 있는 것인지 ? 都市는 

A間을 寫해서 좋윤 環境인지 ? 物論 A間이 여러가지 다른 環境에서 生存할 수 있고 適應

할 수 있다는 事實 그 自體는 어떤 環境윤 A間에게 나쁜것이며 어떤 環境윤 좋다는 可能性

을 排除하는 것은 아니다. 都市環境이 個A에게 어떤 制約條件을 願課하는 것인지 ? 그것 

이 그의 社會生活의 前提的인 構造인지 ? 또한 그것이 知覺投入의 加重한 부담을 주는 것 

인지 ? 그것이 選擇의 自由를 增大시키고 減少시키는 것인지 ? 都市A윤 農村A과 다른 個

性을 發展시켜야 하는 것인지 ? 이와같은 問題點들에 關해서 다음 節에서 論及하여 보기로 

한다. 

三. 資料의 困훌륭 

心理學者늪은 因果關係를 꿇定하는데 主로 關心을 가져 왔으며， 環境問題와 關聯해서는 

環境變數와 行態 흑윤 經驗間의 關係에 關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事實上 이와같윤 것윤 大

端히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A間은 自身의 物理的 環境을 變形하는데 學習되어 왔 

으며 또한 漸次 그것에 依해 影響을 받고 있지만 A間은 關聯된 그 原因과 過程을 事實上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計劃家들은 物理的 環境(團地設計， 車道와 步道의 分離， 住

혐의 類型)이 個A의 心理的 狀態와 그의 社會的 行態에 影響을 미친다는 {없定下에서 計畵u

을 하여 왔다. 그러나 現在에 있어서는 計劃家나 設計家 또는 建葉家에 依해서 社會科學이 

物理的 心理的 社會的 變數間의 相互補完뾰을 究明하고 있다는 것을 認定하는 時代이다. 確

寶히 過去에 있어서 計劃l家나 A工環境 設計에 關與한 사람들은 美覺的으로 滿足하는 그들 

自身의 觀念이나 直感 또는 據感을 寶際로 옮기는데 보다 더 關心을 가졌었다. 예컨데 부엌 

을 設計하는 경우에 있어서 建葉家는 부엌은 王歸가 家族의 음식을 마련하고 빨래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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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所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부엌이 家族生活의 中心點으로서 온 家族이 한군데 모이 

는 -種의 社會的 機能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充分히 可能한 것이다. 萬若 建藥家가부엌의 

이와같윤 社會的 機能을 考慮하지 않고 設計블 하였다면 그고객에 對해서 滿足한 環境을 

創造하여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비록 建葉家가 社會科學者의 도움으로 顧客의 行

態를 觀察하여 그 횟求에 맞는 設計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이와같윤 行態핍究가 그에게 

有用한 資料를 마련하여 줄것이라고 確信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因果關係의 定立이나 

存在로 부터 規範을 推論하는데는 언제나 어려운 問題인 것이다. 이와같윤 맑究는 요늘날 

設計의 不適當性을 指續하고 있을지도 묘른다. 그러냐 그들윤 무엇이 理想的인 것인가를指 

據하지 풋하고 있다. 例컨대 사람을윤 多樣한 活動을 寫해서 함께 모이 는 것이 좋아서 부엌 

에 모이는 것보다 오히려 부엌이 다만 따뜻하기 때문에 모일지도 모른다. 이와같윤 간단한 

例가 大端히 重훌한 여러가지 問題點을 彈調하고 있다. 事實上 A間윤 그의 物理的 社會的

環境으로 부터 떠나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兩者는 A間의 現tE 態度와行態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그것은 A間의 未來의 態度와 行態에도 역시 影響융 

주게 된다. 한 家族이 不便한 住居地로 부터 보다 넓윤 住居池로 옮겼을 경우에도 역시 어 

린이플이 침실이 따뜻한데도 不抱하고 如前히 부엌에서 그들의 學校숙제를 하고 있음융 볼 

수 있다(11) 이와같온 行態가 따뜻한 부엌이 實用있는 房以上의 어떤것을 意味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가? 따뭇함과 불이 原始的언 安全感을 마련하여 주는 것일까? 이와갚은 것 

윤 어떤 事實 證據에 依해서 完全히 立證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中塵層의 사람들윤 이와같 

은 要求를 經驗하는 것같지 않다. 이와는 反對로 그들은 부엌과 식당을 分離하는 것을 좋 

아 한다. 그러나 그들은 心理的인 魚點을 만들기 寫해 거실에 진짜거나 가짜이던간에 난로 

를 繼續 장치하고 있다. 中塵層의 사람들윤 부엌을 主歸가 家族이나 굶問者에게 보이지 않 

을려는 뒷펀의 구석진곳￡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都市生活윤公共場所에서 

보내는 時間의 比率變化에 依해서 特徵지울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公共場所란 .J:: 

場， 事務室， 學校， 病院， 圖書館， 博物館， 劇場， 敢食店， 슐칩 等等과 같은 것인데 이모든 

施設들이란 이틀 施設의 設計에 影響을 줄 수 없는 고객을 寫해 建設된다‘ 그들 고객이 할 

수 있는것윤 다만 이들 施設외 使用을 *巨否하는 걸 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들公共施設들이 

設計되어야할 그 機能들을 慣重히 定할 必、훨가 있다. 그렇지만 憐近住民이나 짧樂會의 會員

과같윤 使用者가 그들 주위의 環境에 影響을 주는 設計에 對해서 어떤 統制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선 認識할 必要가 있다. 

주어진 環境에 있어서 假設的인 理想的 環境을 마련하여주는데 對한 指針을 마련하여줄 

(11) Hole, V. , ‘Socia! Effeds of Faned Re-housing' in The Town Planniη!g Revieψ， 30, 2, 1959, 
pp.1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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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實證的인 行態많究가 아직 없다. 더군다나 우리들은 어떤 種類의 行態가 우리들이 

조장해 야 할 것인지 조차도 묘른다. 例컨대 우리들은 精神治魔의 目的에 關해서조차 一致한 

意見이 없다. 그리하여 어떤 주어진 病陳 設計의 治據的인 價{直를 評價할 수 없다. 

또한 우리 들이 建設하는 物理的 環境이 란 우리 들의 文化的 價{直의 表現이 라는 것을 認識

할 æ、훌가 있다. 이려하여 만약 새로운 敎育哲學을 開發한다딘가 어린이들을 學習過程

에 積極的으로 關與시켜 그들 自뭘의 選擇을 하도록 한다면 學校를 固定된 學級이나 마루바 

닥에 固看된 책상이나 의자가 없는 學校로 設計하기 始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 

로 都市設計도 우리들이 達成하고저 하는것， J3!.p 近憐關係의 장려， 廣範圍한 地域社會의 參

與와 같은 것을 反影해야 한다. 

그렇지 만 物理的 環境이 經驗이 나 行態에 어 떤 했果블 미 치 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즉 都市生活의 效果에 關해서 정확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大端히 어렵기 해문이다. 그러나 이 

에 비 해서 特定公共建物， 예컨대 病院， 學校， 퓨U務所， 事務室， 住~團地와 같은것에 關한 物

理的 環境의 效果에 關해서는 어느 程度는 容易한것이다. 왜냐하면 關聯된 몇몇 훨因들은統 

制할 수 있으며 따라서 個人의 空間 使用에 關해서 制限的인 것이지만 몇몇 寶驗結果를 定

立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制限的인 것이지만 A間의 훌求를 핍구究할 수 있으 

며 社會科學者와 設計者들이 協力해서 A間의 滿足에 보다 適슴한 環境을 創造할 수 있다. 

그렇지만 滿足이란 適應에 對한 結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또한 明確한 情報를 얻는 것을 

어렵게 한다.A間은 그블의 훨求와 期待를 바꿈으로서 많存環境에 適應한다. 만약 A間이 

變更할 수 없는 狀況에 當面하게 된다면 不滿과 不安을 減少시키는 한가지 方法은 그의 狀

況에 對한 認識과 解釋을 再評價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混雜의 經驗은 狀況과 

그것에 對한 A間의 解釋에 달려 있다. 都市民은 「러쉬 아워」의 빼-스 通動에 適應하여 

그것을 正常的인 것으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펀 같은 程度의 군중이 술접이나 

職場의 賣店에서 모이는 것윤 도저히 참을 수 없윤 것이다. 個人의 私生活에 對한 훨求도 

역시 本能的인 要求보다 오히려 學習的인 것이다. 따라서 相異한 文化와 相異한 歷史的

期間에 따라 個A의 私生活에 對한 훌求는 다른 것이다. 아주 재미 있는것은 같은 文化

內에 있어서도 個λ‘과 集團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려하여 大體로 運動선수들은 게임이 끝 

난후 共同협揚에서 전선수가 함께 목욕하는 것을 좋아 한다.A間이 狀況에 適應한다는 必

然的인 事實윤 A間이 A間을 變化시킬 수 있거나 흑윤 A間이 環境을 變化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後者의 경우에는 %論 A間이 變化하던가 흑은 據期한데로 變化할 것이라는確實性 

윤 없는 것이다. 또한 A間이 새로운 環境을 有益한 것으로 經驗할 것이라는 確實性도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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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心理的 空問構造

이 節에서는 心理的 測面에서본 都市環境의 特徵윤 무엇인가를 보기로 한다. 一般的으로 

網密， 過密， 公共場所의 增加 뿜을 都市生活의 局面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 

서 는 다음과 같윤 根本的인 問題에 關해서 檢討하여 보기 로 한다.Á間의 空間要求에 關해 

서 우리들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어떤 주어진 一定한 種類의 q;g間훨求에 對한 本能的이며 

文化的으로 規定된 훨求가 있는것인지 ? 그리고 우리들이 都市生活에 對해서 達成할 수 있 

는 어떤 結論에 對한 關聯된 事項들이 무엇인가를 보기로 한다. 

A間은 반도시 物理的 境界에 依한 空間을 劃定함이 없이도 그들 行態와 自身의 像에 對

한 結果的인 蓋然性을 지난 自己自身의 心理的 空間 혹은 領域으로서 어떤 區域을 限定한다 

는 것윤 分明한것 같다. 이와같윤 心理的 뿔間構造에 關해서 論投한 學者들중의 한사람이 

「고-프만」이다. 그는 自됐(seIf)나 흑은 個뾰을 하나의 “Á" (personal) 郞， r마스크」나 혹은 

우리 들이 臨時的으로 演하는 沒劃(-‘定한 時間동안 發展해온 比較的 安定的이 고 持續的인 構

造보다 오히려 臨時的인 投劃)로서 생각하고 있다. 그의 著書 日常生活에 있어서 自我의 表

現(12) 에서 그는 사람들이 自己 個뾰의 構成에 도움을 주는 장치나 面을 表現하기 옳하여 

家貝의 選擇과 備置나 정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인들은 이들 장치 

들이 그의 自身의 環境을 構成하는데 個A에게 적은 範圍를 주어 그가 주고 싶어하는 A象

을 操作하기 째문에 開放式의 事務室에서 일함으로써 위축감을 느끼리라고 생각된다. 그렇 

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윤 事務室을 같이 쓰는것을 좋아하며 그것이 그들 

의 自我를 위축하기보다 오히려 촉진한다고 느낀다. 그들의 反應은 慣習에 依해 影響을 받 

게 될지도 모른다. 例컨데 新聞社 事務室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윤 넓은房에 책상을 

가지고 있으며， 먼잡， 소란과 興寶이 그 職業의 ‘氣風’ (ethos)이며 촉감으록 되어있다. 그 

러나 個A의 事務室윤 역시 가끔 그가 세워 놓은 장벽뒤로 挑避하거나 윤익케 한다. 어떤 

組織에 있어서 個A이 階級上 높으게 되면 他A과의 接觸을 하는데 보다 많은 手段이 생기 

게 된다. 

A間윤 그 自身의 어떤것을 表現하기 寫해 그의 物理的 장치를 使用할 뿐만 아니라 또한 

物理的 장치로 부터도 學習을 하게 된다. 이리하여 협소한 북도， 조그마한 房과 그리고 추 

한 현관윤， 計劃家가 인색한 시설규모에서， 그들 居住者들에게 低價{直의 社會的 評價를 하 

· 였음을 나타낼지도 모른다. 종종 事務室윤 엄격한 階層的 序列에 따라 방치장이 이루어진 

다. 어떤 경우에는 日常的언 失禮가 되지는 않지만 그 目的이 確實하지 않윤 경우가 있다. 

(12) Goffman, E. , The Preseπtation of 8elf in Eνeryday Life , New York,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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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場의 作業場 便所에는 거의 향상 “男子”와 “女子”라는 표시가 붙어 있으나 事務室用 便

所에는 “숙녀”와 “神土”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데 이것윤 왜그러냐? r고프만」윤 그의 

著害 ‘受容所’ (Asylums) (1 3) 에 서 이 와같윤 觀察을 얻 어 施設物의 物理的 實際가 A間 그 自

體를 構成하는 擺念을 形成하는데 6월用된다고 하고 있다. r고프만」은 그의 現地調훌를한 病

院에서 환자가 露出되는 굴욕적인 物理的 條件들이 그 환자에게 주는 지독한 짓이 아니라 

한 A間으로서 그의 地位와 社會的 구실의 水準을 評價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있다. 꺼論 우리 

들은 이것이 환자가 취할 觀點인지 흑은 意圖된 學習을 前提로 한다면 그가 그것을 할것인 

지는 확실하지 않다. r프로산스키」와 그 以外 사람들(14)은 말하기를 物理的 環境， 텅P 精神

病陳， 學校室， 都市地域社會블 變更시킴으로서 A間의 行態를 修正한다고 말하는 것은 物理

的 環境과 A間의 行態間의 關係가 存在함을 前提할뿐만 아니라 그 關係라는 것이 物理的

環境에 對한 人間의 持續的이고 安定的언 反應에 기언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쭉當하냐 

그렇지 않는냐하는 것윤 特定한 狀況에서 定立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다. 

空間的 要因의 影響力을 핍究하는 또하나의 接近方法윤 立地的 特徵의 觀點에 서 個A相

互間의 行態를 맑究해온 心理學者에 依해서 취해진 것이다. r흘J (Hall, Edward T.)은 相互

間의 立地的 行態를 陽究하기 寫해 서 proxemics라는 用語를 주조하였 다 (15) 그는 關與A들 

이 相互 相對方과의 對A對關係를 維持하는 距離라는 것이 그 相互關係가 親近이 냐， 個A的

이냐， 社會的 혹은 公共的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 있다.Á間은 움직이거나 호흡하기 寫

해서 뿐만 아니 라 親近度 밟 心理的 距離感을 表現하기 뚫해서 도 空間을 必훨로 한다. l!.O 

空間覆(spatial envelope) 이 란 A間의 個性의 據張 郞， 個A空間의 續衝地帶(buffer

zone of personal spac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立地的 行態類型에는 文化的 差異가 있 

다. 이리하여 歐羅巴A의 公的 態度와 美國A의 그것은 如他 大!뿔人의 그것과도 다를 수가 

있다. 꺼論 이것은 무엇이 公的이며 私的이냐하는 搬念規定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空間續衝地帶의 心理的 重몇性은 아표리카에서 新大陸으로 如慧를 輸送하는 1l>!..慧船에서 

높은 死亡率을 그 例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높은 死亡率은 극히 흔잡한 그 없錄 

船의 受容力에 그 原因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環境이란 船室

보다 그렇게 나쁜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16) 그리하여 그것의 原因이 그들 相互間의 相互

(13) Goffman, E. , Asylμms， 1968, Harmondsworth, Penguin. 
(14) Proshansky, H.M. , Ittelson, W.H. and Rivlin , L. G. , ‘The Influence of the Physîcan Enviro~ 

nment on Behaviour: Some Basic Assumptions' in Proshansky, H.M. et al Environmental 
psychology: Man aηd his Physical Settiη!g ， New York, Holt, Rinehart and Ulinston, 1970. 

(15) Hall, Edward T. , The Hidden Dimension, Man’ s Use of Space iηPμblic aηd Primate, London, 
Douh!eday, 1966. 

(16) Biderman, A.D. , Lovria, M. and Bacchus, J. , Historical lnaclents of Extreme 0νercrowdiη'g ， 

Washington, D. C. , Bureau of Socia! Science Research,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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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係에 있어서 慣習的 距離를 維持할려는 그들의 心理的 훨求와 空間的 配慮間에 충돌이 있 

었기 때문이 아닌가를 推論하여 볼 수 있을것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底園이 딸린 住흰에서 

居住하는것 보다 오히려 高層아파트로 모이는 都市環境은 그들로 하여금 個個A의 期待하던 

空間續衝地帶를 상실케하므로써 그들에게 壓追感을 주게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같윤 點

을 너무 彈調할 必要는 없는것 같다. 郞 없慧라는 그 自體가 自我認識에 치명적인 했果를 

주었음에 플림없기 째문이다. 都市食民街에 많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것윤 그들 住民의 自我

意識에 敎命的인 쳤果를 주지 않을런지 모른다. 問題는 쏠民街의 居住者들이 누구와 그 自

身을 比較하는냐에 달려 있을런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賞民街 居住者들은 가끔 가까운 家族

構成員일 경 우가 많다. 그러 나 이 와 反面에 없慧들이 란 그들의 定常的인 社會的 關係와 격 

리되어 왔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慣習的 距離를 維持할려는 훨求에 關해 分明하게 말할 수 있는 아무것 

도 없다. 다만 한가지 分明한 것윤 第3節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A間은 그들의 흉§求와 狀況

의 認識을 再解釋할 수 있다는 것 이 다. 또 하나는 A間윤 그의 定常的인 距離行態를 脫皮할 

수 있는 여러가지 例를 發見할 수 있다는 것이다. 例컨데 오늘날 英國과 美國과 같윤 社會

에서 遭遇會(encountei:-group)가 流行하는 것윤 前述한 例중의 하나다. 왜냐하면 元來 이들 

社會에서는 大部分의 사람들이 親近보다 오히려 냉담으로 學習되어 왔기 째문이다. 소위 이 

와같윤 遭週會에서는 사람들이 私的인 問題의 討論뿐만아니라그 會에서 포용과接觸으로서 

그들의 울적 한 心情을 解消하여 줄려 고 애쓴다. 껏論 遭遇會라는 것윤 「뉴욕 그런윗 치 」村이 나 

「로스앤젤스」의 富格村， 흑윤 런던 NW1의 剛新的인 知識A들間의 一時的인 流行일지도 모른 

다. 그렇지만 어린애기의 경우 그의 어머니와의 關係에 있어서 本能的인 物理的 接近關係에 

있을 것이라는 假說을 定立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와같윤 假說윤 「할로우」의 북인도산 

원숭이 에 關한 맑究調훌(1 7)로 부터 導出된 A間行態에 對한 推論에 根據를 두고 있 다. 그는 

그의 원숭이들이 우유가 철사후 만든 代用어머니에서 보급되었을해도 부도러운 代用어머니 

에 매달려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는 그러면 이와같윤 假說을 一般化

할 수 있을것인지에 對한 疑問이 提起된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視하는 것윤 그와같윤 行態

가 本能的인 것이냐 흑윤 學習的이냐 하는 보다 心理學的안 根本問題에 接近할려고 하는것 

이 아니 라 「홀」이 指續한바와 같이 學習된 慣習的 距離感의 維持가 다른 種類의 社會的 遭

遇者중에서 어느 程度 安定感을 주는데 重훨한 것인가 郞 어느程度 이것이 初期의 要求를 無

意味하게 할 것인가 하는것이 바로 여기서 論議되어야할 問題點이다. 物理的 關係가人間에 

，게 本質的인 것이냐에 對해서는 疑問이 있을 수 있다.Á間윤 精神的으로 여러가지 準據集團

과의 關係를 맺고 있지만 또한 A間윤 역시 個A的이며 物理的인 關係를 훌求한다. 復者의 

(17) Harlow , H.F. , ‘Love in Infant Monkey’ s in Scient핸c Americaπ， reprint p. 4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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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있어서는 몇몇가지의 寶驗上의 證據가 있다. r삿크더」는 사람들이 緊張感을 가질때 

그들은 같은 種類의 狀態에 있는 他A과의 物理的 가까움을 가질려는 要求가 增大되며 더구 

다나 그들윤 안도감을 가지 게 된다고 指續하고 있다 (18) 

都市와 關聯하여 密度와 混雜의 問題는 第七節에서 論議될 것이다. 여기서는 空間이 物

理的 變數와 마찬가지로 心理的인 것이라는 보다 根本的인 機念에 關해서 論議하여 보았 

다. 

五. 心理的 空間의 決定훌素 

前節에서는 A間의 空間훨求와 그 構成에 關해 論議하여 왔다. 여기서는 어떤 셨果가 物

理的環境의 어떤 局面을 故意的으로 配慮하겠는가를 보기로 한다. 

많은 昭究가 個A 相互間의 關係發展에 物理的 環境이 어떻게 影響을 미치는가에 魚點을 

두어 왔다. 이 들 몇개 의 昭究들은 새로히 建設된 大量했外地와 또는 1950年代에 美國， 英國에 

서 發展한 새로운 住현團地에서 行해졌다. 이들 對象地域들은 特히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移住者로서 關聯變數의 격리가 容易하였다. 例컨데 MIT에서 맑究하고 있는 앓婚大學院 후 

業生들을 寫한 住힘發展을 寫한 「페스틴저」와 그의 同隨들에 依한 핍究 (19)에서는 두가지 點

을 例證하기 흉해 論議되 었다. 첫 째 는 學生들과 그들 家族의 住~에 對한 機會의 配分이 이 

와같이 比較的 同質的인 集團의 사람들間에 이루어진 友情의 類型에 影響을 미쳤다는 것이 

다. 사람들이 相互 보다 가까이 살게 됨으로서 그들은 더욱더 親하게 되 었다. 현관門이 얀 

마당쪽으로 面해 있기보다 道路邊에 面하고 있는 사람들윤 比較的 願外되 어 있었다. 둘째로 

友情의 類型윤 借家A組合과 같윤 그 地域의 問題에 關해 居住者들에 依해 形成된 與論에 

依한 것이다. 

이와같이 서로 만날 수 있는 機會를 주는 空間的 配置가 友情을 맺게하는 하나의 決定的

언 要因이된 例가 전체「아파트」에 있어서 2學年 學生用 住펀에서도 보여 주었다. 이경우 일 

층에서 부터 밑층까지 의 계 단이 일층과 밑층의 사람을 서 로 만나게 함으로써 親하게 되 

어진 경우이다. 이경우에는 實際的인 가까움보다 오허려 사람들의 움직임이 友情을 맺게하 

는 하나의 훨因이 되었다. 이들 調훌를 通해서 두가지 種類의 距離， ~p 物理的 距離와機能 

的 距離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近接윤 그 關係를 彈하게 하는 機會를 주는 것으로 생각 

될수 있다. 郞 그것은 友情과 不和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r쿠퍼」는 「고벤트리」꼈外에 있 

(18) Schochter, S. , The Psychoolgy of Affiliatioη，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19) Festinger, L. , Schachter, S. and Back, K., Social Pressures iηIπ:formal Groμ:p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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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住居地域을 隔究한 結果 이 와같은 事實을 發見하였다 (20) 이 地域에 있어서 住E겉은 「세 

미마렛치도」한것으로서 居室과 침실이 바로 이웃집 사람들과 다만 아주 앓윤칸막이 벽으로 

分離되 어 있었다. 따라서 그 結果로 생 겨 나는 購즙과 私生活의 認知等은 많윤 混옳L과 두통 

꺼리를 가져요게 하였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pathway로 住힘이 마주보고 있는 이웃간에는 

相當한 接觸이 있었다. 왜냐하면 大部分의 사람들이 正面의 현관문을 使用하기보다 오히려 

옆문을 使用하였기 때문에 大部分의 接觸은 이와같은 適路를 通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리하여 다시 相互關係에 影響을 주었던 것은 近接關係 그 自體뿐만 아니라 團地의 設計 그 

自體에도 또한 있었다. r리터」도 또한 이 點을 指擺하면서 住~에 對한 通路 接近이 道路

接近을 가진 住힘이나 家族의 경우보다 家族間의 相互協助를 높이게 되며 餘隔活動을 함께 

하였 다고 말하고 있 다 (21) 

「화이트」는 1953年에 6個月동안 여러가지 種類의 社會活動에 參與한 사람들의 접을 지도 

에 표시 하여 두었다가 3年後，{0論 처 음 살던 많은 住居者들이 移徒하거 나 어 떤 種類의 活動

윤 變化하였지 만， 그는 같은 住힘의 白有者들이 相互 活動에 關與하였음을 發見하였 다 (22) 

그는 이와같윤 맑究調훌를 通해 社會關係發展에 두가지 種類의 變因이 f'F用함을 밝혀냈다. 

태 첫째는 團地꿇計가 어떤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린애를 通해서 

그들 兩親間에 또한 알게 된다는 것이다. 

近接이 相互 親近하게 하는 훨因中의 하나일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맑究調훌에서는 사 

람들윤 그들의 親舊를 選擇할려고 할채 그들과 共通의 關心事나 共通價直를 함께하는 사람 

을과 親近하게 된다고 指據하고 있다. 그리하여 「간스」는 持續的인 社會關係를 維持하는데 

對한 基隨로서 居住者中에서의 同質뾰을 重훨視하고 있다 (23)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計劃家는 團地設計를 通해 社會生活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社會關係를決定하는 

特徵에 關해 同質的이냐 異質的일 것이냐를 直接 間接으로 決定하는데 도움을 주는 土地區

劃의 크기나 施設基準에 關한 決定을 通해서 社會生活에 影響을 준다고 하고 있다. 

近接윤 社會的 接觸을 f足進케하는 視覺的 l爾係를 가적요게 한다. 그러나 이와같윤皮相的 

인 關係가 親近으로 發展할것인지에 對한 如否는 當相者間에 받아도리는 同質性의 程度에 

달려 있을 것이다. r간스」는 同質性을 여가의 關心， 기후의 水準， 一般的 文化기호와 같윤 

共通的인 價f直觀으로 생 각하고 있다. 

敎育， 社會階級， 年觀， 結婚與否， 等 이 와같윤 모든것이 이 들 價{直觀에 影響을 미친 다. 

(20) Kuper , L. , Lψing iκ Jowns, London, The Cresset Press, 1953 
(21) Ritter, P. Plan상'ngfor Maπ and Motor, Oxford, Pergamon, 1964. 
(22) Whyte , W.H. Jr. , . The Orga nization for maπ ， New YOrk, 1956. 
(23) Gans, H.J. , Plannig and Social Lie; Friendship and Neighblor Relation’ s in Suburban Com

munitis’ in Joκmal of the Amer!can l;ηstitute ofPlanners 2, Feb; 1961, pp.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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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高度의 同質性을 지 넌 居住者들윤 A間과의 接觸關係에 對한 훨求가 그들의 바 

로 이윷간에서 滿足되어 짐으로서 보다 廣範圍한 地域社會組織이나 모임에 比較的 델 參與

하게 된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近接윤 첫 接觸을 기-져오게 하는데 있어서는 重훌한 것이 

다. 그것 역시 어린애기블 두고 있거나 交通手段이 缺如한 家展中心的인 .:t歸와 같은 벨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重훨한 要因이 된다. 

大體로 지금까지 引用한 맑究調훌들은 事實上 相當히 同質的인 A口에 關해서 行해졌다. 

이와같윤 맑究調훌들이 어떻게 重要하며 그들이 「뉴바운」이나 흑윤새로운했外地또는都市 

再開發計畵u을 寫한 指針을 주는 것일까? 이와같은 質問에 答하는데는두가지의 問題點이 있 

다. 첫째 문제는 知識의 問題이다. 船究되어온 變數들이 價{直있는 解答을 주는데 너무나도 

限定的이다. 더군다나 近接， 同質性과 같윤 擺念들이 事實上 그렇게 明確한것은 아니다. 例

컨대 近接이 란 두 住힘間의 實際的인 距離일 수도 있으며 또한 한 住힘과 다른 生힘間의 接

近度에 關한것일 수 있다. 여기서 接近度란 交通의 可能性과 近距離 旅行을 좋아하느냐 흑 

윤 長距離旅行을 좋아 하느냐하는 사람들의 意志에 달려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것 

에 對한 A間의 習慣이란 變化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同質뾰 自體만해도 明確히 規定되 

는 擺念이 아닌것 같다. 事寶上 그것은 모호하고 王觀的으로 받아도려 지 는 價{直觀이 나 生

活樣式， Á種集團의 一致感에 依存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많은 소망성취 要素를 包含하게 될 

것이다. 大體로 美國A들은 比較的그들自身스스로 지내기를 좋아하는 英國A보다 함께 모 

이는 것을 彈調할지도 모른다. 

直常 限定된 맑究調훌結果로 부터 舊證的인 一般論을 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또한그 

들 昭究調훌結果가 相異한 變數에 重點을 두어 相異한 質問을 묻고 있어 相異한 結論을 導

出하게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陽究調훌의 制約性을 別個로 히-더라도 近接이나 同質性과같 

윤 說明的인 變數의 갖펴能이 極히 限定的이 라는 事實에 當面하게 된다. 直常 例外라는 것은 

생기게 마련이다. 이리하여 늘 움직이기블 좋아하는 사람들윤 그들의 새로운 이웃과 關

係를 맺는 代身， 그들의 많存 友情關係나 專門λ、이나 同憶間의 關係에서 維持할려고 할 것 

이다. 그러나 또한 個個A윤 새로운 親舊블 사귀려는 心理的 費用과 -‘定한 距離에서 親舊

를 維持할려는 心理的 費用과의 均衝에서 相異한 適應을 하게 될 것이다. 

物理的 近接 搬念은 利益과 動機와 같윤 다른 變數에 依해서 도출될 수 있다. 이라하여 

「리」는 比較的 短距離가 F클럽」의 모임에 影響을 미쳤으나 文化的， 敎育的 活動에 參與나 

등록은 距離에 依해서 影響을 받지 않았다고 그의 船究調훌結果에서 發表하고 있다 (24) r뉴 

콤」윤 友情을 맺게 하는데 近接보다 -定한 期間 함께해온 價{直나 關心事가 더 重훨하다는 

(24) Lee, T.R. , ‘The Effect of the Built Environment onHumar Behaviom' in 1ηternational F. 
Environmental Stμdies ， v 1. 1971, pp.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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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例示하고 있다 (25) 

풀째 번의 問題는 價{直觀의 問題이 다. 計畵u家가 同質的인 또는 異質的인 地域社會를 設計

할 수 있는 계기를 前提로 한다면 어느것이 同質的이며 異質的인 것이냐를 누구가 決定하 

느냐하는 問題이다. 이것윤 바로 計劃家 自身의 決定에 맡겨져서는 안되는價f直觀의 問題이 

다. 社會가 아직 이와같윤 問題에 關해서 그 價{直觀을 形成하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서 論議되어온 近接， 同質性， 異質뾰과 같은 比較的 主觀的이며 混成的 擺念인 이들 變數들 

이 어느 程度 計劃的인 것에 對抗할려고 하는것은 多幸한 일일지도 모른다. 居住A들이 自

然的으로 만나게 될 機會를 마련하지 못한 쓸쓸한 住렴團地가 그럼에도 不抱하고 積極的인 

借家A會에 依해서 社會的으로 滿足할 만한 環境εL로 轉換될 수 있다. 環境이 좋은 住흰團地 

에서도 사람들은 如前히 많은 接觸을 회피할려고 努力할 수 있다. ï레이스 카텐J ， 덧문식 

쪽발과 같은 차단 장식들은 사람을 親하는데 필수요건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처음의 視覺的

適遇를 減少시킬 수 있다. 

六. 心理的 近憐의 搬念、

여기서 心理的 觀點에서 近憐과 地域社會와 같은 觀念들을 간단하게 보기로 한다. 앞서 

第四節에서 指續한바와 같이 A間의 基本的인 훨求中의 하나는 他A과의 相互關係라고 하였 

다. 이와같은 關係를 맺게하는 훨因에 對해서는 第五節에서 간단히 論議하여 .1i!.았다. 

社會科學者들은 A間이 그들의 近憐關係에 있어서 感情的인 關係를 훨求한다는 것을 前提

로하며 이와같은 感情的인 關係는 農村에서 보다 都市에서 더 좌절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前

提로 하고 있다. 낌論 이 와같은 事實은 社會地域(social area) 에 關한 調훌에 달려 있을것 

이다. 耶 그 地域이 安定的이고 比較的 變化하지 않는 都市村落(urban vil1age)을 包含하느 

냐， 혹은 그 地域이 많은 새로운 移住者들이 모여드는 地域이냐， 또한 그 地域이 

率의 過週期的 사람들을 包含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特히 

높은比 

λ、間의 

基本的인 A間關係의 흉§求를 滿足시켜주는데 使用되는 心理的인 構造를 제시하여준많은 맑 

究調훌들을 論議하여 보는것이 펙 有益할 것이다. 

「헤 렌 리 스」 는 近憐搬念을 社웰經濟的 圖式(socio-spatial schema)으로서 發展시켰다(26) 

近憐擺念을 이와같은 方式으로 規定함에 있어서 郞 環境을 學習된 짧과 圖式과 같이 心理的

.:t觀的인 內面化록 봄에 있어서 그는 많은 짧究調훌者들이 究明하였던 問題點 fW 近憐觀念

(25) Newcomb, T.M. , The Acqιa셔taπce Proces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1. 

(26) Lee, T.R. , ‘Urban Neighbourhood as a Socio-spatial Schema' in H.ιman Relatioηs， 21, 1968, 
pp.24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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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物理的 地域으로 論議된다면 그것이 社會的 相互關係의 network와 一致하지 뭇한다는 點

을 克服하였다. 다시， I萬若 近{憐觀念을 A間關係로 序述된다면 計劃家나 地理學者에 依해 觀

念化됨으로서 地域의 空間的 特徵에 맞는 追求가 達成되 지 않는다. r리」의 主張은 物理的

그리고 社會的 近{鍵觀念의 二次性이 現象學的 接近方法(phenomenological approach) 에 依

해서 結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大部分의 應答者 主歸들이 近|짧을 主觀的인 擺念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밤들이 그들의 이웃과는 다흔게 그들의 物理的 社會的 環境을 認識하고 

構成하고 反應하는 것을 發見하였다. 近憐觀念은 主歸들이 그것을 說明하는데 별로 어려움 

이 없었던 搬念이었으며 이 맑究에서 75%의 主歸들이 축척이 큰 地圖上에 그것의 대강을 

그릴 수 있었다. 繼續해서 그들의 親舊와 知面A을 물었을때 이들이 王로 個A의 主觀的인 

近憐地域內에 位置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Á口密度는 近憐이라고 主觀的으로 이름지어지 

는 地域의 比較的 一定한 規模에 影響은 없었다. 더군다나 大端히 A口가 희박한 짧外住居 

地에서도 個個 住居A이 그의 適正數의 親舊를 사필 수 있는 充分한 이웃사람들을 마련하여 

주었다. 이와같은 맑究는 순환論法이 適用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郞 일단 

사람들이 親舊를 사귀 게 되 면 그가 繼續 그의 이웃으로서 居住하는 地域에 방관하는지 의 如

否에 關해서 論議하는 것은 아니다. 換言하면 그가 一種의 그의 近憐이라고 認識하는 認、識

地圖(cognitive map)를 가지고 있어 그 地圖內에서 親舊를 사귀게 된다는 것을 論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리」의 빠究는 사람들이 親舊들을 選擇 할 것이며 相當히 地域的으 

로 사귀게 될것이라는 것을 意味하기 寫해 行하여졌을 런지도 모른다. 이것이 사람들을 서 

로 만나게 하기 寫해 住~團地를 計훌j하는 計畵u家와 建葉家가 그들의 時間을 浪費한다는 것 

을 意味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主觀的이라고 생각되는 充分한 關係數가 거의 變함없이 이 

루어진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密度와 親舊數間에는 相關關係가 없다는것을 

指續하고 있는 「리」의 판{究는 역시 計畵u家는 사람들이 쉽게 親舊를 사귀게 되는 것을 同質

的인 地域性오록 생각할 必훨가 없음을 示浚하고 있다. 類似하다고 認識되는 사람들은 異質

的인 A口 에 서 도 나타나게 될 것 이 다. 또다른 昭究는 사람들이 그들의 安寧과 心理的 平安

에 必、쩔한 것으로서 이와같윤 關係를 發展시킬 것이라는 點을 言及하고 있다. r영」과 「윌모 

투」가 「베 스날그런」의 居住者를 調훌맑究하였을채 그들윤 한 地域에 살고 있는 친척 간의 相

互關係는 大端히 값어지 있는 것이며 特히 어머니를 中心으로 모아는 것을 밝혀냈다 (27) 그 

렇지만 그 地域으로 부터 촉금 떨어져 居住하고 있는 젊윤 家族들윤 전보다 어머니블 방문 

하기 寫한 機會가 적어짐으로서 그 공백을 에꾸기 寫해 그들의 새로운 地域에서 새로운 關

係를 맞었다. 이것은 새로운 해산 기간동안 家族의 덮%存아기플 돌보아온 사람을比較하였을 

(27) Young, M. and Willrnott, P. , Family aηd Kiηship iη East Londoη， Harrnondsworth, Penguin,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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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分明하여 진다. 이와같이 새로 첩을 마련한 家族들윤 이웃사람들을 家族構成員틀‘이 도 

와 주던 「베스날 그런」에서의 習慣보다 훨씬 協助的이 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윤 友

情이라떤가 社會的 關係가 心理的 社會的 훌求를 滿足하기 옳해 새로운 環境에서 이루어 진 

다는 것을意味한다. 

「리」의 연구는 近憐觀念이 새로운 經驗에 意味를 주는 主觀的 心理的 擺念， mp r碩向」

(set)이나 흑은 態度와 같은 調整變數라고 示浚하고 있다. 우리 이웃， 우리 都市와 같윤 地

域感어 landmarlζ냐 혹은 美的으로 滿足할만한 展뿔훌와 같은 物理的 環境面에 依해서 補完

될 수 있을 것인가? r렌치」는 어떤 物理的 環境의 樣相이 彈한 티]象을 만들게 하며 어떤 

것이 居住者의 性向을 補完하여 줄것인가를 보는 精神地圖(mental map)를 몽규究하였다 (28) 

아직까지 이와같윤 種類의 짧究調훌는 뚜렷한 結果를 내놓고 있지 못한 形便이다. 

七. 都市生活의 心理的 問題點

西歐 諸國의 反都市의 知的 社會的 傳統에 도 不對하고 都市生活에 依해 直接的으로 慧起

되어옴으로써 이루어진 病理的 쳤果란 別로 없었다. 密度와 密集의 쳤果가 그 例이다. 많윤 

動物昭究調훌가 密集과 空間의 갈등이 肉體的으로 또한 그들의 社會的 行態에 影響을 미친 

다고 指網하고 있지만 이와같은 것이 반도시 密集된 都市條件下에서의 人間에 그와같은 쳤 

果가 미칠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大體로 이와같윤 짧究들(29)을 참고하는 것이 一般

的인 事實이다. 그러나 A間의 行態를 說明하는데 있어 動物의 資料를 援用한다는 것은 相

當한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핍究들은 A間의 行態를 理解하는데 對한 假說을 

導넓할 수 있는 假說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密集으로 생각되던 單位 面積當

最高λ‘口數로 생각되떤간에 密度란 大端히 變化뾰있는 겠果를 가지고 있으며 低密度는 密集

과도 統合될 수 있는 것이다. 密集된 條件下에서 適應이 可能하다면 相異한 文化에서 相異

한 했果플 認識하기 寫하여 高密度의 홍콩이나 日本의 都市를 생각할 必훌가 있다. 

이리하여 「스미트」는 美國이나 歐羅巴都市에 比해 高密度와 過密條件에서 살고 있는 「홍 

콩」이 比較的 不安率을 지니고 있음을 指續하고 있다 (3이 이와같은 原因에 對해서 「스미트」 

(28) Lynch, K. , The bηage of theity, C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29) Calhoun, J. , ‘Population Density and Social Pathology' in Scieηtific Ameηican， 206, 1962, 

pp.139-48. 
Wgnne-Edwards, V. , Animal Dispersion in Relatioπ to SociaZ Behavioιr， London, Oliver and 
Boyd. 
Attman, S. (ed) , Social Co까까μnication Amoη'g PrÌlη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i'ess, 1967. 

(30) Schmit, R.C. , ‘Implicatiòns of Density in ~ Hong Kong' in Journal of the Americaπ lnstitute 
of Planners , 29, 3, 1963, pp.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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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가지 要因을 플고 있다. 첫째는 行態에 對해 嚴格한 社會的 統制를 課하는 中國家族옮￠ 

度의 응접력， 둘째는 홍콩의 條件이 避難民의 本土條件보다훨씬 좋다는 事實， 셋째는 홍콩 

의 居住者들이 많은 物理的 空間을 必要로 하고 있지 않다는 事實들이다. r홍콩」의 例는 

「흘」의 맑究調훌結果， 郞 여러 文化나 A種集團에 따라서 相異한 空間要求가 發展되어 왔 

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例示하고 있다. 

密度와 여러가지 病理現象間의 因果關係가 明確하지 못하다는 것이 「말레」와그의 同傑들 

에 依한 시카고의 핍구究에서 論理的으로 論議되 어 졌다 (31) 첫째 問題가 되는것은 貝體的인 病‘

理 現象을 決定하는 것 이 다. 왜 냐하면 動物의 맑究가 動物의 種에 따라 密度에 依해 서 받는 

그 影響은 다르기 때문이다. r갈레」와 그 昭究陣은 다젓가지 點 ~p 高훌兒率， 高死亡率， 無

實任， 社會的 攻擊行態， 精神分짧에 魚點을 두었다. 이들 擺念들은 適切한 操作的인 用語후 

規定되었다. 普通， 이와같은 다섯가지의 社會的 病理現象은 社會階層과 A種과 같은 社會

構造的 훨因에 依해서 調整 變形되어진다고 생각되어 진다. 

人口密度가 이들 選定된 社會的 病理現象에 있어서 총체적인 變化에 重要한 기여를 한다 

고 주장하기 寫해서는 社會階級과 A種的 身分과 같은 社會的 變數를 統制하는 것이 重훨하， 

다. 왜냐하면 社會的 階級이나 A種的 身分이 낮으면 낮을 수록 그들은 高密度의 地域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階級과 A種의 變數는 A口密度와 病理에 있어서 變化를 

說明하여 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와같은 現象은 密度와 病理間에 因果關係가 없음을 說;

明하여 줄 것이다. 다음 圖式윤 이와같은 關係를 圖式으로 說明하는 것이다. 

휠흩似關係로서 密度 뻐
 

• 

擁
Ua\密度와 病理에 미치는 
Ub/測定되 지 않은 變數

資料 : GaIle 그의 船究陣， ‘Repulation Density and Pothology: What are the Relations for 

Man?, in Sciene, 176, 1972, pp.23-30. 

그렇지 않으면 다음 圖式에서 보는바와 같이 ‘介入變數로서 密度’， ~p 病理的 效果를 部.

分的으로 說明할 수 있는 關係흘 假定할 수 있을 것이다. 

(31) GaIle, O.R. , Gove, W.R. and MlIer Mchherson, D. , ‘Population Density and Pathology: 

What are the Relation’s for Man? in Scieηce， 176, 1972,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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介入變數로서 密度 Ub 

社會構造 →病理

變數~- ~/ 

'-~ \密度 --------

Ua 

資*4 : Galle와 그의 댐究陣 (1972) 

그들윤 密度의 測定을 篇해서 시카코의 75個 地域社會地圖의 各各에 있어서 「에이커」當 A 

口數를 擇하였다. 처음 資料에 依해서 그들은 이들 密度와 病理間의 關係가 擬似的인 關係

라는 것을 指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윤 密度의 擺念을 細分化하기 始{'F하였다. 郞 어떤 地

域社會地域에 있어셔 密度水準이 란 여 러 가지 要因들의 結合이 라고 생 각하였다. 따라서 그들 

윤 이들 構成要素들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였다. 

1. 房當 A口數

2. 住흰當 A口數

3. 構造物當 住~數

4. I에이커」當 居住勳數

우선 첫째 要素와 둘째 要素는 過密과 個個A에 있어서 私生活의 缺如에 關한 것이다. 그 

렇지만 密度는 構造物的훨因에 依해서 또한 影響을 i받게 된다. 이려하여 어떤 地域에 있어 

서 高層아파트는 構造物當 住~數가 增加할 것이며 한펀 同時에 「에이커」當 居住物의 數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事實上， 그들의 多回歸分析(mu1tiple regression analysis)은 「에이커」當 

사람數의 變化(一般的인 密度擺念)를 說明하여 주는것윤 構造物的 密度測定(構造勳當 住흰 

數와 當構造物數)이라는 것을 가르키고 있다. 이와 反面에 大體로 個A에 影響을 마치는첫 

째번의 두 훨素(房當 사람數와 住혐當 房數)들윤 「에이커」當 사람數의 變化에 別로 크게 說

明을 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密度가 이와같이 네개의 構成훨素로 細分化되었을 때에는그分析의 結果는顯著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적 어 도 密度훌因의 몇 몇 構成훨素들이 階級 및 A種과 여 러 가지 病理現象間

에 作用하였으며 그것에 微하여 部分的으로 密度와 病理間의 關係를 解說하였던 것이 明白하 

여졌다. 房當 사람數(過密)는 密度가 病理에 미치는 가장重훨한 훨因이었다. 個A에 훌%響을 

미치는 또다른 密度의 要素， &p 住E칩當 /\口數가보다 重휠한것이었다. 그리하여 여기서 흥 

미가 있는것은 英國에서 거의 普遍的인 非難의 對象이 되고있는 進效果는高層아파트에서 나 

타나지 는 않았다. 그래 서 여 기 에 는 아마도 시 카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와같윤 建物을 

一般的인 것으로 受容하여 그것에 成功的 o 로適廳하여온 文化的 훌因 째문일 것이다. 또한 

높윤 童兒率이 動緣의 맑究와는 달리 都市와의 關係에 있어서 病理的인 現象으로서 規定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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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을 注意、할 必훨가 있다. 一般的으로動物의 경우에 있어서는낮은번식력이 病理的現象

의 指標로서 택해졌다. 이와같윤 重要한 핍究의 著者들은 密度와 病理間의 因뽕關係가 多回

歸分析을 通해 定立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는 社會的 構造變數와 密度가 分析的으로 아주 

區分이 되지만 그들의 닮究에 있어서는 그들이 너무나도 높은 相互聯關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獨立的인 쳤果를 確認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彈調하고 있다. 그리하여 密

度와 病理間의 關係를 因果關係로 말할 수 있기전에 더 많은 調훌가 必훌할것 같다. 이와같 

윤 맑究調훌는 여 러 가지 密度의 構成훌素와 結合되 었을지도 모르는 如他의 病理的 指標， &0 

新生兒의 死亡率(neo-natol mortality) , 離學년령 , 別居와 離婚， 等等들을 有用하게 검둥하 

여야할 것이다. 

E힘密度(a high number of people per acre)보다 오히 려 過密(overcrowding) 이 더 害로운 

쳤果가 있다는 事實이 「데이비」와 그의 船究陣에 依해서 또한 列示되어졌다 (32) 그들은 

1958년 3월 3日부터 9日까지의 -週日間에 태어난 애기들의 集團陽究에서 過密과 마찬가지 

로 不良住~條件(&0 快適施設의 缺如)이 就學이 늦어진 原因이었음을 究明하고 있다. 여기 

서 關係되는 것윤 過密이라든가 快適施設의 缺如가 반드시 都市現象의 特有한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高層아파트는 都市의 環境에서만存在할 것이다. 英國에서는 이와같은 高

層아파트가 A氣가 없어 이와같윤 住힘이 Greater London Council에 依해서 더 以上 建葉되 

지 않았다. 그럼에도 不抱하고 이들 高層아파트에 對한 했果에 關한實證的인 事實資料들이 

實際로 드물며 「다-크」와 「다-크」가 그들의 檢討에서 指據한거와 같이 一致하지 않는다 (33) 

多層아파트에 生活함으로써 연관되는 問題點들이란 個A의 그 以前의 住"î:;經驗에 달려 있다 

고 할 수 있다. 例컨대 高層아파트에 있어서 生活에 對한對應이란自己의 처음家塵이 不良

條件으로 부터 改修한 復 거 기 에 있는지 의 如否와 또는 都市再開發이 多少 彈制的이 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다른 變數들이 獨立變數로서 다루어졌다. 例컨대 借家A의 移住率， 家族個-環의 

段階(어런애기가 있는 경우 아파트 居住는 좀 어렵다)， 불럭의 設計 等等이다. 사람에 따 

라 그들의 住힘條件에 對해 느끼는 利點이라떤가 不利點윤 多少 다르다. 더구다나 相異한 

實態調훌를 相互間에 聯結시킨다는 것은 容易하지 않다. 例컨대 다른 實態調훌에서 表現원 

滿足 또는 不滿足度를 比較할만한 方法이 없다. 如何튼간에 이들 寶態調훌란多層生活에 關

해 一般化할 수 없는 團地特定(estate-specifìc)의 反應을 나타내게 된다. 왜냐하면 標本A 口

를 比較할 수 없으며 調훌에 使댐된 變數間에 差異가 있기 때 문이 다. 

(32) Daive, R. , Butler, N. and Go!dstein, H. , Fro껴 Bírth to Seνeη， The Second Report of The 
Nationa! Child Deve!opment Study (1958 Cohort) London, Longmans in association with the 
Nationa! Children’ s Bureau, 1972. 

(33) Darke, J. and Darke, R. , Health and Evíroηηzent: Hígh Flats , University WorkingPaper 
10, London, Centre for Environmenta! Studies,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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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의 高層아파트에 對한 )、氣의 低調는 아마도 아파트 生活에 對한 英國j、의 혐오감 때 

문인지도 모른다. 前述한 「갈레」와 그의 맑究陣에 依한 시카고의 맑究는 過密問題를 除外한 

高層아파트에 對한 다른 害로운 效果에 對해서는 指擺하지 않고 있다. 또한 歐羅巴 大I뿔에 

있어서도 「아파트」 生活은 英國에서 보다 더 A氣가 좋으며 받아도려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 

되고 있다. 아파트가 英國A에게 좋은 印象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文化的 價{直觀에 달 

려 있는것 같다. 換言하면 「아파트」는底園일， 광속에서의 목공일과같은 취미를制限하고개 

와 고양이같은 애완勳物들을 키우기가 어렵기 째둔이다. 아파트의 어린이들이 空間의 不足

과 다른 아이들과의 接觸의 健如로 부다 고충을 받고 있음윤 흙寶이다. 그들이 知覺喪失에 

걸려‘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듭이 밖에서 놀 수 있더라도 어린이들이 어머 

니로 부터 멀리 펠어져 놓게되어 우감독상태에 있음으로해서 어머니의 근심을 더한층 갖게 

한다. 

「갈레」와 그의 핍구究陣 그리고 「다-크」와 「다-크」가 指橋한것처럼 過密윤 A間에게 미치 

는 害로운 效果와 關聯된다. 비록 그것이 負困한 農村地域의 樣相이지만都市밟長이 如前히 

劇的인 後進國社會에 있어서의 都市生活에 있어서는 보다 더 壓追的인 問題가 된다. 그리하 

여 「슬람」과 마찬가지 로 無許可住힘 集團이 現代都市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더 나아가서 都

市의 쏠困地域에 있어서 過密윤 下水道設備의 不足，~氣와 水質 펀梁에 依해 慧起되는 問

題를 가져오게 한다. 

보다 過密의 ‘環境모욕’ (environmental insult) (34) 은 住흰의 選擇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職業을 發見하는 能力을 缺如하게 함으로써 附加的인 壓力을 나타내는 地域에서 흉輝 

問題와 결부하게 된다. 그리하여 過密과 여러가지 害로운 效果間의 相關關係는 部分的으로 

는 擬似的인 것일지도 모른다. Il.P 다시 말하연 다른 훨因들과 聯關이 되어 있다. 

그 다음 都市生活에 依해 慧起되는 다른 心理的 問題에 對한 어떤 事寶 證據가 있는가? 

都市의 規模와 複雜性윤 平溫한 村落에서 據見되어지는거와 다른 刺軟慶因을 낳게 된다. 많 

은 社會學者들은 都市生活의 問題點은 皮相性(supernciali ty) , 速各性 (anonymity) , 그리고 都

市社會關係의 一面性(transitory nature of urban social relations)을 提示하여 왔다. í멀그람」 

윤都市生活의 A口的 事實 Il.P 大規模의 A口， 高密度，Á.口의 異質性에 對한 A間의 適應을 

心理的 用語로 說明할려고 하였다 (35) 그는 個A의 經驗을 表示하기 鳥한 有用한 觀念윤 過負

擔 (overload) 이 며 A間은 知覺投入을 過程化하기 寫하여 限定훤 人間柳制의 能力을 保護하기 

옳해 結果的으로는 適應한다는 것을 示俊하고 있다. 이와같윤 한가지의 適應的인 反應은各 

(34) Carey, G.W. , ‘Density, Crowding, Stress, and the Ghetto' in American Behavioural Scientist, 
Spông, 1972, pp.495-:509. 

(35) Milgram, S, ‘The Experience of Living in Cities' in Scieηce ， 167, 197. pp.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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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入에 時間을 적 게 配分한다는 것이 다 (36) 또다른 하나는 우선 順位가 낮윤 投入윤 포기 하 

여 버런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뉴욕사람들은 그의 自身 非友互的으로 處身하여 他A과의 接

觸을 줄이게 한다. 飯賣店員과 主A間의 關係와 같윤 沒劃關係는 村落商店에서 보다 都市의 

食料品에서는 덜 友互的이며 간결한 것이다. 

過負擔을 處理하는 또하나의 手段으로서는 A種的 결속이 있다. 異質的인 都市環境의 需

훌는 自己自身의 A種이 나 階級員에게 自己의 關心의 範圍나 感情移入의 範圍를 限定함으로 

써 減少될 수 있다. 이것 또한 A種 또는 全國的 集團이 어떤 都市에 있어서 獨自的인 地域

을 차지할려는 碩向에서 훌용響을 받게 된다. 반드시 이것이 異質的인 環境으로 부터 知覺投

入을 滅少시킬려는 精神的인 防響手段으로 부터 起因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없지만 하나의 

社會現象S로 나타나고 있음은 플림없다. 이와같윤 定住集團윤 主로 그들의 친척이나 親友

들아 살고 있고 그들의 言語를 使用하며 慣習的인 自己나라의 軟食과 經濟的 協力을 提供하 

‘ 여 주는곳으로 移住하여 오는 移民者플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美國生活에 있어서 內部的A로 多樣한 都市로 부터 同質的언 集團을 만들려는 새로 

운 碩向。1 일어나고 있다. I뉴욕」이나 또는 기타 다른 큰 都市에서는 獨身者를 옳한 「아파 

트」住흰이 있는가 하면 애 기 가 없는 夫歸를 寫한 「아파트」도 있다. 이와같은 例는 많이 볼 

수 있다. 30歲 以下의 獨身者를 烏한 술칩이라던가 英國에서 처럼 同性戀愛者만에 依해서 

經營되는 술집도 있다. 이와같은 모든 社會現象은 都市生活의 多樣뾰과 분위기가 보펀적A 

로 좋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指續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하나의 現代社會와 大都市의 特徵윤 知覺投入을 構成하고 減少시키기 옮한 하나의 手

段으로서 볼 수 있는 여러가지 活動의 制度化라는 것이다. 例컨대 西歐社會에서는 구결이란 

非合法的인 것아다. 郞 그 代身 社會安全福社課가 臨時的이거나 永遠히 그들스스로가 自活

할 수 없는 사람들의 財政的인 훨求를 조종하고 있다. 그 社會에 있어서 個A과 他機關間의 

이와같윤 制度的인 介入윤 그의 주위 生活에 있어서 自然的인 統合으로 부터 그들을排除하 

거나 顆훌하게 한다. 이와같은 方式으로 都市生活에 있어서 새로운 社會的 規範 또는 個性

的인 特色 ßtp 他A의 私生活에 對한 尊敬과 초언을 볼 수 있다. 

社會的 責任의 無關與와 退位의 極端的인 規範윤 방관자의 無關心으로서 생각되어 왔 

다 (37) 이와같윤 말은 처음 1964年 뉴-욕 「켠스 바아라」의 住居地에서 밤일을 하고 집무록 

돌아가는 한 女A이 被殺된 事件이 일어 난 逢에 新造語로서 나타났었다. 38사람들이 어 떤 

사람이 그 女블 공격하고 있음을 보았으며 구원을 요청하는 그 女의 부르짖음을 들었었다 

(36) Meier, R.L., A Commuηications T heory 0/ Urbaη Growth, Cambridge, Mass., MIT Press, 
1962. 

(37) Latané, B. and Darley, ].M. , The Unresponsine Bystander: Why doesn't he help? ‘New 
York, Appleton,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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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示認、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 女가 죽을혜까지 그 女를 구원하러 갔거나 醫察을 부르 

러 갔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와같은 事件을 責任의 據散으로 說明하는 以外 다른 方法윤 없다. 모든 사람들윤 확실 

히 누군가 이미 醫察에게 연락을 취하였거나 휘생자를 구원하러 갔음에 툴림이 없다고생 

각하였다. 그 女子의 구원 훨請이 어떤 特定A에 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 

도 自身이 關係되거나 責任이 있다고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構姓者가 어떤 特定A

에게 도움을 興請을 하지 않았다는 事寶은 그 女가 親舊가 없었다는 것을 가르키는 것이 아 

녀고 都市에 있어서는 自E의 親舊나 親展이 반드시 相互 가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意

味한다. 

無介入의 規範이 知覺 負擔을 減少시 켜 주는 意味에 셔 相當히 適應的이 며 有益한 것 일 수 있 

지만 또한 이것윤 輝外感이나 孤獨感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都市生活과 [聯關하여 A間의 

個性이 必、쩔한 λ‘間關係를 維持하자는데 얼마만큼 펌害하는 碩向으로 轉換하고 있는가를 立

證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다. 例컨데， 生活에 對한 포기의 極端的언 例로서 自殺의 경우를 

:본다면 都市에 自殺率이 높다는 것은 都市의 存在 그 自體에 基因된다고 할 수 없을것이다. 

야와같은 關係는 오히 려 環境， ep 過密條件， 흩購機會의 不足， 等等과 其他 社會的 病理間의 

1關係에서 검로되어야 할것이다. 그런 然後에 이와같은 關係가 立證되었을때는 心理的인 「메 

카니즘」을 通해서 特定A의 自殺動機를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八.結 論

心理學者들은 A間의 行態가 「對應法則的」이며 그 行態가 個A과 環境의 刺載間의 相互作

用關係의 結果라는 前提下에서 뼈發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環境의 

刺載을擺念化하고 定義한다는 것은 相當히 어렵고 複雜한 것이다. 설령 그와같은 作業이 可

能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어진 刺햄을 격리시켜 적절하게 檢討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더군다나 個A과 環境間의 關係는 單純한 刺햄反應公式으로 생각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個A의 어 떤 狀況에 對한 解釋윤 펄常 現tE의 介入 및 뺀介變數이 기 때 문이 다. 이 와같 

윤 現象은 相對的으로 不正確한 據測을 하게 된다. 또한 많은 맑究調훌가 混雜한 變數들을 

鏡制하지 않았기 혜 문에 그 結果가 不確實하다. 따라서 어 떤 特定의 犯罪가 ep, 殺A이 都市

의 食民地域에 빈번하다는 事實을 發見하였다면 이와같은 事實은 可能한 限 類似한 A口的

性格을 가진 地域과 比較하지 않고서는 殺A과 環境間의 因果關係를 -般化하는 것은 困難

한 일이다. 찌論 A口 및 社會階級的 훨因과 犯罪間의 ;關係에 關해서 어떤 {밟說들을 定立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기서 關心의 對象은 ‘都市의 어떤 環境的 훌素와 犯罪間의 關係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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究明하고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타의 다른 變數들은 統制되지 않으면 안된다. 環境的훌 

素졸 規定하는데 있어서 取해야할 考慮事項들은 「갈레」의 핍究에서 例示되어왔다. 이들著者 

들은 협成의 變數 A口密度가 여러가지 社會病理現象과는 相關關係가 없음을 밝혀 내었다. 

그러나 그것이 貝體的인 個別的 定義로 規定되었을째， ~p 過密의 경우에 이와같은 相關關係

를 나타내게 되었다. 

지금까지 言及되어온 많은 擺念플 郞， 過負擔의 適應들은 鄭市의 體驗을 例示하기 寫해 

서 보다더 解釋될 必몇가 있다. 換言하면 意짧的인 環境의 操f'F을 考慮할 수 있게 하는 意

義있는 基健를 마련할 必훨가 있다. 前述한바와 같이 어떤 適應윤 餘他의것보다 더 積棒的

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리하여 密集된 都市에 있어서 어느쩔度의 知覺投入을기피함A로 

써 相對的언 無關與의 規範을 가져오게 할지도 모르며 이것은 個A主義와 他A의 私生活을 

尊重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 나 그와같은 適應週程이 病理的언 越外， 고독， 방관을 홉發하 

게 된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都市環境이 適切한 知覺投入을 마련하여 줄지도 모른다.;'JJ 

論 그것의 휩否 如否는 個A의 氣質， 學習過程， 그리고 그의 文化的 期待(culture-bound 

expectation) 에 달려있는 問題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擺念은 「테렌스 리」의 한t會空間圖式이다. 그의 個A의 近憐圖式윤 個A과環境 

間의 關係를 介入 및 件介變數로 생각되어야 한다. 郞 그의 認知와 行態를 연결하는 認識象

이다. 껴論 우리가 알려고하는 것은 어떤 環境的 또는 個A的 훨因들이 個λ、의 社會空間圖

式의 發展어i 짧響올 미치게 되며 어떤 形態의 行態가 그것과 統合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本積플 通해서 어떤 結論을 내리는 것을 회피하여 왔는데 이것은 本論文이 序

說的 뾰格을 지넘3로서 可及的 相反된 많윤 理論들을 提示함으로써 많은 問題點을 提示하 

고저 하는데서 오는 理由도 있었지만 -般的￡로 λ‘間의 鄭市體驗을 論할 때 있어서는 不可避

한 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윤 어떤 特定의 狀況이나 問題를 檢討할때 우유不斷할 必、훨가 있 

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具體的언 問題에 있어서 그 解決의 실마리를 多樣속에 

서 찾을 수 있도록 함에 있었다. 

그리하여 여기서 提起된 基本的이고 哲學的인 問題點에 對해서 다시 생각하여 본다면 그 

와같윤 問題點들에 對해서 普遍쭉當한， 明白한 解答을 얻을수 없다는 것을 理解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같윤 問題點윤 個別的이고 貝體的인 狀況속에서만 限定된 解答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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