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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景觀을 호間構成的 測面에서 解釋하려고 한다면， 첫번째로 하여야 할 일은 都市景顆

이 어떠한 호間構成을 가지고 있나를 把握해야 할 것이다. 

都市景觀이 란 A間이 3次元的 都市호間을 플 때 認識되 어 지 는 것이 다. 3次元的 都市호間 

이 /\間에게 認識되어질 때 그것은 形態로 느껴지게 된다. 

그러 면 3次元的 都市호間은 무엇으로 構成되 어 있는가 ? 

都市호間의 主要基本構成要素로 마음과 같은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첫째로는 建物

이 있을 수 있고， 두번째는 建物 사이의 호間이 있을 수 있고， 세번째로 道路호間이 있을 

수 있다 하겠다. 

상기 와 같은 主要基本펼素에 의 해 서 都市로間이 Á[웹에 게 認識되 어 질 때 形態들이 派生

되어있는 것이다. 따바서 都퍼초間에사 A따j이 認識할 수 있는 Jfß態에는 칫째로 建物群에 

의해서 發生되어지는 “지어진 形態"(Built Forms) 와， 두먼째를느 建物사이에서 發生되어지는 

公共호間의 초間形態 (Spatial Forms of Public Spaces) 와， 세벤째후 道路호間에서 發生되어 

지는 道路形態가 있을 수 있다 하겠다. 

첫번째의 지어진 形態에 관해서는 우선 形態心理學에서 나오는 近接性의 法則(The Law 

of Proximity) 과 “좋은 連續뾰의 法則"(The Law of Good Continuance) 과 “폐 쇄 의 法則”

(The Law of Closure)을 가지고 說明되어질 것이다. 

두번째 의 公共호間의 形態에 관해 서 는 都市景觀에 서 公共캘間의 形態가 한에 서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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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진 形態플 構成하기 위한 “틀”로서 作用되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前提되어 있다 하 

겠다. 

세번째의 道路송間의 形態에 관해서는 道路호間構成에 影響을 끼치는 건물높이， 道路隔，

商店福 등의 홍용素를 가지고 설명되어 질 것이다. 또한 道路의 형태에 의해서 發生되어지는 

都市景觀 중에 서 線形호間(Linear Space) 과 群鎭호間(Cluster Space) 에 의 한 景觀이 주로 

언급되어 질 것이다. 

11. 지어진 形龍(Built Forms) 

都市景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建物個體의 形態라기 보다는 여러個의 建物

이 모여서 되는 集團形態 (Collective Form) 이다. 都市景觀이란 여러개의 建物이 集團的으 

후 모여 있는 都市環境을 사람이 눈 높이에서 볼 때 펼쳐지는 都市環境의 展望인 것이다. 

都市景觀에서 建物個體의 形態와 建物集團의 形態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都市景觀이란 사람의 눈 높이에서 펼쳐지는 透視圖的인 展望이 되으 

로， 建勳의 個體이든， 建物들의 集團이든 간에 이들의 個體形態가 있는 그대로 觀察者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觀察者가 사람의 눈 높이에서 建物의 個體를 보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그 건물의 두 面

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나 매우 近接되어 있는 建勳들의 集團을 보게 될 경우 그 건물들의 

前面만 보여지게 된다. 

그리고 이들 集團의 個個前面들이 밀접되어 있￡묘로서 이들 前面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 

다란 面으로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현상은 形態心理學에서 얘기하는 近接性의 法則(The Law of Proximity)에 

該當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서로 가깡게 있는 對象은 함께 있는 集團으로 보여지게 된다. 

形態心理 理論에 의하면 상대적인 近接性음 個體間의 連結에 대한 강력한 경향을 보여주고 

。1 rL (1) 
λ‘ -1 

한펀， 실제 都市環혈에 있어서 建物블의 集團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 각 건 

물들이 일정하게 近接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각 건물들이 대지 경계선S로 부터 일청하게 

후퇴 (Setback)되어 있지도 않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건물집단의 前面에 호間的 變化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 

해서 건물칩단의 連續的언 形態에 變化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건물집단의 前面

은 하나가 아닌 두개 또는 3개 등의 前面을 까지게 된다. 

cl) Jon Lang, “ Theories of Perception & Formal Design," in Designing for 81μrnan ßehaνÌf)r， 

ed. by Jon Lang, Stroudsburg; p9wd{!n, lI1}tçÞ.in~on & :R9ss, 1974, p.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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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되는 건물집단의 전면구성에 形態心理學에서 얘기하는 “좋은 連續性의 法則”

(The Law of Good Continuance)을 適用해 보면， Gyorgy Kepes가 제 안한대로， 좋은 連續性

응 異質的훨素(Heterogeneous Elements)를 잘 化合시킬 수 있을 때 可能할 수 있다 하겠다. 

建物集團 形態가 하나의 前面무로 나타날 때 都市景觀的 측면에서 나눌 수 있는 요소에 

는 水平的 要素와 華直的 몇素가 있다. 水zp.的 要素는 觀察者가 눈 높이에서 透視圖的으로 

都市景觀을 消點을 향해 쳐다볼 때 反復되면서 連續的으로 보여지는 몇素들을 지칭하는 것 

이 며 , 華直的 요소란 消點을 향해 쳐 다블 때 連續的3로 反復되 는 水zp.的 要素 사이 에 서 

華直的으로 突出되 는 요소를 의 미 한다. 

그러 므로 水平的 요소의 주요 역 할은 都市景觀의 連續性을 제 공하는 것이 며 , 좋률直的 훌 

素의 주요 역할은 都市景觀에서 連續的인 水平的 景顆을 “定義(Define)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都市景觀에서 水zp.的 몇素와 畢直的 뽕素의 調和된 結台을 통해서 우리 가 都市景親을 “操

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물집단 형태가 하나의 前面무로 나타날 때 前面을 만드는데 必훨한 모든 요소들이 다 함 

께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에 펄요한 요소들 가운데서 重훌한 요소플이 존재할 때 설 

흑 나머 지 요소플이 존재하지 않더 라도 건물의 集團形態가 形成되 어 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形態心理學에서 나오는 폐쇄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形態心理學의 

폐 쇄 의 法則 (The Law of Closure) 을 Kδhler는 다음과 같이 정 의 하고 있 다. 

視寶單位들 (Optical Units) 은 構成의 힘 (Forces of Organization) 에 의 해 서 “完結된 全體”

(Closed Compact Wholes) 로 보여 진 다. 

I1I. 公共空間의 空間形態 (Spatial Forms) 

여기서 公共초間(Public Spaces) 이략 함은 건물사이의 건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공간이거 

나， 또는 건물이 후퇴되어서 발생되는 外部호間을 의미한다. 建物들이 모여 있을 때， 建物

사이에서 創造되어지는 공간응 이 공간쓸 만들고 있는 긴딘-하고는 전히 다릎 性格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는 지어진 건물들의 群集形態에 관해서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건물을 시-이 

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종間들이 都市景醫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가를 생각해 보려 한다. 

都市景觀에서 건물사이의 外部켈問은 街路景顆의 전면플 分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街路景觀의 전면이 分節됨이 없이 계속 連續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도 좋다고만 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間隔을 가지고 분철이 되어진다고 할 때， 좀 더 “청의되고" (Defined) 

“정리펀" (Contained) 경관이 생겨남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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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물이 후퇴되면서 생끼는 外部호間은 연속적￡로 나타나는 가로前面을 分節시키면 

서도， 동시에 建物의 뼈n面이 보여지으로서 街路景觀이 面的jξ후보여지는것이 아니고， 3次

元的S록 보여지게 된다. 그러무록 건물의 후되에 의한 外部호聞응 이것이 街路景觀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또한 가로경 관을 좀 더 호間的으로 읽 히 게 하는데 커 다란 投害U을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 면 都市景觀에 서 의 公共호間의 호間形態도 個個의 公共호間의 形態라기 보다는 여 러 

개의 公共호間의 集合形態가 의미를 갖게 된다. 도시경관 분석에 있어서 公共호間의 集合

形態가 어떠한 形態를 가질 수 있을 째 그 형태에 의해서 都市景顆의 構成이 읽혀지게 될 

수도 있다. 다시말해서 公共호間의 集合形態가 건물플의 集合形態의 “틀”로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V. 道路形態

도시경관에서 길이라는 호間의 形態에 의해서 街路景觀의 形態가 결청된다. 우선 도로 

공간의 형태에 직첩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건물의 높이 (H)와 도로폭(D)의 比가 있는 

데， 이것은 인간이 공간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를 알아보는 것이다. 

「요시 노부 아시 하라」는 그의 책 rThe Aesthetic TownscapeJ에 서 DjH에 관해 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D/H=l을 호間感을 測定하는 基準으로 삼아서， D/H比가 1보다 클 때 

는 공간은 펼쳐지게 되고 DjH비가 2를 넘을 때는 호間이 매우 廣關하게 느껴진다. 

반대 로 DjH比가 1보다 작아질 때 는 호間이 漸進的으로 rIntimateJ해 져 서 , 종국에 가서 

는 호間이 비좁아진다. 

DjH=l일 경우， 건물의 높이와 도로의 폭 사이에 i첨衝이 發生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는 D/H比가 1, 2 또는 3일때 가장 타당한 비율이 된다. r이태리」의 中世都市에 있어서는 

DjH比가 0.5였다. 

「르네 상스」都市의 街路는 좀 더 넓 었고 「레오나르도 다먼치」는 DjH=l이 되는 것을 가 

장 理想的안 比例라고 생각하였다. r바로크」 시대에 가서는 중세시대로 부터 反轉되어서， 

D/H比는 2가 되었다. 日本의 경우 傳統的인 연립주택이 많이 지어졌던 「교또」의 住居地域

에서의 DjH比는 1. 3정도이다. 

이 청도의 比例는 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경관의 컬間感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商店全面의 폭(W)과 

道路의 폭(D)의 比率이 다. 日 本의 「모토마찌 」街의 WjD는 0.6이 다。 

東洋의 活性化된 街路의 WjD를 보면 대개 1을 넘지 않고 있다. 

한펀 都市景顧에셔는 道路形態에 의해 다음 두가치의 꽁간형태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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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線形호間 (Linear Space) 이 고， 다른 하나는 群集호間 (Cluster Space) 이 다. 

도후가 공-게 난 가.!â경 관응 부시 도적 으혹 보이 기 때 문에 시 각적 비 를링 (Visual Distor

tion) 이 생기기l 펀다. 

街路景觀을 볼 때 관찰자는 건물들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각도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건물은 점차 작아지게 되어서 이플은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 하나는 “움직 임 " (Action) 의 效果를 가지 며 , 다른 하나는 개 개 건물들을 連結(Linkage)

시키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움직엄”의 效果는 觀察者에게 方向要素(Directional QuaHty) 

를 제시해 줄 수 있고， 連結效果는 가로경관에서 개개컨물의 형태보다는 群集建物의 形態

가 더 의마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群集~間 (Cluster Space)은 도로가 rtti線의 형태를 가질때 發生될 수 있다. Gordon Cullen 

은 이러한 공간이 발생되는 것을 “폐쇄" (Closure)로서 설명하고 있다. “폐쇄”란 가로경관 

을 끊으면서도， 反面 前進(Progression)을 짧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집공간(Cluster Space)은 연속되는 가로경관 중에서 관찰자에게 쉽게 얽혀질 수 있는 

“부분가로경관”을 구성할 수 있는 공간S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도시경 

관에서 호間의 「스케일」變化가 관찰자에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V. 事例맑究 

本 細究에서 논의된 理論 및 技法의 適合性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市 江南區 瑞草洞을 

對象區域으로 事例wf究를 실시하였다. 

事ØlHiJ￥究 지역의 都市景觀을 分析하는데 있어서 이 지역이 아직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 

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CDo지점에서 I 지점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1 지점부터 V지첨까지는 街路邊의 여러 

획 지 가 건물이 들어 서 있지 않거 나， 건설중인 건물들이 많아서 제대로 群集된 建物形態를 

찾기가 힘플었다. 다시 말해서 건물플이 연속적으로 위치해야 群集形態를 파악할 수 있는 

데 본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 公共호間의 形態도 사례 연구지 역 의 많은 부분이 신축중이 어서 건물사이 의 공간이 나 건 

물 Setback 지역의 많은 부분이 비계나 건축자재가 위치하거나 쌓여 있으므로 이것의 群集

形態플 찾기가 힘플었다. 

@ 道路形態를 찾는데 있어서도 가로 양펀의 많은 부분이 지어져 있지 않거나 신축중이 

어서 도로형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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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와 같은 문제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관분석을 할 수 있었다 . 

• 0지점에서 I 지캠까지는 街路의 오른쪽과 왼쪽이 주로 3충 높이의 건물들이 연속적으 

로 배치되어 있 o 므로， 오른쪽과 왼쪽이 같이 수평적 성격의 건물의 群集形態를 보여 주고 

있었다. 단지 주유소 남쪽의 5총짜리 건물이 華直的 要素로 대두되었다. 0지점에서 I 지 

점 까지의 道路形態는 도로의 폭이 16M이 고 양펀의 건물이 대 략 10M갱 도의 높이 이 으로 

DfH가 1. 6갱도 되묘록 촉금 광활하게 느껴졌다. 이 區間에서는 線形호間이 되겠고， 1 지 

첨부터는， 0지점에서 볼 때， 群集호間(Cluster Space) 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공간 

이 발생하는 바로 그 치정에 초원 숨불구이칩이 자리잡고 있다. 

• 1 지점에서 R 지점a로 가면서 왼쪽￡로 저1 일생명 건물의 低層部分이 水~的 要所로서 

관찰자를 彈烈하게 맞이하면서 앞에 보이는 R 지캠에 위치하는 「연지」 음식첨 건물로 聽

導하고 있다. 이 건물은 비록 4충 건물이커는 하지만 훌直的 要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구간의 오른쪽은 공한지로 양철담에 둘러져 있다. 

• n 지정에서 W지점까지는 오른쪽은 주로 3충내지 4총 높이의 건물이 위치하고 왼쪽에 
는 10충전후의 고충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 구간은 道路의 l偏이 10M로 줄어틀었으나， 

왼쪽건물들이 10M청 도씩 Setback하고 있다. 이 경 우에 왼쪽의 홉層建物높이 는 대 략 36M 

갱 도이 고， 오른쪽은 12M갱 도가 된다고 한다면， 兩者의 중간치 를 잡는다고 해 도 DfH가 0.8 

갱도 되므로 조금 캅갑한 기분이 느껴진다. 

이 구간의 오른쪽 건물은 주로 水2fi的 요소로 느껴지게 되고， 왼쪽 건물은 주로 華直的

훌素로 느껴지고 있다. 이 구간 요른쪽의 건물 군집 형태를 보，면 경원빌딩이 Setback되어 

있으므로 「용진장」 여관건물이 수직적 요소로 부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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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結 論

도시경관을 해석하기 위한 여러가지 목적 중에서 첫벤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목 

적은 어떠한 경관이 좋은 경관이고， 어떠한 경관이 나쁜 경관이냐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으로서 상기와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왜 어느 경관은 좋다고 여겨지고 

어느 경관은 나쁘다고 여겨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세번째 목적요로서 경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상기한 세가지 주요 목적 중에서 셰번째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중 

에서도 공간구성적 측면에서 도시경관을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본 논문의 범위는 

공간구성적 측면에서 도시경관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개설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 작업으로서는 이러한 개설적 틀을 가지고 좀 더 철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개 

설적인 틀을 좀 더 정교한 틀로 만드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교하고 세련된 플이 만들어 

질 수 있융 때 도시경관 분석방법이 실제로 환경설계의 기법으로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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