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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Access and Exposure 

Case Study 1 

   

Group therapy room at a mental health center, showing 
the amount of space concealed from the point at which 

the patients entered. 



Visual Access and Exposure 

Case Study - 2 

Solarium studied by Rivlin, et al., showing the location 
preferred by patients watching television 



Visual Access and Exposure 

The Basis for a General Framework 

□ 연구의 목적 

    매일 발생하는 대인관계를 분석하는데, 환경과 행동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틀을 개발 

    하는 것 

□ Reaserchers 

   - Goffman / Coss /  Steele /  Nweman / Handler / Pred 

□ Goffman 

   - Main notion :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개개의 행동에는 무의식적이지만 의도적인 전략이 바탕을 이루 

                        고 있다 (1969, 1971) 

   - Seeing & Being seen 

       • 개개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양식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Normal appearances 

       • 인간은 주변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를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했을때 의연하게 대처하 

         고 그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지속적인 준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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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utinizing behavior 

       •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주변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새로움을 줄일수 있 

         고 우발적인 상황에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 

       • 인간은 근처에 있는 타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놀람의 Sign을 인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주변환경을  

         관찰할 수 있다. 

   - Lurk lines 

       • 사람들은 등 뒤, 문이나 파티션 뒤,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특히 취약하다.  

       • 이러한 상황에서 물리적 환경은 행동에 수많은 잠재적인 영향을 준다. 

□ Coss 

   - Distraction graphics 

       • 새로운 정보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통로의 교차점이나 물리적인 장소를 대상 

       • 엘리베이터에서의 강렬한 시각적 접촉, 코너에서의 갑작스러운 자극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를 방해한다.  

       • 그러한 위치에서 자연적인 혹은 인공적인 시각분산을 유도함으로써, 놀람의 정도를 줄일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우발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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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t-off hypothesis 

       • 대인관계에서의 정보가 stressful arousal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 

□ Steele  

   - Main contribution : 오피스나 혹은 그와 유사한 복합한 공간 내에서 개인의 물리적인 위치(location)가  

                                대인관계 혹은 조직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분석 

   -  Location 

       • 개인의 위치(location)는 그가 접할 수 있는 조직내의 관계 혹은 대인관계에서 정보의 양(quantity)과  

         질(quality)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신뢰성있는 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개인이 속한 환경이나 행위경로내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도록 하 

         기도 한다. 

       • 건축적으로 한정된 공간내에서 위치(location)는 대인관계의 기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개인은 잠재적 혹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위치를 조정하게 된다. 

       • 위치의 선택은 여러가지 미묘한 건축적 요소의 결정에 관여하며, 동일한 공간내에서도 Vantage-  

         point(유리한 지점)에 따라서 다양한 행동들이 생겨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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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ximity & Visibility 

       • 고정된 업무장소와 그 사이의 통로의 관점에서 볼때, 접근성(proximity)과 가시성(Visibility)은 조직에  

         필수적인 자발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 Newman 

   - Defensible space 

       • 공간의 가시성(visibility)은 행동의 조정에 영향을 준다. 

       • 연구의 대부분은 잠재적인 범죄자와 범죄행위에 대해 가시성을 열어주고 제한하는 환경구성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 Natural surveillance 

   - 반사회적인 행위의 감시와 건축적인 환경구성의 시각적 특징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립 

□ Handler 

   - 주어진 환경내에서 시각적인 변화에 대한 행동의 중요성은 Courtroom design(법정디자인) 분석에서  

     잘나타난다. 

       • 배심원의 판결은 판사, 배심원, 증인, 피고인, 변호사간의 시각적 접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 Other research : jury tables(Strotbeck & Hook), seminar tables(De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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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d 

   - 경제지리학자로, 행동에 미치는 위치의 영향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연구하였다. 

   - 지역적 혹은 거대한 규모의 환경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공간적∙개인적 특성의 모델을 개발했다. 

       • 현상에 대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Pred’s model에서 시각적 접촉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 

         다. 

       • 인간활동에 대한 환경적∙행위적 특성을 명료하게 구분하여, 어떤 규모의 상황에서도 분석이 가능하 

         게 하였다. 

   - Main thesis : 행동경로의 선택은 유용한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정보를 사용하는 의사결정자의 능력에  

                        상관관계가 있다. 

       •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 독자적인 공간의 특성을 가진, 공적∙사적 의사교환 경로의 중첩된  

                                                     네크워크내에서 개인의 물리적인 위치와 관계가 있다. 

       • The ability to use information : 이전 정보의 축적된 효과와 주변사람들로 인해 받게 되는 일반적인  

                                                    영향과 관계가 있다. 

       • 유용한 정보에 관련된 위치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사회적인 영향과 일관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기회 

         에 적응하도록 유도한다. 

       • 틀내에서, 위치가 변화하면 정보순환에 있어서 공간적 편향으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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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ive distance 

       • 단순히 두 지점간의 직선적 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 벽, 문, 창문 및 주어진 환경의 특성이 건물내에서나 혹은 거대한 규모의 환경에서 행동패턴이나 의 

         사교환에 영향을 미친다. 

         ⇒ 벽, 문, 창문 및 주어진 환경은 effective distance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은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 

   - Imperfect circulation of information 

       • 물리적인 유효거리에 부가적인 요소들에 의해 정보순환의 불완전함이 발생한다. 

       • 특히, 면대면 접촉과 같은 사적인 정보의 교환에 있어서 잘 드러난다. 

       • 면대면의 정보 순환은 의사교환과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 수용능력과 해석능력에 달려있다. 

       • 정보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다양성에 따라 다르다. 

   - Recapitulation 

       • 개인의 행위는 물리적인 정보의 가용성과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 

       •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은 선행경험에 의한 정보의 물리적인 가용성에 영향을 받는다. 

       • Goffman, Steele, Pred는 환경과 행위의 요인들을 일관성있게 처리할수 있는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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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sed Framework 

기본틀은 개인이 주변의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dynamic field"-적극적인 정보흡수와 전달의 

장-의 중심에 위치하며, 개인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행동을 맞춰간다는 개념에서 시작한다. 

 

주위 활동을 감시하는 능력이 증가될수록 여러 가능한 행동들에 대한 인지력 또한 증가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감시될 확률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증가하게 된

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의 행동 조절은 타인의 행동을 감시하는 가능성(Access:접근)과 자

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감시될 확률(Exposure:노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모든 감각수단이 동원되지만 시각은 건축적인 스케일의 공간변화에 가장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다. 물리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타인을 볼 수 있는 가능성(Visual Access)와 

남에게 보여질 가능성(Visual Exposure)은 각 개인의 위치에 따라 벽이나 다른 시각적 장애물

의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논제의 핵심은 물리적 환경의 배치가 모든 대인관계 행동을 

결정하는 정보의 분배를 조정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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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 하에 다음의 가능성이 발견된다.  

1. 시간에 따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과 노출

이 개인의 행동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새로운 정보가 갑자기 유출될 수 있는 주

변의 문, 구석, 또는 다른 지점이 행동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2. 개인은 그때그때 자신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물리적 환경의 어느 일부분으로부터 보

고 보여지도록 자신을 위치시킨다.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전략적으

로 시각적 접근과 노출의 이점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을 위치시킨다.  

3. 대인관계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시각적 접근과 노출의 효과는 개인의 발달상황과 경험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의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나이에 따른 장애, 특정 상황에 대한 친숙

함의 정도, 연관성이 있는 관습이나 신분에 따라 접근과 노출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인이나 상황이 달라도 임의적인 물리적 환경의 배치가 사람을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하는 정도는 모든 상황에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환경과 행동사이의 

“pivotal link"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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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제안된 기본틀에서 건축환경은 사회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의 분배를 조절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써 작용한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타인들의 행동을 통합시키는데 사용되

는 정보를 처리한다. 이러한 정보의 처리결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이는 새로운 정보를 

구성한다. 이 정보는 다시 물리적 환경의 구성으로 재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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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의 의도에 따라 물리적인 환경의 어떤 지점을 선택하여 보고, 보일 수 있도록 개인의 위치를 정 

           한다. 

           - 개인이 원하는 사회적 결과를 얻기 위해, 시각적 접근과 노출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 

              신을 위치시킨다. 

       ③ 대인관계의 행동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의 효과는 개인의 경험적 특성과 어떠 

           한 상황의 규범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 노화에 따른 장애,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익숙함, 관습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접근과 노출에 다르 

             게 대응한다. 

□ Summary 

   - 제시된 framework내에서, 건축적 환경은 사회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의 분배를 조정하는 매커니즘으 

     로 작용한다. 

   - 사람들은 타인의 행위와 자신의 행위를 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처리한다. 

   - 정보처리의 결과로써, 개인의 행동 경로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구성한다. 그러한 정보는 물리적 환경의  

     구성요소로서 재분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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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eptualization of environment 

       • 환경을 행동과 독립된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의 물리적 환경에 행동을 연관 

         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 

   - 정보처리시 행동을 제한하는 요소 

       • 큰 시각영역과 해상도를 갖는 단일방향의 정면성 

       • 정보처리의 최고 속도 

       • 선행경험을 현재 상황에 조합하는 위계적으로 분류된 기억 

       • 음성 혹은 무성 전달방식 

       •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 

   - 대인관계에서 도움이 되는 요소 

       • 위치에 대한 상황판다 

       • 시각적 민감도 

       • 정신적 반응 

       • 친숙함과 적응력과 같은 선행경험의 누적 

       • 일상적이거나 특정한 대처능력 

       • 타인과 공유하는 상징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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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 attribute 

       • 주어진 상황에서 정보의 가용성을 특징짓는다. 

   - Attribute of behavior 

       • 행동을 통제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개인의 능력 및 경향을 특징짓는다. 

   ⇒ 환경과 행동의 특징은 주어진 환경의 상호기여와 대인관계의 상황을 설명한다. 

 



THE END 

건축공간분석연구실  이윤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