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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일본 주거공간 디자인에 나타난 자연요소 도입유형에 관한 연구
- 식물과 물을 중점으로 -

A Study on Types of Natural Elements Introduced in Contemporary
Japanese Residential Space
- Focused on the Plants & Water 김정아*
Kim, Jeong-Ah

Abstract
Recently, as people have more interest in health, and some change takes place in their lifestyles, a demand for
environment-friendly residential space is also increasing.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natural elements is mostly
conducted for humans to pursue a more pleasant and comfortable life in residential space since it has one of the closest
relation with humans. Therefore, it is such an important assignment at present when environmental problems are
considered significant. Based on such a necessity, this study analyzed the introducti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natural
elements in residential space by considering essent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more than previous researches on
residential space with practical and functional aspects. As natural elements, this study put limits on plants and water that
are used a lot in the interior space, and by dividing introduction types into recomposition of courtyard space, spatial
partition and decorative elements, this study carried out a case analysis of residential space structures recently completed
in Japan. As a basic research on space planning that is desperately required by change in the residential life paradigm
and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about natur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design basic
data useful when establishing plans of introducing natural elements for residential space in the future.
Keywords : Contemporary Japanese Residential Space, Design, Natural Elements, Types of Introduced
주 요 어 : 현대 일본주거공간, 디자인, 자연요소, 도입유형

I. 서 론

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도심에서는 실내공기오염도 심
각한 상황이고 많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 정서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들은 이제 어린 아이들
에게 까지도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거공간에 자연을 도입하면 거주자들의 정신적인 안정
및 자연의 순기능을 통한 공기의 질적 향상으로 쾌적함
을 조성하고, 감성적 효과와 같은 인간의 본질적 기능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선호되고 있다.
최근들어 병원의 치유 환경적 측면에서 자연 도입이나
실내조경을 이용한 만족도 분석 등의 선행 연구는 있어
왔지만, 주거공간에서 자연 도입에 관한 연구는 관심도에
비해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고 표현방법 또한 아직까지 미
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에 완공되어진 현대 주거공간 중
자연요소의 도입이 디자인의 강조효과로 부각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결과를 통하여 거주자의 건
강과 쾌적성 확보 및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향
후 실내공간 계획에 주요 계획요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화시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거주자들은 진
정한 삶의 가치를 정립하게 되고, 주거공간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었다.
주거공간은 인간생활의 본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
소이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장소로서 중요성을 지니는
주거공간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자연환경과 상관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규격화된 인공소재
로 만들어진 공간에서는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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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아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주거공간에서 인간과 자연요소의 관계성

본 연구의 범위를 통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일본 현대
주거공간의 개념과 경향을 알아본다. 자연요소의 개념은
공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물과 물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주거공간에서 자연요소(식물, 물) 도입의 유형
과 특성에 관하여 알아보고, 이에따른 사례분석을 통하여
식물과 물이 어떠한 특성과 유형으로 도입되었는지 파악
한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주거공간에 자연도입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양한 공간에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사례선정은 일본 현대건축전문지 GA와 신
건축(新健築)을 5년 동안 조사하여 최근 (2009-2012년) 일
본에 완공되어진 주거공간으로 자연도입이 디자인적으로
부각된 사례 10곳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
내외 논문, 신문, 논설, 건축 인테리어 전문서적, 웹사이
트를 참조하였다.

미국의 조경건축가 죤 옴스비 사이몬드(John Ormsbee
Simonds, 1913-2005)의 예언처럼 ‘실내의 나무 하나, 풀
한포기가 자연을 상징하는 하나의 오브제 역할을 하는 시
대’가 온 것이다.2) 주거 공간 거주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자연요소의 실내도입은 치바대학의 교수로 자연치료 및
감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미야자키 요시후미(Miyazaki
Yoshifumi, 1954-)의 저서 ‘오감으로 밝히는 숲의 과학’에
의하면 ‘과학적 실험을 통해 갇힌 공간에서 인간은 자연
의 일부 또는 소자연을 접해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3) 자연은 인간과 공간 모두의 상생의 관계
이자 동질성의 대상이다. 주거공간에 도입된 자연요소는
거주자에게 감정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의 수단으로
작용 되며 감성적 차원의 교류를 유도한다.
현대 주거공간에서도 외부가 폐쇄적인 형상으로 나타나
는 사례도 있지만, 내부에 위치한 열린 공간을 통해 자연
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시켜 극한의 공간과 대비시키는
역설적 표현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4) 거주자들은 주거공
간의 자연과 대화하고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통해 자연
요소의 도입을 통한 인간의 주거(생활)에 있어 진정한 공
간적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는 인간은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와 대
지에 좀 더 근접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감성적인 분위기
는 우리의 생활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

II. 현대주거공간과 자연요소
1. 현대 주거공간의 개념변화

주거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사람은 자
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 속에서 타인과 접촉하며 새
로운 삶을 창조한다. 주거환경은 어느 영역보다도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시되며 주거공간의 기능은 수면, 식사,
휴식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부터 새로운 삶
의 활력을 위한 안락감, 쾌적감의 2차적 기능이 충족되어
야하는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존재하기보다는 인간, 환경시스템
의 융합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의 생태학적 사고체
계에는 ‘인간과 환경’이 아니라 ‘환경속의 인간’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 기능과 획
일적인 형태의 주택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거형태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1)
최근에는 소형주택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한정된 주거공간
내에서 자연을 이용한 쾌적한 환경연출을 시도하는 경향
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자연을 이용한 독특한 시도는
특히 일본 현대주거공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 위안을 받고,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하므로
이에 따른 실내식물의 생산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향후 주거공간은 비단 일본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을 도입한 공간의 구조적인 다양성에 관
심을 갖게 될 것이다. 공간을 사용하는 거주자 특성에 적
합한 공간내부의 효율성과 건강, 그리고 심리적 만족감을
위한 자연의 도입으로 주거공간은 보다 환경적인 요소에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 Woo, J. (2008). A Study on the application material in
commercial space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7(3),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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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자연요소

다음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공간내부에 자연요소
도입에 관하여 조사한 연구논문들이다.
A. Park(2005)은 ‘자연친화적 요소를 도입한 보육시설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연친화적 요소를 실내에
도입함에 있어 실내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인한 심리
적 효과를 분석함.
B. Woo(2008)은 ‘상업공간디자인에 있어 자연경관요소
의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상업공간의 새로운 환경마케팅
전략 중 실내공간에 적용되고 있는 ‘자연경관요소’에 대
해 다양한 공간사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구매자를 만족
시켜 구매력을 촉진시키는 전략으로 자연경관요소를 실내
에 도입했을때의 효과와 적용방법을 제안함.

2) John, O. S. (1997). Landscape Architecture: A Manual of Site
Planning and Design, Third Edition, McGraw-Hill. 1997, pp. 309321
3) Jun, M., & Choi, S. (2009).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atural Elements in Public places of Nursing Homes-Focusing on
ensuring the amenity of meditation, interaction, and rest places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8(1). pp. 109110
4) Lee, B., & Park, C. (2011). A Study on Design Properties and
Methodologies of Residential Space Based on Housing Notion of
Ando Tadao,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3(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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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un and Choi(2009)은 ‘노인요양시설 공용공간의 자
연요소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매개, 교
류, 휴식공간으로 구성된 공용공간에 자연요소 적용현황
을 통해 확보된 쾌적성을 파악하고 쾌적성확보를 위한 자
연요소의 도입방안을 제안함.
D. Han(2009)는 ‘현대 상업공간실내에 나타난 자연요
소의 감성적 표현과 인지에 관한 연구’에서 상업공간 실
내에 나타난 자연요소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며 동시에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성적으로 인지되
어지는지에 대하여 감성적요소가 부각된 상업공간을 사
례분석함.
E. Choi and Choi(2011)는 ‘종합병원 로비공간의 유형
에 따른 실내조경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시에 위치
한 대규모 종합병원 로비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조경
의 기능 및 효과를 밝히고 그에 적용된 직접적인 자연요
소의 특성을 분석함.
Table 1. Previous Research
Natural
elements

No

Author

Study content

A

Extracted the spatial concepts of
Park
circulation, contact and flexibility and
(2005)
applied them on space by case analysis

B

Woo Application value of landscape elements
(2008) of nature in commercial space design

C

Jun & Spatial effect analysis of nature elements Light, Plant,
Water, Stone/
Choi (emotional stimulation, healing effect,
Soil
(2009) formation of relation)

D

Han Emotional recognition of nature element Light, Plant,
(2009) at commercial space indoor
Stone/Soil

E

Light, Plant,
Choi & Function and effect of hospital
Choi landscapin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Water, Stone/
Soil
(2011) hospital lobby landscaping

3

실내공간에 도입된 사례가 많고 기능적 측면과 심미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식물
살아있는 생명체인 식물은 공기 내 오염물질을 흡수,제
거 등 실내 공기조화 역할을 하고 광합성 작용에 의해 신
선한 산소를 공급해 준다. 또한 식물자체의 수분을 배출
하는 증산작용에 의해 실내습도를 제공한다. 식물의 음이
온 생성은 체내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신경안정과
피로회복 및 식욕증진에 효과가 있다.7) 실내공간에 도입
된 식물은 녹색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본능적 욕구를 충
족시키고 심미적 관상가치가 뛰어난 식물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호의적이 되어 건축물의 냉랭한 분위기
를 감소시킬 뿐 만 아니라 식물은 실내의 장식하는 효과
로 볼 때 조각이나 그림 등의 예술품보다 훨씬 경제적이
며 공간을 긍정적인 공간으로 유도한다.8) 그 외에 식물은
파티션의 역할로 온도조절 및 소음차단 효과, 공간의 분
할, 프라이버시 유지 등의 기능을 통해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분위기를 가장 많이 느끼게 하는 요
소라고 볼 수 있다.

Light, Plant,
Water, Stone/
Soil

선행연구 조사 분석을 보면 자연요소 도입유형으로 가
장 많이 사용된 요소가 ‘식물’ 항목으로 모든 선행연구에
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택이 되었고, 다음은 수공간, 빛
(자연광), 돌/흙의 순서로 공간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요소 중 실내공간에서 빈도
수가 많아 나타나는 식물과 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III. 공간의 자연요소 도입 유형
1. 자연요소: 식물, 물

인간에게 있어 자연은 생명의 원천이므로 인공화되어
있는 생활환경속에 자연요소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인간의
본원적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요소
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으나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는 빛(자연광),5) 식물, 물, 돌/흙6)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요소를 특히 식물과 물로 한정
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자연요소보다도

Figure 1. Morixhako, Japan, 2009

2) 물
자연요소 중 물은 무한히 변화할 수 있는 디자인요소
이다. 물은 기본적으로 고인 물, 흐르는 물, 떨어지는 물,
솟아오르는 물 등 4가지 형태의 조형성을 보인다. 조용
히 흐르는 물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부드러운 이미지로,

5) 빛(자연광): 시간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바뀌어 심리적 영향을 미
친다. 창문이나 지붕의 천창을 통해 공간내부로 유입되어 그림자를
통해 표면을 분절시키고, 비치는 방향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조절
가능하다.
6) 돌/흙: 공간에서 구조적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며 벽체나 바닥의
질감을 통해 재료의 성격을 드러낸다. 최근에는 건물의 중정에서 식
물 외에도 돌이나 흙을 자연스럽게 장식적요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7) Lee, J. (2004). Interior Landscape and Health in Indoor LifeBased on Tee Effect of Improving Indoor Air Quality Using Interior
Landscape Plant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6(1), pp. 36-45
8) Brent Merchant (1982). American Murseryman, American Nuseryman.

제24권 제5호 (2013. 10)

4 김정아

떨어지는 물은 청각적인 이미지로 자연의 소리로 나타난
다. 이미지와 소리의 교감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러한 자
연의 소리를 공간에 도입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
어 보다 쾌적한 공간감을 가질 수 있다.9) 실내공간에서
물의 도입은 시각적인 청량감을 느낄 수 있고 간접조명
효과를 통하여 반사되는 물의 투명성은 공간의 확장감을
조성한다.

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주거공간에 나타나듯이
중정공간에 식물을 배치하여 실내에서도 계절의 변화가
인식가능한 경우이다. 식물의 도입으로 꽃과 잎의 색채변
화를 통해 실내외 전체 공간에 쾌적하고 다양함을 연출
하며 마치 전원의 풍경을 주거로 이동시켜놓은 듯한 표
현은 거주자에게 신선함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중정을 통해 공간의 전통성을 표현하며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존의 ㄱ, ㄷ,
ㅁ 형식의 중정에서 탈피하여 타원형, 또는 삼각형 등의
형태로 식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여백의 미를 제
공함으로써 극소의 표현성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조경이 아닌 생활공간으로서 중정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2) 공간의 분할
자연요소를 도입함에 있어서 공간의 중심적 요소로 사
용되며 영역구축으로 거주자의 동선을 연결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영역을 분할함에 있어 자연을 중심으로 공
간이 분할되고 경계를 구분지어 줌으로써 특정한 공간에
서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며 자연스런 흐름을 유지시켜준다.

Figure 2. SA Residence, Bangladesh, 2005

2. 공간에 자연요소 도입

공간에 자연요소를 도입하는 이유는 인간과의 친밀감과
관계성을 형성하는데 있다. 건축공간의 폐쇄적인 벽, 프레
임, 유리 등의 차갑고 딱딱한 요소를 부드럽게 융화시키
고, 자연요소를 통하여 스토리성을 가지며 동선을 연결
하거나 자연요소가 오브제 역할을 하며 시각적인 강조효
과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자연요소가 실내공간에 자주
표현되는 중정공간과 자연요소에 의한 공간의 분할 및 장
식적 요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4장에서 사례분
석의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1) 중정공간의 재구성
주거공간은 다른 공간보다 안락함과 쾌적함이 더욱 강
조되는 곳이다. 상업공간처럼 자주 전폭적인 개조가 불가
능하기 때문에 공간의 작은 변화를 통하여 자연요소를 지
속시키며 늘 친숙한 환경이지만 뭔가 달라진 듯한 신선

Figure 3. Garden House, Morixhako, Japan

9) ARCHITECTURE CULTURE (9007). Display Elements and
Methods of Water in Interior Space. Seoul. pp. 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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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it-House, Japan, 2011

또한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시선을 부분적으로 차단시켜
주며 사적공간과 공적공간, 폐쇄공간과 개방공간 등 영역
의 특성을 규정짓는 요소로 사용되며 공간을 분할하는 자
연요소들은 공간의 벽이나 파티션, 또는 가구 등의 오브
제적 성격으로 존재하며 공간의 질적 향상과 이미지를 부
각시킨다.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분할과 연결을 공간에 적용시
키는데 이렇게 공간을 재구성해봄으로써 새로운 공간을
생성해 낼 수 있다.
3) 장식적 요소
식물은 그 자체의 재료적 특성으로 수세기동안 실내장
식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식물이 가진
기능적, 상징적 요소는 전체 장식적인 계획의 중요한 요
소로써 영감을 준다.
식물, 물과 같은 자연요소는 그 자체로 각각 너무나 다
양한 공간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어서 관조적인
(Meditative) 것에서부터 명랑하고 쾌활한(Playful)것에 이
르기까지 공간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의
표현이 가능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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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se Analysis of the Project

Figure 5. Brazil House, Brazil, 2009

생명력을 표현하는 식물을 통하여 주거공간을 장식함으
로써 공간의 바닥, 벽, 천장 등의 면이나 직선적 요소에
서 나타나는 경직된 분위기를 식물의 녹음이나 꽃을 이
용해서 완화시켜 쾌적하고 신선한 공간연출이 가능하며,
앞으로는 장식적 측면을 위한 자연요소의 유지관리 시스
템의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IV. 주거공간의 자연요소 도입유형 사례분석
1. 분석대상의 선정 및 방법

사례분석을 위해 현대 일본주거공간의 우수사례가 가장
많이 게재되는 GA와 신건축 (新建築)을 최근 5년간 조사
하였다. 현대 일본주거공간에서 자연요소 중 식물과 물의
도입이 공간에 중요한 부분과 기능을 차지하는 곳으로 사
례 10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No.

Project Name

Location

Open

1

House in Takamatsu

Takamatsu, Nagawa

2011

2

Garden & House

Tokyo

2010

3

House NA

Tokyo

2011

4

Gate Villa

Ibaraki

2012

5

Pit House

Okayama

2011

6

House K

Nishinomiya

2011

7

Nest

Hiroshima

2010

8

Library House

Tochigi

2012

9

Hironaka House

Tokyo

2011

10

Hojo House

Tokyo

2009

4. 분석의 종합

주거공간의 자연요소 도입유형은 <Table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거공간에서 단순히 자연을 가까이하기위한 기
능뿐만 아니라 영역구축, 소음조절, 동선분리, 순환작용 등
의 다양한 디자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Types of Natural Elements Drawn from Case Works
Type of Natural Element
Works

Reconstruction of
the courtyard space

Space partition

Decorative element

1

◐

●

●

●

●

2

◐

●

4

●

●

●

●

●

●

●

●

3

Table 2. Standards for Work Selection
Range

Standards for Selection

5
6

Range of the
Times

• Residential spaces with natural elements introduced
and applied, which were completed after 2009
• Works published in Japanese architecture professional
magazines, GA and New Architecture, in the last five
years

• Works with plants and water introduced, out of all the
natural elements
• Natural element-introduced works in combination of
Range of Case architectural functions
• Natural element-introduced works with spatial
Spaces
features emphasized
• Works where the concept of natural elements is
variously interpreted within space

본 연구의 사례대상은 최근 5년(2009-2012) 이내 완공
된 일본에 위치한 주거공간으로 그 대상은 <Table 3>과
같다.

●

●

●

◐

◐

9

◐

●

10

●
●
●
- Emphasizes the
- Circularizes
- Constructed as
decorative effects
rigidity of space
plant-wall in the
with contrasting
form of a terrace - Various level
materials
changes of the
- Functions as a
- Transparency of
floor
furniture while
glass
serving as a central - Space partition
according to height - Emphasis through
element of the
- Divides territory of combination of
interior
materials
space
- Secures lighting
- Continuity of glass
through various - Installment of
movable ceiling - Level variation of
height in each
floor and ceiling
room
- Combination with
surrounding
landscape

Plants

●

8

Summary of Cases

2. 주거공간의 사례대상

7

사례분석은 3장에서 분류한 중정공간의 재구성, 공간의 분
할, 장식적 요소의 3가지 도입유형으로 분석하였다<Table 4>.
10) Woo, J. (2008). A Study on the application material in
commercial space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7(3), p. 47

Water

3. 주거공간의 자연요소 도입유형 사례분석

- Decorative effect
- Circulation function - Each room is
of the center of the designed with the from the reflection
of lighting
water space
interior
- Decorative effect
- Central axis of the serving as the
central axis of the emphasizing the
interior and
locality
space
presentation of
- Combination of
various
different materials
architectural forms

◐: M,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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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se Analysis of Types of Natural Elements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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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RCS: Reconstruction of the courtyard space, SP: Space partition, DE: Decorative element, ◐: M , ●: L)

V. 결 론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은 인위적이고 규격화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더욱 자연을 그리워하게 만들며 자연
으로의 회귀본능을 일으키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간에 표현되는 자연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공간을 융화시키며 생동감 있는 공간을 체험케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을 전통적인 맥락으로
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현대 일본의 주거공간에 나타난 자
연 도입유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순서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현대 주거공간은 기존의 획일적인 형태의 주거에
서 탈피하여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쾌적한 환경연출, 그리고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주
거공간에 자연을 도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자연요소 중 공간에 도입된 식물은 녹색효과로 공
간을 경험하는 사용자들에게 습도조절, 공기정화, 심리적
안정 등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물(수공간)의 도입
은 시각적인 청량감과 조명효과에 의해 투명성이 표현되
며 이 두 요소는 공간에서 자연적인 분위기를 가장 잘 드
러내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연요소의 도입 유형은 중정공간의 재구성, 공간
제24권 제5호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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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장식적 요소의 3가지의 개념으로 분류되었고, 사례
분석 결과는 장식적 요소, 공간분할, 중정공간의 재구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장식적 요소는 자연과 대비되는 재료의 조합을 통해 각
각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며 오브제로서의 효과를 표현
하거나, 주거공간이 위치한 지역성을 유리재료의 투명함
을 통해 내 외부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하여 자연
요소의 확장감과 연속성을 나타냈다.
공간분할은 바닥레벨의 변화, 기능에 따라 공간의 영역
을 구분하고, 강조하려는 영역 표현에 있어 중심적 요소
로서 공간을 경계로 구분지어 자연요소의 질적 향상을 도
모하고 있다.
중정공간의 재구성은 실내 중심축으로서 다양한 입면을
생성하거나 복합적인 기능을 겸하여 다각도적인 공간체험
을 할 수 있는 시도를 볼 수 있었다.
사례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도입된 자연요소는 비교적 다
채로운 연출이 가능하며, 공간의 어느 방향에서나 자연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사례 대상이 현대 일본주거공간이기 때문
에 방문이 용이한 다른 상업공간처럼 직접적인 현장조사
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한계성은 있었지만, 최근 5년
이내 완공한 현대 주거공간에 새롭게 적용한 자연 요소
도입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에 의의를 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자연요소를 적용하는 주거공간
계획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후속적으로 자연
요소시공방법, 공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계
속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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