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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근린주구 계획개념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 신시가지 및 주거단지 개

발에 있어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지의 단위생활권

설정, 수퍼블럭 형태의 가구구성, 자동차 동선과 분리된 보행녹도, 상업시설의

분리배치 등은 이러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저

밀도 저층주택지를 전제로 제안된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상당한 적용과 변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과 변용의 경로를 밝히기 위해 계획가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관련법령을 통해 계획가에게 규제로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70년대 이후 개발된 서울 신시가지 개발의 설계 보고서와 계획도

면을 대상으로 각 개발 대상지마다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어떤 부분이 적용 혹

은 변용되었는지를 분석했으며, 신시가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택지개발 관련

법령에서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들을 분류하고, 제정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변

화 과정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대상지에 적용 및 변

용된 방식을 요소별로 규명했으며, 택지개발 관련 법령의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대상지에 적용되는 방식을 분석했다.

설계보고서 및 관련 도서의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에서 주구 및 생활권을 구

성하는 방식에서 근린주구 계획개념과의 연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시가지 개

발 대상지마다 근린주구 계획개념에 대해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강 아파트와 반포 아파트는 계획 단계에서 참고 된 근린주구적 영향보다는

경제적 측면 등이 고려된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결과적인 근린주구의 형태로

볼 수 있었다. 잠실 신시가지 개발은 대상지 중 근린주구 계획개념을 가장 충실

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 과천, 고덕, 둔촌의 경우 주구 내부 구성

에 있어 근린주구적 구성 방식을 보이나, 잠실에서 나타났던 주구의 폐쇄적 구

성을 탈피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목동의 경우 주거지 용도의 주구에서 주구-분

구의 위계적 구성을 보이나, 근린주구 계획개념보다는 선형도시론에 입각한 계

획 의도를 보인다. 상계의 경우 기존의 근린주구식 계획에서 나타났던 주구의

폐쇄적 구성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근린 시설의 중첩, 보행 녹도, 상가 배

치의 선적/면적 혼용을 통해 도시공간을 향해 열린 주거지 계획을 의도 했다.

은평의 경우 분구-주구-지구의 위계적 구성을 보이나, 이를 관통하는 생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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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주구의 연결 및 일상 생활공간의 활성화 의도를 보인다. 왕십리의 경우

지구 외곽에 상가 배치를 통해 주변 도시 공간과 연결하며, 지구 내부를 관통하

는 보행몰 계획을 통해 일상 생활공간의 활성화 의도를 보인다.

아파트지구개발 관령 법령과 도시계획시설기준 관령 법령은 근린주구적 요소

를 포함하며, 이는 주구의 위계적 구성과 페리의 근린주구적 구성 방식 즉, 주

거지의 기본단위설정, 수퍼블럭형 대가구 설정, 학교 및 커뮤니티 시설의 블록

내부 배치로 나타났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신시가지 개발 대상지에 근린주구식

계획을 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서 계획 단계의 측면에서

각자 근린주구 계획개념을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중심시설 배치나 주구의 위계

적 구성 방식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보이는 것은 페더의 단계구성론을 받아들인

법령의 규제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서울 신시가지 개발지의 계획·설계 보고서를 중심으로 계획

단계에서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변용되었는지를 분석했다는 점

에 있다. 특히 연구자의 해석이 아닌, 당시 계획가들의 각기 다른 근린주구 계

획개념 해석 및 평가를 수집·분류 했다는 점과 신시가지 개발 대상지들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근린주구 계획개념들의 배경에 택지개발 관령 법령의 특정

조항들이 관여 한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근린주구 계획개념, 신시가지 개발, 대규모 주거지 개발, 도시설
계 아이디어
학  번 : 2014-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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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70년대 동부 이촌동 한강 아파트 개발부터 2000년대 서울 뉴
타운 개발까지 서울 대단위 주거지 개발에 있어서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계획적 
혹은 법규적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계획에서 어떤 요소가 근린주구 계획
개념으로부터 어떻게 적용 및 변용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근린주구 계획개념(The Neighborhood Unit)은 우리나라의 주거지 계획에 있어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작용해 왔다.1) 우리나라 주거단지 개발에서 나타나는 주
구중심에 학교나 공원을 둔 수퍼 블럭의 주거단위와 분구-주구-지구-지역으로 이
어지는 위계적인 주거단위 설정 및 이에 따른 위계적인 주구 중심 혹은 지구 중
심적 상업시설 배치,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주구 블록은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영
향을 받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주거지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근린주구 계획개
념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주거구역단위를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근린주구 계획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와 공공시설, 간선도로와 같은 요소들은 
도시 계획상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시각
이 아닌, 당시 계획가들에게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규명
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와 근린주구 계획
개념을 담은 택지개발 관련 법령에 의한 영향에 대한 구분 또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영향에 대해 이전보다 더 명확히 정의할 수 있
다. 또한 우리나라 서울 신시가지 개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전남일 외 3,『한국 주거의 사회사, 한국 근현대 주거의 역사 1』, 파주:돌베개, 2008. p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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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시간 및 공간적 범위는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알려
져 있는 동부 이촌동 한강 아파트지구 개발(1970)부터2) 반포 아파트(1971), 잠실 
주공 아파트(1975), 과천 신도시(1979), 둔촌 지구(1979), 고덕 지구(1982), 목동 
신시가지개발(1985), 상계 신시가지개발(1985), 은평 뉴타운(2002), 왕십리 뉴타운
(2002) 개발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고, 각 대상지의 설계 보고서 및 관
련 문서에서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를 살펴봄으로써 근린주구 계획개념과의 연계 
및 영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대상지들에 영향을 미친 택지개발 관령 법령에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택건설 촉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계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로와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요소를 포함한 택지개발 관련 
법령이 미치는 영향이다. 계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분석하는 것이다. 계획도면 분석과 보고서 상의 텍스트들을 수집
해서 계획가들이 계획 대상지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근린주구 계획
개념과는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도출해낼 것이다.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가 포함 된 택지개발 관련 법령은 주택건설 촉진법(주택
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기준 관련 법령이 있다. 이들 법령의 법제정 시기부터 현재
까지의 법령 변화를 분석하고, 법령에 포함된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를 분류함
으로써 근린주구 계획개념에 있어 계획 대상지와 관령 법령사이의 연관관계를 도
출하고자 한다. 각 단계별 분석을 위한 연구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3장에
서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주택공사,『大韓住宅公社 二十年史』, 서울:大韓住宅公社,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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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의 예비 고찰

                                          1.Perry의 근린주구 계획개념
                                          2.Fedder의 단계 구성론
                                          3.선행연구(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제 1 절 Perry의 근린주구 계획개념

 클래런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은 1929년 출판된 뉴욕 및 주변지역에 관한 조
사VII 중 ‘모노그래프1, 근린주구론’을 바탕으로 한다. 페리는 근린의 정의에 대해 
“근린은 의미가 확실한 단어가 아니며 오히려 질적인 단어다.” 라고 설명하고 있
다.3) 공동체 의식을 향상 시키고, 지역단위의 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 등이 궁극
적인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서적에서는 근린주구의 여섯가지 
원칙을 통해 근린주구 계획의 물리적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고, 이를 통해 근린주
구계획(Neighborhood Unit)의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그 기준
은 다음 표와 같다. 

3) Perry, C. The neighborhood unit : from the Regional survey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volume VII, Neighborhood and community planning. pp.34-35

그림 4 페리의 근린주

구론에서의 공동 주거

단지 모형

*출처:The 

Neighborhood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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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구 원칙 개념 설명

1. Size
근린주구 개발은 보통의 초등학교 하나에서 요구 되는 
인구 수준의 하우징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 면적은 인구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2. Boundaries
근린주구의 모든 경계면은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그 간선도로는 모든 통과 교통 흐름이 쉽도록 
충분히 넓어야 한다.

3. Open spaces
각각의 근린주구의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계획 된 휴식 
공간과 작은 공원의 체계(System)가 제공되어야 한다.

4. Institution Sites
학교와 공공시설의 서비스 가능 범위는 근린주구의 
범위와 일치해야 하며, 이들의 장소는 주구의 중심부나, 
공동의 장소에 알맞게 모여 있어야 한다.

5. Local Shops
인구 규모에 적합한 1개 이상의 상업 지구는 근린주구의 
주변부에 위치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교통 결점점이나, 
다른 근린주구의 상업 지구에 근접하도록 배치한다.

6. Internal Street 
System

근린주구는 특별한 가로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각각의 
간선도로는 각자의 적합한 교통량에 비례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근린주구 내부의 교통망은 순환이 
쉬워야하며, 통과 교통은 억제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표 1 Neighborhood-Unit Principles(근린주구의 원칙)

*출처: Perry, C. The neighborhood unit : from the Regional survey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volume VII, Neighborhood and community planning, Routledge/Thoemmes Press, 

1998.

 
 이진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근린주구 모형의 특징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근린주구를 구성하고, 간선도로에 의해 경계를 분리하며, 내부적으로는 토지 이용
의 구분과 보차분리의 원리를 따른다. 주구 내에서 비교적 자족적인 지역사회 공
동체를 구성하며, 도시 구성의 기본단위로서 성장, 발전하여 하나의 도시를 구상
하게 된다는 것에 있다.”4) 그러나 페리의 이론에서는 주구 하나의 기본 단위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페리의 근린주구 계획개념만으로는 주구 단위의 
병렬적 배치를 통한 도시만이 설명 가능하며, 우리나라 신시가지 개발에서 나타
나는 분구-주구-지구-지역으로 나뉘는 위계적인 주구 구성 방식은 언급하지 않는
다.  

4) 이진원, “크래런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 분석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vol.12, 

p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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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Fedder의 단계 구성론

 독일 나치당의 고트프리트 페더가 작성한 국토 계획 저서 『새로운 도시』 에는 
지들룽(siedlung) 계획이 언급되어 있다. 지들룽 계획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페리의 근린주구계획과 마찬가지로 단위 주거지 자체의 계획 방식
에 관해서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러한 지들룽들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화로 인한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공급부족, 환경, 위생 문
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치당은 단일 도시로의 과도한 인구 유입을 억제하고,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지들룽은 중심시설의 성격에 따라 일
(日)생활권, 주(週) 생활권, 월(月)생활권으로 규모가 나뉘며, 도로 및 철도를 중심
으로 단계적 영역권을 형성한다.5) 

그림 5 지들룽의 단계 구성에 관한 다이어 그램(좌),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의 간격 고려를 통한 국

토의 균형 발전에 관한 다이어그램(우)

*출처: 권용찬, 대량생산과 공용화로 본 한국 근대 집합주택의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3.

5) 권용찬, “대량생산과 공용화로 본 한국 근대 집합주택의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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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1)근린주구 계획개념/신시가지 개발 사례 관련 선행연구

 근린주구 계획개념과 신시가지 개발 사례에 관련한 선행 연구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근린주구 계획개념과 관련 된 연구(권용찬, 2013; 이진원, 1996; 
전호철, 2008)와 신시가지 개발 대상지에 대한 사례 연구(손주연, 2004; 이종화, 
2009; 김윤지, 2015; 홍종관, 2010), 신시가지에 영향을 준 택지개발 관련 법제
에 관한 연구(한효석, 2001; 박인석외 5인, 1997)가 있다. 또한 계획개념, 사례, 
관련 법제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공동주택연구회, 1999)가 있었는데, 이 연구를 
주요  선행 연구로 고찰하였다.  

2)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6) 

 공동주택 연구회의 책 제2편 1부 “주거지 계획론의 전개” 장에서는 근린주구론
과 가구단위 계획원리에 대해 주거지 계획의 태동에서부터 목동, 상계에서의 계
획 시기까지 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해당 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주제를 
구분하여 주거지 계획론을 전개하고 있다. 
 하나는 근린 주구론과 가구단위의 계획원리의 정착이며, 이 주제에서는 해방이
전, 이후의 주거지 계획과 생활권 개념의 발생과 초기적 한계를 다루었으며, 근린
주구론의 유입과 생활권 개념의 성립을 설명하기 위해 한강 아파트의 근린생활권 
설정과 각 단지의 순응적 연계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노선상가 계획의 배경과 도
시공공공간과의 연계 가능성을 보았으며, 반포 아파트를 통해 단일 생활권과 분
할 생활권을 설명했다. 택지개발제도의 변화와 아파트 지구의 도입 배경, 아파트
지구 도입과 주거지 계획에의 영향을 살폈으며, 잠실 아파트를 통해 근린주구론
의 본격적 도입과 가구 단위 생활권의 고착화를 고찰했다.    
 다른 하나는 도시 차원의 생활권 개념의 인식과 한계이며, 이 주제에서는 잠실 
단지 이후의 근린주구 해석 변화, 근린주구 계획을 원칙으로 설정하면서도 주구
간 연계 노력이 포함된 과천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단계 구성론의 계획적 의의
와 법제화, 단계적 생활권 구성의 전개와 물리적 대응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

6) 공동주택연구회,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서울;세진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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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했다. 고덕, 광명의 사례를 통해 보행로를 통한 도시생활공간화의 초기적 시도
를, 목동 사례를 통해 도시 공공공간의 생활공간화를, 상계의 사례를 통해 주거지 
내부에서 이뤄지는 일상생활개념에서 개방적이고 연계, 중첩적인 생활공간 계획
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설명했다. 과천의 사례를 통해 여전히 공공공간과 단지
공간이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이러한 요인이 가구단위 계
획원리가 지속되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마지막 하나는 도시성의 해석과 접근이며, 이 주제에서는 잠실의 사례를 통해 
가구 단위의 계획의 시도와 이후 반성에 대한 논의를, 둔촌 고덕의 사례를 통해 
가구 단위 계획의 해체 노력을 설명했으며, 잠실 이후 도시성에 대한 해석의 변
화가 일어났음을 설명했다. 목동 신시가지 계획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선형적 생
활권과 도시성의 해석, 위계적 생활권 설정과 물리적 생활권역 중첩, 개별 단지계
획 조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상계 신시가지 계획 사례를 통해 가로 공간의 생활
공간화, 단지성의 해체와 중첩적 도시생활공간의 형성, 주거지 통합을 위한 관통 
녹도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목동 신시가지 계획을 통해 통합적 개별단지 계
획의 의의에 대해 기술하였다.  
 상기 기술한 내용을 정리한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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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소주제 내용

근린주구론과 가구단위 

계획원리의 정착

주거지 계획의 태동
해방 이전, 이후의 주거지 계획과 생활권 개념의 

발생과 초기적 한계 

근린주구론의 유입과 

생활권 개념의 성립

한강아파트의 근린생활권 설정과 각 단지의 순응

적 연계성

노선상가 : 단지계획과 

도시공공공간의 형성 

노선상가 계획의 배경과 도시공공공간과의 연계 

가능성, 단일 생활권과 분할 생활권(반포 아파트)

아파트 지구와 자족적 

단지계획 

택지개발제도의 변화와 아파트 지구의 도입 배

경, 아파트 지구 도입과 주거지 계획에의 영향

가구단위 생활권 계획

원리의 고착 

근린주구론의 본격적 도입(잠실 아파트), 가구단

위 생활권의 고착화

도시 차원의 생활권 개

념의 인식과 한계

생활공간으로서의 도시

공간 개념 태동 : 잠

실, 과천 

잠실 단지 이후의 근린주구 해석변화, 근린주구

계획을 원칙으로 설정하면서도 주구간의 연계 노

력이 드러난 과천

주거지 공간구조로서의 

단계적 생활권 구성개

념의 보편화 

반월을 시작으로 단계구성론의 도입, 단계구성론

의 계획적 의의, 법제화, 단계적 생활권 구성의 

전개와 물리적 대응방식의 변화

도시적 생활공간 개념

의 보편화와 전개

보행로를 통한 도시생활공간화의 초기적 시도(고

덕, 광명 하안지구), 도시 공공공간의 생활공간화

(목동), 주거지 내부에서 이뤄지는 일상생활 개념

에서 개방적이고 연계, 중첩적인 생활개념으로 

전환(상계) 

주거지 계획과 단지계

획의 괴리 : 가구단위 

계획원리의 지속 

공공공간과 단지 공간의 상호 독립적 이해(과천), 

가구단위 계획원리의 지속 요인

도시성의 재해석과 접

근

가구단위 계획에 대한 

반성과 실험

가구 단위 계획의 시도와 반성(잠실), 가구단위 

계획의 해체 노력(둔촌, 고덕), 도시성에 대한 해

석의 변화 

선형적 생활권과 개별

단지 계획조정에의 주

목 : 목동 신시가지

목동 신시가지의 선형적 생활권과 도시성의 해

석, 위계적 생활권 설정과 물리적 생활권역 중첩, 

개별 단지계획 조정 

단지성의 해체와 생활

공간으로서의 가로 공

간 : 상계

가로공간의 생활공간화, 단지성의 해체와 중첩적 

도시생활공간의 형성, 주거지 통합을 위한 관통 

녹도

주거지 개발양식과 생

활공간의 계획

목동 신시가지 계획을 통한 통합적 개별단지 계

획의 의의

표 2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에서 주거지 계획론의 전개

*출처: 공동주택연구회(1999)의 단행본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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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서울 신시가지 개발 계획사조의 흐름 위에서 2000년 초중반의 서울 
뉴타운 개발 사례까지 결과론적 시각에서 최종 성과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계
획 보고서와 계획 도면을 기준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각 대상
지마다 독립적이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근린주구 계획 개념을 분
석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제 3 장 연구의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지 및 범위 설정 

 우리나라 신시가지 개발에 영향을 미친 
근린주구 계획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페리의 근린 주구론에서 나타나
는 주구의 내부구성 방식과 간선가로로 
주구를 둘러싸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
나는 페더의 단계 구성론에서 나타나는 
주구들의 위계적 구성 방식을 보이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국
내 신시가지 개발에 영향을 미친 경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1) 계획가에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경로
 계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는 
대상지의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살펴보며, 계획도면 상에서 근린주구 계
획개념 중 어떤 요소들과 연관관계를 가
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개별 대
상지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대상

그림 6 연구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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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체가 아닌, 몇 개의 주구가 모인 한 개의 지구 규모 혹은 근린 규모로 한정
하였다. 또한 각 대상지 설계 보고서 중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에서 근린주구 계
획개념에 관련하여 어떤 언급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집하고, 근린주구 계획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을 경우 생활권 계획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수집한다. 각 대상지 별로 참조한 보고서 및 관련 문서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은평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목동 신시가지, 상계 신시가지, 과천 신도시, 잠실 지구의 
경우 계획 보고서를 입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나, 한강 아파트, 반포 아
파트, 둔촌 지구, 고덕 지구의 경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지 참조 대상지 참조

한강 아파트
주택도시 40년

반포아파트
주택도시 40년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대한주택공사 20년사

둔촌 지구
주택도시 40년

잠실 지구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권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대단위 단지개발 사례연구

대한주택공사 20년사

과천 신도시

과천도시개발기본설계-최종

보고서

고덕 지구
주택도시 40년

주택도시 40년
대단위 단지개발 사례연구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상계 신시가지

상계지구 택지개발계획 기본

설계 보고서 목동 신시가지
목동신시가지개발

주택도시 40년 목동아파트 설계회고
한국공동주택계획의 역사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은평 뉴타운

은평 뉴타운: 뉴타운 만들기

과정의 기록
왕십리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

획: 복합기능을 가진 도심

형 커뮤니티

은평구도시개발 홈페이지

왕십리 뉴타운: 왕십리 뉴

타운 복합기능을 가진 도심

형 커뮤니티

표 3 각 대상지별 참조 보고서 및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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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지개발 관련 법령의 영향에 관한 경로
 우리나라 주거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택지개발 법령은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
령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기준 관련 법령7)이 있다. 각 법령에서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요소들
이 포함된 부분을 살펴보며, 법령들의 제정시기부터 현재까지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들의 변화 과정을 확인한다. 

7)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은 1979년 제정되었고, 2000년에 들어서 지자체 조례로 편

입되면서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조례가 되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1979년 제정되었고, 2003년에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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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영향 분석 
    

                             1. 택지개발 관령법령의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 
                             2.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도서 분석
                             3. 계획도면과 근린주구 계획개념과의 연관관계

제 1 절 택지개발 관령법령의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

 본 절에서는 택지개발 관령법령에 포함 된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들을 분류·분
석하고, 제정시기부터 현재까지 해당 법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 관련 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기준 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아파트지구개발 관련 법령의 분석

 1979년 제정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지구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8)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 변화 과정을 보기 
위해, 1979년 제정 당시 법령과 1995년 법령9), 2000년 서울특별시 조례10), 
2015년 서울특별시 조례11)를 대상으로 각 법령에서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들을 
분류했다. 이후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요소들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고, 어떻게 변

8)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건설부훈령 제464호, 1979.10.31.
9)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128호, 1995.12.15.
10)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3762호, 2000.7.15.
11)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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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했는지를 분석했다. 

(1) 법령 변화 배경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택건설촉진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고 있었으나,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아파트지구 지정은 폐지되
었다. 이미 지정된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를 두어 현재까지 관리해오
고 있다.12) 서울시에서는 2000년 지자체 조례로 해당 내용을 계승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를 통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
획에 따라 아파트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13) 

 (2) 아파트지구개발 관련 법령에 포함 된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의 변화

그림 7 1979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근린주구 계획 개념 요소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12) 주택법 전문개정 부칙 제9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3) 인천시, 경상남도를 포함한 다른 시도의 경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가 폐

지되었으나, 서울시의 경우 현재(2015년 12월 기준) 이미 지정 된 18개의 아파트 지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3항에 근거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인터뷰.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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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아파트지구 개발 관련 법령의 변화

최소 면적을 규정하던 방식에서 최소/최대 면적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주구-지구의

위계적 구성 방식과 주구/지구 중심시설 배치 방식과 간선도로에 의한 주구 분할 방식은 유지되었

다.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해당 법령에 포함 된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는 주구의 크기, 분구-주구-지구의 
위계적 구성, 근린 시설의 중심 배치, 주구 경계의 간선 도로, 근린주구 단위의 
개발사업 시행 규정이 있었다. 
 1979년 제정된 이후로 현재의 서울시 조례까지 변화 요소들의 특징을 보면, 주
구-지구로 이어지는 주구의 위계적 구성 방식이 분구-주구-지구로 더 세분화 되
었고, 근린 시설의 배치 범위를 제한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근
린주구 요소들에 관한 규정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다.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와 관련 법령의 관계 및 변화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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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아파트지구 개발 관령 법령의 변화(지구 내부 구성)

주구 중심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분구중심시설이 설치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주구-지구

의 위계적 구성방식에서 분구-주구-지구의 위계적 구성방식으로 세분화된다.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1979)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1995)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

립에 관한 조례

(2000)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

립에 관한 조례

(2015)

주구반경
400m 이내

3000세대 이내

400m 이내

1000세대 내지

3000세대

이전 법령과 동일 이전 법령과 동일

주구중심
근린주구면적의

2/100 이상

근린주구면적의

1/100이상

5/100미만

이전 법령과 동일 이전 법령과 동일

지구중심

주구가 3개 이상

되는 지구당

1개소의 지구 중심,

면적은 지구의

3/100, 30,000m2

이상

주구가 3개 이상

되는 지구당

1개소의 지구 중심,

면적은 지구의

1/100 이상 3/100

미만

이전 법령과 동일 이전 법령과 동일

분구중심 -

주구중심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분구중심면적의

합은 3/100미만

이전 법령과 동일 이전 법령과 동일

표 4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와 아파트지구개발 관련 법령의 연관 관계·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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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간선도로는 근린주구내를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1절 제9조 3항 나목에서 보조간선

도로를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각주 1과 내용 같음.
16) 각주 1과 내용 같음.

근린 주구 구획

도로

25m 이상의

도로(자전거 도로

포함)

제6조 2항14) 에

따라 간선 도로로

해석할 수 있음

제7조 2항15)에

따라 간선도로로

해석할 수 있음

제8조 2항16)에

따라 간선도로로

해석할 수 있음

개발사업 시행

단위
- 주구 단위로 계획

근린 주구 단위로

계획
이전 법령과 동일

근린 주구내

계획 범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운동시설,

노인정, 유치원,

학교시설, 설비시설

주택용지(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 관리용

시설, 사회복지관),

학교용지(학교시설)

,

공원용지(근린공원

시설), 도로용지

주택용지(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 관리용

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학교용지(학교시설)

,

공원용지(근린공원

시설), 도로용지

생활권수련시설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이전

법령과 동일

주구 중심의

건축범위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학교시설,

근린 공공시설,

판매시설(종합상가)

, 종교시설, 기타

필요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제조장,

일반업무시설,

사회복지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

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지구 중심의

건축범위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주구 중심의 건축

범위에서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제조장,

기타 시설 추가

주구 중심의

건축 범위에서

위락시설,

전시시설, 기타

시설 추가

이전 법령과 동일

분구 중심의

건축범위
-

일용품(식품,

일용잡화)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사회복지

관

이전 법령과 동일

생활권수련시설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이전

법령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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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기준 관련 법령의 분석

 1979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부터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까지에 
포함되어 있는 근린주구 계획개념 관련 요소들은 광장의 배치, 시장(상업시설), 
학교의 배치가 있었다. 

그림 10 도시계획시설 기준 관련 법령 중 근린 광장배치의 변화

1979년 제정 당시에는 광장은 통과 교통이 존재하는 것에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다수가 모

이는 시설과 근접해서는 안됐다. 시장은 소비권의 중심부에 배치해야 했으며, 간선도로의 교차점에

배치가 불가능했다. 2003년에 들어서는 광장이 다수와 모이는 장소와 연계되도록 법 조항이 정 반

대로 변화되었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근린시설의 주구 중심배치

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요소들의 특징을 보면, 근린 광장의 경우 ‘주구 단위’로 배치하던 규정에서 ‘생
활권 단위’, ‘근린 주거 구역’으로 배치하도록 단어가 변경 되면서 주구에 근린 
광장이 배치되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통과 교통을 위한 도로 주변에 근린 광장
을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아파트지구개발 관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구의 경계 규정과 연결 되면서 결과적으로 근린 광장이 주구 외
곽에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었다. 근린 광장에 대한 인식 변화는 2003년에 
발생하였다. 이전까지의 근린 광장은 다수가 모이는 시설과 근접하지 않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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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었지만, 이후,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매 시장의 경우 소비권의 중심부에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근린광장과 마
찬가지로 간선도로의 교차지점 혹은 과밀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페리의 근린주구 계획개념과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
이다. 

그림 11 학교시설의 배치 조항 변화 과정 (■: 학교)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학교 시설의 배치 조항은 상단 그림과 같이 변화 되었다. 제정 시기인 1979년을 
보면, 초중고 학교 배치를 통해 위계적 구성 방식을 보이며, 학교가 교통이 빈번
한 도로에 근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인해, 페리의 근린주구 원칙 중 하나인 주
구 중심에 학교 배치와 같은 결과를 낳는다. 이 조항은 2002년에 들어서서 학생 
수의 변화로 주구 단위 당 학교 배치의 수를 변화하는 쪽으로 변화하지만, 주구 
중심에 학교 배치를 유도하는 것은 그대로이다. 2003년에 들어서는 학교와 주구 
간 연결 시설을 연계하는 조항의 추가를 통해서 법적으로 주구의 독립적인 구성 
방식을 피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2015년에 들어서 학교 부분에 있어서 법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79년에서 2002년에 변화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 변화
에 따른 주구 단위 당 학교 수의 변화가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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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화 과정들을 요약하면, 학교가 주구의 중심시설로 작동, 학교와 간선도로
와의 거리 유지, 학교를 통한 주구의 위계적 구성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이 계속 
포함되어 왔고, 변화한 것은 주구 단위 당 학교 배치 수의 변화, 그리고 2003년
에 들어서 주구 간 연결을 유도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학교의 경우, 근린 광장과 마찬가지로 주구 중심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구 외곽에 배치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2003년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 되면서 학교와 보행자전용도로·공원·녹지축과 연
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요소들은 이후 2,3절에서 설명하
게 될 주구 간 연결을 목적으로 배치되는 계획 요소들이다.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와 관련 법령의 관계 및 변화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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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

도시계획시설기

준에관한규칙

(1979)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

한규칙

(200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

기준에관한규칙

(200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

기준에관한규칙

(2015)

근린

광장

주구 단위로 결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

과 근접하지 않아야

함. 통과교통을 위한

도로 배치 불가.

주구 단위에서 생활권으로

단어가 변경 된 것을 제외하

고, 이전 법령과 동일

생활권별로 설치. 시

장·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

계. 광장내 또는 광

장 인근에 당해 지역

을 통과하는 교통량

을 처리하기 위한 도

로를 배치 불가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 장·학교 등 다

수인이 집산하는 시

설과 연계. 광장내

또는 광장 인근에

당해 지역을 통과하

는 교통량을 처리하

기 위한 도로를 배

치 불가

소매

시장

단일 또는 수개의

주구를 소비권의 대

상으로 하는 소매시

장은 가급적 소비권

의 중심부에 결정.

교통시설과 연결, 간

선도로의 교차지점

또는 과밀지역에 설

치 불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관한규

칙

(1999)

교통시설

과 연결
이전 법령과 동일 이전 법령과 동일

단일 또는 수

개의 주구를

소비권의 대상

으로 하는 소

매시장은 가급

적 소비권의

중심부에 결정.

교통시설과 연

결

학교

교통이 빈번한 도

로·철도등이 관통하

지 아니하는 장소에

결정. 국민학교는 근

린주구단위로 설치

하되, 가급적 주구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결정. 중학교는 2개

내지 3개의 근린주

구단위에 1개소, 고

등학교는 3개 내지

4개의 근린주구단위

에 1개소 정도의 비

율로 배치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

위로 설치하되, 근린주거구

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교통이 빈번한 도로·철

도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 중학교 및 고등

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

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

초등학교는 근린주거

구역단위로 설치하

고,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중학교 및 고

등학교는 2개의 근린

주거구역단위에 1개

의 비율로 배치. 교

통이 빈번한 도로·철

도 등이 관통하지 아

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보행

자전용도로·자전거전

용도로·공원 및 녹지

축과 연계하여 설치.

교통이 빈번한 도

로·철도 등이 관통

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 초등학교는 2

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

로, 중학교 및 고등

학교는 3개 근린주

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 초등학

교·중학교 및 고등

학교는 보행자전용

도로·자전거전용도

로·공원 및 녹지축

과 연계하여 설치.

표 5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와 도시계획시설기준 관령 법령의 연관 관계·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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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지개발 관령 법령과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와의 관계와 변화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택지개발 관련 법령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
해 왔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과 도
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들을 분류하고, 이들의 
변화 양태를 분석하였다. 두 법령은 주구의 내부 구성적인 면과 주변 도시와의 
관계적인 면에서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결과에 대한 
내용 요약은 상단 그림과 같다. 
 그 요소들의 변화 과정들을 살펴보면, 아파트 지구개발 관령 법령의 경우 1979
년 제정된 후로 주구-지구로 이어지는 주구의 위계적 구성 방식이 분구-주구-지
구로 더 세분화 된 것과 근린 시설의 배치 범위를 최소 범위를 제한하던 것에서 
최대/최소 범위로 제한하게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근린주구 요
소들에 관한 규정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고, 시설의 명칭을 달리하는 수준에서 
변화했다. 
 도시계획시설기준 관령 법령의 경우, 요소별로 인식 변화를 보인다. 근린 광장은 
다수가 모이는 시설과 근접하지 않게 배치하도록 규정하던 것에서 다수인이 집산
하는 시설과 연계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학교의 경우 주구의 중심시
설로 작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주구 간을 연결하는 시설과의 

그림 12 택지개발 관령 법령과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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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의 추가를 통해 주구가 독립적으로 계획되지 않도
록 유도하고 있다.   

4) 택지개발 관령 법령과 서울 신시가지 개발지와의 연관 관계 

그림 13 택지개발 관령법령이 신시가지개발에 미치는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의 분류

 아파트 지구개발 관련법령과 도시계획시설기준 관련법령은 제정시기부터 현재까
지 근린 주구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
다. 하나는 주구의 위계적 구성 방식이다. 이는 관령 법령에 초-중고등학교의 위
계적 배치, 분구-주구-지구의 위계적 구성, 분구중심-주구중심-지구중심으로 이
어지는 근린 시설의 위계적 배치의 형태로 포함되었다. 
 다른 하나는 페리의 근린주구적 구성 방식이다. 이는 주구의 크기 설정, 근린주
구 단위의 개발 사업시행, 주구 내 공공시설 및 오픈스페이스와 통과 교통과의 
일정한 거리 유지, 간선도로를 통한 근린주구의 구획의 형태로 포함되었다. 또한 
근린주구적 구성이 낳을 수 있는 부정적 결과인 주구의 폐쇄성을 보완하는 요소
도 존재 했으며, 이는 주구 중심시설인 학교와 보행도로 및 녹도와 같은 주구 간 
연결 시설의 연계를 권장하는 조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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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1절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서 계획 단계의 측면
에서는 각자 근린주구 계획개념을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시가지 개발지들에서 중심시설 배치나 주구의 위계적 구성 방식이라
는 공통적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본 절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택지개발 관령 법
령의 영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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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도서 분석 

1) 한강 아파트 

 한강 아파트 계획에서는 근린주구 계획개념에 의한 공간구성 원칙을 따른 결과
를 보인다. 
 ‘주택 도시 40년’에서는 근린주구론의 공간 구성 기법과 이념은 1960년대에 들
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반포 아파트 단지는 이 같은 논의를 더욱 적극적으
로 견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페리의 근린주구론에 의한 공간구성 원칙이 배어 
있어 각각의 단지는 전체가 조합을 이루면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도록 구성되
어 있으며, 학교, 시장, 상가 등의 공공 및 편익 시설들이 지구 중심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리의 근린주구론이 우리나라 주거지 공간 구성의 강
력한 수법으로 자리하는 계획사적 흐름에 있어 중간적인 의미를 차지한다고 평가
했다.17)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에서는 한강 아파트를 근린주구론에 의한 계획에 이
뤄졌다고 보는 것은 결과 중심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개발의 과정이 일반적이
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순응적 계획에 의한 근린주구 구성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18) 
 ‘대한 주택공사 20년사’에서는 한강 아파트 단지에는 처음으로 근린주구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말했으며, 이 계획에는 교육시설, 공공시설, 생활여건시설 등을 단
지 기본 계획에 처음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19) 
 한편 계획 당시 대한주택공사 단지연구실장20)이었던 박병주는 한강 아파트에 관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65년경 동경 하루미 아파트를 인상적으로 보고 와
서 동부 이촌동을 가상적인 부지로 놓고 계획 했었는데 총무처에서 공무원 아파
트를 짓는 계획에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21) 
 결과적으로는 한강 아파트 계획은 단지가 모인 전체 지구적 측면에서 근린주구 
계획 개념이 보이나, 계획 단계에서는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영향과 큰 연관 관계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7)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 40년”, 성남:대한주택공사, 2002

18) 공동주택 연구회,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서울; 세진사, 1999

19) 대한주택공사, “大韓住宅公社 二十年史”, 서울:大韓住宅公社, 1979

20)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 서울;한울, 2003

21) 주종원; 대한주택공사; 서울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대단위단지개

발사례연구”, 1987, p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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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보고서 및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다음 표와 같다.

그림 14 마에카와 쿠니오의 하루미 아파트

*출처: MIT Digiral Library Dome, http://dome.mit.edu/handle/1721.3/131506

그림 15 이촌동 한강 아파트 배치 계획도

*출처: 대한 주택공사 2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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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자료명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에서의 주요개념 설명 키워드

주택도시 40년

○근린주구론의 공간구성 기법과 이념은 

1960년대 들어서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하였

으며 그같은 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견인한 

사례

○페리의 근린주구론에 의한 공간구성 원칙

이 배어 있어 각각의 단지는 전체가 조합을 

이루면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도록 구성

되어 있으며 학교, 시장, 상가 등의 공공 및 

편익 시설들이 지구 중심의 역할을 담당

○페리의 근린주구론이 우리나라 주거지 공

간 구성의 강력한 수법으로 자리하는 계획사

적 흐름에 있어 중간적인 의미

○근린주구론에 의한 공간구성 

원칙

○각 단지가 전체적으로 조합을 

이루면서 하나의 생활권 형성

○지구 중심에 공공 및 편익시

설 존재

한국 공동주택 계

획의 역사

○한강아파트를 근린주구론에 의한 계획에 

이뤄졌다고 보는 것은 결과 중심적인 해

석. 개발의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순응적 계획에 의한 근린

주구의 구성이 이뤄짐

○순응적 계획에 의한 근린주구 

구성

대한주택공사 20

년사

○1966~ 1971년에 건설된 한강 아파트 단지

에는 처음으로 근린주구의 개념이 도입. 이 

곳에서는 교육시설, 공공시설, 생활여건시설 

등을 단지 기본 계획에 처음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

○근린주구 개념 최초 도입 

표 6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도서에서 설명하는 한강 아파트의 주거지 계획 개념

2) 반포 아파트

  ‘주택도시 40년’에서는 반포 아파트의 노선상가에 대해 주거공간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가급적이면 공공의 공개적 공간인 도시공간에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서 노선 상가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22)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에서는 반포 아파트에 대해 단지 내 상가가 배치되
지 않고, 각 블록이 간선도로변에 있는 노선상가를 중심으로 결합된 구성방식이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각각의 주거 블록들이 병렬적 구성 방식을 따른다고 설명
했다. 또한 각 블록 내부에 있는 공원을 통해 블록별 생활영역 구분의 의도가 나
타난다고 보았으며, 이를 블록 단위 생활권 구성의 초기적 발생 사례라고 보았
다.23) 

22)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 40년”, 성남:대한주택공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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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한 것처럼 주택도시 40년에서는 주거공간과 도시공간의 연결 장치로서 노
선상가를 채택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주상복합형 주동을 이용한 
단지의 폐쇄성 극복에 주요한 참조 선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병주는 
대단위 단지개발 사례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견해차이가 있어서 (상가를) 길다랗게 자연스럽게 펼치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많아요. 구반포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때는 계획보다는 기획 편에서 땅값을 비싸
게 팔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후락)”24)  
 이는 반포 아파트 단지의 노선상가 배치 계획이 계획 단계가 아닌, 기획 단계에
서 결정 된 사항임을 말해준다. 

그림 16 반포 1단지 아파트 계획도 

*출처: 대한주택공사 20년사

23) 공동주택 연구회,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서울; 세진사, 1999

24) 주종원; 대한주택공사; 서울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대단위단지개

발사례연구”, 1987, p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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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자료명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에서의 주요개념 

설명 
키워드

주택도시 40년

○주거공간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가급

적이면 공공의 공개적 공간인 도시공간

에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서 

노선상가를 채택 

○노선상가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단지 내 상가 배치되지 않고, 각 블록

이 간선도로변에 있는 노선상가를 중심

으로 결합

○병렬적 구성의 개별 블록

○각 블록 내부에 있는 공원을 통해 블

록별 생활영역 구분 의도 나타냄

○블록단위 생활권 구성의 초기적 발생

○블록의 병렬적 구성

○생활영역 구분

○블록단위 생활권 구성

표 7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도서에서 설명하는 반포 아파트의 주거지 계획 개념

3) 잠실 지구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에서는 도로배치, 주거용지, 학교, 보행동선, 근린
공원의 측면에서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나타나는데, 도로 배치에 있어서는 지역간
선, 주구간선, 주구분산, 주구세로로 도로체계를 구분함으로써 도로의 위계적 구
성방식을 보인다. 주거용지에 있어서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15개의 근린주구로 
생활권을 구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근린주구 인구 단위는 15,000명이고, 
주구 반경은 500m~800m로 설정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 녹지공간에 근접하게 계
획하며 학교가 지역환경에 공공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보행 동선의 측
면에서는 보행 녹도를 따라 놀이터, 커뮤니티 센터 등이 연결해야하고, 근린 공원
은 각 주구마다 1개씩 설치되며, 거리는 600m 이내로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있
다.25) 

25) 서울특별시,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 서울特別市;新都技術公社 共編,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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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커뮤니티 구성 개념도 – 독립 된 주구, 내향적 구성 방식

*출처: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권’에서는 잠실 지구의 근린주구 계획 개념에 대해 근린주
구의 반경, 보행가로, 교육시설, 공원 및 놀이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주구 
반경에 대해서는 주구 내의 자동차의 위험을 배제한 보행권을 형성하여 독립된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도록 의도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를 제외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각 주구의 중심에 집중 배치 하도록 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보행 가로의 경우 각 주거로부터 주구내의 시설에 이르는 보행가로에 녹지계통을 
수반하도록 의도했다고 설명했다. 공원 및 놀이터의 경우 각 주구마다 평균 500
평 규모의 어린이 놀이터를 2~3개씩 배치하도록 하고, 평균 2천 평의 근린공원을 
1개씩 배치하도록 의도했다고 설명했다.26) 
 ‘공동주택계획의 역사’에서는 잠실지구에 대해 하나의 가구를 근린주구 단위로 
설정하고, 근린주구 단위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완결적 생활권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근린주구론의 원칙에 따라 출입구를 적게 하여 관리상의 편의
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설계사적으로 잠실 지구계획이 가구 단위의 생활권

26)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 서울;한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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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견고한 계획원리로 고착화해 나아가는데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나, 
가구 단위의 생활권 계획이 전적으로 잠실의 경험이나 근린주구론 만의 영향이라
고 보기에는 다른 영향 요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말했다.27) 
 ‘대한주택공사 20년사’에서는 점적 구성을 이룬 CBD는 다른 단지와 도로로 연
계되었고 도로로 둘러싸인 각 단지는 중정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 조합방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잠실 1~4단지는 자체적인 완결성을 보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고 평가했다.28)

 

그림 18 도로기능에 따른 도로위계 – 지역간선, 주구간선, 주구분산, 주구/세로/도로로 위계적 구성

*출처: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27) 공동주택 연구회,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서울; 세진사, 1999

28) 대한주택공사, “大韓住宅公社 二十年史”, 서울:大韓住宅公社, 1979



- 38 -

그림 19 거주민 유형에 따른 위계적 구성

*출처: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계획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손정목은 잠실계획에서 근린주구 계획개
념의 기법이 ‘충분히 발휘’되었다고 평가하는데, 그 이유로 주구 내의 모든 근린 
시설에 이르는 보행가로에 녹지계통이 결합되었다는 점을 든다. 또한 계획상 일
상 동선 즉, 통학이나, 쇼핑, 산책과 같은 교통량은 모두 보행으로 가능할 것이라
고 예측했고, 차량 교통량은 주구상호간 혹은 타지구와의 교통, 통과교통만을 가
정했다. 간선가로를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각 주구 내로 차량이 통과하지 않도록 
의도 했으며, 보차도 분리, 도로의 위계, 녹도 및 보행로의 계서구분이 철저히 유
지되도록 했다. 당시 잠실설계에는 영국 뉴타운 계획, 센리 뉴타운, 다마 뉴타운 
계획이 참고 되었다.29)  
 설계 보고서 및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다음 표와 같다. 

29)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 서울;한울, 2003, pp2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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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근린주구 시설배치 및 동선체계

*출처: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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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자료명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에서의 주요개념 설명 키워드

잠실지구종합개

발기본계획

도로배치 지역간선, 주구간선, 주구분산, 주구세로

로 도로체계를 구분 ○도로의 위계적 구성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근린주구 생활권 구분

○근린에 공공의 역할을 

하는 학교

○보행녹도를 따라 공공

시설 간 연결

○주구마다 1개소씩의 근

린공원

주거용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15개의 근린주구

로 생활권 구분. 근린주구 단위는 

15,000명, 주구반경은 500m~800m

학교
녹지공간에 근접하게 계획하며 학교가 

지역환경에 공공의 역할

보행동선 
보행녹도를 따라 놀이터, 커뮤니티 센터 

등이 연결

근린공원 각 주구마다 1개씩 600m 이내

서울도시계획이

야기 3권

근린주구의 

반경

약 500m~800m 주구 내에 자동차의 

위험을 배제한 보행권 형성하며 독립된 

생활권 형성. 어린이 놀이터를 제외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각 주구의 중심에 

집중 배치

○자동차의 위험을 배제

한 보행권 

○공공시설의 주구 중심 

배치

○보행 위주의 주구 내 

교통

○보차도분리

○보행로의 계서구분 

보행가로
각 주거로부터 주구내의 시설에 이르는 

보행가로에 녹지계통을 수반

교육시설
주구마다 초등학교 1개, 주구 2~3개마

다 중고등학교 1~2개

공원 및 

놀이터

각 주구마다 평균 500평 규모의 어린

이 놀이터 2~3개씩 배치, 평균 2천 평

의 근린공원 1개씩 배치.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하나의 가구를 근린주구 단위로 설정하고, 근린주구 

단위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완결적 생활권으로 이해

○근린주구론의 원칙에 따라 출입구를 적게 하여 관리

상의 편의를 도모

○가구 단위의 생활권 계획이 견고한 계획원리로 고착

화해 나아가는데 시발점이 됨

○가구 단위의 생활권 계획이 전적으로 잠실의 경험이

나 근린주구론 만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영향 

요인들이 상당수 게제

○간선으로 둘러싸인 완

결적 근린주구 

○근린주구론에 원칙에 

따른 적은 출입구 

○가구 단위의 생활권 계

획

대 한 주 택 공 사 

20년사

○점적 구성을 이룬 CBD는 다른 단지와 도로로 연계

되었고 도로로 둘러싸인 각 단지는 중정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 조합방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잠실 1~4

단지는 자체적인 완결성을 보이는 결과

○점적 구성을 이룬 

CBD

○도로로 둘러싸인 각 

단지

○중정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 조합

표 8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도서에서 설명하는 잠실지구의 주거지 계획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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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천 신도시
 

그림 21 공간구분 개념도 – 주구 간 상호 연계와 CBD와의 연계를 설명

*출처: 과천도시개발기본설계-최종보고서

 과천 신도시 계획에서는 근린주구 계획 개념을 따르고 있으나 원칙을 완전히 따
르지는 않았다. 주구 1개는 페리의 근린주구 계획 원칙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주구 중심(상업시설)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고 기술
한다. 상업 시설은 주구 외곽 결절점이 아닌, 중심부에 근접 배치한다. 분구와 주
구로 위계적 구성 방식을 보인다. 하단 그림과 같이 독립적인 주구 구성 방식이 
아닌 주구 간 연계를 시도한다.  
 ‘과천도시개발기본설계 최종보고서’에서 나타나는 근린주구 계획개념과의 관련요
소들은 근린주구 설정과 구분, 근린주구 1개의 구성, 국민 학교 및 주구중심시설, 
근린분구의 인구, 간선가로 및 통과교통, 주구 내 교통체계, 근린주구 규모, 주구
시설로 나눌 수 있다. 근린주구 설정과 구분에 있어서는 지형 및 지역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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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개의 근린주구로 구분 설정하여 단위생활권이 형성되도록 하며, 간선도로 및 
지형경사 등에 의한 지형지물을 최대한으로 감안하여 주구를 구획했다고 설명했
다. 근린주구 1개의 구성 측면에서는 10~15천인을 기준으로 하고 초등학교 및 주
구 중심으로 구성하고 생활범위는 도보권을 기준으로 반경 1KM내외로 구성 했다
고 설명했다. 국민 학교 및 주구 중심시설은 근린 중심에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거리상 균등화를 기하는 동시에 동선처리가 원활하도록 했으며, 근린 분구의 
인구는 3~5천인을 기준으로 하며 근린주구내 주요 가로 등에 의하여 2~3개 근린
구분으로 구분했다. 간선가로 및 통과 교통은 근린주구 중심부를 통과하지 않고 
근린주구 주변부에 접하도록 하여 각 시설에 접근이 용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구 내 교통체계는 세로는 루프형태 또는 약간의 곡선을 주어 교통량이 안전하
고 조용하여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배치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초
등학교 1개교가 설치될 수 있는 인구규모를 범위로 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녹
지공간 및 서비스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근린주구 규모로 설정했다. 주구 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근접 배치하여 이용거리상 균등화를 기하고 국부적인 시설은 주구
내 요구도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토록 
의도한다고 기술했다.30) 

그림 23 근린주구간 상호관련도 - 학교, 연립

주택, 지구중심, 고층아파트,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30) 건설부; 대한주택공사, “과천도시개발기본설계-최종보고서”, 대한주택공사, 1979

그림 22 근린주구배치 패턴 개념도 - 

정부제2종합청사, 근린주구, 근린센터, 지구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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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 40년’에서는 과천신도시 계획에 대해 우리나라 주거지 계획에 있어서 
최초로 도시 골격(Urban structure) 개념을 적용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근린주
구 계획을 원칙으로 설정하면서도 주구간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
되었다고 설명했다. 각 주구를 단위생활권으로 설정하면서도 주구 상호간, 또는 
중심상업지구와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가구 사이를 관
통하는 보행전용도로에 대해서는 도시 공간을 관통하면서 가구 사이를 지나감으
로해서 각 단지내 생활을 이곳으로 이끌어내고, 이를 매개로 주구간의 연계 가능
성을 갖는 것이라 설명했다.31)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에서는 과천 신도시 계획에 대해 근린주구 계획을 
원칙으로 설정하면서도 주구간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
서 잠실 지구 계획에서와 같이 가구 단위를 독립적, 자조적으로 구성한다는 개념
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근린주구가 근린분구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위계적 구성의 전제. 근린분구에는 유아원, 근린주구는 초등학교를 구심점으로 하
는 구성을 전제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근린 주구론의 시도였다고 평가했다.32) 
 설계 보고서 및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다음 표와 같다. 

그림 24 도시공간 구성 개념도 - 지구중심, 근린중심, 아파트, 연립주택, 학교

*출처: 과천도시개발기본설계-최종보고서

31)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 40년”, 성남:대한주택공사, 2002

32) 공동주택 연구회,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서울; 세진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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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자료명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에서의 주요개념 설명 키워드

과 천 도 시

개 발 기 본

설계-최종

보고서

근린주구 

설정과 

구분

지형 및 지역특성에 따라 4개의 근린주

구로 구분 설정하여 단위생활권이 형성

되도록 한다. 간선도로 및 지형경사 등

에 의한 지형지물을 최대한으로 감안하

여 주구를 구획한다.

○지역을 4개의 근린주구로 구

분 설정

○초등학교를 주구 중심으로 구

성

○도보권을 기준으로한 생활 범

위

○간선도로 및 지형경사 등에 

의해 구분 된 근린주구

○3~5천인의 근린 분구 

○10~15천인의 근린 주구

○간선가로 및 통과 교통의 근

린주구 중심부 통과 배제

○근린 주구 내 별도의 교통체

계

○초등학교 1개교 규모의 근린

주구 규모 

○주구 중심부에 배치된 주구시

설

근린주구 

1개의 구

성

10~15천인을 기준으로 하고 초등학교 

및 주구 중심으로 구성하고 생활범위는 

도보권을 기준으로 반경 1KM내외로 한

다.

국민학교 

및 주구

중심시설

근린 중심에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이용

거리상 균등화를 기하는 동시에 동선처

리가 원활하도록 한다.

근린분구

의 인구

3~5천인을 기준으로 하며 근린주구내 

주요 가로 등에 의하여 2~3개 근린구분

으로 구분한다.

간선가로 

및 통과

교통

근린주구 중심부를 통과하지 않고 근린

주구 주변부에 접하도록 하여 각 시설에 

접근이 용이토록 한다.

주구 내 

교통체계

세로는 루프형태 또는 약간의 곡선을 주

어 교통량이 안전하고 조용하여 주거환

경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배치 계

획을 수립한다.

근린주구 

규모

초등학교 1개교가 설치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범위로 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

로 녹지공간 및 서비스공간을 확보토록 

한다.

주구시설

주구 중심부에 근접 배치하여 이용거

리상 균등화를 기하고 국부적인 시설

은 주구내 요구도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의 이익을 최대

한 도모토록 한다.

주 택 도 시 

40년

○우리나라 주거지 계획에 있어서 최초로 도시 골격

(Urban structure) 개념을 적용

○근린주구 계획을 원칙으로 설정하면서도 주구간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 : 각 주구를 

단위생활권으로 설정하면서도 주구 상호간, 또는 중

심상업지구와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을 제시 

○가구 사이를 관통하는 보행전용도로 : 도시 공간

을 관통하면서 가구 사이를 지나감으로해서 각 단지

내 생활을 이곳으로 이끌어내고, 이를 매개로 주구간

의 연계 가능성을 갖는 것

○Urban structure

○주구간의 연계 필요 인식

○가구 사이를 관통하는 보행도

로

표 9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도서에서 설명하는 과천 신도시의 주거지 계획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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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자료명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에서의 주요개념 설명 키워드

한국 공동

주택 계획

의 역사

○근린주구 계획을 원칙으로 설정하면서도 주구간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서 잠

실 지구 계획에서와 같이 가구 단위를 독립적, 자조

적으로 구성한다는 개념이 상당히 약화

○근린주구가 근린분구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위계

적 구성의 전제. 근린분구에는 유아원, 근린주구는 

초등학교를 구심점으로 하는 구성을 전제하고 있어

서 본격적인 근린 주구론의 시도

○주구간의 연계 필요 인식

○가구 단위를 독립적, 자조적

으로 구성한다는 개념 약화

○주구-분구의 위계적 구성

○본격적인 근린주구론의 시도 

표 10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도서에서 설명하는 과천 신도시의 주거지 계획 개념 2 

5) 둔촌 지구 

 ‘대단위단지개발 사례연구’에서는 둔촌 지구 계획에 대해 가로변 주입구 부근의 
중심 상가가 특징적이며, 단지 외곽 광로와 단지 진입 도로간의 위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특이점으로 두고 있다.33) 
 공동주택 연구회의 책에서는 둔촌 지구 계획에서는 지구 외곽 가로변에 상가 및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도시 가로 공간과의 연결을 의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
구 내부의 주구(단지) 간 경계 개념이 약한 것이 특징이며, 주구 외곽의 간선도로
와 주구 진입 도로와의 위계가 약하다고 기술한다. 둔촌 지구의 경우 잠실 단지
의 반성 위에서 이뤄진 계획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이 같은 특성은 각 가구가 자
체완결적인 구성방식에서 벗어나 각 가구 간 연결 방식으로 이전해 나갔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34) 
 ‘주택도시 40년’에서는 주거동의 NS형 평행배치에 대해 기존의 평행 배치 방식
을 고수하면서도 주거동의 출입구를 남북 방향으로 번갈아 배치함으로써 주거동
과 주거동 사이의 공간에 출입구를 집중하여 자연스럽게 외부공간의 주민들의 공
동 생활공간으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35)

 둔촌 지구 관련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다음 표와 같다. 

33) 주종원; 대한주택공사; 서울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대단위단지개발사례연구”, 서울:大韓住宅公社, 1987

34) 공동주택 연구회,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서울; 세진사, 1999

35)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 40년”, 성남:대한주택공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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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자료명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에서의 

주요개념 설명 
키워드

대단위단지개발사례연구

○가로변 주입구 부근의 중심상가

○단지외곽 광로와 단지진입 도로

간의 위계 결여 

○가로변 상가

○주구 내외부 도로위계 

결여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간선도로변에 종합상가 및 공공

시설을 배치하여 도시가로공간에 

대하여 개방성을 확보하려는 의도

를 보임

○단지간 경계 개념이 약함 : 4개 

단지 모두 단지간의 구분 개념이 

희박하며. 중앙의 도시 계획도로 

역시 단지 내 도로로 인식될 정도

로 단지간 경계 희석 

○간선도로변 상가 및 공

공시설 배치 

○단지간 경계개념 약화 

주택도시 40년

○NS형 평행배치 : 기존의 평행 

배치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주거동

의 출입구를 남북 방향으로 번갈

아 배치함으로써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의 공간에 출입구를 집중하여 

자연스럽게 외부공간의 주민들의 

공동 생활공간으로 조성

○NS형 평행배치 

표 11 관련 도서에서 설명하는 둔촌 지구의 주거지 계획 개념

그림 25 근린 주구 체

계 개념도 – 검정: 근

린시설, 흰 사각형: 학

교

*출처: 대단위 단지개

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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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덕 지구

 고덕 지구의 계획에서는 단지 외곽에 간선 도로변 상가 배치와 가구 내 근린공
원 배치 등 근린주구 계획 요소가 보이나,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가지는 주구의 
폐쇄적인 공간 구성 방식에서 탈피하여 가구와 도시 공간의 연계와 개방성 확보
에 주목하였다. 어린이 놀이터를 결절점으로 하는 보행로로 전체 가구를 연결하
려는 시도를 보이며, 각 가구의 상가들을 가구 외곽도로에 배치하여 가로를 활성
화 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주택도시 40년’에서는 고덕 단지에 대해 가구 자체의 완결성을 통해서 거주성
을 확보하려는 과거의 폐쇄적인 도시 공간구성 계획태도에서 탈피하여, 도시적 
생활공간을 조성을 위해 가구와 도시공간과의 연계성, 개방성 확보에 주목했다고 
평가했다. 개방적인 부대복리시설의 배치에 대해서는 각 가구의 상가들을 가구 
외곽도로에 면하도록 배치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8개 가구간을 연결하는 보행
로에 대해서는 각 단지 내의 어린이 공원을 결절점으로 하는 보행로로 전체 주거
지를 연계했다고 설명했다.36)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에서는 고덕 지구 내 가구간의 연계에 대해 어린이 
공원을 결절점으로 하는 보행로로 전체주거지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보였다고 설
명하며, 각 가구의 상가들을 가구 외곽도로에 배치하면서 이들을 통해 가로를 활
성화하고 가구 간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다.37) 
 대단위 단지개발사례연구에서는 단지 외곽의 광로, 각 가구내 근린상가의 배치 
계획, 단지 내 근린공원의 배치, 근린상가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상권에 의한 가
구간 위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38) 
 고덕 지구 관련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다음 표와 같다. 

36)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 40년”, 성남:대한주택공사, 2002

37) 공동주택 연구회,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서울; 세진사, 1999

38) 주종원; 대한주택공사; 서울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대단위단지개발사례연구”, 서울:大韓住宅公社,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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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주구 간 연계 

개념도

*출처: 대단위단지개발

사례연구

그림 27 상권에 의한 

가구간 위계 형성 개념

도

*출처: 대단위단지개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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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자료명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에서의 주요개념 

설명 
키워드

주택도시 40년

○가구 자체의 완결성을 통해서 거주

성을 확보하려는 과거의 폐쇄적인 도

시 공간구성 계획태도에서 탈피하여, 

도시적 생활공간을 조성을 위해 가구

와 도시공간과의 연계성, 개방성 확보

에 주목

○개방적인 부대복리시설의 배치 : 각 

가구의 상가들을 가구 외곽도로에 면

하도록 배치

○8개 가구간을 연결하는 보행로 : 각 

단지내의 어린이 공원을 결절점으로 

하는 보행로로 전체 주거지를 연계

○가구와 도시공간과의 연계성, 

개방성 확보

○각 가구의 상가들을 가구 외

곽도로에 배치

○8개 가구를 연결하는 보행로

○각 단지내 어린이 공원을 결

절점으로 한 보행로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

사

○가구간의 연계 : 어린이 공원을 결

절점으로 하는 보행로로 전체주거지를 

연결하려는 시도

○각 가구의 상가들을 가구 외곽도로

에 배치하면서 이들을 통해 가로를 활

성화하고 가구간을 연결하려는 시도

○가구간의 연계

○가구 외곽도로에 배치 된 상

가

대단위단지개발사례연구

○단지 외곽의 광로

○각 가구내 내 근린상가의 배치 계획

○단지 내 근린 공원의 배치

○근린상가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상

권에 의한 가구간 위계 형성

○외곽의 간선 도로

○근린상가, 근린공원 

표 12 관련 도서에서 설명하는 고덕 지구의 주거지 계획 개념 



- 50 -

7) 목동 신시가지 개발

그림 28 목동 기본 구상 스케치 

*출처: 목동신시가지개발

 

 목동 신시가지 개발 계획은 선형 중심축을 중심으로 각 가구를 순행하는 보행 
공간과 보행광장이 특징이다. 중심의 선형축에는 상가 시설과 공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지와는 보행로를 통하여 루프 형식으로 연계되어 있다. 선형 중
심축이 전체 지구 중심의 역할을 한다. 소생활권, 주구와 분구로 위계적 구성 방
식을 따르고 있다. 주구(단지) 내 별도의 교통체계가 존재하며, 학교는 주구 외곽
에 위치 시킴으로써 근린주구 계획개념과 다른 구성 방식을 보인다.  
  ‘목동신시가지개발’에서는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의 주요개념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 선형 중심축, 생활권 구분, 주구-분구 중심, 단지내 교통체계, 학교, 녹도체
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선형 중심축에 있어서는 영국의 Cumbernauld, 
Hook 계획안에서처럼 선형 중심축 계획기법에 따라 토지이용과 가로망을 구성하
여 단계별 발전이 용이한 대상 시가지 계획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생활권 구분
에 있어서는 경인로, 등촌로를 경계로 3개의 소생활권으로, 소생활권은 각기 2개
의 근린주구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구성하였고, 이렇게 6개의 일용 생활권으로 나
뉘어진 주구는 다시 생활반경 200~300m 정도의 20개의 분구로 세분된다고 설명
했다. 주구와 분구 중심에 있어서는 주거 단지내 분구중심시설을 두고, 주구중심
시설은 중심축안에 두어 중심축은 주구 중심도 겸하는 복합용도지구로 계획했다
고 기술했다. 단지내 교통체계의 경우 단지내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완전히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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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녹도로 형성된 주보행로를 통하여 학교, 유치원, 공원등을 안전하고 자유롭
게 통행 가능하도록 의도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단지 외곽에 위치
하였다고 기술하며, 중심축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계를 이루어 환녹도체계가 구
성되도록 의도했다고 설명했다.39)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에서는 목동 계획에 대해 주거지 전체를 관통하는 
선형적 중심축을 정점으로 각 가구를 순환해 나가는 보행공간 및 보행광장이 배
치. 중심의 선형축에는 상가시설과 공원이 있고, 각각의 단지와는 보행로를 통하
여 루프형식으로 연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주거지 공간구조를 편성하면서 도시계
획시설이 아닌 각 가구 내의 녹도축을 루프형으로 설정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선
형 중심축으로 연계해 나가는 보행자 공간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중심
축이 전체 지구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주구중심 시설이 지구중심 시설축에 배치됨
으로써 생활권별 연계를 의도했다고 설명했다.40) 
 ‘목동 아파트 설계 회고’에서는 Cul-de-sac 방식에 의한 보차분리, Pedestrian 
mall을 형성한것에 대하여 이미 확립된 설계 이론이었으나 종래 여건상 시도되지 
못한 것을 시도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단지 내 차도의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했
다고 평가했다.41) 
 설계 보고서 및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다음 표와 같다. 

그림 29 생활권개념도

*출처:목동신시가지개발

39) 서울특별시, “목동신시가지개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1990 

40) 공동주택 연구회,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서울; 세진사, 1999

41) 하재안, “목동 아파트 설계회고”,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Vol.1993 No.10,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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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개발 기본 체계 구상도

*출처: 목동 신시가지 개발

그림 31 공원 녹지 체계도

*출처: 목동신시가지개발

그림 32 생활권 구분도 

*출처: 목동 신시가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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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자료명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에서의 주요개념 설명 키워드

목 동 신 시 가 지 개

발42)

선 형 

중심축

영국의 Cumbernauld, Hook 계획안에서처럼 

선형 중심축 계획기법에 따라 토지이용과 가로

망을 구성하여 단계별 발전이 용이한 대상 시

가지 계획

선형 중심축

생활권 

구분

경인로, 등촌로를 경계로 3개의 소생활권으로, 

소생활권은 각기 2개의 근린주구로 구성된 커

뮤니티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6개의 일용 생활

권으로 나뉘어진 주구는 다시 생활반경 

200~300m 정도의 20개의 분구로 세분

소생활권, 근린주

구, 분구

주구

분구

중심

주거 단지내 분구중심시설을 두고, 주구중심시

설은 중심축안에 두어 중심축은 주구 중심도 

겸하는 복합용도지구로 계획

주구 중심

분구 중심

단 지 

내 교

통 체

계

단지내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완전히 분리하여 

녹도로 형성된 주보행로를 통하여 학교, 유치

원, 공원등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 가능

차도와 보도의 분

리

학교 대부분의 학교들은 단지 외곽에 위치 단지 외곽의 학교

녹도체

계

중심축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계를 이루어 환

녹도체계가 구성되도록 함
환녹도 체계

한국 공동주택 계획

의 역사

○주거지 전체를 관통하는 선형적 중심축을 정점으로 각 

가구를 순환해 나가는 보행공간 및 보행광장이 배치. 중

심의 선형축에는 상가시설과 공원이 있고, 각각의 단지

와는 보행로를 통하여 루프형식으로 연계.

○주거지 공간구조를 편성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각 가구 내의 녹도축을 루프형으로 설정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선형 중심축으로 연계해 나가는 보행자 공간을 구

축. 

○중심축이 전체 지구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주구중심 시

설이 지구중심 시설축에 배치됨으로써 생활권별 연계를 

의도 

○선형적 중심축

○가구내의 루프형 

녹도축 설정

○지구중심 역할의 

중심축, 지구 중심 

시설축과의 연계

목동아파트 설계회

고

○Cul-de-sac 방식에 의한 보차분리, Pedestrian mall 

형성 : 이미 확립된 설계 이론이었으나 종래 여건상 시

도되지 못한 것을 시도

○단지내 차도의 교통안전 체계

○쿨데삭 방식에 

의한 보차분리, 보

행몰 형성

○단지내 차도의 

교통안전 체계

표 13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도서에서 설명하는 목동 신시가지 개발의 주거지 계획 개념

42) 서울특별시, “목동신시가지개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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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계 신시가지 개발

 상계 신시가지 계획은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주구 폐쇄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상계 지구 택지개발계획 기본설계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종래의 주택단지 계획에서는 이른바 근린주구개념에 집착, 가구를 폐쇄적 
생활권으로 계획한 경향이 있다.”43) 
 주구 내부 구성 방식은 중심에 학교와 근린공원을 두고, 주구 내 별도의 동선 
체계를 두지만, 이 방식이 근린주구 계획개념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더해 독립적으로 주구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가구들이 중첩되도록 상업시설
을 배치함으로 인해 근린 시설들을 가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지구 
중심 시설은 노선상가를 배치하는 선형적 방식과 역을 중심으로 하는 면적 방식
을 혼용하는 구성 방식을 보이며, 주구를 관통하는 보행 녹도를 통해 가구 간 연
결을 의도하고 있다.

그림 33 토지이용계획

*출처: 상계지구 택지개발계획 기본설계보

고서

 

그림 34 가구 내부구조 검토 다이어그램

*출처: 상계지구 택지개발계획 기본설계보고서

43)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외 50명, “상계지구 택지개발계획 기본설계보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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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지구 택지개발계획 기본설계 보고서’에서는 상계 지구 계획에 대해 주구 내
부 구성, 주구 위계 구성, 토지 효율, 단계별 개발, 생활시설, 상업시설 및 학교, 
가구단위 분할로 나누어 설명했다. 주구 내부 구성에 있어서는 단지 내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초등학교 및 근린공원을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전체 단지가 Y형
의 주도로를 통해 접근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단지 내 동
선체계가 명확히 하고 생활권의 인지성을 향상 시켰다고 설명했다. 주구 위계구
성적 측면에서는 전체구역을 9개의 소생활권과 5개 중생활권으로 분구. 광역접근
성이 양호한 역 주변을 지구중심으로 개발했다고 기술했다. 토지효율의 측면에 
있어서는 대상 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용도가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기본구조의 창출을 의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계별 개발 일정에 맞추어 
계획지구가 적절히 분절되며 전체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주민의 생활에 불
편이 없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생활 시설의 면에서는 각각의 주호로부터 보
행거리내 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최단보행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고른 접근성을 부
여했다고 설명했다. 상업시설 및 학교는 소가구가 중첩되어 공유하도록 배치하여 
가구의 개방성을 높이고 시설 성격에 따른 적정이용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
했다. 가구 단위 분할에 있어서는 각 주거단위를 적정크기로 분할하여 가구가 과
다과소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침해와 불편을 사전에 예방했고, 
가구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 분할의 2단계의 위계를 부여했다고 설명했
다.44)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에서는 상계지구 지구 중심 시설에 대해 동일로를 중
심으로 노선상가를 배치하는 선형적 중심공간 방식과 노원 전철역을 중심으로 구
성되는 면적 중심공간이 혼용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았고, 일상적 생
활공간의 비중은 동일로를 중심으로하는 선형적 중심공간에 더 무게를 주고, 이 
가로를 중심으로 주거지 내부의 일상적 생활을 연계, 중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
했다. 보행녹도는 4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십자형으로 관통하고 이와는 별도
로 주거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보행전용로가 정발산 좌우 지역에 하나씩 설치
되어 본격적인 주거지 생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45) 
 ‘주택도시 40년에’서는 상계 신시가지 개발에 대해 가구의 폐쇄적 배타적 단지 
조성을 극복하고 도시가로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적 집합질서를 갖는 주거지 계
획을 시도했다고 평가했다. 가구단위와 상권을 분리, 단지별로 집중식 상가를 배
치하는 대신에 가로변을 따라 상가가 조성되도록 노선상업지역을 계획했다고 설

44) 대한주택공사, “상계지구 택지개발계획 기본설계보고서”, 대한주택공사, 1985

45) 공동주택 연구회,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서울; 세진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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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시설물 배치계획

*출처: 상계지구 택지개발계획 기본설계보고서

그림 36 공원 및 녹지체계

*출처: 상계지구 택지개발계획 기본설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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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며, 1개의 대형가구를 격자형 가로망에 의해 3개의 소가구로 분할하고 인접
한 소가구들이 가로공간에 면하여 배치된 상업시설과 학교등을 공유하게 함으로
써 가로공간을 중심으로 한 소생활권들이 형성, 다시 이들 소가구들을 관통하면
서 연결시키는 녹지 및 보행축을 계획, 소가구들의 폐쇄성 극복을 의도했다고 평
가한다. 설계 지구에 대해서는 가구 구분과는 관계없이 도시 공간에서의 장소적 
성격에 따라 건축계획 단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46) 
 설계 보고서 및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다음 표와 같다.

  
보고서 및 

자료명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에서의 주요개념 설명 키워드

주택도시 40년

○가구의 폐쇄적 배타적 단지 조성을 극복하고 도시가로

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적 집합질서를 갖는 주거지 계

획을 시도

○가구단위와 상권을 분리, 단지별로 집중식 상가를 배

치하는 대신에 가로변을 따라 상가가 조성되도록 노선상

업지역을 계획

○1개의 대형가구를 격자형 가로망에 의해 3개의 소가구

로 분할하고 인접한 소가구들이 가로공간에 면하여 배치

된 상업시설과 학교등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가로공간을 

중심으로 한 소생활권들이 형성, 다시 이들 소가구들을 

관통하면서 연결시키는 녹지 및 보행축을 계획, 소가구

들의 폐쇄성 극복을 의도

○설계 지구 : 가구 구분과는 관계없이 도시 공간에서의 

장소적 성격에 따라 건축계획 단위를 설정

○도시가로공간을 중심

으로 한 주거지 계획

○노선상업지역 

○가로공간을 중심으로 

한 소생활권

○소가구를 관통하는 

녹지 및 보행축

○소가구의 폐쇄성 극

복 의도

○설계 지구 개념 도

입

표 14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도서에서 설명하는 상계 신시가지 개발의 주거지 계획 개념 1

46)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 40년”, 성남:대한주택공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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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자료명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에서의 주요개념 설명 키워드

상계지구 

택지개발계획 

기본설계보고서

주구 

내부 

구성

단지 내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초등학교 및 근

린공원을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전체 단지가 Y

형의 주도로를 통해 접근될 수 있도록 계획. 이

를 통해 단지 내 동선체계가 명확히 하고 생활

권의 인지성을 향상 시킴

○초등학교 및 근린

공원의 단지 중앙 

배치 

○소생활권과 중생

활권으로의 위계적 

구성 

○불특정 용도가 발

생하지 않도록 계획

○단계별 개발 

○광역교통체계와 

지구내교통체계의 

연계

○가구단위 분할 

○보행거리내 생활

시설 배치

주구 

위계구성

전체구역을 9개의 소생활권과 5개 중생활권으로 

분구. 광역접근성이 양호한 역 주변을 지구중심

으로 개발

토지효율
대상 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용도가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기본구조의 창출 

단계별 

개발

단계별 개발 일정에 맞추어 계획지구가 적절히 

분절되며 전체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주

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광역교통체계와 지구 내 교통체계의 원활한 연계

종래에 주택단지계획에서는 이른바 근린주구개념에 집착. 가

구를 폐쇄적 생활권으로 계획한 경향이 있음

생활

시설

각각의 주호로부터 보행거리내 생활시설을 배치

하여 최단보행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고른 접근

성을 부여 

상업 

시설 및 

학교

소가구가 중첩되어 공유하도록 배치하여 가구의 

개방성을 높이고 시설 성격에 따른 적정이용권

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

가구

단위 

분할

각 주거단위를 적정크기로 분할하여 가구가 과

다과소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침해와 불편을 사전에 예방. 가구의 개방성을 높

이기 위해 지구 분할의 2단계의 위계를 부여 

한국공동주택계

획의 역사

○지구 중심 시설은 동일로를 중심으로 노선상가를 배치하

는 선형적 중심공간 방식과 노원 전철역을 중심으로 구성되

는 면적 중심공간이 혼용되는 방식. 일상적 생활공간의 비

중은 동일로를 중심으로하는 선형적 중심공간에 더 무게를 

주고, 이 가로를 중심으로 주거지 내부의 일상적 생활을 연

계, 중첩하는 방식

○보행녹도는 4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십자형으로 관통

하고 이와는 별도로 주거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보행전용

로가 정발산 좌우 지역에 하나씩 설치되어 본격적인 주거지 

생활 공간으로 기능

○선형 중심공간과 

면적 중심공간의 혼

용 및 중첩 

○보행녹도

표 15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도서에서 설명하는 상계 신시가지 개발의 주거지 계획 개념 2



- 59 -

9) 은평 뉴타운

 은평 뉴타운 계획에서는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지구 중심 지역을 설정하고, 나머
지는 주거지가 중심이 되는 지구(소생활권)단위로 계획하였다. 이 지구 단위는 다
시 네 개의 주구 단위로 구성 되었다. 주구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구규모 
8000~9000명 수준으로 구성되며, 도시 계획상 통과 간선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은 
일상 생활권을 분리했다. 주구와 녹지축을 관통하는 생활가로를 통해 주구 간 연
결 및 주민 간 교류를 의도하고 있다. 또한 당시 뉴타운 계획의 총괄 건축가(MA)
는 5無 5有 원칙을 정했고, 그 중 아파트 단지와 공원에 담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가구 간 교류를 의도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47) 
 ‘은평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서 볼 수 있는 단지계획 분야 계획개념은 도로망 체
계와 공원녹지계획 등에서 나타난다. 도로망 체계의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
고 및 구파발역 주변의 중심지 형성을 위하여 지역 간 간선도로를 조정하고, 지
구 내 내부간선도로 신설 및 조정, 생활가로 및 자전거도로 순환망을 구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원녹지 계획의 경우, 기존 녹지의 보존을 최대화 하고, 수변구
역과 접할 수 있는 3개의 녹지축 및 선형공원을 조성하는 녹지체계를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으로 2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생태연결통로(Eco-Bridge) 3
개소 구상 및 공원 간 연계를 위하여 생태교량 설치로 단절된 녹지 및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적 녹지체계를 구상했다고 기술했다. 이 뿐만 아니라, 주민 커뮤니
티 통합에 기여하는 내부 중정을 조성했다고 설명하고, 생활가로의 조성을 특징
으로 두고 있다.48) 
 ‘은평 뉴타운: 뉴타운만들기 과정의 기록’에서는 주거지와 녹지축을 관통하며 지
역주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생활가로를 특징으로 두고 있다. 또한 지구중심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이 외에는 주거지가 중심이 되는 소생활
권 단위로 계획. 인구규모 약 8,000~9,000명을 기준으로 네 개의 초등학교를 중
심으로한 네 개의 소생활권으로 구성했다고 기술했다. 지역간선도로의 구역 내 
통과시 발생할 수 있는 강제적 생활권의 분리를 계획 단계에서 분리하여 예방했
다고 설명하며, 이들을 통해 아파트단지의 획일성, 단지성(혹은 반도성), 몰지역성 
등 단지계획 및 설계의 결과물에 대한 비평적 시각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49) 

47) 중앙일보 기사, “은평 뉴타운은 '5무·5유 도시”, 2007.12.5. 
48) 은평구 도시개발, “http://newtown.ep.go.kr”

49)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SH공사, “은평 뉴타운 : 뉴타운 만들기 과정의 기록”, 서울:서

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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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생활권의 위계적 구성

*출처: 정양희. 은평뉴타운 사례 발표자료, 서울시홈페이지

그림 38 가로망 골격구상

*출처: 정양희. 은평뉴타운 사례 발표자료, 서울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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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보고서 및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다음 표와 같다.

보고서 및 자료명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에서의 주요개념 설명 키워드

은평뉴타운 

개발기본계획
50)

도로

망 

체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구파발역 주변의 

중심지 형성을 위하여 지역 간 간선도로를 조

정하고, 지구 내 내부간선도로 신설 및 조정, 

생활가로 및 자전거도로 순환망을 구성

○생활가로 및 자전

거 도로 순환 네트

워크 

○기존 녹지의 보존 

○생태적 녹지체계 

○내부 중정

공원

녹지 

계획

기존 녹지의 보존을 최대화 하고, 수변구역과 

접할 수 있는 3개의 녹지축 및 선형공원을 조

성하는 녹지체계를 구상하였다. 또한, 남북으

로 2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생태연결통로

(Eco-Bridge) 3개소 구상 및 공원 간 연계를 

위하여 생태교량 설치로 단절된 녹지 및 생태

계를 연결하는 생태적 녹지체계를 구상

주민 커뮤니티 통합에 기여하는 내부 중정 조성

생활가로의 조성

은평뉴타운:

뉴타운 만들기

과정의 기록

○주거지와 녹지축을 관통하며 지역주민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생활가로

○지구중심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이 

외에는 주거지가 중심이 되는 소생활권 단위로 계획. 

인구규모 약 8,000~9,000명을 기준으로 네 개의 초등

학교를 중심으로한 네 개의 소생활권으로 구성

○지역간선도로의 구역내 통과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권 분리

○아파트단지의 획일성, 단지성(혹은 반도시설), 몰지역

성 등 단지계획 및 설계의 결과물에 대한 비평적 시각

을 극복

○생활가로

○상업기능을 수행

하는 지구중심

○초등학교를 중심

으로 한 소생활권 

○지역간선도로에 

의한 생활권 단절을 

예방-생활권 분리

표 16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도서에서 설명하는 은평 뉴타운 개발의 주거지 계획 개념

50) 은평구 도시개발 홈페이지, 

http://newtown.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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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왕십리 뉴타운51)

 왕십리 뉴타운 계획은 내부 완결적인 구성 방식을 지양하고 주변 도시의 맥락을 
고려하여 주변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지구 외곽 간선도로변에 상업시설을 
배치해서 지구 외부 도시공간에 개방적이다. 지형을 이용한 입체적 배치를 통해 
주구내 교통 체계(인도와 차도의 분리) 구성 방식을 보인다. 지구 내부를 순환하
는 보행로를 통해 가구 간을 연결하며, 보행 결절점에 공원을 둬서 이용량을 늘
린다. 또한 녹지와 접합하여 면적 개념이 아닌 선적 개념의 녹지를 계획했다. 남
북의 지구 관통 도로는 가로 공원(보행몰)을 조성하여 주구간 연계 및 주생활 가
로로 계획 하였다. 

그림 39 개발기본계획 결정도

*출처: 왕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51) 왕십리 뉴타운은 계획 단계에서 공용개발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현실

적 제약으로 인해 민간 자력 재개발로 전환되면서 계획의 일부만 현실화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

종 결과물이 아닌 계획 단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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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에서는 왕십리 뉴타운에 대해 도심과 부도심의 연
결축으로서 상업지역 확충 및 역세권 개발계획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지형을 
이용한 입체적 배치를 통해 지구내 순환, 연계가 가능한 녹지축 형성했다고 설명
한다. 공공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구중심에 복합화함으로써 지구내 중심에 배
치했고, 공공청사와 주민복지센터로 구성된 지구복합센터가 된다. 보행중심형 교
통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옛길을 복원하여 지구 내부를 순환하는 보행로로 계획. 
보행 결절점에 공원 7개소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외곽 간선도로는 통과 차량을 
담당하고, 도로변 및 내부보행몰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다. 공원 녹지계획은 면
적개념이 아닌 선적개념의 도입했다고 기술하며, 폭 30m, 연장 300m의 가로공
원(보행몰) 계획 또한 설명했다.52) 
 ‘왕십리 뉴타운: 복합기능을 가진 도심형 커뮤니티’ 에서는 왕십리 뉴타운 계획
에 대해 내부 완결적인 것에서 도시의 맥락을 고려하여 주변과 연계했다고 평가
했으며, 블록중심의 면적인 계획에서 길 중심의 선적인 계획이라 설명한다. 전면 
철거 재개발이 아닌 수복형의 재개발방식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지형을 고려한 입체적 계획과 보행중심형 교통 네트워크를 구
축했다고 평가했다.53) 
 설계 보고서 및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다음 표와 같다.

52)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왕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복합기능을 가진 도심형 커뮤니티”, 

서울: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2004 

53)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왕십리 뉴타운 :뉴타운 만들기 과정의 기록”, 서울:서울특별시 뉴

타운사업본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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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공간구조 계획

*출처: 왕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그림 41 주거용지개발계획

*출처: 왕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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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자료명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에서의 주요개념 설명 키워드

왕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54)

○주거와 상업, 업무시설이 복합된 뉴타운

○도심과 부도심의 연결축으로서 상업지역 확충 및 

역세권 개발계획

○지형을 이용한 입체적 배치를 통해 지구내 순환, 

연계가 가능한 녹지축 형성

○공공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구중심에 복합화

○공공청사와 주민복지센터로 구성된 지구복합센타를 

지구중심에 설치

○보행중심형 교통 네트워크 : 옛길을 복원하여 지구 

내부를 순환하는 보행로로 계획. 보행 결절점에 공원 

7개소 설치

○외곽 간선도로는 통과 차량을 담당, 간선도로변 및 

내부보행몰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

○공원 녹지계획은 면적개념이 아닌 선적개념의 도입 

○폭 30m, 연장 300m의 가로공원(보행몰) 계획 

○입체적 배치

○지구내 순환-연계 가

능한 녹지축

○지구중심에 복합화 

된 공공부대시설

○지구 내부 순환 보

행로 

○선적개념의 공원 녹

지계획

왕십리 뉴타운

 :복합기능을

 가진 도심형

 커뮤니티

○내부 완결적인 것에서 도시의 맥락을 고려하여 주

변과 연계

○블록중심의 면적인 계획에서 길 중심의 선적인 계

획

○전면 철거 재개발이 아닌 수복형의 재개발방식 의

도

○지형을 고려한 입체적 계획

○보행중심형 교통 네트워크 구축

○대상지 주변과 연계 

○길 중심의 선적 계

획 

○수복형 재개발방식 

표 17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도서에서 설명하는 왕십리 뉴타운 개발의 주거지 계획 개념

54)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왕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복합기능을 가진 도심형 커뮤니티”,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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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도서에서 나타난 신시가지 개발 대상지와 근린주구 계
획개념과의 연관 관계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계획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보
고서 및 관련 도서의 도시 및 단지계획 분야에서 근린주구 계획개념 관련 서술을 
분류·분석하였다. 
 반포, 한강 아파트 계획의 경우 결과적으로 근린주구 계획개념을 포함하고 있으
나 계획 단계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었다. 잠실 신시가지 개발의 경우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원형에 가장 가깝게 의도되었고, 주구의 완결적 구성 의도
를 보였다. 과천, 둔촌, 고덕 계획의 경우 주구 내부 구성 방식은 근린주구 계획 
개념에 충실하나,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주구배치 방식에서 오는 폐쇄적 구성을 
탈피하기 위해 주구 간 연결 의도를 보인다. 목동 계획의 경우 분구-주구로 구성
되는 근린주구 구성 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지구 중심 기능을 하는 선형 축과 연
결됨으로써 전체 지구를 구성하려는 의도를 기술하고 있다. 상계 계획의 경우 분
구 내 근린 시설의 중첩 및 보행 녹도를 통해 근린주구 간 연결 의도를 보이고 
있고. 상업 시설의 배치 방식에 있어 선적 방식, 면적 방식을 혼용함으로써 지구 
외곽의 도시 공간과 연결 의도를 보인다. 은평, 왕십리 계획의 경우 노선 상가 및 
보행몰 배치를 통해 주구 간 연결 및 활성화 의도를 보이고, 지역 특성상 왕십리
의 경우는 지구 외곽 간선도로변 상가 배치를 통해 주변 도시 공간과 연결 의도
를 추가적으로 보인다. 
 이를 대상지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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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계획 

연도
근린주구 계획개념과의 연관 관계 내용 

한강 아파

트
1970 순응적 계획에 의한 결과적인 근린주구식 구성

반포 아파

트
1971

경제적인 관점에서 계획 된 주구 외곽 간선 도로변 상가 배치 

공원을 통한 주구(생활권)의 분리 의도

잠실 신시

가지 개발
1975

근린주구 원칙에 주구 내외부 구성 충실

주구의 완결적(폐쇄적) 구성 

과천 신도

시
1979

근린주구 원칙에 충실한 주구 내부 구성 

보행 도로를 통한 주구 간 연결 의도

둔촌 지구 1979 지구 내 주구 간 경계 개념을 약화하여 주구의 폐쇄적 구성 탈피 의도

고덕 지구 1982
근린주구 원칙에 충실한 주구 내부 구성 

상가 배치와 보행 도로를 통한 주구 간 연결 의도

목동 신시

가지 개발
1985

지구 중심 역할을 하는 선형 중심축과 거주지가 중심인 주구-분구의 위계적 구

성 

주구 외곽에 위치한 학교 시설 

환녹도체계를 통한 주구 간 연결   

상계 신시

가지 개발 
1985

분구(소가구) 내 근린 시설 간 중첩을 통한 주구 간 연결 

보행 녹도를 통한 주구 간 연결 

지구 외곽 노선 상가를 배치하는 선적 방식과 역을 중심으로 상가를 배치하는 

면적 방식의 혼용 

은평 뉴타

운
2002

중심 상업 지구를 배치하고 주거 지구-분구의 위계적 구성

녹도와 분구를 관통하는 생활가로를 통한 주구 간 연결 의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분구 구성   

왕십리 뉴

타운
2002

지구 외곽 간선도로변 상가 배치를 통해 주변 도시 공간과 연결 의도 

지구 내부 순환 보행로를 통한 주구 간 연결 

보행몰 계획을 통한 가로 활성화 

표 18 보고서 및 관련 도서에서 나타난 대상지별 근린주구 계획개념과의 연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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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계획도면과 근린주구 계획개념과의 연관관계

1) 연관관계 분석방법 

(1) 계획 개념의 원칙 설정 

 각 대상지의 계획 도면과 근린주구 계획개념과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클
래런스 페리의 근린주구론 원칙55), 고트프리트 페더의 단계구성론의 원칙56) 요소
들을 대상지 계획 도면이 포함·적용 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계획 도면과의 요
소별 비교 분석을 위해 다음 표와 같은 기준을 설정했다. 

계획 개념 원칙 내용

페리의 

근린주구

계획개념

주구의 크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800m~1200m

주구의 경계
주거지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

4면 모두 간선도로로 둘러싸일 것

오픈 스페이스
계획된 휴식공간과 소공원의 체계를 구성할 것 

전체 면적의 10%

공공 시설 중심부에 있거나, 광장과 연계될 것 

상업 시설 
주구외곽 간선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몇 개의 작은 블록이나 건

물군의 집중 형태를 가질 것

교통 가로망 
주구의 내부 이동과 주구 범위를 넘는 목적지로의 이동을 구분할 

것 

페더의

단계구성론

구성 방식 분구-주구-지구의 위계적 구성

시설 배치 분구중심-주구중심-지구중심의 중심적/점적 배치 

표 19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원칙

(2) 계획 도면의 범위 설정 

 계획 도면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블록의 크기 및 배치된 시설 간 거리를 효과적

55) 페리의 근린주구 계획 개념의 물리적 목표는 하나의 근린주구가 초등학교, 작은 공원과 운동

장, 작은 상가를 포함하고, 보행자들이 공공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정된 건물배치와 

도로체계를 가지는 것이다. 

56) 페더의 단계구성론은 단위주거지의 중심시설의 역할에 따라 도시 내에서 담당하는 주거지 영역

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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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교하기 위해 계획 도면의 축척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이로 인해 계획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례지(한강, 반포, 둔촌, 왕십리, 잠실)들은 대상지 전체
를 볼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큰 사례지(고덕, 목동, 상계, 은평)들은 근린주구 
계획 개념의 원칙 중 범위가 가장 큰 분구-주구-지구의 위계적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모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그림 42 계획도면 -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강, 반포, 목동, 고덕

점선 사각형 변의 길이는 500m, 주거동을 제외한 근린시설이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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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계획도면 2 -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둔촌, 과천, 왕십리, 잠실, 상계, 은평

점선 사각형 변의 길이는 500m, 주거동을 제외한 근린시설이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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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도면과 근린주구 계획개념과의 연관관계 분석

(1)상업시설 

 페리의 근린주구 원칙에 따르면 상업시설은 주구외곽 간선도로의 교차점에 위치
해야 하며, 몇 개의 작은 블록이나 건물군의 집중 형태를 가져야 한다. 간선도로
의 교차점에 위치시키는 이유는 다른 주구에 있는 또 다른 상점과 결합해 효율적
인 상업 지구를 형성하기 위함이고, 건물 군의 집중 형태를 가지는 이유는 과도
한 상업 용도가 주거지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의 물리
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57) 
 개별 대상지 계획 도면들이 해당 원칙을 적용하는 정도를 네 가지 위계로 분류 
했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그림과 같다. 

대상지 상업시설 배치 원칙의 적용 정도
한강 아파트 ◐
반포아파트 ◐
잠실 지구 △
과천 신도시 ◐
둔촌 지구 △
고덕 지구 ◐
목동 신시가지 ○
상계 신시가지 ◐
은평 뉴타운 ○
왕십리 뉴타운 ○

표 20 상업시설 배치 원칙의 적용 분석

* ● : 주구외곽 간선도로 교차점에 위치하며 건물군의 집중 형태, ◐ : 주구외곽 간선도로에 위치, 

△ : 건물군의 집중 형태, ○: 상업시설 배치 원칙에 특정할 수 없는 형태 

57) Perry, C. “The neighborhood unit : from the Regional survey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volume VII, Neighborhood and community planning”. Routledge/Thoemmes Press, 

1998, p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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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계획 도면에서의 상업 시설 배치 – 점선 사각형 변의 길이는 500m

*출처: 각 계획 도면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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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시설(커뮤니티 센터) 

 페리의 근린주구 원칙에 따르면 공공시설 배치 계획은 주구 내부의 중심부에 있
거나, 광장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시설의 서비스 가능 범위를 주구 전
체에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공공시설 중 특히 학교를 주구 중심에 
두는 것은 주구 안의 거주자들에게 학교의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기 위함이다. 학
교는 공동체에 중심점을 제공함으로써 장소가 될 수 있고,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초점이 된다고 페리는 설명하고 있다.58)  
 개별 대상지 계획 도면들이 해당 원칙을 적용하는 정도를 두 가지로 분류 했으
며, 내용은 아래 표와 그림과 같다. 

대상지 공공시설 배치 원칙의 적용 정도
한강 아파트 ●
반포아파트 ○
잠실 지구 ●
과천 신도시 ○
둔촌 지구 ●
고덕 지구 ●
목동 신시가지 ○
상계 신시가지 ●
은평 뉴타운 ○
왕십리 뉴타운 ●

표 21 공공시설 배치 원칙의 적용 분석

* ● : 주구 중심부에 있거나 광장과 연계 ○: 공공시설 배치 원칙에 특정할 수 없는 형태 

58) Perry, C. “The neighborhood unit : from the Regional survey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volume VII, Neighborhood and community planning”. Routledge/Thoemmes Press, 

1998, pp.72



- 74 -

그림 45 계획 도면에서의 공공 시설 배치 – 점선 사각형 변의 길이는 500m

*출처: 각 계획 도면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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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구의 크기 

 페리의 근린주구 원칙에 따르면 주구의 크기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800m~1200m의 크기를 형성해야한다. 최소 크기를 규정하는 이유는 주구로서의 
자족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최대 크
기를 규정하는 이유는 보행권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주구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은 당시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가정하고 있던 거주민 유형이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이고, 학교의 서비스 권역과 일상생활의 서비스 
권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경감할 수 있다고 페리는 기술했
다.59)    
 보행권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페리가 설정한 주구의 최대 크기를 모든 계획 대상
지가 초과하지 않았으나, 최소 크기에 대한 원칙 적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당시 1929년의 근린 주구론이 저층 건물을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자
족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주구 범위의 최소 크기가 지금보다 상대적
으로 넓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신시가지 개발이 주로 고층 아파트로 지어졌다
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신시가지 개발의 주구 크기가 작다고 해서, 주구의 
크기를 설정한 페리의 목적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파트 지구 개발 관
령 법령에서 주구의 크기를 4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별 
대상지 계획 도면들이 해당 원칙을 적용하는 정도를 두 가지로 분류 했으며, 내
용은 아래 표와 그림과 같다.    

대상지 주구의 크기 원칙의 적용 정도
한강 아파트 ●
반포아파트 ●
잠실 지구 ○
과천 신도시 ●
둔촌 지구 ○
고덕 지구 ○
목동 신시가지 ●
상계 신시가지 ○
은평 뉴타운 ●
왕십리 뉴타운 ○

표 22 주구의 크기 원

칙의 적용 분석

* ● : 주구의 반경이 800m 이상 1200m 이하 ○: 주구의 반경이 800m 이하  

59) Perry, C. “The neighborhood unit : from the Regional survey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volume VII, Neighborhood and community planning”. Routledge/Thoemmes Press, 

1998,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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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계획 도면에서의 주구의 크기 – 점선 사각형 변의 길이는 500m  

*출처: 각 계획 도면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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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통 가로망 체계와 주구의 경계 

 페리의 근린주구 원칙에 따르면 도로체계는 주구의 내부 이동과 주구 범위를 넘
는 목적지로의 이동을 구분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에게 주거지에서 운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주구 범위를 넘는 도로 체
계는 고속 주행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함이다.60) 
 주구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있어 주구의 모든 면은 간선도로로 둘러싸여야 한
다. 이는 주구 외부로 차량이 나갈 때, 주구 중심을 통과하는 경우의 수를 줄여 
차량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61) 
 개별 대상지 계획 도면들이 해당 원칙을 적용하는 정도를 세 가지로 분류 했으
며, 내용은 아래 표와 그림과 같다.    
 

대상지 교통체계 및 주구 경계 원칙의 적용 정도
한강 아파트 ○
반포아파트 ○
잠실 지구 ●
과천 신도시 ◐
둔촌 지구 ◐
고덕 지구 ◐
목동 신시가지 ●
상계 신시가지 ●
은평 뉴타운 ◐
왕십리 뉴타운 ◐

표 23 교통체계 및 주구 경계 원칙의 적용 분석

* ● : 4면이 간선도로로 둘러싸며 주구 내부 이동과 주구 외부 이동의 교통체계가 다른 형태 

◐ : 주구 내부 이동과 주구 외부 이동의 교통체계가 다른 형태 ○: 간선도로 배치 원칙에 특정할 수 

없는 형태 

60) Perry, C. “The neighborhood unit : from the Regional survey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volume VII, Neighborhood and community planning”. Routledge/Thoemmes Press, 

1998, pp.84

61) Perry, C. 같은 책. p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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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계획 도면에서의 간선 도로 배치 – 점선 사각형 변의 길이는 500m  

*출처: 각 계획 도면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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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구의 위계적 구성

 공동주택 연구회의 책에서는 페더의 단계 구성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도시의 일상생활 유형을 일중심(日中心), 주중심(週中心), 월중심(月中心)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도시를 이론적으로 조직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주거지 계획에 있어서 ‘일상생활권’의 개념으로 정립되어 나갔다. (중략) 
단계구성론은 기본적으로 페리의 근린주구론에 기반하고 있는 이론체계이므로 근
린주구단위를 위계적으로 구성하여 생활의 위계를 조직화 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고, 도시생활공간을 위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공간
구성의 기본원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62)

 분구-주구-지구로 이어지는 근린주구의 위계적 구성 방식이 적용되는 정도를 세 
가지로 분류 했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그림과 같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하단 
그림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별도의 지역에 상업지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구-
지구의 위계적 구성에 해당한다.

대상지 위계적 구성 원칙의 적용 정도
한강 아파트 ○
반포아파트 ○
잠실 지구 ○
과천 신도시 ●
둔촌 지구 ●
고덕 지구 ●
목동 신시가지 ◐
상계 신시가지 ◐
은평 뉴타운 ◐
왕십리 뉴타운 ○

표 24 주구의 위계적 구성 원칙의 적용 분석

* ● : 주구의 위계적 구성 및 시설의 중심적/점적 배치 ◐ : 주구의 위계적 구성 ○: 주구의 위계적 

구성 원칙에 특정할 수 없는 형태 

62) 공동주택연구회, “한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 서울;세진사, 1999,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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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계획 도면에서의 근린 시설 배치 – 점선 사각형 변의 길이는 500m  

*출처: 각 계획 도면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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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도면과 근린주구 계획개념과의 연관관계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계획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대
상지 계획 도면과 근린주구 계획개념 관련 요소들의 연관 관계를 비교·분석 하였
다. 주구의 크기는 모든 대상지에서 적용되고 있었고, 근린주구 원칙에 비해 주구
의 크기 작은 대상지의 경우에도 페리의 원칙이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유하
고 있었다. 주구의 중심에 공공시설이 배치된 경우는 한강, 잠실, 둔촌, 고덕, 상
계, 왕십리이고, 나머지는 공공시설 배치에 있어서 근린주구 계획개념 원칙을 따
르고 있지 않았다. 상업시설 배치의 경우 목동, 은평, 왕십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교통체계 및 주구 경계에 있어서는 초기의 한
강, 반포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대상지들이 근린주구 계획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주구의 위계적 구성의 경우 과천 신도시에서 처음 나타난 이후로 왕십리를 제외
하고 모든 대상지에서 적용 되었다. 
 이를 대상지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대상지 주구의 크기
공공시설

배치

상업시설

배치

교통체계 및

주구 경계

위계적 구성

(분구-주구)
한강 아파트 ● ● ◐ ○ ○
반포아파트 ● ○ ◐ ○ ○
잠실 지구 ◐ ● ◐ ● ○
과천 신도시 ● ○ ◐ ◐ ●
둔촌 지구 ◐ ● ◐ ◐ ●
고덕 지구 ◐ ● ◐ ◐ ●
목동 신시가지 ● ○ ○ ● ◐
상계 신시가지 ◐ ● ◐ ● ◐
은평 뉴타운 ● ○ ○ ◐ ◐

왕십리 뉴타운 ◐ ● ○ ◐ ○

표 25 근린주구 계획개념 원칙의 적용 비교

* ● : 원칙을 충실히 적용 ◐ : 원칙을 변용 및 부분 적용 ○: 원칙에 특정할 수 없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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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1. 연구의 종합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 1 절 연구의 종합 

 본 연구는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서울 신시가지 개발에 미친 영향을 계획 보고서
와 계획도면, 관련 법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근린주구 계
획개념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나,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들의 보편적인 성질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적
용 및 변용 되었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았다. 또한 주거지 개발의 특성상 계획론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
제적 측면 역시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건설이 완료 된 결과물을 대상으로 근린주
구 계획개념의 영향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70년대 이
후 개발된 서울 신시가지 개발의 설계 보고서와 계획도면을 대상으로 각 개발 대
상지마다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어떤 부분이 적용 혹은 변용되었는지를 분석했으
며, 신시가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택지개발 관련법령에서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들을 분류하고, 제정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
으로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대상지에 적용 및 변용된 방식을 요소별로 규명했으
며, 택지개발 관련 법령이 대상지에 적용되는 방식을 분석했다.    
 
 설계보고서 및 관련 도서의 도시 및 단지계획분야에서 주구 및 생활권을 구성하
는 방식에서 근린주구 계획개념과의 연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대상지 마다 근
린주구 계획개념에 대해서 각기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한강 아파트와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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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결과적으로 근린 주구식 구성 방식을 보이나, 계획 단계에서 근린
주구 계획개념을 주요하게 고려했다고 볼 수 없었다. 잠실 지구의 경우 근린주구 
원칙에 충실하며, 주구의 완결적이고 독립적인 구성 방식을 계획 단계부터 고려
하고 있었다. 과천 신도시의 경우 주구 내부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근린 주구
식 구성 방식을 적용 했으나, 주구의 독립적 구성이 아닌, 보행자 전용로를 통해 
상호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 둔촌 지구의 경우 지구 내의 주구 간 
경계 개념을 약화하여 주구의 폐쇄적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자 한 의도를 보였다. 
고덕 지구의 경우 과천과 마찬가지고 근린주구 원칙에 충실한 주구 내부 구성에 
보행도로와 상가 배치를 더해 주구 간 연결을 의도했다. 목동 신시가지 개발의 
경우 거주 용도의 주구에서 주구-분구의 위계적 구성 방식 의도를 보이나, 근린
주구 계획개념보다 선형도시이론에 기반을 둔 지구 중심 역할을 하는 중심축과 
주거지 주구가 원활하게 연결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상계 신시가
지 개발의 경우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발생시킬 수 있는 주구의 폐쇄성에 대해 비
판적인 입장을 표현했고, 근린 시설 간 중첩, 보행 녹도, 상가 배치 방식의 혼용 
등을 통해 주변 도시 공간과 열린 주거지를 만들고자 했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지구-주구-분구의 위계적 구성 방식 의도를 보이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분구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관통하는 생활가로를 통해 주구 간 연결과 일상 공간
의 활성화 의도를 보여주었다.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 지구 외곽에 주상복합 건물
을 둠으로써 도시 공간과 연결의도를 보이며, 지구 내부 순환 보행로를 통해 지
구 내부의 주구 간 연결 의도를 보였다. 또한 남북 방향의 내부 도로를 보행 몰
로 계획해 일상 공간의 활성화 의도를 보여주었다. 
 근린주구 계획개념은 각 개별 대상지마다 요소별로 적용 및 변용되고 있었지만, 
계획 단계에서 페리의 근린주구 계획개념에서 이야기하는 상업시설 배치 방식63)

을 충실히 의도하고 있는 대상지는 없었다. 

  택지개발 관련 법령에서의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주택법 시
행령에 따른 아파트 지구개발 관령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도시계획시설기준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다. 이들 법령의 법제정 시기부터 현
재까지의 법령 변화를 분석하고, 법령에 포함된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를 분류

63) 주구외곽 간선도로 교차점에 점적 형태로 배치되어 주거지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며, 주변 주구

의 다른 상업 건물 군과 결합하여 근린 상업 지구를 형성하는 방식. 가장 가까운 형태는 반포 아파

트로 보이나, 반포의 경우 상가의 점적 배치가 아닌, 노선 상가 형태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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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근린주구 계획개념에 있어 계획 대상지와 관령 법령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했다. 
 아파트 지구 개발 관령 법령에 포함 된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는 주구의 크기, 
분구-주구-지구의 위계적 구성, 근린 시설의 중심 배치, 주구 경계의 간선 도로, 
근린주구 단위의 개발사업 시행 규정이 있었다. 1979년 제정된 이후로 현재의 서
울시 조례까지 변화 요소들의 특징을 보면, 주구-지구로 이어지는 주구의 위계적 
구성 방식이 분구-주구-지구로 더 세분화 되었고, 근린 시설의 배치 범위를 제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근린주구 요소들에 관한 규정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고, 시설의 명칭을 달리하는 수준에서 변화했다. 
 도시계획시설기준 관련 법령에 포함 된 근린주구 계획개념 요소는 근린주구 계
획개념 관련 요소들은 광장의 배치, 시장(상업시설), 학교의 배치가 있었다. 1979
년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변화 요소들의 특징을 보면, 요소별로 인식 변화를 
보인다. 근린 광장은 다수가 모이는 시설과 근접하지 않게 배치하도록 규정하던 
것에서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계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학교의 
경우 주구의 중심시설로 작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주구 간을 
연결하는 시설과의 연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의 추가를 통해 주구가 독립적
으로 계획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조항으로 수정되었다.   
 택지개발 관련 법령은 제정시기부터 현재까지 근린 주구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주구의 위계적 구성방식과 페리의 근린주구적 구성 방식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구성 방식은 초-중고등학교의 위계적 배치, 분구-주구-지구의 
위계적 구성, 분구중심-주구중심-지구중심으로 이어지는 근린 시설의 위계적 배
치의 형태로 나타났다. 페리의 근린주구적 구성 방식은 주구의 크기 설정, 근린주
구 단위의 개발 사업시행, 주구 내 공공시설 및 오픈스페이스와 통과 교통과의 
일정한 거리 유지, 간선도로를 통한 근린주구의 구획의 형태로 나타났다. 주구의 
폐쇄성을 보완하는 요소도 존재했다. 이는 주구 중심시설인 학교와 보행도로 및 
녹도와 같은 주구 간 연결 시설의 연계를 권장하는 조항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설계 보고서 및 관련 도서 분석을 통해 계획 
단계에서 각 대상지마다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적용에 대해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는 것을 알았다. 한강 아파트와 반포 아파트는 계획 단계에서 참고 된 근린주구
적 영향보다는 경제적 측면 등이 고려된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결과적인 근린
주구의 형태로 볼 수 있었다. 잠실 신시가지 개발은 대상지 중 근린주구 계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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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 과천, 고덕, 둔촌의 경우 주
구 내부 구성에 있어 근린주구적 구성 방식을 보이나, 잠실에서 나타났던 주구의 
폐쇄적 구성을 탈피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목동의 경우 주거지 용도의 주구에서 
주구-분구의 위계적 구성을 보이나, 근린주구 계획개념보다는 선형도시론에 입각
한 계획 의도를 보인다. 상계의 경우 기존의 근린주구식 계획에서 나타났던 주구
의 폐쇄적 구성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근린 시설의 중첩, 보행 녹도, 상가 
배치의 선적/면적 혼용을 통해 도시공간을 향해 열린 주거지 계획을 의도 했다.
은평의 경우 분구-주구-지구의 위계적 구성을 보이나, 이를 관통하는 생활가로를 
통해 주구의 연결 및 일상 생활공간의 활성화 의도를 보인다. 왕십리의 경우 지
구 외곽에 상가 배치를 통해 주변 도시 공간과 연결하며, 지구 내부를 관통하는 
보행몰 계획을 통해 일상 생활공간의 활성화 의도를 보인다.     
 둘째, 아파트지구개발 관령 법령과 도시계획시설기준 관령 법령은 근린주구적 
요소를 포함하며, 이는 주구의 위계적 구성과 페리의 근린주구적 구성 방식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신시가지 개발 대상지에 근린주구식 계획을 규정했
다. 이는 우리나라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서 계획 단계의 측면에서는 각자 근린주
구 계획개념을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중심시설 배치나 주구의 위계적 구성 방식
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보이는 이유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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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서울 신시가지 개발지의 계획·설계 보고서를 중심으로 계획 
단계에서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변용되었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연구자의 해석이 아닌, 당시 계획가들의 각기 다른 근린주구 계획개념 
해석 및 평가를 수집·분류 했다는 점과 신시가지 개발 대상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근린주구 계획개념들의 배경에 택지개발 관령 법령의 특정 조항들이 관
여 한다는 것을 아는데 필요한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계획 단계에서의 계획가의 입장을 보기 위한 설계 보고서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한강, 반포, 둔촌, 고덕의 설계 보고서가 필요했지만 입수하지 못했고, 이
를 대한주택공사의 사례집 및 명문화 되어있던 계획가의 인터뷰 인용으로 대체했
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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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cal Adaptation of the

Neighborhood Unit Concept in

Korea

Do Gwang Hun

Graduate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early 1970s, South Korean New Towns and urban residential

developments have been constantly influenced by Clearance Perry’s concept

of the Neighborhood Unit, which resulted in common urban features such as

establishment of residential units, superblock typology, green pedestrian

passage separated from vehicle path, and isolated commercial zoning. This

study contends that the concept of the Neighborhood Unit had originally

based low-rise, low-density American residential areas as a premise, and

thus the necessary transformation and adaptation must have been made in

the process of its application to Korean cities. Furthermore, the process of

such transformation or adaptation was analyzed to confirm whether it was

initiated by urban planners as a method of design or was forced to them

through legislations. The applied methods of research include literary

reviews of an array of planning reports, documents and drawings of Seoul’s

New Town developments since 1970s; analysis of particular changes or

applications from Neighborhood Unit concept to subject sites; and

investigation of Neighborhood Unit concept found in Housing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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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cts, from their enactments to actual applications. Based on

resulting data, the factors of Neighborhood Unit concept and their

transformations and adaptations were categorized, along with the analysis of

how such application was made through relevant legislation process

regarding Housing Land Development Acts. The close examination of

planning reports and drawings to analyze how residential units and living

zones were planned in terms of Neighborhood Unit concept, confirmed that

each subject site displays discrete manners of applying Neighborhood Unit

concept in planning.

Hangang and Banpo apartment complexes are seen as consequential

Neighborhood Units implemented while meeting financial aspects of planning

rather than design initiatives. Among all research sites, Jamsil New Town

development was the most literal implementation of the concept. Gwacheon,

Goduk, and Dunchon sites applied Neighborhood Unit concept to the block

interior compositions, yet endeavoring to avoid the exclusive nature Jamsil

had displayed. In case of Mokdong, the planning motive resembles Linear

city theory more than Neighborhood Unit concept, except its hierarchical

composition of major-minor district division in residential area. The critical

adaptation in Sang-gye planning had rejected the idea of closed community

often found in the precedents and intended a residential area more open

toward the city by implementing superposition service facilities, green

pedestrian passages, and both linear and planar arrangements of commercial

program. For Eunpyung, the hierarchical composition of major-minor district

division is resolved by the introduction of life street that penetrates and

connects all residential blocks to vitalize everyday living space. Wangshimli

has commercial strips on its perimeter to act as urban threshold and interior

penetrating street mall to activate everyday space.

Legislations related to apartment complex development and urban

infrastructure planning, include factors influenced by Neighborhood Unit

concept, which had realized as hierarchical compositions of residential area

and Perry’s neighborhood composition method. Namely, the establishment of

basic residential unit, superblock planning, and block interior planning for

schools and community facilities, had appeared as a result of the process to

apply Neighborhood Unit concept to newly developing areas. Despite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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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 different application of the concept, common features such as major

facility arrangement or hierarchical composition are proof of legislative

influence based on Feder’s Organization Theory of Residential Site.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that the application of Neighborhood

Unit concept to Seoul’s New Town development was analyzed through

planning reports and documents, focusing on changes and adaptations made

during the planning phase; that the process of collection,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f Neighborhood Unit concept applied to subject sites, has been

conducted in the perspective of planners rather than the researcher; and that

the legislative influence to the planning was confirmed by common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subject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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