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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상주거 고댕의 사회궁전에 나타나는 건축특성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Godin’s Social Palace System of Modern Ide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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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Godin's Social Palace system of ideal housing for laborers

during the 19th century. Utopian socialists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proposed different solutions to reform

their chaotic capitalist society, in response to the maladi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Fourier designed an ideal housing

referred to as the Phalanstère, in which residences coexisted in a cooperative society. His disciples tried in vain to make

this ideal housing system real. The only realization of this type of ideal housing was called Godin’s Social Palace,

which was constructed in Guise, France. The mai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Godin’s Social Palace are as follows:

dwelling units in consideration of function and expansion are applied basically in the housing. Further, a natural

ventilation system is applied between housing and courtyard, and water supply is established in the housing. In

Particular, natural lighting and artificial illumination are used in the entire building appropriately. In addition, a device

which promotes a community between inhabitants is established. As for such modern facilities and social devices,

inhabitants were able to live a more comfortable life. Hence, it is confirmed to have been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for sustaining the Social Palace for more than 10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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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양의 근현대건축의 역사에 대해서 기술한 네오나르도

베네볼로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이상주거(理想住居)를 꿈꾸며 그것을 표현해왔

다. 특히 19세기 중반은 산업혁명에 의한 열악한 위생환

경과 주거 및 노동환경이 사회적문제가 되었던 시기이며,

주거환경이 인간의 삶을 지지하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하

다. 이에 따라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공상적 사

회주의자들은 그 해결책으로써 이상적인 주거공동체를 계

획하고 실험했다. 이러한 실험의 대부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프랑스 북부의 기즈(Guise)에는 당시 공상적 사

회주의자이자 기업가이었던 고댕(Godin)에 의해 세워진 사

회궁전(Social Place)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고댕의 사회궁전에 관한 기존연구 및 보고서에 의하면

그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고댕의 사회

궁전이 후리에의 사상 및 이상공동체가 그대로 실현되었

다라고 하는 해석이며, 둘째는 기본적으로 후리에의 영향

을 받고 있지만 후리에의 이상공동체와는 다른 독자적 실

천이었다라고 보는 해석이다. 특히 기존연구에 있어서는

후리에의 사상이 고댕에 의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전자

(前者)의 해석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다.1)

하지만 고댕이 젊은 시절에 후리에의 공상적 사회주의

를 경험한 것, 몇 번의 후리에주의자들과 협력관계가 있었

다는 것만으로2) 후리에가 구상한 팔랑스테르3) (Phalanstère)

를 그대로 실현했다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고댕은

1871년에 출판한『사회적 해결(Solution Social)』을 시

작으로 자신의 사회사상을 피력한다. 이와 같은 측면을

두고 기존연구에 있어서는 주로 사회학적인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건축·도시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거의 진

행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다<Figure 1>. 이처럼 근대사

상사, 근대도시론, 사회사상사에 이르기까지 고댕의 사회

궁전에 관한 연구는 폭넓게 연구되고 있으나 건축·도시

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궁전은 후리에의 이상공동체

가 그대로 고댕의 의해서 구현되었다고 보는 측면보다는

고댕 자신의 독자적 생각에 기초하여 구현되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고댕의 사회궁전에 대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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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 연구의 일환으로서 사회궁전의 건축 공간 및 의

장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19세기 중엽 당시 고댕의

사회궁전에 대한 전체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고댕의 저서인『사회적 해결』을 중

심으로 하는 문헌연구와 2008년 10월 1일부터 3개월 동

안 실시하여 얻어진 문헌, 사진, 도면 등을 이용한 현지

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당시 협회(Le

Syndicat Mixte du Familistère Godin)의 총책임자인 파니

(Frédéric k. Panni)씨와의 직접적인 연구협력으로 입수된

『유토피아 여행(Voyage en Utopie)』이라는 자료를 중심

으로 하고 있다. 이 자료는 기존연구에서 거의 접하지 않

았던 19세기 중엽의 사회궁전의 중요한 역사적 사진과 정

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회궁전의 전체상을 고찰하고 분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연구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우

선, 고댕의 저서인『사회적 해결, 1871』의 해석을 통하

여 후리에주의자들에 대한 고댕의 생각에 대해서 고찰하

였으며, 사회궁전의 계획단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대표적 후리에주의자인 빅토르 칼랑(Victor Calland)과의

협동작업이 지속되지 못했던 이유 등을 알아보기 위해 고

댕과 칼랑이 주고받은 서신의 해석 및 분석을 행하였다.

둘째, 후리에의 이상공동체인 팔랑스테르와 고댕의 사회

궁전과의 상호 비교분석 고찰을 통하여 각각의 이상공동

체가 갖고 있는 건축비전과 배치 및 계획특성에 대한 일

반적 고찰을 행하였다. 셋째, 19세기 중엽 사회궁전이 건

설된 당시의 내부 공간 및 의장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해결』의 해석 및 분석은 물론, 2008년 10월부

터 3개월 동안 고댕의 사회궁전을 관리 유지하는 파밀리

스테르4) 협회(Le Syndicat Mixte du Familistère Godin)의

총책임자인 파니(Panni, F.)씨와의 직접적인 연구협력으로

얻어진 역사적 도판 및 작자불명의 사진의 분석을 행하

여 19세기 중엽 당시의 고댕의 사회궁전의 전체상을 파

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본 연구가 행한 일련의 연구방법 중에는 역사

적 건축물의 내 외부 공간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필

요한 직접적인 실측 및 도면 작성을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19세기 중반 고댕의 사회궁전이 건설되

었을 당시의 건축 공간 및 의장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파

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고댕 자신의 저서인『사회적

해결』 및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작자불명의 역사적 사진

과 도판 등이 유일하며, 세계 1, 2차 전쟁으로 인하여 파

괴된 사회궁전이 몇 차례 주민들에 요구에 의하여 내부

평면 및 의장들이 처음 당시의 사회궁전의 모습과는 많

이 다른 형태로 재건 및 복원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사회궁전의 공간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사

회궁전이 재건되기 이전의 공간형태를 분석하는데 연구범

위를 한정하고 있다.

3. 선행연구의 고찰 및 본 연구의 시점

각주 1)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후리에의 팔랑스테

르와 고댕의 사회궁전의 상관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문

헌으로는 대표적으로 이하와 같다.

①『Delabre, G. & Gautier, J. (1978)』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후리에와 고댕의 상관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

며, 주요 내용으로는 고댕이 후리에의 영향을 받고 있지

만 후리에와 다른 다양한 사회사상이 고댕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회궁전에 적용되었던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운영원리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도시사적

측면에서의 사회궁전의 건축 공간 및 의장특성에 대한 언

급은 매우 적다라고 할 수 있다.

②『Desroche, H. (1975)』는 후리에주의자들이 고댕

에 대해서 후리에주의자로서 청년시절을 보내며 활동했던

것에 초점을 두어 논하고 있다. 하지만 후리에주의자들이

고댕의 사회궁전이라고 하는 건축적 실험에 대해서 어떻

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③『Meurant Jack, M. (1972)』은 19세기의 고댕의 여

러 저서를 통하여 고댕이 후리에주의적 경향이 강했음을

1) ① 고댕의 사회사상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대표적 연구로는 다음

과 같다.
• Brauman, A. (1980). Jean-Baptiste A. Godin 1817-1888: Le

Familistère de Guise ou les équivalents de la richesse, 2éme édition

revue et augmentée.

② 또한 후리에의 팔랑스테르와 고댕의 사회궁전의 상관성에 대해

서 논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다.
• Delabre, G. & Gautier, J. (1978). La régénération de l’utopie

socialiste: Godin et le Familistère de Guise, 3 vol, Université Paris I.

• Desroche, H. (1975). La société festive: du fouriérisme écrit aux

fouriérisme pratiqué, Paris: Seuil.

• Meurant Jack, M. (1972). Une expérience fouriériste au XIXe

siècle l’oeuvre de J.-B.A. Godin, Université Paris I.

• Yokoyama, T. (1976). The origins of modern town planning.

Tokyo: Kajima Institute Publishing Co. Ltd.

③ 한편, 다음의 연구는 사회/경제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축/도시사

적 측면까지 논하고 있지만, 실증 사료(史料)를 통한 구체적이고, 체

계적인 분석을 가하진 못하고 있다.
• Delabre, G. (1988). Vers une république du travail :Jean-Baptiste

André Godin, Paris: Editions de la Villette.

• Paquot, T. & Bédarida, M. (2004). Habiter l’Utopie: le Familistère

Godin à Guise, Paris: Editions de la Villette.

2) 고댕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자료를 참고하였음.
Godin, A. (1979). Solutions Sociales, Paris: A. Le Chevalier et

Guillaumin, La Digital. 8-12, 42-43.,Paquot, T. & Bédarida, M.

(2004). Habiter l’Utopie: le Familistère Godin à Guise, Paris:

Editions de la Villette, 26-27, 48-49. 

3) 프랑스 사회주의자인 후리에(Fourier, 1772-1837)가 주창한 사회

주의적 공동생활체. <Table 1>을 참조할 것.

4) 자세히 논하자면 파밀리스테르는 주거시설, 학교, 상점, 공장 등

의 전체를 의미하며 사회궁전은 파밀리스테르안에 세워진 상호 연

결되는 세 개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댕을 포함하여 당대

의 사람들, 그리고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 둘의 용어가 거의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왔지만, 본고(本稿)에서 필자는 사회궁

전을 주거시설로만 국한시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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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고 있으며 이외 후리에의 팔랑스테르에 관한 이론 고

찰이 있기는 하지만 고댕의 사회궁전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④『Benevolo, L. (1967)』유토피아적 도시계획에 있

어서 후리에의 팔랑스테르와 고댕의 사회궁전의 상관성에

대해서 건축·도시사적 측면에서 논하고 있으며 기존연

구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참고 되며 인용되는 문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내용에 있어서는 그 구체성이 다

소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⑤『Paquot, T. & Bédarida, M. (2004)』는 고댕의 사회

궁전은 후리에 사상의 직선적인 실천화가 아닌 독자노선이

강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본 연구의 시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철학적 혹은 역사학적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

어『Delabre, G. & Gautier, J. (1978)』와 마찬가지로 건축

학적인 측면에서의 사회궁전에 대한 공간 및 의장특성 등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후리에와 고댕의 상관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문헌 및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궁전

이 고댕 자신의 독자적 생각에 기초하여 구현되었다고 하

는 측면과 동시에 건축적 측면에서의 사회궁전에 대한 전

체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미비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

에서는 19세기 중엽 당시 사회궁전의 건축적 실험의 독

자성 및 건축 공간, 의장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여 그 전

체상을 파악하는데 연구시점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18세기 중반 노동자용 커뮤니티 건설의 시도

18세기 중반이후에는 산업혁명에 의해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 고용되었다.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입은 필연적

인 결과였지만 중세의 도시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던 당시

의 도시형태는 급격하게 증가한 노동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시설이 마련된 주거단지는 거의 없었다. 이처럼

노동자계층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빈곤한 생활을 영

위해 나갔으며 공지 및 외각 지역으로 점차 슬램을 형성

하고 있었다.5)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동자와 빈민의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 것은 건축가가 아닌 공상적 사회주의자

들이였다. 이들은 사회의 부정적 변화에 관심을 갖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공동생활을 위

한 이상적 커뮤니티 모델을 구상했다. 대표적인 예로 후

리에의 팔랑스테르가 있으며 이는 공동생산 및 소비가 이

루어지는 거대한 공동주택이다. 하지만 후리에는 생전에

이를 실제로 건설하지 못했으며, 후리에주의자중에도 가

장 활약했던 인물인 빅토르 콩시데랑(Victor Considérant,

1808-1893)도 1850년대 초반 미국의 텍사스에서 이를 구

체화하려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또한 후리에주의

자인 빅토르 칼랑도 사회궁전의 계획단계에서 고댕과의

공동작업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후리에가 제창한 팔랑스테르는 당시 공장을 경

영하는 일부의 기업가들이 공장과 더불어 노동자용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시도될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2. 사회궁전의 건축적 실험의 독자성

후리에가 제안한 팔랑스테르가 실제로 건설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이론으로 머물렀다고 한다면 고댕의 사회궁

전은 후리에의 기초이론과 자신의 독자적인 사회사상을

토대로 현실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댕의 사회사

상과 생각이 완전히 후리에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기보

다는 후리에의 팔랑스테르를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한때 고댕은 다수의 후리에주의자, 혹은 제자들과

같이 19세기의 후리에 사상에 심취했다. 이 때문에 고댕

과 후리에 사이에 수많은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댕이 후리에 사상 전체를 받아들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후리에의 사상이 현실문제와는 동떨어

져 있었던 반면에 고댕의 사상은 노동자 생활과 주거 문

제 등의 복잡한 현실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6)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고댕이 자신의 사상을 표명하

기 위해 1871년에 출간한 저서『사회적 해결』의 해석

5) 18세기후반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사회상황에 대해서는

Leonardo Benevolo, Judith Landy,『The origins of modern town

planning』 , M.I.T출판, 1967 그리고 요코하마 타다시, 근대도시계

획의 기원, 카지마출판, 1976을 참조.
6) Baek, S. (2011). A study on community model for laborers in the

19th centu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kyo, Japan. 30-

33.

Figure 1. Trend of Existing Research on Correlation Between

Fourier and Go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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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히 사회궁전의 계획 당

시 후리에 주의자들과의 협동작업이 실패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대표적인 후리에주의자였던 빅토르

칼랑이 고댕과 주고받은 편지의 분석을 통해서도 고댕과

후리에주의자들과의 관계가 사회궁전의 계획 당시 순탄하

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현지조사당시 협회 총

책임자였던 파니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러한 관련성

에 대해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궁전의 계획당시

고댕과 후리에주의자들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

항들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사회궁전은 더 이상 후리에주의자들의 생각을 토

대로 하는 실험은 되지 않을 것이다」7)

②「칼랑이 제안한 사회궁전의 기본계획안은 실현가능

성이 희박하다」8)

③「후리에가 팔랑스테르라고 하는 공동체이론에 머물

렀다고 한다면 고댕은 후리에의 기초이론과 자신의 사회

사상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제안을 직접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9)

이처럼 사회궁전이 계획된 당시의 고댕과 후리에주의자

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궁전은 이미 후리에의

팔랑스테르와 연관된 건축적 실험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대표적으로 후리에가 고안한 팔랑스테르의 내부

갤러리가 고댕의 사회궁전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

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모든 궁전으로 연

결되어 있는 후리에의 팔랑스테르의 내부갤러리는 사람들

이 이 공간을 이용해 궁전 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

는 한편, 고댕의 사회궁전에는 내부갤러리가 존재하지 않

는다. 고댕은 새로운 이동 방법을 창안하고 있는데 그것

이 유리 지붕을 걸친 안뜰이며, 다른 안뜰로 이동할 수

있다. 이밖에 팔랑스테르와 사회궁전의 건축비전 및 일반

적 계획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후리에가 자신의 사상을 문장으로서 남기려고 했던 것

에 대해 고댕도 적극적으로 긍정했지만, 현실사회에 적용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고댕이 자

신의 다양한 사회사상을 기초로 현실사회에 맞는 이상적

커뮤니티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궁전은 재정적 문제 등 복잡한 현실 문제를 겪으며

건설되었는데 후리에주의자, 철학자, 사회주의자 등의 협

력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의 가족들의 협력을 구했던 것으로 확인 된다.10)

후리에주의자였으며 건축가였던 빅토르 칼랑은 사회궁

전의 이전 계획안인 가족궁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계

획은 고댕에게 전해졌으나 고댕과 빅토르 칼랑이 주고받

은 3통의 편지를 분석해보면 고댕은 칼랑의 생각이 상당

히 비현실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 이

때문에 사회궁전 건설에 있어 칼랑과의 협동작업을 바라

고 있었던 고댕이었지만 서둘러 중단하게 된다. 칼랑이

계획하고 있었던 사회궁전은 전체적인 재정상황이나 노동

자를 위한 주거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점진적인 계획

안이 아니고 이익만을 추구한 현실에 동떨어진 계획안이

라고 고댕은 판단한다. 즉 고댕은 사회궁전 건설에 있어

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적으

로 건설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고댕은

이러한 재정적 불안요소를 고려하여 파밀리스테르의 사회

궁전12)을 시작해 다양한 시설을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건

설해 나간다.

특히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 궁전

은 세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건물은 약

2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건설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댕과 빅토르 칼랑과의 관련성, 즉 후리에의

팔랑스테르와 고댕의 사회궁전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서로가 주고받은 일련의 편지는 이들의 관계를 집

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즉「후리에의 팔

랑스테르와 고댕의 사회궁전의 상관성」13)을 강조하는 기

존의 문헌 및 연구 해석과는 달리, 고댕의 건축적 실험이

후리에 사상의 직선적인 실천화가 아닌 독자성이 강한 실

험이었다라고 하는 본고의 해석을 뒷받침 하고 있다.

3. 후리에의 팔랑스테르와 고댕의 사회궁전에 대한 일반적

계획 특징 비교분석

후리에의 팔랑스테르는 18세기 말 조직화된 공간의통일

적인 원리로서의 연쇄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즉 정면 중

앙부를 강조하는 바로크식의 건물 배치 및 통일성에 의

한 조닝이 이루어져 있다. 생산기반은 농업, 일부다처제이

며 주민수는 900~2,000명으로 거주구성원은 개인이다. 한

편, 고댕의 사회궁전은 19세기 중후반 사회주의 입각하여

다양하고 독자적 성격을 가진 개별 건물의 집합체계를 취

하고 있다. 생산기반은 산업, 일부일처제이며 주민수는

1,500~1,800명으로 거주구성은 가족이이다. 특히 노동현장

과 연계된 생산, 분배, 소비, 교육, 여가, 주거에 이르는

건물들의 복합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Table 1>.

7) Godin, A. (1979). Solutions Sociales, Paris: A. Le Che- valier et

Guillaumin, La Digital. 150-151.

8) Panni, F. (2008). Lettres du Familistere, Les édition du

Familistere. 115-123.

9) 2008년 9월부터 3개월간 총 5회에 걸쳐 실시한 파밀리스테르 협

회의 총책임자인 파니씨와의 인터뷰 및 현지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10) Ibidem.

11) Panni, F. (2008). Lettres du Familistere, Les édition du

Familistere. 16-17.

 빅토르 칼랑과의 협동작업이 실패로 끝난 뒤, 이전에 칼랑에 의해

서 붙여진 가족궁전은 사회궁전으로 고댕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게 된다.

 본 논문의 선행연구의 고찰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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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회궁전에 나타나는 건축·의장 특성

1. 사회궁전

사회궁전의 전체적인 배치구성은 1858년에 확정되어

1860년부터 대략 20년에 걸쳐 다수의 건물이 건설되면서

완성되었다. 광장의 북측에는 시가지를 향하고 있는 세

개의 정방형의 장대한 주거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중앙건

물은 조금 후퇴되어 있다.

이 세 개의 주거건물이 사회궁전이며 그 파사드는 약

170미터에 달한다. 사회궁전은 <Figure 2>를 봤을 때 우

측에 있는 건물을 시작하여 중앙건물, 그리고 <Figure 2>

를 봤을 때 좌측에 있는 건물 순으로 완성되었다. 특히

좌측건물이 완성되었던 1878년에는 공장에 고용된 노동자

와 그 가족의 수가 전체 350세대에 달했으며, 독신자를

포함한 사회궁전의 전체거주자는 약 1200명에 달했다. 고

댕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회궁전의 건설계획은 자신이 운

영하는 공장의 점진적인 성장발전과 여유로운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순조롭게 실현되었다. 특히 사회궁전에는 기능적

이고 근대적인 각종 건축설비가 마련되어 거주자에게 쾌

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Figure 5>에서와 같

이 주거의 기본유닛은 10미터마다 칸막이벽16)에 의해 구

획되고 있으며 2개의 세대로 구성된다. 이 두 개의 세대

Table 1. Comparison of Architectural Characteristic in Phalanstere & Social Palace Familistere14)

14) Shirai, H. & Kaufmann, E. (원저) (1992). 르두에서 르꼬르뷔제

까지-자율적 건축의 기원과 전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15) Author: Ignorance. The possession document of the Familistere’s

Association.

Figure 2. Social Palace's South View (1871)15)

16) 이 칸막이벽은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연기를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자연환기시스템과 방화벽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Ibidem, 50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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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는 공동현관이 있고<Figure 5-D>, 각 세대와의 커

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각 세대는 중정에 면

하는 방<Figure 5-왼쪽사진>과 외측인 정원에 면하는 방

<Figure 5-오른쪽사진>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주

거의 기본유닛은 사회궁전에 모두 일괄되게 적용되고 있다.

<Figure 6-C, Table 3-C>에서와 같이 주택의 중정은 목

재 골조로 된 유리지붕으로 덮여있으며, 각층의 보행자용

통로<Figure 6-k, Table 3-k>는 금속제의 보(樑)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각층의 보행자 통로는 건물의 모서리에 설치된 원형계

단<Figure 7-B>에서 접근 가능하다. 또한 각층에는 물 마

시는 곳<Figure 7-H>, 화장실<Figure 7-I>, 그리고 더스

트 슈트(Dust Shute)<Figure 7-J> 등의 위생을 고려한 건

축설비가 마련되어 배수 처리 및 쓰레기 배출 등, 당시문

제가 되었던 위생(衛生)상의 공부(工夫)가 잘 나타나고 있다.

건물은 기술적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고안되고 있

다. 즉 기능과 확장을 고려한 주거유닛, 주택과 중정과의

환기체계, 건물전체의 자연 및 인공채광의 적정사용, 커뮤

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합리화, 자가 수도의 설치 등, 주민
17) Godin, A. (1979). Solutions Sociales, Paris: A. Le Che- valier

et Guillaumin, La Digital. 442. 

18) Ibidem, 443. <Table 2>는 1871년 당시 사회궁전의 평면도에 대

한 고댕의 설명에 입각하여 고증한 것임.
19) Le Syndicat Mixte du Familistère Godin. (2008). Voyage en

Utopie. 현지조사를 통하여 2008년까지 사회궁전에는 전체 212세대

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3. Social Palace's Ground Plan17)

Table 2. Godin's Explanation about the Ground Plan18)

Mark Caption

A

Courtyard

a Passage part of the first floor

b The stairs which go from a basement to the garret

c The passage that is established every each floor

d Balcony around the courtyard (catwalk)

e

The washhouse which is established every each floor (etc. 

Scullery) cf. The dotted line shows the position of a holding 

tank established outside a building 

f The fire hydrant which is established in each floor

g Dust shute

h Bathroom with a bathtub and the shower

e
The store which sells vegetables, liquor, fancy goods, clothes, 

shoes

Figure 5. Basic Unit of the Housing & The Room which Faces a

Courtyard and the Outside Garden20)

Figure 4. Social Palace's South View (2000)19)

20) Godin, A. (1979). Solutions Sociales, Paris: A. Le Che- valier

et Guillaumin, La Digital. & 2008년 현지조사 당시 필자가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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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종 근

대적인 건축설비가 마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궁

전의 평면구성 및 각종 건축적 장치에서 나타나는 특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능과 확장을 고려한 주거 유닛

사회궁전에는 <Figure 7>의 주거단위에서 보는바와 같

이 독신자에서 가족단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주거유

닛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주거단위 A-

1,2는 2개의 주호가 1개의 주거유닛으로 되어있다. 즉 공

동현관<Figure 8-D>을 통하여 각주호로 나누어지는 형

태이다.

이밖에 <Figure 10>에서처럼 주거단위 B는 1개의 주호

가 1개의 주거유닛으로 되어있으며, 주거단위 C-1,2,3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에 따라 주호가 바뀌지만 일반적으로

단신용 주거유닛으로 되어있다.

Figure 6. Social Palace's Cross Section21)

Table 3. Godin's Explanation about the Cross Section22)

Mark Caption

A

Basement

a The basics

b Basement under each dwelling unit(warehouse)

c Corridor of the basement

d
Intake of the water tank of the garret and the water pipe to 

supply each floor with water

e
Doorway of a warehouse established outside of a central 

building

f Basement under the courtyard(warehouse)

g Gallery for a cellar and ventilation

h Vent facing a courtyard

i
Ventilation shaft for dwelling units designed to a beam part of 

the warehouse

B

Courtyard, the first floor - fourth floor

j
Doorway to a covered passageway(catwalk), a stair hall, the 

drinking fountain

k
Covered passageway(catwalk) around the courtyard of the 

square

l Entrance of each dwelling unit

Table 3. Continued

Mark Caption

C

The glass roof which is built over a courtyard and the covered 

passageway(catwalk)

m

The rainwater falling from the roof of each dwelling unit and the 

glass roof of the courtyard is derived by the rain pipe outside the 

garret.

n Monitor roof for ventilation of the glass roof top

D

The inside of each dwelling unit

o
An entrance door from the roofed passage connecting buildings 

side. Closet

p A cupboard and storage closet

q Closet

r The room becomes the extendable unit

s An air duct taught in a chimney ventilates the dwelling unit

E
Garret

t Corridor

21) Godin, A. (1979). Solutions Sociales, Paris: A. Le Che- valier

et Guillaumin, La Digital. 446. 

22) Ibidem, 446. : <Table 3>은 당시 사회궁전의 단면도에 대한 고

댕의 설명에 입각하여 고증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하여 표를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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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ocial Palace's Dwelling Unit23)

Table 4. Godin's Explanation about the Dwelling Unit24)

Mark Caption

A

The courtyard which is paved with cement: The lattice of the 

small square makes a line on the floor of the courtyard. It lights 

up the basement brightly. Particularly, the lattice in the edge 

does the ventilation smoothly. It is a part in so-called ventilation 

system.

B The stairs which spread out from a basement to the roof

C

Balcony around the courtyard (Catwalk): It connects all 

dwelling units of each layer and resembles today's corridor-type 

apartment.

D

Two dwelling units form one basic unit basically (the basic unit 

constitutes it in four rooms)

a The public entrance hall which is in two dwelling units 

b Utility room of the left dwelling unit (c, d) 

e Utility room of the right dwelling unit (f, g)

    Bed

 Multipurpose closet

 Ventilation duct of the dwelling unit 

E
The common use space that connects two dwelling units

(h, I, j and k, l). One dwelling unit can establish five rooms.

23) Godin, A. (1979). Solutions Sociales, Paris: A. Le Chevalier et

Guillaumin, La Digital. 448. 

24) Godin, A. (1979). Solutions Sociales, Paris: A. Le Che- valier

et Guillaumin, La Digital. 448. <Table 4>는 평면도에 대한 고댕의

설명에 입각하여 고증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하여 표로 나타낸 것임.

Table 4. Continued

Mark Caption

F

The common use space of a dwelling unit constructed in two 

rooms(m, n). A neighboring room(o) is included, and three 

rooms may be constructed to one dwelling unit in some cases.

G
The dwelling unit which is constructed in two rooms.

There is not the common use space including the entrance.

H Drinking fountain

I

Public toilet

p Entrance of the ladies' room

q Entrance of the men's room

r,s Toilet stool

t,u Washstand

v Urinal for men installed in only the first floor

J Facilities of a pit for garbage throwing down(Dust shute)

Figure 8. Family Dwelling Unit A-1,2 & Approach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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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각 주거는 2개의 방과 부엌으로 구성되며,

독신자용 주거만이 1개의 방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거유

닛은 세대구성원의 수의 변화에 따라 방을 늘리거나 줄

일 수 있어 확장과 축소가 가능하다. 또한 각 주호의 천

장은 3미터이며 각 방의 넓이는 15-20 평방미터로 되어

있다.

사회궁전의 현관에서 확장되는 공간<Figure 8-b, e>는

수납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화장실로도 사용된다. 또한 각

방은 신축자재로 2개에서 6개까지 변경 가능하다. 이를테

면 아이가 없는 부부는 1개의 방을 이용하고 가족이 늘

어나면 방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들이 결혼

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방을 축소하는 것

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26) 즉 각각의 방은 옆 세대의 방

과 간단히 결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세대구성원

이 늘어나면 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주거

공간의 기능과 확장을 고려한 사회궁전의 주거유닛은 지

극히 근대적인 공간형태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근대적인 건축설비

사회궁전의 각층에는 급수설비, 화장실, 더스트 슈트 등

의 위생과 관련하는 건축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급

수시설에 있어서는 공장의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7)<Figure 12>.

이밖에 중정의 1층에는 점포와 도서관, 그리고 공중목

욕탕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택의 사회생활을 이 중정이 촉

진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실험주의와 실용주의가

고댕에게도 영향을 미쳐 철이 주류인 시대에 중정의 유

지지붕의 골조가 목재로 되어있는 점이다. 가로 40미터,

세로 20미터로 약 1,000평방미터에 가까운 유리를 전통적

인 목재골조가 지지하고 있는 것은 실로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 없다<Figure 13>.

25) Godin, A. (1979). Solutions Sociales, Paris: A. Le Che- valier

et Guillaumin, La Digital. 602-605. 를 참조하여 작성함.

26) Godin, A. (1979). Solutions Sociales, Paris: A. Le Che- valier

et Guillaumin, La Digital. 602-605.

27) Ibidem, 441-444.: 전체적인 설계, 445-455.: 건축의 상세, 490-

493.: 급수시설.

28) 2008년 현지조사 당시 필자 촬영 후 다이어그램 작성.

Figure 9. Process Space formation of Dwelling Unit25)

Figure 10. Family Dwelling Unit B & Approach Direction

Figure 11. Single Dwelling Unit C-1,2,3 & Approach Direction

Figure 12. The Social Palace's Water Supply System after 188028)

Figure 13. Social Palace's Central Building Covered by a Glass

Roof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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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은 각종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주민

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중

정을 둘러싸고 있는 보행자 통로는 발코니가 되어 조망

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댕은 진정으로 인간에 필요

한 건축을 목표로 당시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설비를 건물에 적용시키고 있다. 우선 건물전체를 밝

고 통풍을 좋게 하기위해 외측과 내측 양방으로 커다란

창을 설치하고 있다.

빛은 지하실과 옥탑의 내부까지도 들어오며, 특히 중정

아래에 설계된 창고에서도 환기구를 통하여 빛이 들어와

지하창고를 환하게 하고 있다<Figure 14>. 한편, 유리천

장의 온실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고댕은 자연공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기는 환기구를 통하여 지하실로 흘러

가며 다시 옆 환기구를 통하여 중정으로 흘러간다. 이와

동시에 지붕의 개구부에도 항상 바람을 통하게 하여 공

기를 환기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여름에는 시원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는 환기 덕트와 같은 시스템

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확인된 사실은 후세 근대 집합주거에서 나타

나기 시작한 더스트 슈트의 원형이 사회궁전에 설계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주택의 각층에는 분수

식 식수대와 화장실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온수를 세

탁장에 공급하는 장치도 설계되어 실제 건물에 적용 되

고 있다. 이상의 건축설비는 당시 일반주택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빛, 공기, 공간 등의 건축요소를 적절히 이용

한 쾌적하고 근대적인 건축설비였음이 확인된다.

3)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각종 장치의 마련

각 주거건물에는 각 층을 연결하는 보행자 통로와 중

앙의 중정이 계획되어있다. 여기서의 보행자 통로는 현대

집합주택에서 볼 수 있는 복도와 같은 단순한 통로가 아

니며, 유지지붕으로 둘러싸여진 중정 또한 환기와 통풍을

위해서 단순히 계획된 것이 아니다. 바로 각각의 주호가

연결되는 공간이자 내부공간의 연장선이며, 동시에 주민

들의 동선이 집결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사회궁전에 있어서의 내부공간은 가능한 한 이웃 주민

과 부딪히지 않게 하는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소극적 의

미에서의 공간이 아니라, 각각의 세대 구성원들이 공동생

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이 가능한 한

최대한 공유되고 있다. <Figure 16>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정은 결혼식과 같은 행사뿐만이 아니라, 집회와 교류

등을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촉진시키는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동시에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밖에 각층의 보행자 통로도 이러한 사회적

공간의 일부분으로써 통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댕은

중정과 보행자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공간

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주거건물은 4층으로 되어있으며, 지하실과 옥탑 방

이 설치되어있다. 통풍과 채광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각층마다 자연채광, 바람, 녹지를 가까이에서 느

껴지도록 발코니를 갖추고 있다. 각층의 중정측은 회랑으

로 되어 있으며 모든 세대를 연결하고 있다. 회랑은 폭

1.3미터이며 회랑 이용자 간의 지나침도 편안한 적정공간

크기를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중정으로부터 들어오는 빛

에 의해 각층의 단위세대 내에는 항상 밝은 상태를 유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밖에 주민들은 각 주거건물의 모서리에 위치한 폭넓

은 반원형의 계단과 3개의 주거건물을 연결하는 천장이

있는 통로에 의해서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계단 내측의 손잡이를, 어른들은 폭넓은 외측을

29) Ibidem.

30) Ibidem.

31) 2008년 현지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필자가 작성.

32) Author: Ignorance. The possession document of the Familistere's

Association.

Figure 14. Passage of the Warehouse and Garret under the

Ground30)

Figure 15. Ventilation System of the Courtyard31)

Figure 16. The Dance of a Child Festival & Celebration held in a

Courtyard (1909, 1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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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함으로써 피로를 덜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있다<Figure 17>.

2. 우측건물

우측건물은 1859년부터 1960년에 걸쳐 건설된 사회궁

전의 최초의 주거동이다. 벽돌조의 4층 건물로 되어있으

며 지하실과 옥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건물이 완성된 후 1860년 8월에는 최초의 거주자를 맞

이했고, 1861년에는 100세대로 35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

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건물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4년 8월 24일에 전소(全燒)했다.

그 후 1923년부터 1924년에 걸쳐 재건(再建)되었지만

외관은 유약이 발라진 다색의 기와로 마감되었으며 돔과

첨탑이 가해졌다. 이는 건축 설계상에 있어서의 특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단순한 요구에 의한 것

임이 확인되었다. 중정은 지붕의 골조가 목제에서 철제로

변경되었으며, 바닥면 또한 모자이크 장식으로 마감되었

다. 처음 건물의 계획안과 비교하자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사회궁전의 기본계획 이른바

주거유닛, 중정, 각층의 계단, 2층에서 4층까지의 보행자

통로등은 그대로 복원되었음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확인되

었다.

3. 중앙건물

최초의 주거건물(우측건물)이 완성된 이후, 1862년에는

사회궁전의 중앙건물이 완성된다.

중앙건물의 배치는 우측건물과 유사하지만, 보다 스케

일이 큰 것이 특징이다. 면적은 900평방미터로 되어있으

며 150세대가 주거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중앙건물

과 우측건물 사이에 위치하는 각 층의 매개공간은 주민

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4. 좌측건물

1858년에 사회궁전이 계획된 이후, 3개의 주거건물 중

에 좌측건물이 1877년에서 1878년에 걸쳐 건설되었으며

당시 사회궁전에는 전부 350세대로 1200명이 거주하고 있

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나타났다. 사회궁전의 우측건물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며<Figure 21>, 중정의 북동쪽의

계단은 중앙건물과 연결되고 있다.

33) Photographer: Baek. S. & Georges. F.; The possession document

of the Familistere's Association.

34) Author: Ignorance. The possession document of the Familistere's

Association.

35) Author: Ignorance. The possession document of the Familistere's

Association. 현지조사 당시 필자 촬영.

36) Author: Ignorance. The possession document of the Familistere's

Association.

Figure 18. Drawing of the Left Building (1858) & East View

(1900)34)

Figure 17. Stairs and Passageway of the Right Building (2003,

2008)33)

Figure 19. Courtyard of the Left Building Destroyed by Fire During

World War I (1919) & The Reconstruction of the Left

Building (1923) & East View (2008)35)

Figure 20. Drawing of the Central Building (1858) & South West

View (1865)36)

Figure 21. Drawing of the Right Building (1858) & South West

View (1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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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地面)은 사회궁전의 다른 주거건물과 마찬가지로

지하실로의 채광과 중정의 환기를 위한 격자모양의 뚜껑

이 규칙적으로 설치되어있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이처럼 사회궁전에는 거주자들의 건강하고 풍족한 생활

을 위한 시설이나 설비를 마련하는 등, 물리적인 환경뿐

만 아니라, 소비 생활협동조합에 의한 운영, 상호부조 체

계에 의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공동 탁아, 의무 교육·

평생 학습 프로그램 등의 사회 환경에의 배려도 나타나

고 있다. 이것들은 노동과 자본의 협동조합의 운영에 의

해서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거주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한 생산과 부의 분배를 위해 창설된 위원회는 주민이 적

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주민들 스스로의 자주 관리

에 의해서 운영이 이루어졌다. 즉, 사회궁전의 각종 사회

적 장치는 다른 공동체 주거 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노

동 현장과 제휴한 생산, 소비, 분배, 교육, 여가에 이르는

복합적인 커뮤니티라는 점을 특징지을 수 있다. 더 나아

가 현대 도시건축에 있어서 건물, 주거, 인간의 단순한 물

리적인 집합이 증가하는 경향이나 사회적인 연대, 혹은

공공성의 퇴보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모색에 있어서도

시사하고 있는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이상주거를 향한 고댕의 건축적 실

험의 독자성을 고찰하기 위해 고댕의 저서인『사회적 해

결, 1871』의 해석을 토대로 후리에주의자들에 대한 고

댕의 생각을 고찰하였다. 또한 사회궁전의 건설을 두고

관여하였던 대표적 후리에주의자인 빅토르 칼랑과의 협동

작업이 지속되지 못했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고댕과 칼

랑이 주고받은 서신의 해석 및 분석을 행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관할협회의 책임자인 파니씨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재차 검토하였다. 그 결과 19세기에 유토피아 사상을 지

닌 공상적 사회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적 발

상으로부터 상당히 현실적으로 생각한 고댕은 건축문제를

사회적 진보의 지표로서 인식하고 이전 혹은 동시대의 유

토피아 사상처럼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

사상을 바탕으로 실제 존재하는 이상주거인 사회궁전을

계획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었다. 요

컨대, 유토피아(Utopia)라고 하는 어디에도 없는 장소, 소

위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사회가 당시 고댕

의 사회궁전이라고 하는 실제 주거건물에 의해서 현실세

계에 구현화(具現化)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댕의 독자적인 사회사상과 이상주거를 향한 생

각이 사회궁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해결』의 해석 및 분석은 물론, 2008년 10월부

터 3개월 동안 고댕의 사회궁전을 관리 유지하는 파밀리

스테르 협회의 총책임자인 파니씨와의 직접적인 연구협력

으로 얻어진 도면 및 사진의 분석을 행하였다. 이를 정리

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기능과 확장을 고려한 주거 유닛

사회궁전의 주거유닛은 독신자에서 가족단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있는 것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 가

능했으며, 전체적으로 각 단위세대는 2개의 방과 부엌으

로 구성되며 독신자용 주거만이 1개의 방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특히 주거유닛은 세대구성원의 수의

변화에 따라 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확장과 축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주거공간의 기능과 확장을

고려한 것으로 사회궁전의 주거유닛이 당시 19세기에 있

어서 시대적으로 앞선 근대적인 공간구조를 취하고 있었

다라고 할 수 있다.

② 근대적인 건축설비

사회궁전의 3개의 주거건물의 각층에는 당시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거의 설치되지 않았던 급수설비, 화장실, 더스

트 슈트 등의 위생과 관련하는 건축설비가 설치되어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건물전체를 밝고 통풍을 좋

게 하기위해 외측과 내측 양방향으로 커다란 창을 설치

하고 있었던 것과, 채광은 지하실에서 옥탑까지 이루어지

며 특히 중정아래에 설계된 창고에도 격자형의 환기창이

자 창문역할을 하는 개구부를 두어 지하창고를 환하게 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주거건물 안에서의

자연공조 및 쓰레기 처리시설, 식수대와 화장실, 온수공급

등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

한 근대적인 건축설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③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각종 장치의 마련

사회궁전의 보행자 통로는 단순한 통로의 기능만을 하

고 있는 것이 아니며, 유리지붕으로 덮여진 중정 또한 환

기와 통풍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다. 바로 각

각의 주호가 연결되는 공간이면서 내부공간의 연장선인

동시에 주민들의 동선이 집결되는 공간이기도 하였던 것

이다. 즉 각종 행사뿐만이 아니라, 집회와 교류 등 커뮤

니티를 형성하고 촉진시키는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었음

이 확인되었다. 이밖에 각층의 보행자 통로도 이러한 사

회적 공간의 일부분으로서 통합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

는데, 고댕은 중정과 보행자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환경은 물론

37) Author: Ignorance. The possession document of the Familistere’s

Association.

38) 2008년 현지조사 당시 필자 촬영 후 사진 편집.

Figure 22. The vent which was designed in a courtyard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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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사회성 발전을 도모하는, 소위 커뮤니티의 활동

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건축설비 및 장치가 사회궁전

에 갖추어져 있어 커뮤니티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재생산의 장소로써의 주거환

경은 물론, 주민들의 연대의 고삐를 강화시킨 고댕의 사

회궁전은 물질적 풍부함을 앞세워 협동이나 사회적 연대

혹은 공공성이 시대의 경과와 함께 점점 퇴보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건축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사(示唆)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19세기 중반 고댕의 사회궁전이 건설되었을

당시의 원형건물에서 나타나는 건축 공간 및 의장특성을

분석하는데 연구범위를 한정하다 보니 현재 사회궁전의

직접적인 실측 및 도면작성을 토대로 분석을 행하지는 못

하였다. 이는 사회궁전이 전쟁 등으로 인하여 몇 차례 주

민들의 요구 등에 의해 다른 형태로 재건 및 복원이 되

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상의 한계점은 최근 사회

궁전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공간창출 등 현대적 시점에서

필요한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선되고 있

는 사회궁전에 대해서 향후 후속과제를 통하여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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