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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간분양아파트 평면의 실별 

평면계획요소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1976년부터~2012년까지 H사에서 분양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현 철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류 룡 학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도시 인구 집중,

핵가족화, 주택 및 토지의 부족 등으로 한국사회에 주택부족현상이라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

파트라는 공동주택형식을 도입하였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야에서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초반에 분양된 아파트는 질적인 면보다 물량위주의 공급을 우

선시하였기에 평면의 획일화, 고정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후 점차 민간건설업체의 참여로 주택공급률이 상승하고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기대가 증

대되었고 주택공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므로

건설업체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각 건설업체들은 소비자

의 눈길을 끌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평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아파트 평면에 비해 특정 공간이 커지고 새로운 공간이 생

겨나는 등 평면에 대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결정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주체의해 연구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의 명확한 대상을 기준으로 미

시적인 접근을 통해 아파트 평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다. 따라서 아파

트 건설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설

업체인 H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적인 차이로 인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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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하여 대상범위를 공급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으로 한정하였으

며, 또한, 수도권에 건설된 아파트중 주택조합 등의 다른 주체로 인하여

H사의 자체적인 계획의도가 흐려질 수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조성

된 아파트는 제외시켰다. 이로인해 1976년부터 2012년까지 H사가 건설

한 아파트 중 비중이 제일 큰 자체사업 100개 단지 총 393개의 평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연도별, 단지별, 평형대별로 아파트 평면

의 계획요소별 정량적 데이터를 조사∙정리하여 시계열적 분석을 활용하

여 아파트 평면의 계획요소별 정량적 변화양을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조사 분석을 통하여 평균이 아닌 특이점들의 분포에 해당

되는 평면사례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 변화경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사업주체 결정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

나의 사업주체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것과 아파트가 도입되어 민간

건설업체들이 참여로 현재까지의 아파트 평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원칙

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시계열적인 변화에 대해 기존의 분석방법이

아닌 특이점이라는 분석방법으로 연구를 했다는 점이다. 또한 미래아파

트 발전계획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소비자들이 아파트의

선택에 있어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아파트, 정량적, 사업주체, 아파트평면, 계획요소별

학 번 : 2011-2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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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

화와 산업화로 인한 도시 인구 집중, 핵가족화, 주택 및 토지의 부족 등

은 한국사회에 주택부족현상이라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정부는 주택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라는 공동주택형식을 도입하였다.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한국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양식으로

인식되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택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주거형

태로 자리 잡고 있다.1)

이로 인해 초반에 분양된 아파트는 질적인 면보다는 물량위주의 공급

을 우선으로 하였기에 평면의 획일화, 고정화 등의 문제점을 갖게 되었

다. 하지만 최근 점차 주택공급율이 상승하고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의 향

상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었고,

주택 공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주택건설의 경기가 침체되므로 건설

업체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자 각 건설업체들은 소비자의 눈

길을 끌기 위해 획일적인 주택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하기 시작

하였다. 이로하여 각 건설업체들은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평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평면에 비해 특정 공간이 커지고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는 등 평면에 대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에 대한 연구는 건축뿐만 아니라 다양

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 국한되어 있으며 사업

주체를 다양하게 선정하여 일관성 있는 경향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

점을 가진다.2)

1960년대에 처음으로 아파트가 공공기관에 의해 도입되었고 1970년대

에 들어서는 민간부문에 의한 아파트 공급량은 공공기간에 비해 압도적

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1) 통계청에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도입 초기 0.77%의 비율을 차지했으나,

1980년대 13.46%, 1990년대 37.53%, 2000년대이후에는 50%대를 돌파하여 주택의 대표적

인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2) 기존 연구에 관해서는 2.1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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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간건설업체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기업의 존폐와 직

결되는 문제로 수요층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들의 요구를 잘 반영한 아파

트를 건설한다는 특징이 공공기관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이러

한 측면에 있어서 아파트 평면을 살핌에 있어 적절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건설업체에 의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면 하

나의 대상이 아닌 여러 사업주체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 평면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가 건설됨에

있어 사업주체들은 각각의 다른 전략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사업주체들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방법은 다양

한 계획 의도를 가진 아파트의 변화에 대해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불특정다수의 대상이 아닌 사업결정태도의 일관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명확한 대상을 기준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 시장을 선도해온 하

나의 사업주체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일

관성 있는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아파트에 있어서 사회적, 정치적 등 여러 요인으로 영향을 받으

며 이러한 영향들을 정량적으로 하나의 사업주체가 아파트 평면에 반영

된 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단일 주체에 의해 건설된 민간아파트를 중심으로 2012년 한국

국내 건설업체 전체시공순위4) 10안에 들며 또한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3) 1985년까지 아파트 총 건설량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였으나, 1989년 이

후로는 15%내외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민간업체 중 대형업체들인 지정업자들의

아파트 건설실적이 공공기관의 1/2의 수준에서 1989년 69,322호로 공공기관의 건설량

50,682호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231,990호로 공공기관의 70,292호의 3배에 육

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4) 출처 대한건설협회, 2012

“건설교통부 및 시․도지사가 건설협회로 하여금 각 건설사의 공사실적, 경영평가, 기술

능력평가, 신임도 평가를 종합한 시공능력을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시공능력평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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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표적인 건설업체인 H사로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H사는 1976년 모 회사의 주택사업부를 모태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아

파트 부문의 선두주자로서 기술개발과 시공능력을 쌓으면서 업계의 향도

적 역할을 수행왔으며, 또한 유명브랜드를 만들어 한국 아파트 건설시장

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건설업체로 성장하였다.5)

이로써 본 연구의 목적은 H사 1개 사업주체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

정하였으며, H사가 건설한 아파트 중 자체사업을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평면의 계획요소별 정량적 데이터를 모두 조사∙정리하여 시계열분석을

활용하여 계획요소의 정량적 변화양상을 파악함으로써 미래아파트 평면

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대상

1976년부터 2012년까지 H사가 건설한 아파트들은 <표>와 같이 전국

에 걸쳐 총 526개의 아파트단지가 분포하고 있으나 그 중 수도권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인 차이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

여 사례대상 범위를 수도권으로 한정하였으며, 수도권에 분양된 총 200

개의 아파트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수도권에 건설된 200개

의 아파트 중 주택조합 등의 다른 주체로 인하여 H사의 자체적인 계획

의도가 흐려질수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조성된 아파트는 제외시켰

으며, 최종적으로 H사가 수도권에 분양된 아파트 중 비중이 제일 큰 자

체사업을 위주로 200개 중 100개 아파트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순위이다.”
5) H사는 2001년 파이낸셜뉴스에서 주관하는 ‘제1회 소비자 선정 파워 브랜드 톱 10’에

선정되었으며, 세계일보, 국민일보가 선정한 ‘2001년 우수기업 톱 브랜드’ 중 아파트 부문

에 선정되었으며 서울경제 베스트 상품, 중앙일보 히트상품으로도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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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H사 아파트 지역별 공급 실적

분석대상 자료는 H사의 건축영업팀으로부터 도면자료들을 받아 연구

에 활용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자료들은 아파트 백과6), 인터넷사이트(부

동산 114)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평면자료에 있어서는 주

로 고급되는 규모이며 소비자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20평(66~99㎡), 30

평(99~132㎡), 그리고 평면계획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줄수 있는 40평

(132~165㎡)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70평(231㎡) 이상은

6) ‘아파트 백과’는 부동산으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단위평면이 수록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아파트 백과’는 강북편Ⅰ,Ⅱ와 강남편Ⅰ,Ⅱ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아파트 평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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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숫자도 적고 보편화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분석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1976년부터 2012년까지 H사가 수도권 건설

한 아파트 중 비중이 가장 큰 자체사업 100단지 총 393개의 평면을 대상

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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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H사에서 아파트 사업을 처

음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자체사업을 연구의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1) H사가 건설한 아파트 평면을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연도별, 단지별,

평형대별로 각 실별 계획요소의 정량적 데이터를 모두 정리한다.

2) 시계열적분석을 활용하여 H사 아파트의 각 실별 계획요소의 정량

적 변화양상을 파악한다.

3) 그래프를 활용하여 변화양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하였다.

그러나 주거공간을 어떤 통계적 평균으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 할 뿐

만 아니라 무의미 하다. 반대로 특이성들의 변환과 그러한 특이점들의

분포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는 평균을 표상하게 되는 대표성이란

이 경우 특이점들의 분포를 표시하는 어떤 하나의 곡선을 뜻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주택을 다룰 필요가 없다. 오히

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기에 사람들이 주거공간을 대하는 태도를 전형

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나, 새로운 선을 그리는 돌출점들 등이 이러한 역

사를 다루는데 훨씬 더 적절할 것이다.7)

때문에 4장에서는 기존연구들을 조사 분석을 통하여 평균이 아닌 특이

점들이 분포에 해당되는 평면사례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 변화경향을 파

악하였다.

7)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그린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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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흐름도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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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예비적 고찰

2.1 선행연구 고찰

2.2 아파트 건설시장의 역사

2.3 면적 관련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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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행연구 고찰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에 관한 연구는 아파트가 도입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아파트 평면에 관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아파트 공간의 형태적인 측면에 관한 연

구는 과거 단위평면의 형태를 고찰하여 현재의 단위평면의 형태와 비교

하여 그 변화경향 및 현재 추세를 밝히는 연구이다. 공간구성에 관한 측

면에 관한 연구는 단위주거의 평면계획특성을 실의 배치 및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거주자 요구에 과한 측면 등 수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일 중요하고,

민감한 아파트 면적에 관한 연구에 대한 사례는 그리 많지가 않다.

기존에 공간면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은민, 이연숙(2004), “중

소형 아파트 단위세대의 평면현황 분석”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

지역에 분양된 아파트 중 주요건설업체(D사, S사, H사)의 아파트 평면을

대상으로 전면Bay수, 침실, 부엌, 거실, 현관의 전용면적별 공간면적과

점유율 조사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 미치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김정현, 최찬환(2007), “아파트 단위세대 각 실별 면적배분 변천 연

구”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지역에 분양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

위세대와 면적규제와의 관계를 통시적 관점에서 단위세대의 각 실들의

면적과 길이 등의 최소치, 최대치, 최빈치, 평균치를 통계분석하고, 각 실

의 면적의 부문별 비율을 면적 기준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원인을 제도적

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종각, (2006), “1990년대 이후 아파트 단위평면 변화양상에 관한 연

구”는 단위평면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1999년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달라진 평면의 전면폭/깊이 비, Bay수, 공적-사적공간의 면적비, 공적-

사적공간의 배치형태 등을 분석․비교하여 이에 나타나는 주생활의 특징

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윤성민, 김영화, 이상홍(2010),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의 실별 면적 변

화양상에 관한 연구 ”는 2002년부터 2010년대 대구지역에 공급된 국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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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택 단위세대의 평면구성과 각 실별 면적 비율의 변화 과정을 조사

분석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펴 보는것에 목적을 둔 연구이다.

그 외의 연구들을 본 연구에 관련하여 정리해보면 다음<표>와 같다.

<표2-1> 공간 면적과 관련된 선행연구

NO. 저자 시기 범위 주제 연구내용 출처

1 문병열 1970~1990 -

공동주택평 면구성의

규모별 변천에 관한 수

리적 분석연구

1970~1990년대까지 공동주택에서 10평~50평

내의 평형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내 개실의

면적비와 변화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학위논문

2002　

2

이은민

이연숙

1998~2002

서울시

3개업

체

중 소형 아파트 단위세

대의 평면현황 분석

전면Bay수, 침실, 부엌, 거실, 현관의 전용면

적별 공간면적과 점유율 조사

대한건축학

회

학술논문집.

2004

3

이숙영

이연숙

1998~2001

서울및

수도권

,신도

시

7개

업체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

트의 주호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공간규모에 따라 각 실의 면적 과 전용면적

대 비율 조사(최소값, 최대값)

대한건축학

회

학술논문집.

2005

4 이경아 2002~2004

수도권

5개업

체

아파트 단위평면 분석

을 통한 주거 공간 면

적에 관한 연구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간의개수, 면적순위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2006

5 이종각 1990~2004

서울

및

수도권

1990년대 이후 아파트

단위평면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전면폭/깊이 비, Bay수, 공적-사적공간의 면

적비, 공적-사적공간의 배치형태, 발코니

국민대학교

학위논문.

2006

6
김정현

최찬환
1980~2004

서울시

7개업

체

아파트 단위세대 각 실

별 면적배분 변천 연구

단위세대의 각실들의 면적과 길이 등의 최소

치, 최대치, 최빈치, 평균치를 통계분석

각 실의 면적의 부문별 비율을 면적기준

과 비교

대한건축학

회

학술논문집.

2007

7 박인순 1970~2000
부산지

역

아파트 단위 평면 구성

의 변화에 관한 연구
아파트 평면의 일반적 특성, 각 실별 특성

동의대학교

학위논문.

2008

8

윤성민

김영화

이상홍

2002~2010

대구지

역

대한주

택공사

국민입

대주택

아파트단위세대평면의

실별면적변화양상에관

한연구

대구지역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 단위세대의

평면구성과 각 실별 면적 비율의 변화 과정

을 조사 분석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펴 봄

대한건축학

회

학술논문집.

2010

이상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연구 문헌들은 주로 정성적인 분

석이 대부분이다. 정량적인 분석을 이용하더라도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고 다양한 사업주체의 일부 아파트만을 연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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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아 분석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업주체 결정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H사 1

개사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존에 연구에서 미쳐

다루지 못한 장시간대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추이를 분석하며, 평균적인

분석방법이 아닌 특이점이라는 분석방법으로 그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통

하여 각 실별 계획요소별 정량적 변화양상을 섬세하게 살펴봄으로 향후

미래 아파트계획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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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파트 건설시장의 역사

2.2.1 새로운 주거문화로 등장한 아파트

한국의 주택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제1차 경제

개발5개년 계획이 실시된 이후부터였다. 정부는 주택의 양적인 부족현상

으로 인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총생산(GNP)의 일정비율을 주택부

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주택은행이 설립되고

주택법이 제정됐다. 1962년 대한주택공사의 마포아파트 단지개발을 시작

으로 종래의 단독주택단지 개발의 틀을 벗어나 처음으로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단지가 개발됐다.

1960년대가 제도적인 장치를 갖춤으로써 주택건설의 초석을 닦은 해라

면 1970년대는 주택부문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1970년의 한국경

제는 수출과 공업화를 주축으로 한 성장정책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 중

진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도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공업화 과정

의 필연적 결과로서 도시화가 촉진됐다. 여기에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정치∙문화∙교육 등의 도심 주요기능이 인구 흡인 요인으로 작용해 인

구의 도시집중화를 초래했다.8) 이는 필연적으로 도시주택의 심각한 부족

현상을 야기했다. 당시 도시주택의 부족률은 40~50%에 이를 정도로 극

심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도시의 서민주택 공급을 위하여 주택건설 10개년 계획

(1972~1981년)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주택건설법(법

률 제2409호)을 제정 공포했다. 주택조성의 터전을 마련한 정부는 1972

년부터 1981년까지 10년동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1981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88.4%로 끌어올림으로써 주택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했

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 건설만으로는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더구

8) 1960년 전체 인구의 39%인 980만 명이던 도시인구는 1970년에는 50%인 1570만 명으

로, 1975년에는 57%에 해당하는 2000여만 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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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업화와 더불어 증가되는 공업용지, 소득향상에 따른 수요 토지단위

의 대형화, 환경개선을 위한 녹지공간의 확대 등으로 토지수요는 가속화

됐다. 반면, 한정된 국토 위에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는 국내의 현실속

에서 토지가 지닌 공급의 한계성과 비교환성이라는 특성상 주택난 해결

에 평면적 해결방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도입이 강력히 요청

됐다.

이같은 대도시 지역의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 택지 부족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의 건설이 불가피했고 이에 따라 아파트라는 새

로운 도시주택 형태가 본격적으로 출연하게 됐다.9)

2.2.2 아파트 건설시장의 발전과정

한국의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60년 이후10)이나 처음 아

파트가 출현한 것은 이조말기 정동호텔(1903), 외국인 사원 숙소인 내자

아파트(1935), 공장 기숙사 형태인 요(療, 1941)등 외국인의 장기 체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50년 전후 주택부족을 해결

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거공간의 확보’라는 목표 아래 민간업자에 의해

1956년 행촌아파트, 1958년 종암아파트, 1959년 철근 5층의 건물의 개명

아파트 등 소형 아파트들이 건설되어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의 토대를 마

련하게 된다.

1) 1960년대

1960년대는 정부는 공무원이나 군인 등에 대한 후생적인 차원에서의

아파트 건설과 주택공사 및 각 지자체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맥락에서 아파트를 건설공급하였다.11)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1964년에 완공된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아

9) 출처: 현대산업개발 30년사, 2006
10) 노형래, 한국 주택의 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0, P.82
11) 박성수, 1960~1970년대 한국 아파트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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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의 건설로 주거로서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정동, 이

화, 홍제, 동대문)아파트 등의 건설로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 1970년대

1970년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의한 주택부족과 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고밀도 주거형식이 요구되었으

며, 1970년대 전반기에는 주택부문의 다양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후반기인 1976년에서 1979년 사이에는 아파트 지구제도, 주택청약제도

등이 마련되어 대량생산의 체제가 정비되고 아파트에 대한 충산층의 계

속 증가하는 한편 대형건설업체에 의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게

되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와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 참여가

본격화되어, 1971년 한강아파트와 1974년 반포아파트가 단지개념에 의

해 건설되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행된 시기이

다.12)

또한, 이 시기에는 아파트에서 고층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1971년 여

의도 시범아파트는 최고층은 12층으로 주로 5층 계단실형으로 건설되었

으나 1972년에 들어서는 남산외인이 15층으로 건설되었고 1977년에는

잠실 주공 5단지를 전 단지가 15층으로 건설되었다. 주로 12층으로 건설

되던 민영아파트도 아파트 높이 제한이 완화되자 1978년 이후 압구정 현

대아파트는 12~15층으로 건설하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고층화가 시작되

었다.

3) 1980년대

1980년대는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편승하여

대규모단지 중심의 양적 위주의 건설과 아파트의 다양화가 시도되는 시

기이다. 서울과 과천, 목동, 분당, 상계지구 등 본격적인 대규모 단지개발

에 의한 양적인 주택의 대량 공급이 현실화 되었으며 도시내부에 빌라

12) 노형래, 한국 주택의 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0,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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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타운하우스, 아시아∙올림픽 선수촌에 새로운 아파트 개념을 도입

하여 획일적인 아파트의 주호, 주동 계획에서 탈피하고, 3대 가족 동거

형, 초고층 등 다양한 아파트를 개발하여 질적 향상이 도모되었다.13)

4) 1990년대

1990년대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285만호의 주택이 건설되었다. 신도시는 1980년

대 후반의 주택가격 폭등과 주택투기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개

발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의 고밀 개발이 불가피 하였으며 주거단지

의 고밀화 고층화가 심화된 시기였다. 이 기간중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 인상, 인동거리규제 완화 등 초고층화를 지원하는 조치에 힘입

어 20~30층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14) 이러한 현

상은 IMF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정부는 분양가 자율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각 건

설업체들은 차별화 전략으로 브랜드아파트가 적극 되입되어 주택을 하나

의 상품으로 간주하면서 주택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5) 2000년대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계획이념을 도입하여 국토이용계획체계를 바꾸고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행정복합

도시 건설, 공공기관지방 이전,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그린벨트해제지

구 개발, 제2기신도시 개발 등 개발위주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

서 대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주택상품의 브랜드화가 지속되었고

고부가 가치화에 기반한 디럭스한 평면계획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진행

13) 이현호, 공동주택의 역사적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p.191
14) 이경아, 아파트 단위평면 분석을 통한 주거공간 면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5,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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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반면에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한 소형평형

건설로 주택시장은 양분화 되는 현상을 겪게 된다. 이는 IMF이후 주택

미분양상태가 속출하면서 침체되었던 건설시장을 부활시키기 위한 차별

화 전략으로 브랜드를 도입을 이끌렀다. 그 이후 대형빌라, 주상복합건물

등 새로운 주거형태가 등장하면서 점차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생긴

주거문화를 기존의 아파트 개념으로는 모두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에서는 이전과 다른 개념의 이미지를 아파트에 담고자 아파트에 브랜드

를 추진하였다. 현재 아파트 시장에서는 브랜드를 통해 아파트의 특징을

홍보하고, 주택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면서 주택상품과 브랜드는 불

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브랜드가 중심이 되는 아파트

가 등장하였으며, 현재는 건설업체별로 세분화 전문화된 브랜드 아파트

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15)

15) 배정익, 손재룡, 이경희, 브랜드아파트의 차별화 계획요소에 대한 거주자의 선호도 조

사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권9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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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아파트 건설시장에서 H사의 위상

H사는 국내 다른 아파트 건설업체와는 다르게 단순 시공업체가 아닌

부동산 개발업체로서 지난 30년간 동안 국내 주택건설업체의 정상을 지

켜올수 있었던 것은 자체사업을 통해 쌓아온 디벨로퍼의 역량이기 때문

이다. 시기상으로 변화는 있었지만, 주택사업은 전체사업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주택사업 중 평균 70% 내외가 자체사업이었다.16) 척박한 황무

지를 옥토로 바꾸는 H사의 디벨로퍼의 역량은 타 경쟁업체들이 결코 넘

볼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이다.

<그림2-1> H사의 주택사업의 종류별 구성비율17)

또한, <표2-2>와 같이 실제로 대형건설사중에서 자체사업 분양공사비

중이 높은 H사의 경우 2010년 3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이 6820억원으

로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달하므로 다른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자체사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16) 자체사업이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토지를 구매하는 단계부터 최종 공사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한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17) 출처: 현대산업개발 30년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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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주요 대형건설사 자체사업 현황18)

건설사 자체사업 비중

H사 6820억원 39%

롯데건설 2265억원 8.68%

포스코건설 4076억원 8.6%

대림산업 2266억원 6.4%

GS건설 1881억원 3.2%

대우건설 506억원 1.0%

두산건설 153억원 0.94%

삼성물산 1억 9600만원 0.003%

출처: 2010년 3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H사는 1976년 3월, 주택 및 빌딩건설을 비롯한 도시개발 관련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국내 주거문화 발전

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설립 직후 한강변 압구정동 일대에 총 6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상권, 문화센터 등을 건설하여 강남개발을 꽃피우는 초

석이 됐다. 이를 계기로 국내 주택문화에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의 새로

운 장을 열었으며, 이로서 국내 민간주택업체의 최고봉이라는 명성을 쌓

았다. 또한 아파트 부문의 선두주자로서 기술개발 과 시공능력을 쌓으면

서 업계의 향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19) 아파트 건설실적만으로 본다면

타사의 추종을 불허하는 단연 선두의 자리였다. 1983년부터 민간부문 주

택건설에서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자체공사 비중만 보면 2위 그룹인 우

성이나 한양그룹과 무려 3배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확고부동한 위치

였다. 양적으로 국내 제1의 주택건설 전문업체로 발전한 것과 병행하여

기술적으로도 발전했다.

18) 출처: 2010년 3분기 분기보고서

http://buckinghaminvest.blogspot.kr/2011/03/ifrs.html
19) 1981년 이후 연평균 64.2%의 경이적인 성장을 계속해 1985년에는 23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은 1981년 이후 연평균 100%를 상회하는 비약적 증가를 기

록하면서 1984년 도급순위 39위, 1985년 30위, 1986년 18위, 2012년에는 8위로 뛰어올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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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는 1976년부터 시작된 주택조성 사업의 노하우와 함께 2001년 3월

아파트의 새 브랜드를 발표하여 아파트를 단순히 먹고 자는 ‘사는 곳’으

로서가 아닌 한단계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문

화공간’을 창출하는 새로운 주거공간은 만들겠다는 의지로 소비자들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경제수준의 향상은 소비자로 하여금 획일적이고 동일한 평면형태의 주

거공간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주거공간의 평면계획을

요구하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형성하게 했다. 이에 따라 건축시장에서는

획일화된 내부평면에서 벗어나 소비자 개개인의 요구와 취향에 맞는 차

별화된 공간개발에 나서게 되었다.

소비자의 주거공간에 대한 기대는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을 낳았고 이

는 아파트의 질적 향상을 유도했다. 맞춤형 아파트의 개발 또한 이러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내부마감, 평면선택에 있어 소비

자가 원하는 아파트의 주거공간을 계획하고 때로는 소지바즐이 직접 평

면설계에 참여하여 이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는 등의 개성을 중시하는

주거문화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H사는 미래주택과 평면개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설계 및 평면개발 전담부서인 설계팀의 운영과는 별도로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대학생 설계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에는 건설업

계 최초로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신평면 개발을 실시하는 등 창

의적인 평면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2000년 지적재선권의 법 개정

을 계기로 그 동안 개발한 공동주택 단위세대 평면을 문화관광부 대상으

로 한 단위평면도 현상설계와 자체개발한 단위평면도를 등록하였다.

따라서 H사에서는 <표2-3>와 같이 2003월 11월까지 다양한 평면을

개발하여 총 689개의 주택평면 설계도 저작권등록을 한 바 있는데20),

<표2-4>와 같이 2002년 12월까지 건설업계 중 다른 중요건설업체와 비

20)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7181, 2013.01.08

부종산 [신평면 아파트] 현대산업개발, 59㎡에도 오픈형 주방·드레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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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볼 때 저작권등록수가 가장 많다.21) 그리고 아파트 건설에 있어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는 등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

기도 한다.

<표2-3> H사의 설계도 저작권 등록현황

등록일자 건수 누계

2002-11 28 185

2003-11 30 215

2012-11 86 689

<표2-4> 주요 건설사별 설계도면 저작권 등록현황(2002. 11까지)

회사명 1998~2000 2000이후 합계

H사 145 40 185

삼성물산 56 117 173

벽산건설 11 84 95

현대건설 74 8 82

대우건설 22 45 67

코오롱 - 32 32

대림산업 1 30 31

두산건설 13 8 21

동일 7 11 18

기타 - 50 50

합계 329 425 754

또한, 평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차별화된 평면설계로 주택산업을 선도

하는 기업이다. 2004년에는 주택시장의 화두는 단연 ‘웰빙’이었다.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는 산업 전반에 웰빙 관련상품에 대한 큰 수요를 불러일으

켰고, H사에서도 역시 주거에 웰빙 개념을 도입한 친환경 평면을 선보

여 소비자.22) <그림>과 같이 장롱이 없는 집, 전망 좋은 집 햇살 가득한

21) 출처: 성영애 외, 신주거문화를 선도하는 현대산업개발, 소비문화연구, 2004
22) 출처: 해럴드경제, [그린주거문화 대상] 고객만족 대상-현대산업개발, 2004, 07, 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0

14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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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4세대 조합형, 탑상형 유니트 등 소지바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평면을 개발하였다.23) 이러한 개발에 기초하여 웰빙 개

념을 도입한 친환경 평면인 ‘메뉴 하우징(Menu Housing)24)을 선보였다.

즉 단일평면에서 다양한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면을 메뉴화하여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일종의 맞춤식 평면이었다. 소비자는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특성에 맞춰 침실 개수와 거실, 주방의 크기를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스포츠용품이나 식품전용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만들수도 있고, 거주자의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을 주문할 수

도 있다. 이는 공동주택이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설계단계부터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개별공급

방식으로 변호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림2-2> H사의 신평면 개발사례

또한, 기술력과 자연친화적인 조경기술의 조화로 소비자의 주거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주거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23) 출처: 현대산업개발 30년사, 2006
24) 메뉴 하우징이란 맞춤과 편안함을 테마로 한 맞춤개념의 평면으로 단일평형에서도

다양한 평면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된 평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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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의 주거 생활을 담아내는 공간이 된 오늘

날 기업에 의한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H사는 양적측면

에서 보았을 때는 다른 건설업체들이 그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질적측면에서는 한국의 아파트 주거 문화의 변화속에서 가장 선도적인

입지에 서 있는 건설업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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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면적 관련 문헌 고찰

2.3.1 면적 규제의 변천과정

아파트의 면적관련 규제는 두 개의 법령에 의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데, 하나는 바닥면적 산정기준과 건축면적 산정기준 등 건축법령에 준하

여 산정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산정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의한 중심선

산정방법에서 1998년 8월 외벽의 내부선의 기준으로 개정되어 주거전용

면적이 증대되었다.

<표2-5> 면적관련제도의 변천 과정25)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공급면적(분양면적)

1970

⦁주거전용면적계산:바닥면적(76~)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 등 2세대이상의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쓰

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문의 면적

(78)

　
⦁공용면적과 전용

면적 구분(78)

1980

⦁바닥면적으로 계산하되 복도·계

단·옥탑 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

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

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주거

의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

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

거전용 면적으로 한다.(80~)

⦁건축법 47조에 의하여 지하층

의 설치가 의무화된 최소한의 면

적을 초과하여 이를 공급할때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을 따로표시(89)

　
⦁공용면적 + 전용

면적(81)

1990
⦁주거전용면적계산: 외 벽의 내부

선(98~)

⦁계단-복도-현관등공동주택의지
상층에있는공용면적및건축시행령

62조의지하층의설치의무가의무화

된최소한의면적을합면적 ( 9 5 )

⦁공급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

하층의 면적은 지상층의 공동주택

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

계의 1/15을초과하지않는

다.(98~00)

⦁관리사무
소.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

적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지하층

포함) (95)

2000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

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

에 있는 공용면적(00.05)

　
⦁전용면적 +주거공

용면적(00)

* 건축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참조 작성

25) 김정현, 최찬환, 아파트의 단위세대 각 실별 면적 배분 변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

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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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의 각 공간별 기준은 <표2-6>와 같이, 1976년 주택건설촉진

법시행규칙의 전문개정을 통하여 명시되었으며, 각 실별로 거실, 침실,

부엌, 등 면적기준 및 최소너비 기준 이상 등으로 규제하였다.

<표2-6> 단위평면 설계기준의 변화

　구분 내용

거실

․1979년:설치 시 면적 13㎡이상,최소 폭 3m이상

․1980년:최소 폭 3m이상

․1982년:1변의 길이 3m이상,30㎝단위

․1985년:각변의 길이 3m이상,30cm단위

침실

․1979년:면적 5.7㎡이상,20㎡이하,최소폭 2.1m이상

․1980년:면적 5.7㎡이상,최소폭 2.1m이상

․1982년:1변의 길이 2.1m이상,30㎝단위

․1985년:각변의 길이 2.1m이상,30㎝단위

부엌 및 식당

․1979년:부엌면적 4.5㎡이상

․1982년:1변의 길이 30㎝단위

․1985년:각변의 길이 10㎝단위

욕실

․1979년:욕실면적 3.2㎡이상,변소면적 1.5㎡이상

․1980년:욕실면적 3.2㎡이상

․1982년:1변의 길이 30㎝단위

․1985년:각변의 길이 10㎝단위

발코니
․1979년:설치 시 유효 폭 1.1m이상

․1988년:가장 긴 외벽에 대한 평균 1.5m이내

창고

․1979년:설치 시 1개소면적 3㎡미만

․1986년:다용도실 외에 1개소이상 수납공간 설치

․1992년: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창고를 1㎡이상 설치

․1994년:창고 설치 의무규정 폐지

안목치수

․1991년: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원칙으로필요한 경우

중심선 치수 사용(대부분중심선치수적용)

․1996년:철근 콘크리트 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설계기준에 안목치수

적용에 필요한 용어의정의 및 설계방법 고시(1997년시행,1998년 안목치수로 전용면 적산정)

아파트 관련 법령 등 단위세대 면적관련규제는 1972년부터 1990까지

주택건설촉진법령으로 운영되었으며, 또한 아파트 주택건설 기준등을 통

합하여 1991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26). 이와 같

이 단위세대 관련 부위별 기준은 총 5차례 개정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면

적기준 및 최소너비 기준 등을 완화하여 현재까지 기본척도 등으로 운용

되고 있다.

26) 1991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현재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시

행령 등 여러 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이를 단위법령에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

써 주택건설기준 및 제반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배치등을 합리적․체계적으로 정할수 있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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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거주 면적 기준

주택계획에서의 생활수준기준은 1인당 거주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

한 거주면적은 총면적에서 공공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의미하며, 보편적

으로 건축면적의 50~60%(평균5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주택 보고

서에 따르면 거주면적이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을 55%로 할 때 1인당 거

주면적은 약 4㎡/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준치는 최근의 생활패

턴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침실의 확립이 불가능한 면적이다.

1) 한국의 주거기준

현재 한국의 주거기준은 먼저 건설교통부가 2000년 10월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으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주거의 면적 기

준을 고시 한 것을 들 수 있다.

<표2-7> 건설교통부의 최저 주거기준27)

구분 내용

　 가구원수 실구성 총 거주면적(㎡)

면적 기준

1 1K 12(3.6평)

2 1 DK 20(6.1평)

3 2 DK 29(8.8평)

4 3 DK 37(11.2평)

5 3 DK 41(12.4평)

6 4 DK 49(14.8평)

7이상 4 DK 52(15.8평)

시설 기준

부부침실 확보/만 5세 초과 자녀는 부부와 침실 분리/만 8세 이상 이성자녀는 침

실 분리/ 노인부모 침실분리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부엌/전용 화장실 확보

구조, 성능, 환경 기준

영구건물로서구조강도가확보/주요구조부의재질은내열,내화,방열,방습에양호한재질

일것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난방 설비를 갖출 것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 환경 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 할 것

이를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1K에 12㎡가 필요하고, 4인 표준가족은

3DK에 37㎡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기준, 구조, 성능, 환경기준으로도

구분 제시하였다.

27) 건설교통부 고시-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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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의 주거기준

<표2-8> 서울시의 주거기준-1(가족수에 따른 유도기준)28) 단위: (㎡)

가족수
최저기준 제1유도기준 제2유도기준

평면구성 전용면적 평면구성 전용면적 평면구성 전용면적

1 1K 14 1DK 19 1DK 27

2 1K 23 1LDK 39 1LDK 55

3 2K 32 2LDK 51 2LDK 69

4 3K 40 3LDK 61 3LDK 85

5 3K 43 3LDK 65 3LDK 90

7 4K 51 4LDK 74 4LDK 100

비고
전 가구가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

중위계층의 단, 중기적

유도목표
중위계층의 장기적 유도목표

<표2-9> 서울시의 주거기준-2(공간별 면적 유도기준)29) 단위: (㎡)

　 기준 규모

거실
제1유도기준 2인 8.9(2.7*3.0) 3인 10.8(3.0*3.6)

제2유도기준 4인 11.9(3.3*3.6) 　 　

침실

최저기준
주침실 11.9(3.3*3.6) 부침실(1인실) 6.5(2.4*3.0)

　 　 부침실(2인실) 9.0(3.0*3.0

제1유도기준
주침실 13.0(3.6*3.6) 부침실(1인실) 7.2(2.4*3.0

　 　 부침실(2인실) 10.8(3.0*3.6)

제2유도기준
주침실 17.6(3.9*4.5) 부침실(1인실) 9.0(3.0*3.0)

　 　 부침실(2인실) 13.0(3.6*3.6)

부엌 및 식당

최저기준(부엌)
1인 2.2(1.2*1.8) 2인 2.5(1.2*2.1)

3인 2.9(1.2*2.4) 4인 3.2(1.5*2.1)

제1유도기준

(부엌+식사실)

1인 4.9(1.8*2.7) 2인 5.4(1.8*3.0)

3인 6.3(2.1*3.0 4인 7.2(3.4*3.0)

제2유도기준

(부엌+식사실)

1인 8.6(2.4*3.6) 2인 10.8(3.0*3.6)

3인 11.9(3.3*3.6) 4인 13.9(3.3*4.2)

또한 서울시는 ‘인구 및 주택 총조사(1997)’와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

로 최저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기준의 특징은 최저기준, 제1유도기준, 제

2유도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계층별로 주거수준을 향

상시키고자 한 점을 들 수 있었다. 또한 가족수에 따른 유도기준 과 공

간별 면적 유도기준으로 구분 제시하고 있었다. 가족수에 따른 유도기준

을 보면 최저수준은 가족수 1-6인까지로 최저 1K에서 최대4K이었고, 제

28) 서울시정개발원, 서울시 복지주거기준제도
29) 서울시정개발원, 서울시 복지주거기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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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도기준, 제2유도기준은 1DK에서 4LDK의 구성은 동일하나 전용면적

기준은 다르다.

공간별 면적 유도기준은 2003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기준인데

이를 살펴보면 거실은 최저기준에서 핑요없는 공간이었고, 제1유도기준

의 경우는 2인 경우 8.9㎡, 3인 10.8㎡, 4인 11.9㎡를 제시하였다. 침실은

주침실 과 부침실로 구분하여 주침실은 최저 11.9㎡-제2유도기준 11.6㎡,

부침실은 최저 6.5㎡-13.0㎡사이로 1인이 거주하는 경우와 2인일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부엌은 1인에서 3인까지 경우로 구분 되었는데 최저는

2.2㎡이며, 제1유도기준에는 식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면적은 최대

13.9㎡이었다.

2.2.3 주요 실별 면적 계획

주택내의 각 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계획되고 디자인 될 수 있다. 주거

공간의 면적은 주택 전체의 총 규모와 가족 수, 가구의 배치, 가족의 라

이프 스타일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규모는 하나의 수치로 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절

에서는 여러 건축계획 서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공간의 평면계획 사례를 정리하기로 한다.

1) 거실

거실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다른 공간에

비해 생활의 쾌적함을 한층 더 강조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주택의 규모,

가족수, 가구의 배치, TV, 오디오, 피아노 등에 따라 크기를 결정한다.

수용인원 기준에 따르면 4㎡~6㎡/1인을 기준으로 평균 16.4㎡(약 5평)의

규모가 최소한의 규모라 할 수 있다. 크기 이외에도 통행의 유무 평면형

의 영향도 같이 고려해야 하며, TV시청을 위하여 거실 한 벽면은 적어

도 3,100~3,600mm 정도가 필요하다.30)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주택의 규

30) 이영재 외, 주거와 문화, 서우, 2004,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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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 면적 구성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면적 구성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연면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안정감 있는 거

실이 되기 위해서는 거실이 다른 공간들을 연결하는 단순한 통로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러 가족이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거주자 특성에 따라 계획된 거실 공간의 사례는 <그림2-3>
와 같다.

3.5m*3.2m=11.2㎡ 4.5m*3.6m=16.2㎡ 4.8m*4.2m=20.16㎡

<그림2-3> 거실의 공간계획 사례

2) 침실

침실은 주택 내부의 공간 중 휴식과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공간으로

서, 주택 내 어떤 공간보다도 프라이버시 확보와 소음(noise)에 관한 처

리를 고려해야 한다. 크기는 1인을 기준으로 평균 10㎡의 규모를 가진

다.31) 침실의 규모를 결정하는 조건으로는 가구의 점유면적, 침대의 종

류, 그리고 침실에서 활동할 수있는 여유 공간의 크기 등을 생각하여야

하는데, 이 중 침대의 종류와 크기는 침실의 면적을 결정하는데 가장 많

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31) 이동영 외, 건축계획각론, 서우, 2001, p.2-17

"환기 기적(氣積)과 천장높이 : 1인당 50㎥/h(아동은 25㎥/h), 천장고 2.2~2.6m, 실내 자

연환기를 2회/h로 가정하면, 최저 소요 기적은 1인실의 경우 50㎥×1/2=25㎥이고, 2인실

의 경우 50㎥×1/2×2=50㎥가 된다. 이때 천장높이를 2.5m로 할 경우 1인실의 경우 10㎡,

2인실은 2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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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0> 침실대의 유형과 크기32)

침대 종류 폭 길이

싱글베드 910~930mm 1,950mm

트윈베드 990~1,000mm 1,950~1,980mm

세미더블베드 1,200mm 1,980~2,000mm

더블베드 1,350~1,400mm 2,000mm

침대는 머리 쪽에 창을 두지 않고 누워서 출입문이 보이지 않아야 하

며,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해야 한다. 침대 양쪽에 통로를 두고 한쪽으로

750mm로 한다. 단 주요 통로 폭은 90omm이상으로 한다. 33)

a) 1인 침실 b) 2인 침실 c) 부부 침실

<그림2-4> 침실의 공간계획 사례

3) 주방/식당

주방은 주부의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은 가사노동을 필요로 하는 취사작

업의 공간으로 능률적이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

다. 주방의 면적은 냉장고, 개수대, 레인지로 연결되는 작업삼각형

(Work-Triangle)의 길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식당은 가족 구성원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주방과 함께 쓰이거나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주방 및 식당은 거실과 근접하여 배치하는데 주부의 동

선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환기 문제와 가구의 배치에 대한 충분

한 배려가 요구된다.

32) 윤도근 외, 건축설계 계획, 문운당, 2008, p.83
33) 이동영 외, 건축계획각론, 서우, 2001,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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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중 ‘단위평면계획기준’에서는 부엌의 면적

을 4.5m이상으로 한다고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엌만

있을 경우 5㎡, 다이닝키친은 6.5~7.3㎡이다.34)

<표2-11> 주방/식당의 크기

건물면적 주 방 면 적

66㎡(20평) 5.0㎡(1.5평)

100㎡(30평) 6.6㎡(2.0평)

133㎡(40평) 10.0㎡(3.0평)

<그림2-5> 주방/식당의 공간계획 사례

최근에는 식당이 단순히 식사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주택 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4) 욕실

욕실은 가족 구성원의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이외에 최근에는 휴식과 더불어 신문이나 책을 보거나 사색을 할 수

있는 문화, 휴식 공간 및 건강 관리 공간의 기능도 요구되는 등 주택 내

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35) 욕실의 위치는 대체적으로 침실과 거

34) 윤도근 외, 건축설계 계획, 문운당, 2008, p.80
35) 이영재 외, 주거와 문화, 서우, 2004,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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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중간지점에 가족들이 다같이 사용하기 쉬운 곳에 위치시키는데, 출

입이 많은 현관이나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게 떨어진 곳으로 하고, 내부

로의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전실(Dress Room)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

며, 특히 욕실 및 화장실이 외기에 접해있지 않을 경우 내부로의 냄새가

전달되지 않도록 환기 및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욕실 및 화장실의 크기는 표준 1.6~1.8m×2.4~2.7의 규모로 하고, 최소

0.9×1.8m 또는 1.8×1.8m으로 한다.36) 천정고 2.1m이상, 세면기 높이

70~75㎝으로 하고, 실은 급ᆞ배수설비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서로 인접해서

설치한다.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주의식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형

평형의 경우에도 2개의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

우 욕실내에 샤워부스만 설치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2-6> 욕실의 공간계획 사례

36) 이동영 외, 건축계획각론, 서우, 2001, p.2-20

윤도근 외, 건축설계 계획, 문운당, 2008,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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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관

현관은 주택 내외부의 동선을 연결해 주는 곳으로서, 출입하기 쉽고

넓고 밝은 분위기로서 청소가 용이하고 도난에 대해서도 안전한 공간으

로 계획되어야 한다. 평면구성에 있어서는 넓이, 출입문의 위치 및 종류,

거실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부의 거실과 연결된 것이 보통이며 배치시 실외에서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한다.

크기는 폭 1.2m, 깊이 0.9m이상37)으로 하며, 가구 등을 옮길 때에는

용적이 큰 것을 취급하게 되므로 유효폭은 85cm이상으로 하며, 방화상

철제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38)

<그림2-7> 현관의 공간계획 사례

37) 이동영 외, 건축계획각론, 서우, 2001, p.2-20
38) 김영수 외, 건축계획각론, 서우, 2001,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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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H사 아파트 평면의 계획요소별

변화 추이

3.1 아파트 평면의 일반적 특성

3.2 주요 실 개수 변화

3.3 주요 실 면적 및 비율 변화

3.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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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H사 아파트 평면의 일반적 특성

3.1.1 전면폭/깊이 비율(W/D)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면폭/깊이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표3-1>와 같다. 1970년대에는 평균 0.97, 1980년대에는 평균

1.92, 1990년대에는 평균0.96, 2000년대에는 평균1.09, 2010년대에는 평균

1.24의 값을 갖는다.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주거면적의 증가에 따라

깊이보다는 전면폭의 증가가 뚜렷하며 전면폭/깊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3-1> 연도별 전면폭/깊이 비율 변화

평형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60평형 계

년도 전면폭 깊이
(W/D)

비
전면폭 깊이

(W/D)

비
전면폭 깊이

(W/D)

비
전면폭 깊이

(W/D)

비
전면폭 깊이

(W/D)

비
전면폭 깊이

(W/D)

비

1970 　 　 　 8.75 10.05 0.89 11.27 12.50 0.90 13.53 13.06 1.04 15.20 14.57 1.04 12.19 12.55 0.97

1980 7.31 10.74 0.68 9.00 11.25 0.81 12.60 13.05 0.97 14.12 13.48 1.05 15.00 13.75 1.09 11.61 12.46 0.92

1990 7.42 10.85 0.69 9.11 11.86 0.77 11.76 12.56 0.94 15.15 12.20 1.24 17.40 15.00 1.16 12.17 12.49 0.96

2000 8.60 10.97 0.91 12.07 12.47 0.97 14.16 13.41 1.06 16.13 14.57 1.14 19.09 13.94 1.38 14.01 13.07 1.09

2010 　 　 　 14.24 10.82 1.32 16.64 12.57 1.34 18.21 13.59 1.36 16.21 17.52 0.93 16.32 13.63 1.24

계 7.78 10.85 0.76 10.63 11.29 0.95 13.29 12.82 1.04 15.43 13.38 1.17 16.58 14.96 1.12

(1) 20평형대별 전면폭/깊이 비율

한편, 평형대별로 살펴보면<그림3-1>, 20평형대(66~99㎡)의 경우 조사

대상 기간중 전면폭/깊이 비율은 1980년대에는 평균 0.68, 1990년대에는

평균0.69, 2000년대에는 0.91의 값을 갖는다. 전면폭은 1980년대에 평균

7.31m에서 2000년대에는 평균8.60m로 증가하였으며, 깊이는 10.74m에서

2000년대에는 10.97m로 소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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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단지별, 연도별, 20평형대별 전면폭/깊이(W/D) 비의 변화

(2) 30평형대별 전면폭/깊이 비율

30평형대(99~132㎡)의 경우<그림3-2>, 조사대상 기간중 전면폭/깊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0.89, 1980년대에는 평균 0.81, 1990년대에는 평

균0.77, 2000년대에는 평균0.97, 2010년대에는 평균1.32로 대체도 증가하

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전면폭은 1970년대에 평균8.75m에서 2010년대에

는 평균14.24m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깊이는 10.05m에서 2010년대에는

10.82m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3-2>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전면폭/깊이(W/D) 비의 변화

(3) 40평형대별 전면폭/깊이 비율

40평형대(132~165㎡)의 경우<그림3-3>, 조사대상 기간중 전면폭/깊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0.90, 1980년대에는 평균 0.97, 1990년대에는 평

균0.94, 2000년대에는 평균1.06, 2010년대에는 평균1.34로 대체도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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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전면폭은 1970년대에 평균11.27m에서 2010년대에

는 평균16.64m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깊이는 12.50m에서 2010년대에는

12.57m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3-3>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전면폭/깊이(W/D) 비의 변화

(4) 50평형대별 전면폭/깊이 비율

50평형대(165~198㎡)의 경우<그림3-4>, 조사대상 기간중 전면폭/깊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1.04, 1980년대에는 평균 1.05, 1990년대에는 평

균1.24, 2000년대에는 평균1.14, 2010년대에는 평균1.36로 대체도 증가하

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전면폭은 1970년대에 평균13.53m에서 2010년대에

는 평균18.21m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깊이는 13.06m에서 2010년대에는

13.59m로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3-4>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전면폭/깊이(W/D) 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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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0평형대별 전면폭/깊이 비율

60평형대(198~231㎡)의 경우<그림3-5>, 조사대상 기간중 전면폭/깊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1.04, 1980년대에는 평균 1.09, 1990년대에는 평

균1.16, 2000년대에는 평균1.38, 2010년대에는 평균0.93로 줄어드는 경향

을 볼 수 있다. 전면폭은 1970년대에 평균15.20m에서 2010년대에는 평균

16.21m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깊이는 14.57m에서 2010년대에는 17.52로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3-5> 단지별, 연도별, 60평형대별 전면폭/깊이(W/D) 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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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대별로 살펴본 결과 <그림

3-6>과 같이, 20평형대의 경우 전면폭은 평균 7.78m, 깊이는 평균

10.85m, 비율은 평균 0.76, 30평형대의 경우 전면폭은 평균 10.63m, 깊이

는 평균 11.29m, 비율은 평균 0.95, 40평형대의 경우 전면폭은 평균

13.29m, 깊이는 평균 12.82m, 비율은 평균 1.04, 50평형대의 경우 전면폭

은 평균 15.43m, 깊이는 평균 13.38m, 비율은 평균 1.17, 60평형대의 경

우 전면폭은 평균 16.58m, 깊이는 평균 14.96m, 비율은 평균 1.12의 값을

갖는다. 평형대별에 따라 깊이 보다는 전면폭의 증가가 뚜렷하여 전면폭

/깊이 비율은 점차 증가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6> 평형대별 전면폭/깊이(W/D) 비의 변화

특히,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변화의 추세가 완만했던 것에 비

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거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단위주거의 전면폭이 크다는 것은

동일규모에서 단위주거 평면의 깊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

적으로 불리한 것이다.39) 하지만 W/D비가 커지면 외기에 접하는 면이

39) 박인석, 물리적 환경의 질 지표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 계획방향 분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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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므로 환경적 측면은 유리하므로 이러한 경향은 수요자들 특유의

전용공간의 일조를 가장 중시하는 변화양상에 주택업체들이 대응한 결과

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평형대에서 동일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깊이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서비스면적을 최대화 시키려는 건

설업체의 분양전략에 의해 주방에도 후면 발코니(보조주방 개념)가 설치

되는 평면형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동의 형태는 판상형 및 편복도형에서 타워형 형태로 변화되어

감을 볼 수 있다. <그림3-7>

<그림3-7> 판상형 과 탑상형 사례

이와같이 가급적 전면향을 확보할수 있는 평면형이 많이 보급되었고

면적 증가에 때해서도 전면폭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한편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의식의 변화에 반영한 것으로 판

단된다. 즉 이전까지와는 달리 조망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향에 대한 새

로운 생각이 표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거주자들의 요구를 공급자

(건설사/건축설계)들이 수용하면서, 채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

응하는 모습을 보인 결과로 판단된다.40)

40) 물론 주동의 형태변화에는 이러한 요인 이외에도 주동의 전면폭의 길이 제한 Slim형

아파트의 등장과 같은 건축법적 요소의 영향 역시 부인 할 수 없다.



- 41 -

3.1.2 전면 Bay수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면 Bay수의 변화를 살펴

보면<표3-2>와 같다. 1970년대에는 2Bay가 약 9.09%, 3Bay가 약

63.64%, 4Bay가 약 27.27%이며. 1980년대에는 2Bay가 약 75.00%, 3Bay

가 약 14.29%, 4Bay가 약 10.71%이며, 1990년대에는 2Bay가 약 75.97%,

3Bay가 약 19.38%, 4Bay가 약 4.65%이고, 2000년대에는 2Bay가 약

7.43%, 3 가 약 57.43%, 4Bay가 약 30.41%, 5Bay가 약 4.73%, 2010년대

에는 3Bay가 약 32.69%, 4Bay가 약 51.92%, 5Bay가 약 15.38%이다.

<표3-2> 연도별 전면 Bay수의 변화 (빈도 . %)

평형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50평형대 60평형대 계

년도 2Bay 3Bay 4Bay 2Bay 3Bay 4Bay 3Bay 4Bay 5Bay 3Bay 4Bay 5Bay 3Bay 4Bay 5Bay 2Bay 3Bay 4Bay 5Bay

1970
　 　 　 (1) (1) 　 (3) 　 　 (3) 　 　 　 (3) 　 (1) (4) (3) 　

　 　 　 50.00 50.00 　 100 　 　 100 　 　 　 100 　 9.09 36.36 27.27 　

1980
(16) 　 　 (26) (1) 　 (4) 　 　 (3) (4) 　 　 (2) 　 (42) (8) (6) 　

100 　 　 96.30 3.70 　 100 　 　 42.86 57.14 　 　 100 　 75.00 14.29 10.71 　

1990
(26) (2) (20 (72) (12) 　 (11) 　 　 　 (2) 　 　 (2) 　 (98) (25) (6) 　

86.67 6.67 6.67 85.71 14.29 　 100 　 　 　 100 　 　 100 　 75.97 19.38 4.65 　

2000
(4) (6) (1) (7) (45) (2) (23) (17) (1) (11) (16) (4) 　 (9) (2) (11) (85) (45) (7)

36.36 54.55 9.09 12.96 83.33 3.70 56.10 41.46 2.44 35.48 51.61 12.90 　 81.82 18.18 7.43 57.43 30.41 4.73

2010
　 　 　 　 (9) (6) (5) (13) (6) (1) (8) (2) (2) 　 　 　 (17) (27) (8)

　 　 　 　 60.00 40.00 20.83 54.17 25.00 9.09 72.73 18.18 100 　 　 　 32.69 51.92 15.38

계
(46) (8) (3) (106)　 (68) (8) (46) (30) (7) (18) (30) (6) (2) (16) (2) 　 　 　

80.70 14.04 5.26 58.24 37.36 4.40 55.24 26.14 8.43 33.33　55.56 11.11 10.00　80.00 10.00 　 　 　

(1) 20평형대별 전면Bay수

한편, 평형대별로 살펴보면<그림3-8>과 같이, 20평형대(66~99㎡)의 경

우 조사대상 기간중 197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었으며, 1980년대에는

2Bay만 나타났으며, 1990년대부터 3Bay, 4Bay가 동시에 출현하기 시작

하여 2000년대에는 3Bay 전체의 약 54.55%를 차지하여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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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20평형대별 전면Bay수의 변화 추이

(2) 30평형대별 전면Bay수

30평형대(99~132㎡)의 경우<그림3-9> 조사대상 기간중 1970년대에는

2Bay가 약 50.00%, 3Bay가 약 50.00%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났으며,

1980년대에는 2Bay가 전체의 약 96.30%, 1990년대에는 2Bay가 85.71%

로 주된 형태가 되었다. 2000년대에는 3Bay가 83.33%로 주된 형태가 되

었으며, 4Bay가 약 3.70%로 다시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대에는

2Bay가 사라지고, 3Bay가 전체 공급 평면의 60.00%로 여전히 많은 비율

을 차지하였지만, 4Bay가 40.00%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림3-9> 30평형대별 전면Bay수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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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평형대별 전면Bay수

40평형대(132~165㎡)의 경우<그림3-10> 조사대상 기간중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3Bay가 전체공급 평면의 약100% 정도를 차지하

여 40평형대(132~165㎡)의 일반적 형태가 되었다. 2000년대에는 3Bay가

약56.10%, 4Bay가 41.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동시에 5Bay

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에는 3Bay가 20.83%로 줄어들었고

4Bay가 54.1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Bay도 25.00%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림3-10> 40평형대별 전면Bay수의 변화 추이

(4) 50평형대별 전면Bay수

50평형대(165~198㎡)의 경우<그림3-11> 조사대상 기간중 1970년대에

는 3Bay가 전체공급 평면의 약100% 정도를 차지하여 50평형대(165~198

㎡)의 일반적 형태가 되었다. 1980년대에는 3Bay가 42.86%, 4Bay가

57.14%, 1990년대에는 4Bay가 전체공급 평면의 100%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3Bay가 약35.48%로 다시 나타났고, 4Bay가 51.61%로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동시에 5Bay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에는 3Bay가 9.09%로 대폭 줄어들었고 4Bay가 72.73%로 증가

하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Bay도 18.18%로 소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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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 50평형대별 전면Bay수의 변화 추이

(5) 60평형대별 전면Bay수

60평형대(198~231㎡)의 경우<그림3-12> 조사대상 기간중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4Bay가 전체공급 평면의 약100% 정도를 차지하

여 60평형대(198~231㎡)의 일반적 형태가 되었다. 2000년대에는 4Bay가

약81.82%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

에 5Bay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에는 사라졌던 3Bay가 다시

나타나 전체 공급 평면의 100%로 주된 형태가 되었다.

<그림3-12> 60평형대별 전면Bay수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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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각 평형별로 살펴본 결과, 20평형대의 경우

전 기간에 2Bay가 약 80.70%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이 협소

하여 공간계획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Bay에서 3Bay, 4Bay로

전면 Bay수가 증가하고 있다. 30평형대에서는 2Bay가 여전히 약 58.24%

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4Bay가 나타나고 있다. 40평

형대에서는 2Bay가 사라지고, 전체 공급 평면의 약 55.24%로 일반적 형

태가 되었으며, 2000년대이후에는 4Bay뿐만아니라 5Bay까지 나타나고

있다. 50평형대, 60평형대에서는 4Bay가 주된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그림3-13>과 같이, 주동코어의 위치가 주동내에 고정

됨에 따라 동일 규모에서 전면 Bay수의 변화가 적었지만 최근에는 코어

의 반 정도를 주동 밖으로 내보내면서 동일 규모에서도 전면 Bay수를

증가시키는 평면계획이 가능해졌다. 2Bay가 단지배치 및 토지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으나 양적인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풍요로

움을 우선시 했기 때문에 3Bay가 증가했다. 그리고 2Bay에 비해서

3Bay는 햇볕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되므로 전면폭의 증가와 같은 개념

으로 거주자들의 남향배치 선호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림3-13> 주동 코어의 위치41)

41) 박인순, 아파트 단위평면 구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동의대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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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분양세대수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총 사업단지의 단위주호 평

면개수 및 분양세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그림3-14>과 같이, 1970년대

에는 주택부족으로 양적공급의 확대로 같은 평면으로 많은 세대가 건설

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점차 평면의 종류가 늘어난 것을 볼수 있으

며, 평면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을 알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신시가지

개발 등의 요인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에는 잠시 주춤하다가 2000년대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

에서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 정책적인 건설부양책에 따른 아파트 건설량

으로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3-14> 단지별, 연도별, 단위주호 평면수 및 분양세대수

3.1.4 층수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총 사업단지의 층수를 살펴

보면<그림3-15>과 같이 최고층과 최저층 평균값의 변화를 보면 1970년

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최고층수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15층,

1991년에서는 30층 그리고 2004년에는 46층으로 나타났고, 2010년이후에

는 29층으로 나타났다. 단 2004년에 나타난 값인 46층의 경우는 특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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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므로 1990년대이후부터 최고층수는 꾸준히 30층대를 유지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림3-15> 단지별, 연도별 최고층수의 변화

그리고 1990년대에는 5층이였던 최저층수가 2000년이후에는 10층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그림3-16>

이는 이는 계속되던 고층화 추세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평면의 다양화로 인해 주동형태도 다양하게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3-16> 단지별, 연도별 최저층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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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소결

1. 전면폭의 확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전면폭의 추세가 완만했던 것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변화가 급격히 커지면서 전면향을 확보 할 수

있는 평면형이 많이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면폭의 확대는 외기에 접하는 면이 넓어지므로 환격적 측면은 유리

지만 대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이러한 경향은 수요자들

특유의 전용공간의 일조를 가장 중시하는 변화양상에 주택업체들이 대응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전면Bay수의 증가

2000년대이후에는 동일한 평형대에서 그 이전보다 전면Bay수가 1개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전면폭의 확대와

같은 개념으로 개발일도가 줄어 경제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업

체들이 채산성을 확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남향배치 선호경

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주동코어의 위치가 주동내에 고정됨에 따라 동일규모에서 전면

Bay수의 변화가 적었지만, 최근에는 코어의 반 정도를 주동밖으로 내보

내면서 동일규모에서도 전면Bay수를 증가시키는 평면계획이 가능해졌

다.

3. 분양세대수의 증가

1970년대 주택부족으로 양적공급의 확대로 같은 평면으로 많은 세대가

건설되었으며, 점차 평면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평면의 다양화가 이루어

짐에 따라 신시가지개발 등의 요인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였다. 1990년데

후반에는 잠시 주춤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

서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 정책적인 건설부양책에 따라 아파트 건설량이

다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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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층수의 증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평균층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

년대부터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최고층수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평균30층대를 유지하고 있고, 최저층수의 경우 1990년대 5층에서

2000년대이후 10층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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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실 개수

3.2.1 침실 개수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침실 개수의 변화를 살펴보

면<표3-3>와 같다. 1970년대에는 침실 3개는 평균 18.18%, 침실 4개는

평균 72.73%, 침실 5개는 평균 9.09%이고, 1980년대에는 침실 2개는 평

균 12.50%, 침실 3개는 평균 64.29%, 침실 4개는 평균 10.71%, 침실 5개

는 평균 12.50%이며, 1990년대에는 침실 2개는 평균 3.88%, 침실 3개는

평균 82.17%, 4침실은 12.40%, 5침실은 평균 1.55%, 2000년대에는 3침실

은 평균 54.05%, 침실 4개는 평균 37.84%, 침실 5개는 평균 8.11%, 2010

년대에는 침실 3개는 평균 36.54%, 침실 4개는 평균 55.77%, 침실 5개는

평균 7.69의 값을 갖는다.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전체 공급평면 중 3

개의 침실을 가진 평면이 평균 61.3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

으로는 침실 4개는 평균 29.04%, 침실 5개는 평균 6.57%, 침실 2개는 평

균 3.03% 순으로 나타났다.

<표3-3> 연도별 침실 개수의 변화 (빈도 . %)

평형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50평형대 60평형대 계

년도 2개 3개 4개 2개 3개 4개 3개 4개 5개 3개 4개 5개 3개 4개 5개 2개 3개 4개 5개

1970

　 　 　 　 (2) 　 　 (3) 　 　 (3) 　 　 (2) (1) 　 (2) (8) (1)

　 　 　 　 100 　 　 100 　 　 100 　 　 66.67 33.33 　 18.18 72.73 9.09

1980

(7) (9) 　 　 (27) 　 　 (4) 　 　 (2) (5) 　 　 (2) (7) (36) (6) (7)

43.75 56.25 　 　 100 　 　 100 　 　 28.57 71.43 　 　 100 12.50 64.29 10.71 12.50

1990

(5) (25) 　 　 (81) (3) 　 (11) 　 　 (2) 　 　 　 (2) (5) (106) (16) (2)

16.67 83.33 　 　 96.43 3.57 　 100 　 　 100 　 　 　 100 3.88 82.17 12.40 1.55

2000

　 (11) 　 　 (54) 　 (15) (26) 　 　 (26) (5) 　 (4) (7) 　 (80) (56) (12)

　 100 　 　 100 　 36.59 63.41 　 　 83.87 16.13 　 36.36 63.64 　 54.05 37.84 8.11

2010

　 　 　 　 (15) 　 (4) (20) 　 　 (7) (4) 　 (2) 　 (19) (29) (4)

　 　 　 　 100 　 16.67 83.33 　 　 63.64 36.36 　 100 　 　 36.54 55.77 7.69

계

(12) (45) 　 　 (179) (3) (19) (64) 　 　 (40) (14) 　 (8) (12) 　 　 　

21.05 78.95 　 　 98.35 1.65 22.89 77.11 　 　 74.07 25.93 　 4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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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평형대별 침실 개수

한편, 평형대별로 살펴보면<그림3-17>과 같이, 20평형대(66~99㎡)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 2개의 침실을 가진 평면이 197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었으며, 1980년대에는 평균 43.75%에서 1990년

대에는 평균 16.67%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며, 3개의 침실을 가진 평

면은 1970년대, 201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었으며, 1980년대에는 평균

56.25%에서 2000년대에는 약 100%로 증가하여 3개의 침실을 가진 평면

이 일반적 형태가 되고 있다.

<그림3-17> 20평형대별 침실 개수의 변화 추이

(2) 30평형대별 침실 개수

30평형대(99~132㎡)의 경우<그림3-18> 2개의 침실을 가진 평면은 조

사대상 기간중 사례수가 없었으며, 3개의 침실을 가진 평면은 1970년대

에는 약100%에서 1990년대에는 평균 96.43%로 소폭 줄어들었다가 2010

년대에는 약 100%로 다시 증가하여 주된 형태가 되었다. 4개의 침실을

가진 평면은 1990년대에 약 3.57%로 잠간 나타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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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8> 30평형대별 침실 개수의 변화 추이

(3) 40평형대별 침실 개수

40평형대(132~165㎡)의 경우<그림3-19> 조사대상 기간중 3개의 침실

을 가진 평면은 1970~199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었으며, 2000년대부터 출

현하기 시작하여 약 36.59%에서 16.67%로 줄어들었으며, 4개의 침실을

가진 평면은 1970년대에는 약 100%에서 2010년대에는 83.33%로 줄어들

었지만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3-19> 40평형대별 침실 개수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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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평형대별 침실 개수

50평형대(165~198㎡)의 경우<그림3-20> 조사대상 기간중 4개의 침실

을 가진 평면이 1970년대에는 약 100%에서 2010년대에는 약 63.64%로

줄어들었으며, 5개의 침실을 가진 평면은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

여 약 71.43%에서 2010년대에는 약 36.36%로 줄어들었다.

<그림3-20> 50평형대별 침실 개수의 변화 추이

(5) 60평형대별 침실 개수

60평형대(198~231㎡)의 경우<그림3-21> 조사대상 기간중 4개의 침실

을 가진 평면이 1970년대에는 약 66.67%에서 80~90년대에는 사라졌다가

2000년대부터 다시 출현하기 시작하여 약 36.36%로 줄어들었다가 2010

년대에서 약 100%로 대폭 증가하였다. 5개의 침실을 가진 평면이 1980

년대에는 약 12.50%에서 1990년대에는 약 3.88로 줄어들었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3-21> 60평형대별 침실 개수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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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전반적으로 침실개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평형대에서는 침실 3개를

적용하는 경향이 증가하였고, 30평형대에서는 침실 4개를 적용하는 경우

가 줄었는데 이는 공간적으로 좁은 4개의 침실보다는 좀 더 넓은 침실을

3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 결관이다. 40평형대, 50평형

대, 60평형대에서는 침실개수가 1개 정도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

였는데, 이는 침실수를 줄여 침실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변형의 평면형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생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42) 주택규모에 따른

침실수의 고정화 현상은 기존의 연구43)에서 나타난 주택규모에 따른 침

실수에 대한 요구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생산과 계획이 일차적인 고려요소

로 삼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침실수에 대한 시장선호를 중심으

로 단위세대 평면계획을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42)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참조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세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 5.2인, 1980년대

4.6인, 1990년대 3.7인, 2000년대 3.1인, 2010년대 2.73인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43) 조성희, 박수빈, 주택규모에 따른 아파트 평면계획의 다양화를 위한 거주자 주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11호, 1998

"20평형대-3침실형, 30평형대-3침실형, 40평형대-4침실형, 50평형대-4침실혀으로 주택규

모에 따라 침실수가 고정화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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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욕실 개수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욕실 개수의 변화를 살펴보

면<표3-4>와 같다. 1970년대에는 욕실 1개는 평균 18.18%, 욕실 2개는

평균 81.82%, 1980년대에는 욕실 1개는 평균 71.43%, 욕실 2개는 평균

28.57%, 1990년대에는 욕실 1개는 평균 24.03%, 욕실 2개는 평균

75.97%, 2000년대에는 욕실 1개는 평균 3.38%, 욕실 2개는 평균 94.59%,

욕실 3개는 평균 1.35%, 2010년대에는 욕실 2개는 평균 84.62%, 욕실 3

개는 평균 15.38%의 값을 갖는다.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전체 공급평

면 중 2개의 욕실을 가진 평면이 평균 77.5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는 욕실 1개는 평균 19.70%, 욕실 2개는 평균 2.53% 순으로

나타났다.

<표3-4> 연도별 욕실 개수의 변화 (빈도 . %)

평형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50평형대 60평형대 계

년도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1970
　 　 　 (2) 　 　 　 (3) 　 　 (3) 　 　 (3) 　 (2) (9)

　 　 　 100 　 　 　 100 　 　 100 　 　 100 　 18.18 81.82

1980
(16) 　 　 (24) (3) 　 　 (4) 　 　 (7) 　 　 (2) 　 (40) (16)

100 　 　 88.89 11.11 　 　 100 　 　 100 　 　 100 　 71.43 28.57

1990
(29) (1) 　 (2) (82) 　 　 (11) 　 　 (2) 　 　 (2) 　 (31) (98)

96.67 3.33 　 2.38 97.62 　 　 100 　 　 100 　 　 100 　 24.03 75.97

2000
(5) (6) 　 　 (54) 　 　 (40) 　 　 (31) 　 　 (9) (2) (5) (140) (2)

45.45 54.55 　 　 100 　 　 100 　 　 100 　 　 81.82 18.18 3.38 94.59 1.35

2010
　 　 　 　 (15) 　 　 (22) (2) 　 (7) (4) 　 　 (2) 　 (44) (8)

　 　 　 　 100 　 　 91.67 8.33 　 63.64 36.36 　 　 100 　 84.62 15.38

계
(50) (7) 　 (28) (154) (80) (2) 　 (50) (4) 　 (16) (4) (78) (307) (10)

87.72 12.28 　 15.38 84.62 96.39 2.41 　 92.59 7.41 　 80.00 20.00 19.70 77.53 2.53

(1) 20평형대별 욕실 개수

한편, 평형대별로 살펴보면<그림3-22>과 같이, 20평형대(66~99㎡)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 197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었으며, 1개의 욕실을

가진 평면은 1980년대에는 평균 100%에서 2000년대에는 평균 45.45%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2개의 욕실을 가진 평면은 1980년대부터 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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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평균 3.33%에서 1990년대에는 54.55%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3-22> 20평형대별 욕실 개수의 변화 추이

(2) 30평형대별 욕실 개수

30평형대(99~132㎡)의 경우<그림3-23> 조사대상 기간중 1개의 욕실을

가진 평면은 1970년대에는 평균 100%에서 1990년대에는 평균 2.38%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2000년대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2개의 욕실을 가

진 평면은 197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었으며, 1980년대에는 평균 11.11%

에서 2010년에는 평균 100%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23> 30평형대별 욕실 개수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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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평형대별 욕실 개수

40평형대(132~165㎡)의 경우<그림3-24> 조사대상 기간중 1개의 욕실

을 가진 평면을 나타나지 않고, 2개의 욕실을 가진 평면은 1970년대 평

균 100%에서 2010년대 평균 91.67%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개의 욕실을 가진 평면은 2010년대부터 나타나

기 시작하여 평균 2.41%의 값을 갖는다.

<그림3-24> 40평형대별 욕실 개수의 변화 추이

(4) 50평형대별 욕실 개수

50평형대(165~198㎡)의 경우<그림3-25> 조사대상 기간중 2개의 욕실

을 가진 평면은 1970년대 평균 100%에서 2010년대 평균 63.64%로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개의 욕실을 가진

평면은 201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평균 36.36%의 값을 갖는다.

<그림3-25> 50평형대별 욕실 개수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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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0평형대별 욕실 개수

60평형대(198~231㎡)의 경우<그림3-26> 조사대상 기간중 2개의 욕실

을 가진 평면은 1970년대에는 평균 100%에서 2000년대에는 평균

81.82%로 줄어들었으며, 3개의 욕실을 가진 평면은 2000년대부터 나타나

기 시작하여 평균 18.18%에서 2010년대에는 평균 100%의 값을 갖는다.

<그림3-26> 60평형대별 욕실 개수의 변화 추이

(6) 소결

전반적으로 욕실개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평형대, 30평형대에서는 모

두 1개 또는 2개의 욕실이 평면에 적용되었으며, 공동욕실 1개가 적용되

던 초반돠는 달리 주침실에 부부전용욕실이 부속되는 평면형식이 일반화

되면서 욕실 2개가 평면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0평형대, 60평형대에서는 욕실 3개의 평면형식이 일반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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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소결

1. 침실수의 고정화

침실수의 경우 20평형대-3침실형, 30평형대-3침실형, 40평형대-4침실

형, 50평형대-4침실형, 60평형대-5침실형으로 주택규모에 따라 침실수가

고정화 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생산과 계획이 일차적인 고려요소로 삼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

며, 침실수에 대한 시장선호를 중심으로 단위세대 평면계획을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욕실수의 증가

욕실수의 경우 20평형대, 30평형대에서는 1개 또는 2개의 욕실이 평면

에 적용되었으며, 40평형대에서는 공동욕실이 1개만 적용되던 초반과 달

리 주침실(안방)에 부부전용욕실이 도입되면서, 욕실 2개가 평면에 적용

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50평형대, 60평형대에서는 욕실 3개의 평면이

일반화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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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 실 면적 및 비율 변화 추이

조사된 자료를 각 단지별, 연도별, 공간별, 크기별로 정리하여 평균값

을 도출하고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같은 기능을 갖는 공간들로 분류하여, 거실, 부엌, 주침실(안방), 욕실,

드레스룸, 현관 순으로 정리하였다.

3.3.1 거실

가족의 공동체 의식을 도모하는데 구심적인 공간역할을 하는 거실의

면적과 비율을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표3-5>와 같다.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거실이 차지

하는 면적은 평균 31.94㎡, 비율은 평균 25.98%의 값을 갖는다.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거실의 면적은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약

2.62㎡ 커졌으며, 비율은 약 1.67%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3-5> 연도별 거실 면적 및 비율의 변화

평형/년

도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60평형 계

1970 - - 21.57㎡ 26.19% 31.50㎡ 26.65% 35.37㎡ 24.40% 36.93㎡ 20.44% 31.34㎡ 24.42%

1980 16.46㎡ 24.35% 22.19㎡ 26.13% 33.26㎡ 25.25% 34.58㎡ 22.84% 36.61㎡ 24.52% 28.62㎡ 24.02%

1990 17.32㎡ 26.19% 22.42㎡ 25.95% 31.09㎡ 26.26% 43.62㎡ 28.49% 47.92㎡ 25.50% 32.47㎡ 26.48%

2000 18.22㎡ 28.08% 25.86㎡ 29.88% 32.76㎡ 28.84% 39.66㎡ 28.57% 50.10㎡ 28.99% 33.32㎡ 28.87%

2010 - - 24.70㎡ 27.76% 32.54㎡ 27.72% 35.80㎡ 24.54% 42.79㎡ 24.34% 33.96㎡ 26.09%

계 17.33㎡ 26.21% 23.35㎡ 27.18% 32.23㎡ 26.94% 37.81㎡ 25.77% 42.87㎡ 24.76% 　 　

(1) 20평형(66~99㎡)대의 경우

한편,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그림3-27>, 20평형(66~99㎡)의 경우 거실

면적은 197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으므로, 1980년대에는 평균 16.46㎡,

1990년대에는 평균 17.32㎡, 2000년대 평균 18.2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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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7> 단지별, 연도별, 20평형대별 거실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으므로, 1980년대에는 평균 24.35%,

1990년대에는 평균 26.19%, 2000년대 평균 28.0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28>

<그림3-28> 단지별, 연도별, 20평형대별 거실 비율 변화 추이

(2)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30평형대(99~132㎡)의 경우<그림3-29>, 조사대상 기간중 거실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21.57㎡, 1980년대에는 평균 22.19㎡, 1990년대에는 평

균 22.42㎡, 2000년대에는 평균 25.86㎡, 2010년대에는 평균 24.70㎡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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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9>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거실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26.19%, 1980년대에는 평균 26.13%, 1990년

대에는 평균 25.95%, 2000년대에는 평균 29.88%, 2010년대에는 평균

27.76%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30>

<그림3-30>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거실 비율 변화 추이

(3)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40평형대(132~165㎡)의 경우<그림3-31>, 조사대상 기간중 거실 면적

은 1970년대에는 평균 31.50㎡, 1980년대에는 평균 33.26㎡, 1990년대에는

평균 31.09㎡, 2000년대에는 평균 32.76㎡, 2010년대에는 평균 32.5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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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1>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거실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26.65%, 1980년대에는 평균 25.25%, 1990년

대에는 평균 26.26%, 2000년대에는 평균 28.84%, 2010년대에는 평균

27.7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32>

<그림3-32>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거실 비율 변화 추이

(4) 50평형대(165~198㎡)대의 경우

50평형대(165~198㎡)의 경우<그림3-33>, 조사대상 기간중 거실 면적

은 1970년대에는 평균 35.37㎡, 1980년대에는 평균 34.58㎡, 1990년대에는

평균 43.62㎡, 2000년대에는 평균 39.66㎡, 2010년대에는 평균 35.80㎡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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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3>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거실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24.40%, 1980년대에는 평균 22.84%, 1990년

대에는 평균 28.49%, 2000년대에는 평균 28.57%, 2010년대에는 평균

24.5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34>

<그림3-34>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거실 비율 변화 추이

(5) 60평형대(198~231㎡)대의 경우

60평형대(198~231㎡)의 경우<그림3-35>, 조사대상 기간중 거실 면적

은 1970년대에는 평균 36.93㎡, 1980년대에는 평균 36.61㎡, 1990년대에는

평균 47.92㎡, 2000년대에는 평균 50.10㎡, 2010년대에는 평균 42.79㎡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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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5> 단지별, 연도별, 60평형대별 거실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20.44%, 1980년대에는 평균 24.52%, 1990년

대에는 평균 25.50%, 2000년대에는 평균 28.99%, 2010년대에는 평균

24.3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그림3-36>

<그림3-36> 단지별, 연도별, 60평형대별 거실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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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요약하면,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거

실이 차지하는 면적은<그림3-37> 1970년대에는 평균 31.34㎡, 1980년대

에는 평균 28.62㎡, 1990년대에는 평균 32.47㎡, 2000년대에는 평균 33.96

㎡, 2010년대에는 평균 33.96㎡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그림3-38> 1970년대에는 평균 24.42%, 1980년대에는 평균 24.02%,

1990년대에는 평균 26.48%, 2000년대에는 평균 28.87%, 2010년대에는 평

균 26.09%의 값을 갖는다. 대체로 주거면적의 증가에 따라 거실 면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3-37>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거실 면적 변화 추이

<그림3-38>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거실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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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형대별로 살펴보면<그림3-39>, 거실 면적은 20평형대에는 평

균 17.33㎡, 30평형대에는 평균 23.35㎡, 40평형대에는 32.33㎡, 50평형대

에는 37.81㎡, 60평형대에는 42.87㎡로 증가하고, 비율은 20평형대에는 평

균 26.21%, 30평형대에는 평균 27.18%, 40평형대에는 26.94%, 50평형대

에는 25.77%, 60평형대에는 24.76%로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형대

가 커질수록 거실면적은 증가하지만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

다.

<그림3-39> 평형대별 거실 면적 및 비율의 변화 추이

이와 같이 평형대가 커질수록 거실면적이 커지지만, 전용면적에서 거

실이 차지하는 비율에서는 20평형대는 26.21%, 30평형대는 27.18%, 40평

형대16.94%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만, 50평형대, 60평형대의 경우 25%,

24%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용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거

실면적도 증가하다가 50평형대, 60평형대에서는 거실면적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다른 실의 개수를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44)45)

또한. 주방과 식당의 면적이 후면 발코니의 보조주방이 늘어남에 따라

44) 김수현(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거실이 전체 평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용면적

의 증가에 따라 침실수의 증가로 인해 감소한다.
45) 신중진 외 (2002)의 연구에서도 평형이 커질수록 방의 개수와 화장실의 개수가 증가

되고 있으며, 주침실(안방)이나 자녀공간 내 전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을 추가시킴으

로서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성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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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의 면적이 줄어들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침실수를 중시

하던 과거와 달리 가족 커뮤니티 공간을 중요시 하는 사회현상, 거주자

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설비의 발전 등 요인으로 거실 위주의 생활이

되어가고 있음으로 판단된다.

3.3.2 주방/식당

주방/식당은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행위가 일어나는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간이다. 주방/식당의 면적과 비율을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표

3-6>와 같다.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주방/식당이

차지하는 면적은 평균 17.63㎡, 비율은 평균 14.05%의 값을 갖는다.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주방/식당의 면적은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약 1.63㎡ 커졌으며, 비율은 1.95%로 다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표3-6> 연도별 주방/식당 면적 및 비율의 변화

평형/년

도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60평형 계

1970 - - 6.47㎡ 7.85% 12.31㎡ 10.23% 15.61㎡ 10.76% 31.11㎡ 17.22% 16.37㎡ 11.52%

1980 11.74㎡ 17.94% 11.53㎡ 13.56% 15.84㎡ 12.03% 23.06㎡ 15.02% 28.07㎡ 16.50% 18.05㎡ 15.01%

1990 11.42㎡ 17.48% 14.76㎡ 17.19% 18.48㎡ 15.60% 23.82㎡ 15.40% 31.69㎡ 16.86% 20.03㎡ 16.51%

2000 9.22㎡ 14.30% 12.20㎡ 14.06% 16.09㎡ 14.15% 18.11㎡ 13.07% 22.82㎡ 13.19% 15.69㎡ 13.75%

2010 - - 12.69㎡ 14.00% 15.18㎡ 12.87% 16.17㎡ 11.10% 27.95㎡ 15.89% 18.00㎡ 13.47%

계 10.79㎡ 16.57% 11.53㎡ 13.33% 15.58㎡ 12.98% 19.36㎡ 13.07% 28.33㎡ 15.93% 　 　

(1) 20평형(66~99㎡)대의 경우

한편,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그림3-40>, 20평형(66~99㎡)의 경우 주방

/식당 면적은 197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으므로, 1980년대에는 평균 11.74

㎡, 1990년대에는 평균 11.42㎡, 2000년대 평균 9.22㎡로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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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0> 단지별, 연도별, 20평형대별 주방/식당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80년대에는 평균 17.94%, 1990년대에는 평균 17.84%, 2000년

대 평균 14.30%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41>

<그림3-41> 단지별, 연도별, 20평형대별 주방/식당 비율 변화 추이

(2)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30평형대(99~132㎡)의 경우<그림3-42>, 조사대상 기간중 주방/식당 면

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6.47㎡, 1980년대에는 평균 11.53㎡, 1990년대에

는 평균 14.76㎡, 2000년대에는 평균 12.20㎡, 2010년대에는 평균 12.69㎡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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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2>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주방/식당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7.85%, 1980년대에는 평균 13.56%, 1990년

대에는 평균 17.19%, 2000년대에는 평균 14.06%, 2010년대에는 평균

14.00%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43>

<그림3-43>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주방/식당 비율 변화 추이

(3)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40평형대(132~165㎡)의 경우<그림3-44>, 조사대상 기간 중 주방/식당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12.31㎡, 1980년대에는 평균 15.84㎡, 1990년대

에는 평균 18.48㎡, 2000년대에는 평균 16.09㎡, 2010년대에는 평균 15.18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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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4>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주방/식당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10.23%, 1980년대에는 평균 12.03%, 1990년

대에는 평균 15.60%, 2000년대에는 평균 14.15%, 2010년대에는 평균

12.8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45>

<그림3-45>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주방/식당 비율 변화 추이

(4) 50평형대(165~198㎡)대의 경우

50평형대(165~198㎡)의 경우<그림3-46>, 조사대상 기간 중 주방/식당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15.61㎡, 1980년대에는 평균 23.06㎡, 1990년대

에는 평균 23.82㎡, 2000년대에는 평균 18.11㎡, 2010년대에는 평균 16.17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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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6>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주방/식당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10.76%, 1980년대에는 평균 15.02%, 1990년

대에는 평균 15.40%, 2000년대에는 평균 13.07%, 2010년대에는 평균

11.10%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47>

<그림3-47>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주방/식당 비율 변화 추이

(5) 60평형대(198~231㎡)대의 경우

60평형대(198~231㎡)의 경우<그림3-48>, 조사대상 기간 중 주방/식당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31.11㎡, 1980년대에는 평균 28.07㎡, 1990년대

에는 평균 31.69㎡, 2000년대에는 평균 22.82㎡, 2010년대에는 평균 27.95

㎡로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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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8> 단지별, 연도별, 60평형대별 주방/식당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17.22%, 1980년대에는 평균 16.50%, 1990년

대에는 평균 16.86%, 2000년대에는 평균 13.19%, 2010년대에는 평균

15.89%로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49>

<그림3-49> 단지별, 연도별, 60평형대별 주방/식당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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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요약하면,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주

방/식당이 차지하는 면적은<그림3-50> 1970년대에는 평균 16.37㎡, 1980

년대에는 평균 18.05㎡, 1990년대에는 평균 20.03㎡, 2000년대에는 평균

15.69㎡, 2010년대에는 18.00㎡이고, 비율은<그림3-51> 1970년대에는 평

균 11.52%, 1980년대에는 평균 15.01%, 1990년대에는 평균 16.51%, 2000

년대에는 평균 13.75%, 2010년대에는 평균 13.47%의 값을 갖는다. 대체

로 주거면적의 증가에 따라 주방/식당 면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3-50>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주방/식당 면적 변화 추이

<그림3-51>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주방/식당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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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형대별로 살펴보면<그림3-52>, 주방/식당 면적은 20평형대에

는 평균 10.79㎡, 30평형대에는 평균 11.53㎡, 40평형대에는 15.58㎡, 50평

형대에는 19.36㎡, 60평형대에는 28.33㎡로 증가하고, 비율은 20평형대에

는 평균 16.58%, 30평형대에는 평균 13.33%, 40평형대에는 12.98%, 50평

형대에는 13.07%, 60평형대에는 15.93%로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

형대가 커질수록 주방/식당 면적은 증가하지만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52> 평형대별 주방/식당 면적 및 비율 변화 추이

전반적으로 주방/식당의 실제면적은 평형대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용면적에서 주방/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평형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나머지 평형대는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20평형대에서는 주방/식당의 기본적인 필요공간

을 계획해야 하므로 자연히 그 비율이 다른 평형대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으나, 그리고 나머지 평형대에서는 여유공간이 생기므로 전체면적이

증가할수록 주방/식당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식생활 문화에서도 알수 있듯이 전통적인 식습관이 줄어들고,

음식문화에서도 편리성을 추구하는 가지관의 확대가 외식산업 발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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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식이 늘어남에 따라 부엌의 사용이 줄어드는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6)

또한, 핵 가족화, 독신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성유형이 변화하고, 여성

의 사회진출로 인해 가사의 중심역할을 수행했던 여성의 역할변화로 부

엌에서의 체류시간이 감소되고, 주거 내 주방/식당 공간의 중요성이 상

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47)

주방의 기능만을 고려할 때, 주방의 크기가 큼으로써 오는 쾌적감보

다는 기능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개념이 더 중요하다. 면적이 커도

설비배치가 불합리하면 동선이 길어지는 등 비효율적이 될 수 있고, 작

아도 효율적으로 될수 있기 때문이다.

46) 이계임, 김민정,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P.4.

“한국의 외식산업 현황, 1982년 6.0%에서 2004년 45.9%로 크게증가하였으며, 한국 국내

외식시장규모는 2003년 약 40조원으로 1990년과 비교할 때 2배이상 규모로 성장하였다.”
47) 김지민. 중 소형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유형의 특성 및 변화경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학위 논문. 2011. P.1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2000년에 비해 4인 이상 가구의 수는 3.6%

감소한 반면, 1인가구와 2인가구는 각각 42.5%와 28.9%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평균 가구

원수는 2000년에 비해 0.24명이 줄어든 2.8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핵 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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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침실

침실은 단위평면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으로 침실의 면

적과 비율을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표3-7>와 같다.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1침실당 평균

면적이 1970년대에는 평균 13.68㎡, 1980년대에는 평균 13.72㎡, 1990년대

에는 평균 13.61㎡, 2000년대에는 평균 12.71㎡, 2010년대에는 평균 12.24

㎡로 줄어들었으며, 침실합계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55.67㎡에서,

2010년대에는 평균 16.80㎡로 줄어들었으며, 비율도 1970년대에는 평균

42.37%에서, 2010년대에는 평균 35.44%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전반적인 주거면적의 증가폭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현상은

침실면적에 대한 요구가 다른 주요 실(욕실, 드레스룸 등)이 생겨남에 따

른 결과로 보인다.

<표3-7> 연도별 침실합계 면적 및 비율의 변화

평형/

년도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60평형 계

면적 비율

1침실

당

면적

면적 비율

1침실

당

면적

면적 비율

1침실

당

면적

면적 비율

1침실

당

면적

면적 비율

1침실

당

면적

면적 비율

1침실

당

면적

1970 　 　 　
36.33

㎡

44.10

%

12.11

㎡

50.86

㎡

42.81

%

12.71

㎡

55.89

㎡

38.52

%

13.97

㎡

79.60

㎡

44.06

%

15.92

㎡

55.67

㎡

42.37

%

13.68

㎡

1980
28.19

㎡

41.91

%

11.10

㎡

37.94

㎡

44.66

%

12.65

㎡

64.19

㎡

48.79

%

16.05

㎡

69.36

㎡

45.72

%

14.75

㎡

70.76

㎡

41.59

%

14.15

㎡

54.09

㎡

44.53

%

13.72

㎡

1990
28.62

㎡

44.13

%

10.28

㎡

37.10

㎡

43.14

%

12.16

㎡

51.23

㎡

43.37

%

12.81

㎡

63.90

㎡

41.66

%

15.98

㎡

84.23

㎡

44.82

%

16.85

㎡

53.01

㎡

43.43

%

13.61

㎡

2000
27.96

㎡

43.34

%

9.32

㎡

35.38

㎡

40.81

%

11.79

㎡

47.00

㎡

41.21

%

12.99

㎡

57.66

㎡

41.36

%

14.14

㎡

70.67

㎡

40.88

%

15.29

㎡

47.73

㎡

41.52

%

12.71

㎡

2010 　 　 　
33.08

㎡

36.69

%

11.03

㎡

40.60

㎡

34.44

%

10.97

㎡

52.09

㎡

35.68

%

11.62

㎡

61.43

㎡

34.93

%

15.36

㎡

46.80

㎡

35.44

%

12.24

㎡

계
28.26

㎡

43.13

%

10.23

㎡

35.97

㎡

41.88

%

11.95

㎡

50.78

㎡

42.12

%

13.11

㎡

59.78

㎡

40.59

%

14.09

㎡

73.34

㎡

41.26

%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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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3>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총 침실 면적 변화 추이

<그림3-54>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총 침실 비율 변화 추이

한편, 평형대별에 따른 1침실당 평균면적을 살펴보면<표3-7>, 1970년

대에는 20평형대의 경우 사례수가 없으므로, 30평형대는 12.11㎡에서 40

평형대는 12.71㎡, 50평형대는 13.97㎡, 60평형대는 15.92㎡이고, 1980년대

에는 20평형대는 11.10, 30평형대는 12.11㎡에서 40평형대는 12.71㎡, 50

평형대는 13.97㎡, 60평형대는 15.92㎡이고, 90년대에는 20평형대의 경우

사례수가 없으므로, 30평형대는 12.11㎡에서 40평형대는 12.71㎡, 50평형

대는 13.97㎡, 60평형대는 15.92㎡이고, 2000년대에는 20평형대의 경우 사

례수가 없으므로, 30평형대는 12.11㎡에서 40평형대는 12.71㎡, 50평형대

는 13.97㎡, 60평형대는 15.92㎡이고, 2010년에는 20평형대의 경우 사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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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으므로, 30평형대는 12.11㎡에서 40평형대는 12.71㎡, 50평형대는

13.97㎡, 60평형대는 15.92㎡으로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림3-55>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침실당 평균 면적 변화 추이

소결

이와 같이<표3-7>를 보면, 20평형대의 면적은 28.26㎡, 비율은

43.13%, 30평형대의 면적은 35.97㎡, 비율은 41.88%, 40평형대의 면적은

50.78㎡, 비율은 42.12%, 50평형대의 면적은 59.78㎡, 비율은 40.59%, 60

평형대의 면적은 73.34㎡, 비율은 41.26%으로 나타났다. 평형대가 커질수

록 침실합계 면적의 실제크기가 커짐을 쉽게 알수 있지만, 비율은 전체

적으로 40%대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전체공간에서 침

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형대에 걸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결과ㅏ는 평형대가 커질수록 침실개수가 증가하고, 주침실(안방)공간

의 내실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48)

또한, 김수현(1999)의 연구결과 침실이 전체 평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단

위주거내 침실공간이 절대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49)

48) 김수암. 집합주택 단위평면유형의 고정화 현상에 관한 연구(Ⅰ): 민간아파트를 중심으

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2
49) 김수현. 아파트 단위평면의 유형별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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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주침실(안방)

전체 침실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주침실(안방)의 면적과 비율

을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표3-8>와 같다.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주침실(안방)

이 차지하는 면적은 평균 18.05㎡, 비율은 평균 15.47%의 값을 갖는다.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주침실(안방)의 면적은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

쳐 약 0.59㎡ 줄어 들었으며, 비율은 약 1.05%로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3-8> 연도별 주침실(안방) 면적 및 비율의 변화

평형/

년도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60평형 계

1970 - - 17.47㎡ 21.21% 16.57㎡ 14.00% 17.49㎡ 12.05% 22.56㎡ 12.49% 18.52㎡ 14.94%

1980 14.55㎡ 22.04% 17.42㎡ 20.51% 20.83㎡ 15.82% 19.85㎡ 13.12% 20.17㎡ 11.86% 18.56㎡ 16.67%

1990 13.68㎡ 21.08% 17.22㎡ 20.06% 17.10㎡ 14.49% 20.25㎡ 13.21% 22.26㎡ 11.84% 18.10㎡ 16.14%

2000 12.18㎡ 18.91% 15.50㎡ 17.93% 17.27㎡ 15.28% 19.30㎡ 13.86% 21.55㎡ 12.48% 17.16㎡ 15.69%

2010 - - 15.20㎡ 16.81% 15.88㎡ 13.52% 18.18㎡ 12.46% 22.47㎡ 12.78% 17.93㎡ 13.89%

계 13.47㎡ 20.68% 16.56㎡ 19.30% 17.53㎡ 14.62% 19.01㎡ 12.94% 21.80㎡ 12.29% 　 　

(1) 20평형(66~99㎡)대의 경우

한편,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그림3-56>, 20평형(66~99㎡)의 경우 주침

실(안방) 면적은 197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으므로, 1980년대에는 평균

14.55㎡, 1990년대에는 평균 13.68㎡, 2000년대 평균 12.18㎡로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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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6> 단지별, 연도별, 20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80년대에는 평균 22.04%, 1990년대에는 평균 21.08%, 2000년

대 평균 18.91%로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57>

<그림3-57> 단지별, 연도별, 20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비율 변화 추이

(2)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30평형대(99~132㎡)의 경우<그림3-58>, 조사대상 기간중 주침실(안방)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17.47㎡, 1980년대에는 평균 17.42㎡, 1990년대

에는 평균 17.22㎡, 2000년대에는 평균 15.50㎡, 2010년대에는 평균 15.20

㎡로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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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8>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21.21%, 1980년대에는 평균 20.51%, 1990년

대에는 평균 20.06%, 2000년대에는 평균 17.93%, 2010년대에는 평균

16.81%로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59>

<그림3-59>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비율 변화 추이

(3)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40평형대(132~165㎡)의 경우<그림3-60>, 조사대상 기간중 주침실(안

방)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16.57㎡, 1980년대에는 평균 20.83㎡, 1990

년대에는 평균 17.10㎡, 2000년대에는 평균 17.27㎡, 2010년대에는 평균

15.8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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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0>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14.00%, 1980년대에는 평균 15.82%, 1990년

대에는 평균 14.49%, 2000년대에는 평균 15.28%, 2010년대에는 평균

13.5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61>

<그림3-61>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비율 변화 추이

(4) 50평형대(165~198㎡)대의 경우

50평형대(165~198㎡)의 경우<그림3-62>, 조사대상 기간중 주침실(안

방)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17.49㎡, 1980년대에는 평균 19.85㎡, 1990

년대에는 평균 20.25㎡, 2000년대에는 평균 19.30㎡, 2010년대에는 평균

18.1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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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2>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12.05%, 1980년대에는 평균 13.12%, 1990년

대에는 평균 13.21%, 2000년대에는 평균 13.86%, 2010년대에는 평균

12.46%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63>

<그림3-63>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비율 변화 추이

(5) 60평형대(198~231㎡)대의 경우

60평형대(198~231㎡)의 경우<그림3-64>, 조사대상 기간중 주침실(안

방)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22.56㎡, 1980년대에는 평균 20.17㎡, 1990

년대에는 평균 22.26㎡, 2000년대에는 평균 21.55㎡, 2010년대에는 평균

22.47㎡로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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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4> 단지별, 연도별, 60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12.49%, 1980년대에는 평균 11.86%, 1990년

대에는 평균 11.84%, 2000년대에는 평균 12.48%, 2010년대에는 평균

12.78%로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65>

<그림3-65> 단지별, 연도별, 60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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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요약하면,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주

침실(안방)이 차지하는 면적은<그림3-66> 1970년대에는 평균 18.52㎡,

1980년대에는 평균 18.56㎡, 1990년대에는 평균 18.10㎡, 2000년대에는 평

균 17.16㎡, 2010년대에는 평균 17.93㎡이고, 비율은<그림3-67> 1970년

대에는 평균 14.94%, 1980년대에는 평균 16.67%, 1990년대에는 평균

16.14%, 2000년대에는 평균 15.69%, 2010년대에는 평균 13.80%의 값을

갖는다. 대체로 주거면적의 증가에 따라 주침실(안방) 면적 및 비율은 줄

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3-66>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면적 변화 추이

<그림3-67>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비율 변화 추이



- 87 -

반면, 평형대별로 살펴보면<그림3-68>, 주침실(안방) 면적은 20평형대

에는 평균 13.47㎡, 30평형대에는 평균 16.56㎡, 40평형대에는 17.53㎡, 50

평형대에는 19.01㎡, 60평형대에는 21.80㎡로 증가하고, 비율은 20평형대

에는 평균 20.68%, 30평형대에는 평균 19.30%, 40평형대에는 14.62%, 50

평형대에는 12.94%, 60평형대에는 12.29%로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형대가 커질수록 거실면적은 증가하지만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68> 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면적 및 비율의 변화 추이

한편, 침실합계면적에 대한 주침실(안방)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표

3-8>, 1980년대 20평형의 경우 침실합계면적은 28.29㎡이고 주침실(안

방)은 14.55㎡이고, 30평형의 경우 침실합계면적은 37.94㎡이고 주침실

(안방)은 17.42㎡으로 전체침실면적의 1/2정도이고, 40평형의 경우 침실

합계면적은 64.19㎡이고 주침실(안방)은 20.83㎡, 50평형의 경우 침실합

계면적은 69.36㎡이고 주침실(안방)은 19.85㎡, 60평형의 경우 침실합계

면적은 70.76㎡이고 주침실(안방)은 20.17㎡으로 1/3정도를 점유하고 있

다. 그러나 이렇게 주침실(안방)이 침실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가운데 침

실전체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주침실(안방)의 비율이 일정수준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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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을 보면, 전용면적의 증가 현상속에서 다른 침실의 크기가 월

등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세대당 주거면적의 증가에 비례하여 주침실(안방) 면적이 다

른 침실에 비하여 큰 현상은 전통적으로 가부장 중심제에서 유래된 안방

중심의 주거생활에 익숙해 있던 주거의식이 아파트라는 서구식 주거팬턴

에서도 주침실(안방)의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3.4 욕실

생리위생 공간 차원을 넘어서 휴식의 개념까지도 지니고 있는 욕실공

간(공동욕실, 부부욕실)의 면적 및 비율을 평형대별로 살펴보면<표3-9>,

<표3-10>와 같다.

3.3.4.1 공동욕실

공동욕실의 면적과 비율을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표3-9>와 같다. 조

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공동욕실이 차지

하는 면적은 평균 4.75㎡이고, 비율은 평균 4.19%의 값을 갖는다.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공동욕실의 면적은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약 0.65㎡ 커졌으며, 비율은 약 0.35%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3-9> 연도별 공동욕실 면적 및 비율의 변화

평형/년

도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60평형 계

1970 - - 4.40㎡ 5.34% 4.53㎡ 3.83% 5.09㎡ 3.51% 4.56㎡ 2.52% 4.64㎡ 3.80%

1980 4.52㎡ 6.84% 4.64㎡ 5.46% 4.56㎡ 3.47% 4.70㎡ 3.09% 4.98㎡ 2.93% 4.68㎡ 4.36%

1990 4.52㎡ 6.98% 4.18㎡ 4.86% 5.06㎡ 4.32% 5.02㎡ 3.29% 4.78㎡ 2.54% 4.71㎡ 4.40%

2000 3.98㎡ 6.22% 4.06㎡ 4.70% 4.43㎡ 3.92% 4.87㎡ 3.50% 4.91㎡ 2.85% 4.45㎡ 4.24%

2010 - - 4.37㎡ 4.90% 5.33㎡ 4.57% 5.32㎡ 3.64% 6.17㎡ 3.51% 5.29㎡ 4.15%

계 4.34㎡ 6.68% 4.33㎡ 5.05% 4.78㎡ 4.02% 5.00㎡ 3.41% 5.08㎡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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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평형(66~99㎡)대의 경우

한편,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그림3-69>, 20평형(66~99㎡)의 경우 공동

욕실 면적은 197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으므로, 1980년대에는 평균 4.52

㎡, 1990년대에는 평균 4.52㎡, 2000년대 평균 3.98㎡로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69> 단지별, 연도별, 20평형대별 공동욕실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80년대에는 평균 6.84%, 1990년대에는 평균 6.98%, 2000년대

평균 6.22%로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70>

<그림3-70> 단지별, 연도별, 20평형대별 공동욕실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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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30평형대(99~132㎡)의 경우<그림3-71>, 조사대상 기간중 공동욕실 면

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4.40㎡, 1980년대에는 평균 4.64㎡, 1990년대에는

평균 4.18㎡, 2000년대에는 평균 4.06㎡, 2010년대에는 평균 4.37㎡로 줄

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71>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공동욕실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5.34%, 1980년대에는 평균 5.46%, 1990년대

에는 평균 4.86%, 2000년대에는 평균 4.70%, 2010년대에는 평균 4.90%로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72>

<그림3-72>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공동욕실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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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40평형대(132~165㎡)의 경우<그림3-73>, 조사대상 기간중 공동욕실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4.53㎡, 1980년대에는 평균 4.56㎡, 1990년대에

는 평균 5.06㎡, 2000년대에는 평균 4.43㎡, 2010년대에는 평균 5.3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73>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공동욕실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3.83%, 1980년대에는 평균 3.47%, 1990년대

에는 평균 4.32%, 2000년대에는 평균 3.92%, 2010년대에는 평균 4.5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74>

<그림3-74>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공동욕실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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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평형대(165~198㎡)대의 경우

50평형대(165~198㎡)의 경우<그림3-75>, 조사대상 기간중 공동욕실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5.09㎡, 1980년대에는 평균 4.70㎡, 1990년대에

는 평균 5.02㎡, 2000년대에는 평균 4.87㎡, 2010년대에는 평균 5.3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75>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공동욕실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3.51%, 1980년대에는 평균 3.09%, 1990년대

에는 평균 3.29%, 2000년대에는 평균 3.50%, 2010년대에는 평균 3.6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76>

<그림3-76>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공동욕실 비율 변화 추이



- 93 -

(5) 60평형대(198~231㎡)대의 경우

60평형대(198~231㎡)의 경우<그림3-77>, 조사대상 기간중 공동욕실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4.56㎡, 1980년대에는 평균 4.98㎡, 1990년대에

는 평균 4.78㎡, 2000년대에는 평균 4.91㎡, 2010년대에는 평균 6.1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77> 단지별, 연도별, 60평형대별 공동욕실 면적 변화 추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2.52%, 1980년대에는 평균 2.93%, 1990년대

에는 평균 2.54%, 2000년대에는 평균 2.85%, 2010년대에는 평균 3.5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78>

<그림3-78> 단지별, 연도별, 60평형대별 공동욕실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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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요약하면,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공

동욕실이 차지하는 면적은<그림3-79> 1970년대에는 평균 4.64㎡, 1980

년대에는 평균 4.68㎡, 1990년대에는 평균 4.71㎡, 2000년대에는 평균

4.45㎡, 2010년대에는 평균 5.29㎡이고, 비율은<그림3-80> 1970년대에는

평균 3.80%, 1980년대에는 평균 4.36%, 1990년대에는 평균 4.40%, 2000

년대에는 평균 4.24%, 2010년대에는 평균 4.15%의 값을 갖는다. 대체로

주거면적의 증가에 따라 공동욕실 면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그림3-79>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공동욕실 면적 변화 추이

<그림3-80>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공동욕실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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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평형대별로 살펴보면<그림3-81>, 공동욕실 면적은 20평형대에

는 4.34㎡, 30평형대에는 4.33㎡, 40평형대에는 4.78㎡, 50평형대에는 5.00

㎡, 60평형대에는 5.08㎡로 소폭 증가하고, 비율은 20평형대에는 6.68%,

30평형대에는 5.05%, 40평형대에는 4.02%, 50평형대에는 3.41%, 60평형

대에는 2.87%로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형대가 커질수록 공동욕실

면적은 증가하지만 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81> 평형대별 공동욕실 면적 및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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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부부욕실

부부욕실의 면적과 비율을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표3-10>와 같다. 조

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부부욕실이 차지

하는 면적은 평균 5.60㎡이고, 비율은 평균 4.28%의 값을 갖는다.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부부욕실의 면적은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약 2.17㎡ 커졌으며, 비율은 약 2.04%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3-10> 연도별 부부욕실 면적 및 비율의 변화

평형/년

도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60평형 계

1970 - - - - 4.47㎡ 3.79% 5.32㎡ 3.67% 6.44㎡ 3.56% 5.41㎡ 3.67%

1980 - - 3.56㎡ 4.20% 4.64㎡ 3.52% 4.87㎡ 3.20% 5.67㎡ 3.33% 4.68㎡ 3.56%

1990 2.68㎡ 3.55% 3.28㎡ 3.78% 4.95㎡ 4.16% 6.65㎡ 4.30% 8.26㎡ 4.40% 5.16㎡ 4.04%

2000 2.82㎡ 4.20% 4.11㎡ 4.76% 5.06㎡ 4.49% 5.64㎡ 4.03% 8.11㎡ 4.71% 5.15㎡ 4.44%

2010 - - 5.14㎡ 5.57% 6.84㎡ 5.80% 8.84㎡ 6.05% 9.51㎡ 5.41% 7.58㎡ 5.71%

계 2.75㎡ 3.88% 4.02㎡ 4.58% 5.19㎡ 4.35% 6.26㎡ 4.25% 7.60㎡ 4.28% 　 　

(1) 20평형(66~99㎡)대의 경우

한편,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그림3-82>, 20평형(66~99㎡)의 경우 부부

욕실 면적은 1970년, 198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으므로, 1990년대에는 평

균 2.68㎡, 2000년대 평균 2.8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82> 단지별, 연도별, 20평형대별 부부욕실 면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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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970년, 198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으므로, 1990년대에는 평균

3.55%, 2000년대 평균 4.20%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

3-83>

<그림3-83> 단지별, 연도별, 20평형대별 부부욕실 비율 변화 추이

(2)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30평형대(99~132㎡)의 경우<그림3-84>, 조사대상 기간중 부부욕실 면

적은 197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으므로, 1980년대에는 평균 3.56㎡, 1990

년대에는 평균 3.28㎡, 2000년대에는 평균 4.11㎡, 2010년대에는 평균

5.1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84>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부부욕실 면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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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97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으므로, 1980년대에는 평균 4.20%,

1990년대에는 평균 3.78%, 2000년대에는 평균 4.76%, 2010년대에는 평균

5.5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85>

<그림3-85>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부부욕실 비율 변화 추이

(3)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40평형대(132~165㎡)의 경우<그림3-86>, 조사대상 기간중 부부욕실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4.47㎡, 1980년대에는 평균 4.64㎡, 1990년대에

는 평균 4.95㎡, 2000년대에는 평균 5.06㎡, 2010년대에는 평균 6.8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86>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부부욕실 면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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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3.79%, 1980년대에는 평균 3.52%, 1990년대

에는 평균 4.16%, 2000년대에는 평균 4.49%, 2010년대에는 평균 5.80%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87>

<그림3-87>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부부욕실 비율 변화 추이

(4) 50평형대(165~198㎡)대의 경우

50평형대(165~198㎡)의 경우<그림3-88>, 조사대상 기간중 부부욕실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5.32㎡, 1980년대에는 평균 4.87㎡, 1990년대에

는 평균 6.65㎡, 2000년대에는 평균 5.64㎡, 2010년대에는 평균 8.8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88>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부부욕실 면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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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3.67%, 1980년대에는 평균 3.20%, 1990년대

에는 평균 4.30%, 2000년대에는 평균 4.03%, 2010년대에는 평균 6.05%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89>

<그림3-89>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부부욕실 비율 변화 추이

(5) 60평형대(198~231㎡)대의 경우

60평형대(198~231㎡)의 경우<그림3-90>, 조사대상 기간중 부부욕실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6.44㎡, 1980년대에는 평균 5.67㎡, 1990년대에

는 평균 8.26㎡, 2000년대에는 평균 8.11㎡, 2010년대에는 평균 9.5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90> 단지별, 연도별, 60평형대별 부부욕실 면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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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3.56%, 1980년대에는 평균 3.33%, 1990년대

에는 평균 4.40%, 2000년대에는 평균 4.71%, 2010년대에는 평균 5.4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91>

<그림3-91> 단지별, 연도별, 60평형대별 부부욕실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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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요약하면,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부

부욕실이 차지하는 면적은<그림3-92> 1970년대에는 평균 5.41㎡, 1980

년대에는 평균 4.68㎡, 1990년대에는 평균 5.16㎡, 2000년대에는 평균

5.15㎡, 2010년대에는 평균 7.58㎡이고, 비율은<그림3-93> 1970년대에는

평균 3.67%, 1980년대에는 평균 3.56%, 1990년대에는 평균 4.04%, 2000

년대에는 평균 4.44%, 2010년대에는 평균 5.71%의 값을 갖는다. 대체로

주거면적의 증가에 따라 부부욕실 면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그림3-92>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부부욕실 면적 변화 추이

<그림3-93>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부부욕실 비율 변화 추이



- 103 -

반면, 평형대별로 살펴보면<그림3-94>, 부부욕실 면적은 20평형대에

는 2.75㎡, 30평형대에는 4.02㎡, 40평형대에는 5.19㎡, 50평형대에는 6.26

㎡, 60평형대에는 7.60㎡로 대폭 증가하고, 비율은 20평형대에는 3.88%,

30평형대에는 4.58%, 40평형대에는 4.35%, 50평형대에는 4.25%, 60평형

대에는 5.28%로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형대가 커질수록 부부욕실

면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94> 평형대별 부부욕실 면적 및 비율 변화 추이

전반적으로 20평형대, 30평형대에서는 공동욕실의 면적은 4.34㎡, 4.33

㎡으로 부부욕실의 면적 2.75㎡, 4.02㎡보다 크게 계획되고 있으나 40평

형대, 50평형대, 60평형대에서는 공동욕실의 면적은 4.78㎡, 5.00㎡, 5.08

㎡보다 부부욕실의 면적은 5.19㎡, 6.26㎡, 7.60㎡으로 더 크게 계획된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부부전용생활공간이 중요시되면서 부부전용욕실

내에 심신의 피로 회복과 휴식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월풀 욕조와 세면대

화장실 분리사용 등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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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현관

주택의 내-외부를 경계짓는 곳인 현관의 면적과 비율을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표3-11>와 같다.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현관이 차지

하는 면적은 평균 4.45㎡이고, 비율은 평균 3.71%의 값을 갖는다.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현관의 면적은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약

4.35㎡ 커졌으며, 비율은 약 3.11%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표3-11> 연도별 현관 면적 및 비율의 변화

평형/년도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60평형 계

1970 - - 2.63㎡ 3.19% 3.05㎡ 2.63% 2.35㎡ 1.62% 2.55㎡ 1.41% 2.64㎡ 2.21%

1980 2.05㎡ 3.10% 2.07㎡ 2.43% 2.60㎡ 1.97% 2.76㎡ 1.82% 2.68㎡ 1.58% 2.43㎡ 2.18%

1990 2.13㎡ 3.29% 2.13㎡ 2.48% 3.22㎡ 2.72% 4.19㎡ 2.75% 4.61㎡ 2.45% 3.25㎡ 2.74%

2000 3.68㎡ 5.63% 5.60㎡ 6.48% 8.05㎡ 7.12% 8.35㎡ 5.98% 9.00㎡ 5.23% 6.93㎡ 6.09%

2010 - - 4.83㎡ 5.24% 7.11㎡ 6.05% 7.64㎡ 5.21% 8.38㎡ 4.77% 6.99㎡ 5.32%

계 2.62㎡ 4.01% 3.45㎡ 3.96% 4.81㎡ 4.10% 5.06㎡ 3.48% 5.44㎡ 3.09% 　 　

(1) 20평형(66~99㎡)대의 경우

한편,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그림3-95>, 20평형(66~99㎡)의 경우 현관

면적은 1970년대, 2010년댕에는 사례수가 없으므로, 1980년대에는 평균

2.05㎡, 1990년대에는 평균 2.13㎡, 2000년대 평균 3.68㎡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볼 수 있다.

<그림3-95> 단지별, 연도별, 20평형대별 현관 면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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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970년대, 2010년댕에는 사례수가 없으므로, 1980년대에는 평균

3.10㎡, 1990년대에는 평균 3.29%, 2000년대 평균 5.63%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볼 수 있다. <그림3-96>

<그림3-96> 단지별, 연도별, 20평형대별 현관 비율 변화 추이

(2)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30평형대(99~132㎡)의 경우<그림3-97>, 조사대상 기간중 현관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2.63㎡, 1980년대에는 평균 2.07㎡, 1990년대에는 평균

2.13㎡, 2000년대에는 평균 5.60㎡, 2010년대에는 평균 4.8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97>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현관 면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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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3.19%, 1980년대에는 평균 2.43%, 1990년대

에는 평균 2.48%, 2000년대에는 평균 6.48%, 2010년대에는 평균 5.2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98>

<그림3-98>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현관 비율 변화 추이

(3)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40평형대(132~165㎡)의 경우<그림3-99>, 조사대상 기간중 현관 면적

은 1970년대에는 평균 3.05㎡, 1980년대에는 평균 2.60㎡, 1990년대에는

평균 3.22㎡, 2000년대에는 평균 8.05㎡, 2010년대에는 평균 7.11㎡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99>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현관 면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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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2.63%, 1980년대에는 평균 1.97%, 1990년대

에는 평균 2.72%, 2000년대에는 평균 7.12%, 2010년대에는 평균 6.05%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100>

<그림3-100>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현관 비율 변화 추이

(4) 50평형대(165~198㎡)대의 경우

50평형대(165~198㎡)의 경우<그림3-101>, 조사대상 기간중 현관 면적

은 1970년대에는 평균 2.35㎡, 1980년대에는 평균 2.76㎡, 1990년대에는

평균 4.19㎡, 2000년대에는 평균 8.35㎡, 2010년대에는 평균 7.64㎡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101>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현관 면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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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1.62%, 1980년대에는 평균 1.82%, 1990년대

에는 평균 2.75%, 2000년대에는 평균 5.98%, 2010년대에는 평균 5.2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102>

<그림3-102>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현관 비율 변화 추이

(5) 60평형대(198~231㎡)대의 경우

60평형대(198~231㎡)의 경우<그림3-103>, 조사대상 기간중 현관 면적

은 1970년대에는 평균 2.55㎡, 1980년대에는 평균 2.68㎡, 1990년대에는

평균 4.61㎡, 2000년대에는 평균 9.00㎡, 2010년대에는 평균 8.38㎡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103> 단지별, 연도별, 60평형대별 현관 면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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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1.41%, 1980년대에는 평균 1.58%, 1990년대

에는 평균 2.45%, 2000년대에는 평균 5.23%, 2010년대에는 평균 4.7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104>

<그림3-104> 단지별, 연도별, 60평형대별 현관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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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요약하면,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현

관이 차지하는 면적은<그림3-105> 1970년대에는 평균 2.64㎡, 1980년대

에는 평균 2.43㎡, 1990년대에는 평균 3.25㎡, 2000년대에는 평균 6.93㎡,

2010년대에는 평균 6.99㎡이고, 비율은<그림3-106> 1970년대에는 평균

2.21%, 1980년대에는 평균 2.18%, 1990년대에는 평균 2.74%, 2000년대에

는 평균 6.09%, 2010년대에는 평균 5.32%의 값을 갖는다. 대체로 주거면

적의 증가에 따라 현관 면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3-105>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현관 면적 변화 추이

<그림3-106>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현관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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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평형대별로 살펴보면<그림3-107>, 현관 면적은 20평형대에는

2.62㎡, 30평형대에는 3.45㎡, 40평형대에는 4.81㎡, 50평형대에는 5.06㎡,

60평형대에는 5.44㎡로 대폭 증가하고, 비율은 20평형대에는 4.01%, 30평

형대에는 3.96%, 40평형대에는 4.10%, 50평형대에는 3.48%, 60평형대에

는 3.09%로 소폭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형대가 커질수록 현관 면

적은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소폭 줄어들어지

만 약 1%의 차이를 갖고 있다.

<그림3-107> 평형대별 현관 면적 및 비율의 변화 추이

한편, 각 평형대의 차이가 다른 공간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관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비교적 단순하고 머

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만을 제공해주는 결과이

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규모의 제약 때문에 실용적 기능이 비교적 적

은 현관이 축소되어 주거 내 여러 공간 중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 공간이 지닌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있다. 그러

나 현관은 그 공간의 독립성에 의해 내부와 외부사이의 완충지대가 되어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심리적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50)

50) 渡遍武信. 아파트 모델하우스 비평을 위한 이론적 접근.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9호.

1997



- 112 -

1996년에 고시된 철근콘크리트 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설계기준에 안

목치적용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및 설계방법이 1997년부터 시행되고

1998년부터 안목치수로 전용면적을 산정하게 되면서, 아파트단위세대 평

면계획에서 현관전실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안목치수의 적용은 주

택자재의 모듈화를 위하여 규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아파트

계획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전용공간 중시경향을 최대한 만족시켜주는

기준이 되었다. 안목치수의 사용으로 실질적인 전용면적이 증가하면서

공용면적에 해당되는 현관전실을 수요자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 동

일한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줄여가면서까지 공용면적이 늘어나는 현

관전실을 선호하지 않았을 것이다. 1997년 IMF 이후 아파트 미분양 사

태가 일어나면서 주택업체들의 분양경쟁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가장 집

중되어 있던 단위평면계획이 타업체들에 대해 수요자를 선점하기 위한

주된 제품전략으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안목치수의 적용 규제하에서 현

관전실은 거주자들의 다양한 주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차별화 평면계획

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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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드레스룸

드레스룸의 면적과 비율을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표3-12>와 같다. 조

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드레스룸이 차지

하는 면적은 평균 5.52㎡이고, 비율은 평균 3.76%의 값을 갖는다.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드레스룸의 면적은 조사대상 기간에 걸쳐 약

2.53㎡ 커졌으며, 비율은 약 2.51%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표3-12> 연도별 드레스룸 면적 및 비율의 변화

평형/년도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60평형 계

1970 - - - - - - 3.52㎡ 2.43% 6.09㎡ 3.37% 4.81㎡ 2.90%

1980 - - - - - - 3.50㎡ 2.29% 3.78㎡ 2.22% 3.64㎡ 2.26%

1990 - - - - - - 6.52㎡ 4.33% 4.83㎡ 2.57% 5.68㎡ 3.45%

2000 - - 3.93㎡ 4.55% 4.83㎡ 4.28% 7.27㎡ 5.21% 8.56㎡ 5.02% 6.15㎡ 4.76%

2010 - - 3.78㎡ 4.17% 6.72㎡ 5.71% 9.01㎡ 6.15% 9.84㎡ 5.60% 7.34㎡ 5.41%

계 - - 3.86㎡ 4.36% 5.78㎡ 5.00% 5.96㎡ 4.08% 6.62㎡ 3.76% 　 　

(2)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30평형대(99~132㎡)의 경우<그림3-108>, 조사대상 기간중 드레스룸

면적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으므로, 2000년대

에는 평균 3.93㎡, 2010년대에는 평균 3.7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108>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드레스룸 면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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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으므로, 2000년

대에는 평균 4.55%, 2010년대에는 평균 4.1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109>

<그림3-109>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드레스룸 비율 변화 추이

(3)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40평형대(132~165㎡)의 경우<그림3-110>, 조사대상 기간중 드레스룸

면적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으므로, 2000년대

에는 평균 4.83㎡, 2010년대에는 평균 6.7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110>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드레스룸 면적 변화 추이



- 115 -

비율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으므로, 2000년

대에는 평균 4.28%, 2010년대에는 평균 5.7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111>

<그림3-111>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드레스룸 비율 변화 추이

(4) 50평형대(165~198㎡)대의 경우

50평형대(165~198㎡)의 경우<그림3-112>, 조사대상 기간중 드레스룸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3.52㎡, 1980년대에는 평균 3.50㎡, 1990년대에

는 평균 6.52㎡, 2000년대에는 평균 7.27㎡, 2010년대에는 평균 9.0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112>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드레스룸 면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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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2.43%, 1980년대에는 평균 2.29%, 1990년대

에는 평균 4.33%, 2000년대에는 평균 5.21%, 2010년대에는 평균 6.15%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113>

<그림3-113>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드레스룸 비율 변화 추이

(5) 60평형대(198~231㎡)대의 경우

60평형대(198~231㎡)의 경우<그림3-114>, 조사대상 기간중 드레스룸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6.09㎡, 1980년대에는 평균 3.78㎡, 1990년대에

는 평균 4.83㎡, 2000년대에는 평균 8.56㎡, 2010년대에는 평균 9.8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114> 단지별, 연도별, 60평형대별 드레스룸 면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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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3.37%, 1980년대에는 평균 2.22%, 1990년대

에는 평균 2.57%, 2000년대에는 평균 5.02%, 2010년대에는 평균 5.60%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115>

<그림3-115> 단지별, 연도별, 60평형대별 드레스룸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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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드레스룸이

차지하는 면적은<그림3-116> 1970년대에는 평균 4.81㎡, 1980년대에는

평균 3.64㎡, 1990년대에는 평균 5.68㎡, 2000년대에는 평균 6.15㎡, 2010

년대에는 평균 7.34㎡이고, 비율은<그림3-117> 1970년대에는 평균

2.90%, 1980년대에는 평균 2.26%, 1990년대에는 평균 3.45%, 2000년대에

는 평균 4.76%, 2010년대에는 평균 5.41%의 값을 갖는다. 대체로 주거면

적의 증가에 따라 드레스룸 면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그림3-116>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드레스룸 면적 변화 추이

<그림3-117> 단지별, 연도별, 평형대별 드레스룸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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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각 평형대별로 살펴보면<그림

3-118>, 드레스룸 면적은 20평형대에는 사례가 없었으며, 30평형대에는

3.86㎡, 40평형대에는 5.78㎡, 50평형대에는 5.96㎡, 60평형대에는 6.62㎡

로 증가하고, 비율은 30평형대에는 4.36%, 40평형대에는 5.00%, 50평형

대에는 4.08%, 60평형대에는 3.76%로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형대

가 커질수록 드레스룸 면적은 증가하지만 비율은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3-118> 평형대별 드레스룸 면적 및 비율 변화 추이

20평형대에서는 공간상의 제약으로 드레스룸의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

음을 알 수 있었으며, 30평형대 이상부터는 규모가 증가하면서 드레스룸

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40평형대, 50평형대, 60

평형대에서만 사용되던 드레스룸이 최근에는 30평형에서도 적용되는 등

동일평면의 하향현상51)이 안방의 부속실에서도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택의 면적대가 증가할수록 수납시설의 설치가 활발하며, 규모

또한 증가한다는 배정민 외(2001)의 연구와 같이 브랜드 아파트 역시 수

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 김수암, 우리나라 공동주택 평면의 변화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 13권 2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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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소결

1. 거실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용면적에서 거실이 차지

하는 면적은 31.94㎡이고 비율은 25.98%이다. 연도별로 보면 거실 면적

은 1970년대에는 평균 31.34㎡, 1980년대에는 평균 28.62㎡, 1990년대에는

평균 32.47㎡, 2000년대에는 평균 33.96㎡, 2010년대에는 평균 33.96㎡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24.42%, 1980

년대에는 평균 24.02%, 1990년대에는 평균 26.48%, 2000년대에는 평균

28.87%, 2010년대에는 평균 26.09%의 값을 갖는다. 대체로 주거면적의

증가에 따라 거실 면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한편, 평

형별로 보면 거실 면적은 20평형대에는 평균 17.33㎡, 30평형대에는 평균

23.35㎡, 40평형대에는 32.33㎡, 50평형대에는 37.81㎡, 60평형대에는

42.87㎡로 증가하고, 비율은 20평형대에는 평균 26.21%, 30평형대에는 평

균 27.18%, 40평형대에는 26.94%, 50평형대에는 25.77%, 60평형대에는

24.76%로 줄어들고 있다. 대체로 평형대가 커질수록 거실면적은 증가하

지만, 오히려 비율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침실수를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가족 커뮤니티 공간을 중요시하는 사회현상, 거주

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설비의 발전 등 요인으로 거실 위주의 생활

이 되어가고 있음으로 판단된다.

2. 주방/식당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주방/식당이

차지하는 면적은 평균 17.63㎡, 비율은 평균 14.05%이다. 연도별로 보면

주방/식당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16.37㎡, 1980년대에는 평균 18.05

㎡, 1990년대에는 평균 20.03㎡, 2000년대에는 평균 15.69㎡, 2010년대에

는 18.00㎡이고,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11.52%, 1980년대에는 평균

15.01%, 1990년대에는 평균 16.51%, 2000년대에는 평균 13.75%, 2010년

대에는 평균 13.47%의 값을 갖는다. 한편 평형별로 보면, 주방/식당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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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20평형대에는 평균 10.79㎡, 30평형대에는 평균 11.53㎡, 40평형대에

는 15.58㎡, 50평형대에는 19.36㎡, 60평형대에는 28.33㎡로 증가하고, 비

율은 20평형대에는 평균 16.58%, 30평형대에는 평균 13.33%, 40평형대에

는 12.98%, 50평형대에는 13.07%, 60평형대에는 15.93%로 줄어들고 있

다. 전반적으로 평형대가 커질수록 주방/식당 면적은 증가하지만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핵 가족화, 독신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성유형이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가사의 중심역할

을 수행했던 여성의 역할변화로 주방/식당에서의 체류시간이 감소되고,

주거 내 주방/식당공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원인

이라 할 수 있다.

3. 주침실(안방)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주침실(안방)

이 차지하는 면적은 평균 18.05㎡, 비율은 평균 15.47%의 값을 갖는다.

연도별로 보면, 주침실(안방)이 차지하는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18.52㎡, 1980년대에는 평균 18.56㎡, 1990년대에는 평균 18.10㎡, 2000년

대에는 평균 17.16㎡, 2010년대에는 평균 17.93㎡이고, 비율은 1970년대에

는 평균 14.94%, 1980년대에는 평균 16.67%, 1990년대에는 평균 16.14%,

2000년대에는 평균 15.69%, 2010년대에는 평균 13.80%의 값을 갖는다.

대체로 주거면적의 증가에 따라 주침실(안방) 면적 및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평형별로 보면 주침실(안방) 면적은 20평형대

에는 평균 13.47㎡, 30평형대에는 평균 16.56㎡, 40평형대에는 17.53㎡, 50

평형대에는 19.01㎡, 60평형대에는 21.80㎡로 증가하고, 비율은 20평형대

에는 평균 20.68%, 30평형대에는 평균 19.30%, 40평형대에는 14.62%, 50

평형대에는 12.94%, 60평형대에는 12.29%로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형대가 커질수록 주침실(안방)면적은 증가하지만 비율은 줄어드는 경

향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세대당 주거면적의 증가에 비례하여 주침실

(안방) 면적이 다른 침실에 비하여 큰 현상은 전통적으로 가부장 중심제

에서 유래된 안방중심의 주거생활에 익숙해 있던 주거의식이 아파트라는



- 122 -

서구식 주거팬턴에서도 주침실(안방)의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욕실

공동욕실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

에서 공동욕실이 차지하는 면적은 평균 4.75㎡이고, 비율은 평균 4.19%

의 값을 갖는다. 연도별로 보면 공동욕실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4.64

㎡, 1980년대에는 평균 4.68㎡, 1990년대에는 평균 4.71㎡, 2000년대에는

평균 4.45㎡, 2010년대에는 평균 5.29㎡이고,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3.80%, 1980년대에는 평균 4.36%, 1990년대에는 평균 4.40%, 2000년대에

는 평균 4.24%, 2010년대에는 평균 4.15%의 값을 갖는다. 대체로 주거면

적의 증가에 따라 공동욕실 면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한편, 평형대별로 보면 공동욕실 면적은 20평형대에는 4.34㎡, 30평형

대에는 4.33㎡, 40평형대에는 4.78㎡, 50평형대에는 5.00㎡, 60평형대에는

5.08㎡로 소폭 증가하고, 비율은 20평형대에는 6.68%, 30평형대에는

5.05%, 40평형대에는 4.02%, 50평형대에는 3.41%, 60평형대에는 2.87%로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형대가 커질수록 공동욕실 면적은 증가하

지만 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부부욕실의 경우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

에서 부부욕실이 차지하는 면적은 평균 5.60㎡이고, 비율은 평균 4.28%

의 값을 갖는다. 연도별로 보면 부부욕실이 차지하는 면적은 1970년대에

는 평균 5.41㎡, 1980년대에는 평균 4.68㎡, 1990년대에는 평균 5.16㎡,

2000년대에는 평균 5.15㎡, 2010년대에는 평균 7.58㎡이고, 비율은 1970년

대에는 평균 3.67%, 1980년대에는 평균 3.56%, 1990년대에는 평균

4.04%, 2000년대에는 평균 4.44%, 2010년대에는 평균 5.71%의 값을 갖는

다. 대체로 주거면적의 증가에 따라 부부욕실 면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평형별로 보면 부부욕실 면적은 20평형대에는

2.75㎡, 30평형대에는 4.02㎡, 40평형대에는 5.19㎡, 50평형대에는 6.26㎡,

60평형대에는 7.60㎡로 대폭 증가하고, 비율은 20평형대에는 3.88%, 3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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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대에는 4.58%, 40평형대에는 4.35%, 50평형대에는 4.25%, 60평형대에

는 5.28%로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형대가 커질수록 부부욕실 면

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부부전

용생활공간이 중요시되면서 부부전용욕실 내에 심신의 피로 회복과 휴식

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월풀 욕조와 세면대 화장실 분리사용 등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5. 현관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현관이 차지

하는 면적은 평균 4.45㎡이고, 비율은 평균 3.71%의 값을 갖는다. 현관이

차지하는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2.64㎡, 1980년대에는 평균 2.43㎡,

1990년대에는 평균 3.25㎡, 2000년대에는 평균 6.93㎡, 2010년대에는 평균

6.99㎡이고,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2.21%, 1980년대에는 평균 2.18%,

1990년대에는 평균 2.74%, 2000년대에는 평균 6.09%, 2010년대에는 평균

5.32%의 값을 갖는다. 대체로 주거면적의 증가에 따라 현관 면적 및 비

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평형별로 보면 현관 면적은 20

평형대에는 2.62㎡, 30평형대에는 3.45㎡, 40평형대에는 4.81㎡, 50평형대

에는 5.06㎡, 60평형대에는 5.44㎡로 대폭 증가하고, 비율은 20평형대에는

4.01%, 30평형대에는 3.96%, 40평형대에는 4.10%, 50평형대에는 3.48%,

60평형대에는 3.09%로 소폭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형대가 커질수

록 현관 면적은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소폭

줄어들어지만 약 1%의 차이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6년에 고시

된 철근콘크리트 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설계기준에 안목치적용에 필요

한 용어의 정의 및 설계방법이 1997년부터 시행되고 1998년부터 안목치

수로 전용면적을 산정하게 되면서, 아파트단위세대 평면계획에서 현관전

실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요자들의 전용공간 중시경향을 반영

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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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드레스룸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공간에서 드레스룸이

차지하는 면적은 평균 5.52㎡이고, 비율은 평균 3.76%의 값을 갖는다. 연

도별로 보면 드레스룸이 차지하는 면적은 1970년대에는 평균 4.81㎡,

1980년대에는 평균 3.64㎡, 1990년대에는 평균 5.68㎡, 2000년대에는 평균

6.15㎡, 2010년대에는 평균 7.34㎡이고, 비율은 1970년대에는 평균 2.90%,

1980년대에는 평균 2.26%, 1990년대에는 평균 3.45%, 2000년대에는 평균

4.76%, 2010년대에는 평균 5.41%의 값을 갖는다. 대체로 주거면적의 증

가에 따라 드레스룸 면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평형별로 보면 드레스룸 면적은 20평형대에는 사례가 없었으며, 30평형

대에는 3.86㎡, 40평형대에는 5.78㎡, 50평형대에는 5.96㎡, 60평형대에는

6.62㎡로 증가하고, 비율은 30평형대에는 4.36%, 40평형대에는 5.00%, 50

평형대에는 4.08%, 60평형대에는 3.76%로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

형대가 커질수록 드레스룸 면적은 증가하지만 비율은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의 면적대가 증가할수록 아파트 역시 수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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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H사에서 분양된 아파트 평면의 특성 및 시대별

변화경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을 종합,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규모의 증가에 따라 깊이보다는 전면

폭의 증가가 뚜렷하여 전면폭/깊이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으로 전면향

을 확보 할 수 있는 평면형이 많이 보금되어 수요자들의 전용공간의 일

조를 중시하는 변화양상에 주택업체들이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판단된

다.

둘째, 조사대상 전 기간에 동일한 평형대에서 전면Bay가 1개씩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주동코어의 위치의 변경에 따라 최근에는 코

어의 반 정도를 주동밖으로 보내면서 동일규모에서도 전면Bay수를 증가

시키는 평면계획이 가능해졌으며, 앞에서 언급한 전면폭의 확대와 같은

개념으로 개발일도가 줄어 경제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업체들

이 채산성을 확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남향배치 선호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셋째, 주요 공간의 변화 추이에 있어서 연도별로는 주거면적의 증가에

따라 각 실 면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평형대별로 살

펴본 결과 거실의 경우 면적의 증가에 따라 비율은 오히여 줄어드는 경

향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침실수를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가족

커뮤니티 공간을 중요시하는 사회현상,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설비의 발전 등 요인으로 거실 위주의 생활이 되어가고 있음으로 판단된

다.

주방/식당의 경우 핵 가족화, 독신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성유형이 변

화하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가사의 중심역할을 수행했던 여성의 역

할변화로 주방/식당에서의 체류시간이 감소되고, 주거 내 주방/식당공간

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주방/식당의 면적은 평형의 증가에

따라 면적은 증가하지만,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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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의 경우 평형대에 따라 20평형대-3침실형, 30평형대-3침실형, 40

평형대-4침실형, 50평형대-4침실형, 60평형대-5침실형으로 주택규모에

따라 침실수가 고정화 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공간

에서 침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주침실(안

방)은 세대당 주거면적의 증가에 비려하여 다른침실에 비해 가장 큰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

욕실의 경우 동일평면의 하향현상으로 20평형대, 30평형대에서도 2개

의 욕실이 적용되었으며, 1개의 욕실이 적용되던 초반과 달리 부부전용

욕실이 도입되면서 욕실개수의 증가에 따라 욕실의 면적 및 비율은 증가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현관의 경우 거주자들의 전용공간 중시경향으로 현관부분에 전실이 생

김으로 면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드레스룸의 경

우도 부부전용생활공간의 중요시 됨에 따라, 수납공간의 부족현상을 해

결하기 위하여 면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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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H사 아파트 평면의 계획요소별

변화양상

4.1 H사 아파트 평면의 주요 항목별 변화양상

4.2 H사 아파트 평면의 종합적 변화양상

4.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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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H사 아파트 평면의 주요 항목별 변화양상

본 장에서는 H사가 설립된 1976년부터 2012년까지 30여 년간 공급된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을 구성하는 여러 수치 자료를

비교하여,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시작화되기 시작한 1970년을 기준으로

2012년 까지의 아파트 단지의 주호평면 연대기순으로 정리한 후 주요 항

목별 추이를 평균이 아니 특이점이라는 방법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

며, 연대에 따라 각 단지별 사례를 통하여 아파트라는 주거양식이 생활

문화와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았으며, 아파트 평면에 내재한 사회문화적

질서를 파악하고 향후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든 평형에 대해 면적구성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또 전부 다룰 필요도 없다고 판단되어, 본 장에서 대표적인 평형대에 대

한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앞장에서 도출한 연구결과에 의해 우선 주로 계

획되고 있는 평형대, 즉 조사대상 중 사례수가 가장 많은 30평형대, 40평

형대를 중점으로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를 제시할 평형대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하

여, 각 평형대별 사례수를 조사하여 주로 계획되고 있는 평형들을 추출

하였다. 비교적 사례수가 많은 30평형, 40평형대를 <표4-1>와 같이 기

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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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각 평형대별 사례수 및 비율

20평형대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계

- 2 2 6 12 10 4 4 9 7 56

　 - 3.57% 3.57% 10.71% 21.43% 17.86% 7.14% 7.14% 16.07% 12.50% 　

30평형대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계

2 16 38 41 30 26 7 8 4 9 181

　 1.10% 8.84% 20.99% 22.65% 16.57% 14.36% 3.87% 4.42% 2.21% 4.97% 　

40평형대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계

9 7 4 7 5 16 7 6 17 4 82

　 10.98% 8.54% 4.88% 8.54% 6.10% 19.51% 8.54% 7.32% 20.73% 4.88% 　

50평형대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계

5 16 7 5 2 6 - 1 2 10 54

　 9.26% 29.63% 12.96% 9.26% 3.70% 11.11% - 1.85% 3.70% 18.52% 　

60평형대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계

1 3 1 3 - 5 - 1 4 2 20

　 5.00% 15.00% 5.00% 15.00% - 25.00% - 5.00% 20.00% 10.00% 　

4.1.1 전면폭/깊이 비율(W/D)

(1)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전면폭/깊이의 비율을 살펴보면, 30평형대의

경우 1976년대에서는 1.10(10.00/9.10), 1982년대에는 1.08(9.73/9.29), 1994

년대에는 1.11(11.03/10.30), 2006년대에는 1.22(14.09/11.59), 2011년대에는

1.33(14.45/10.89)으로 전면폭/깊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그림4-1>

<그림4-1>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전면폭/깊이 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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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전면폭/깊이의 비율을 살펴보면, 40평형대의

경우 1976년대에서는 0.92(10.30/11.70), 1984년대에는 1.10(12.90/12.55)로

증가하였다가, 1997년대에는 0.99(11.70/11.80)로 줄어들었으며, 2002년대

에는 1.27(12.90/12.55)로 증가하고, 2011년대에는 1.59(19.14/12.04)로 대

폭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그림4-2>

<그림4-2>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전면폭/깊이 비 변화 추이

30평형대, 40평형대의 경우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전면폭/깊이

비 변화의 추세가 완만했던 것에 비해 비해 2000년대이후에는 그 변화

속도가 급격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이후 코어 형식

에 있어서 복도형에서 계단실형으로 계획되어지면서 전면 2Bay에서

3Bay내지 4Bay, 5Bay로 증가하면서 전면폭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동일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이후 서비스면적을 최대

화 시키려는 건설업체의 분양전략에 의해 주방에도 후면 발코니가 설치

되는 평면형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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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30평형대별 전면폭/깊이 비의 변화

<그림4-4> 40평형대별 전면폭/깊이 비의 변화

이러한 경향은 거주자들의 주의식의 변화에 따라 거주자들의 이전과

달리 조망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전면향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표출되기

시작하여 주택업체들이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채산성을 확보하고 사회

적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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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전면 Bay수

(1)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전면Bay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30평형대의

경우 1970년대에서는 2Bay가 약 50%, 3Bay가 약 50%로 동일한 비율

을 나타나고 있으며, 1980년대에는 2Bay가 약 96.30%, 3Bay가 약 3.70%

로 가장 많은 비율을 가졌으며, 1990년대에는 2Bay가 약 85.71%로 1980

년대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를 유지하고 있다. 반

면 3Bay는 약 14.29%로 1980년대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

어와서는 2Bay가 약 12.96%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3Bay가 약 83.33%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Bay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약

3.70%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2010년대에는 2Bay가 사라지고, 3Bay가

약 60.00%로 줄어들었으며, 4Bay가 약 40.00%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5>

<그림4-5> 30평형대별 전면Bay수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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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형대의 경우 1970년대에는 전면 두칸, 후면 두칸을 기본적인 평면

형태로 계획되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어

있다가, 1990년대에는 코어형식에 있어서 복도형식에서 계단실형으로 계

획되어 지면서 코어의 반 정도를 주동 밖으로 내보내면서 동일 규모에서

도 전면Bay수를 증가시키는 평면계획이 가능해져 전면 세칸, 후면 세칸

으로 계획되기 시작하였다.

<그림4-6> 30평형대별 전면Bay의 변화

(2)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전면Bay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40평형대의

경우 1970년대, 1980년대, 1990에는 3Bay가 100%로 전체평면에 적용되

었으며, 2000년대에는 3Bay가 약 56.10%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과반수

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4Bay, 5Bay가 동시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4Bay가 약 41.46%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5Bay는 약 2.4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대에는 3Bay가 약 20.83%로 여전히 줄어드는 것

을 볼수 있으며, 4Bay가 약 54.17%, 5Bay가 약 25.00%로 급격히 증가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7>



- 134 -

<그림4-7> 40평형대별 전면Bay의 변화 추이

40평형대의 경우 1970년대에는 주동 코어의 반 정도를 주동 밖으로 내

보내면서 전면 세칸, 후면 세칸을 기본적인 평면형태로 계획되어지고 있

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는 거주자들의 남향배치 선호경향으로 통풍과 채광이 좋은 4Bay구조로

전면에 거실, 주침실(안방)이외 침실 2개를 더 배치하였고, 2010년대에와

서는 5Bay의 평면형태까지 생기면서 전면부에 거실외, 모든 침실을 배

치하여 전면Bay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다.

<그림4-8> 40평형대별 전면Bay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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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거실

(1)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거실의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보면, 30평형대

의 경우<그림4-9> 1976년대에서는 24.46㎡, 1982년대에는 29.39㎡, 1999

년대에는 33.0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02년대에는 32.07㎡, 2011년

대에는 27.16㎡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비율은<그림4-10> 1976년대

에서는 29.74%, 1982년대에는 34.60%로 증가하였다가, 1999년대에는

34.35%, 2002년대에는 34.64%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11년대에는

31.96%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9>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거실 면적 변화 추이

<그림4-10>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거실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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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형대의 경우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2Bay52)가 주된 형

태로, 1970년대에는 평면형태가 세로형으로 전면에 거실과 주침실(안방)

으로 배치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전면폭의 확대로 세로형에서 가로형으

로 변화하면서 여전히 전면부에 거실과 주침실(안방)이 배치되었다. 그

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3Bay의 평면형식의 비중이 거지면서 대부

분의 거실과 식사실은 평면의 중앙부에 들어오면서 거실이 과거 도시형

한옥에서 마당에 위치하는 방식처럼 중심부에서 각 실로 연결되는 중심

적 공간이 되면서 거실의 면적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거주

자의 남향선호 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4Bay의 평면형식이 나타나면서, 거실 면적 및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있다. 이는 전용면적이 증가함에 따

라 거실면적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다른 실의 개수를 늘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11> 거실의 위치 변화

52) 2Bay의 비율 1970년대-50%, 1980년대-96.30%, 1990년대-85.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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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거실의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보면, 40평형대

의 경우<그림4-12> 1976년대에서는 34.18㎡, 1985년대에는 37.32㎡,

1993년대에는 37.88㎡, 2002년대에는 41.6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12년대에는 10.93㎡로 다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비율은<그림

4-13> 1976년대에서는 30.67%, 1985년대에는 28.32%로 줄어들었다가,

1993년대에는 28.39%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02년대에는 33.33%,

2012년대에는 33.10%로 다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12>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거실 면적 변화 추이

<그림4-13>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거실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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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형대의 경우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3Bay가 전체공급

평면의 100% 정도를 차지하는 40평형대의 일반적 형태로 전면에 거실,

주침실(안방), 일반침실로 구성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4Bay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전면에 거실, 주침실(안방)이외에 침실을 2개를 배치

함으로써 앞에서 말했듯이 남향배치가 가능한 실을 1개라도 더 늘림으로

써 거주자들의 남향배치 선호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거실의

면적 및 비율도 증가한 것을 볼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독자적인 라이프스타일, 합리적인 가치를 추

구를 위해서는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에 문제 삼지 않고 개인 위주

의 자유로운 주거방식과 레저 활동을 추구하면서 다양하고 개성적인 감

성으로 자신의 관심에 맞는 다양한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택업체들은 가변형 벽체나 미닫이 문 등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침실공간을 거실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족실을 도입하여 거실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공간으로 외부로부터 간섭

받지 않는 가족들만의 단란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4-14> 거실과 침실 사이 가변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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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5> 다양한 기능의 가족실 도입

또한, 평면의 배치에서는 과거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개방면이 단지 전

면 한면뿐이었으나 계단식과 더불어 최근에는 타워형 아파트가 등장하면

서 꼭 남향이 아니더라도 실내의 환기와 인근 주거환경과 도심의 경관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많아지면서 개방면이 2면 개방뿐만 아니라 3면이 개

방된 평면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4-16> 거실의 환기, 조망을 위해 2면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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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주방/식당

(1)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주방/식당의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보면, 30평

형대의 경우<그림4-17> 1976년대에서는 6.58㎡, 1988년대에는 14.84㎡,

1994년대에는 21.02㎡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2009년대에는 17.33㎡, 2012

년대에는 15.50㎡로 줄어든 것을 볼수 있다. 비율은<그림4-18> 1976년

대에서는 8.00%, 1988년대에는 17.51%, 1994년대에는 24.78%로 대폭 증

가하였다가, 2009년대에는 20.40%, 2012년대에는 14.49%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17>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주방/식당 면적 변화 추이

<그림4-18>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주방/식당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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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형대의 경우 1970년대에는 주방을 벽체 및 미닫이 문으로 독립적

인 공간으로 구획하여 사용하였다.

<그림4-19> 주방을 벽체 및 미닫이 문으로 구획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방과 식당을 통합하였고,

주방 후면에 다용도실로 사용하였던 발코니를 주방과 연계시켜 보조주방

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방/식당의 면적 및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다. 이로써 이로써 환기가 필요한 냄새가 많이 나는 요리를 할 때나 한

꺼번에 많은 음식을 준비할 때 작업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

납공간으로도 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4-20> 주방과 식당 통합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핵 가족화, 독신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성유형

이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가사의 중심역할을 수행했던 여성

의 역할변화로 부엌에서의 체류시간이 감소되고, 주거 내 주방/식당 공

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로써 부엌의 면적 및 비율

이 점차 줄어드는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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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주방/식당의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보면, 40평

형대의 경우<그림4-21> 1976년대에서는 15.21㎡, 1985년대에는 17.36㎡,

1998년대에는 21.98㎡, 2001년대에는 22.08㎡, 2012년대에는 23.34㎡로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비율은<그림4-22> 1976년대에서는 11.77%, 1985

년대에는 13.17%, 1998년대에는 19.18%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2008년대

에는 18.10%로 소폭 줄어들었으며, 2012년대에는 18.82%로 다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21>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주방/식당 면적 변화 추이

<그림4-22>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주방/식당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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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형대의 경우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L-DK형태의 평면

형식이 일반적이 되면서 앞써 말했듯이 주방 후면에 다용도실로 사용하

였던 발코니를 주방과 연계시켜 보조주방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엌의 면적

및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주방

은 비슷한 크기를 유지 하게되었으며, 배치형태에서 큰 변화가 생긴 것

을 볼 수 있다. 즉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전통주거양식에서처럼 주방/

식당의 위치가 후면의 좁은 구석진 곳에 배치되어있다가 19990년대 중반

에 들어서면서 여전히 후면에 배치되긴 하나 전체 주거공간 내 중심으로

옮겨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로

후면에만 위치하고 있던 부엌공간을 전면으로 배치하여 큰 창을 둠으로

써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게 하여, 식사를 하면서 좋은 전망을 바라볼 수

있게 배려하였다. 이는 주방을 주부만의 가사공간으로 여겼던 과거와는

달리 가족단란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주택 내 공동생활공

간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거실 옆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그림4-23> 주방/식당의 위치 변화

그리고 주방과 싱크대를 일자형 또 ㄴ자형으로 배치하던 과거와는 대

면형으로 배치함으로써 주부가 혼자 벽을 보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사적업을 하는 도중에 가족들과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의 경우에는 가사작업 중 자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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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4> 주방 식당 대면형 작업대 배치

4.1.5 주침실(안방)

(1)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주침실(안방)의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보면, 30

평형대의 경우<그림4-25> 1976년대에서는 18.28㎡, 1982년대에는 19.31

㎡, 1996년대에는 20.23㎡로 증가하였다가, 2007년대에는 17.62㎡로 줄어

들었으며, 2012년대에는 17.93㎡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비율은

<그림4-26> 1976년대에서는 22.15%, 1982년대에는 21.13%로 다소 줄었

들었다가, 1996년대에는 22.94%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07년대에는

20.82%, 2012년대에는 15.99%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25>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면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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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6>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비율 변화 추이

30평형대의 경우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주로 2Bay의 형식

으로 전면에 거실 옆에 주침실(안방)이 배치됨으로 전면폭의 확대로 거

실의 증가에 따라 주침실(안방)의 면적도 증가하긴 하였지만 거실에 비

해 변동폭이 작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면Bay수의 증가

로 3Bay의 평면형식이 나타나면서 인해 전면부에 거실, 주침실(안방)이

외에 침실 1개를 더 배치하고 부부전용생활공간이 중요시되면서 부부전

용욕실이 생김에 따라 주침실(안방)면적이 면적이 소폭 줄어들어, 전용면

적에서 안방이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침실(안방)의 기능을 다양화 시키고, 부부만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부전용공간인 주침실(안방)에 부부전용욕실 뿐만아니라 드레스

룸, 파우더룸 등의 부속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대에는 2000년대에 비해 주침실(안방)의 면적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침실(안방)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대 들어서 4Bay의 평면형태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면부에 거실, 주침실(안방)이외에 침실 2개를 더 배치함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침실과 침실이 나란히 연계되어

있어 그 사이에 가변형 벽체나 미닫이문 등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침실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가능 할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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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7> 침실과 침실 사이 가변형 벽체 설치

(2)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주침실(안방)의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보면, 40

평형대의 경우<그림4-28> 1976년대에서는 17.22㎡, 1984년대에는 22.94

㎡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1993년대에는 18.88㎡로 줄어들었으며, 2008년

대에는 20.71㎡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2012년대에는 18.05㎡로 또 다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비율은<그림4-29> 1976년대에서는 14.44%,

1984년대에는 17.00%로 증가하였다가, 1998년대에는 16.01%로 소폭 줄

어들었으며, 2008년대에는 19.24%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2011년대에는

15.08%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28>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면적 변화 추이



- 147 -

<그림4-29>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주침실(안방) 비율 변화 추이

40평형대의 경우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주로 3Bay의 형식

으로 중앙부에 거실배치하고 좌우로 주침실(안방)과 침실1개가 배치하였

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4Bay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주방과

식당의 위상이 단순한 가사작업공간이나 식사실의 기능에 머물지 않고

가족이 함께 하거나 손님접대의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격상되면서 전면

부에 자리함에 따라 주침실(안방)이 후면으로 배치되었다.

<그림4-30> 주침실(안방)의 위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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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욕실

4.1.6.1 공동욕실

(1)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공동욕실의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보면, 30평

형대의 경우<그림4-31> 1976년대에서는 4.86㎡, 1989년대에는 5.95㎡로

증가하였다가, 1992년대에는 5.02㎡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2009년대에는

5.42㎡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2년대에는 4.40㎡로 또 다시 줄어든 것

을 볼 수 있다. 비율은<그림4-32> 1976년대에서는 5.91%, 1989년대에는

7.04%로 증가하였다가, 1992년대에는 6.07%로 줄어들었으며, 2009년대에

는 6.38%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2년대에는 5.19%로 또 다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31>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공동욕실 면적 변화 추이

<그림4-32>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공동욕실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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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공동욕실의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보면, 40평

형대의 경우<그림4-33> 1976년대에서는 5.09㎡, 1984년대에는 4.99㎡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1999년대에는 6.08㎡, 2000년대에는 5.65㎡로 줄

어들어다가, 2011년대에는 6.81㎡로 다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비율

은<그림4-34> 1976년대에서는 4.63%, 1984년대에는 3.81%로 소폭 줄어

들었다가, 1998년대에는 5.41%, 2008년대에는 5.54%, 2011년대에는

5.96%로 다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33>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공동욕실 면적 변화 추이

<그림4-34>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공동욕실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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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욕실의 경우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침실과 침실사이에 욕실 1개

가 적용되었으며, 공동욕실이 비중이 커지면서 면적 및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볼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침실(안방)에 부부전용공간

에 욕실이 생김에 따라 공동욕실의 면적 및 비율도 소폭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면Bay수의 증가와 더불어

침실 1개를 전면부에 배치함으로 후면에 여유공간이 생김으로 공동욕실

의 면적이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와서는 부부전용생활공간

이 중요시되면서 공동욕실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35> 공동욕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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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부부욕실

(1)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부부욕실의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보면, 30평

형대의 경우<그림4-36> 1970년대는 사례수가 없었으며, 1988년대에는

3.67㎡, 1999년대에는 6.88㎡, 2007년대에는 7.20㎡, 2012년대에는 7.87㎡

로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비율은<그림4-37> 1988년대에는

4.33%, 1998년대에는 6.88%, 2007년대에는 8.49%로 증가하다가, 2012년

대에는 7.34%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36>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부부욕실 면적 변화 추이

<그림4-37>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부부욕실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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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부부욕실의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보면, 40평

형대의 경우<그림4-38> 1976년대에서는 5.02㎡, 1984년대에는 4.96㎡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1993년대에는 8.00㎡, 2008년대에는 8.76㎡로 증

가하였으며, 2010년대에는 8.30㎡로 소폭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비율

은<그림4-39> 1976년대에서는 4.63%, 1984년대에는 3.67%로 소폭 줄어

들었다가, 1993년대에는 5.99%, 2008년대에는 8.61%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대에는 7.16%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38>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부부욕실 면적 변화 추이

<그림4-39>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부부욕실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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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욕실의 경우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부부욕실의 면적 및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모

든 평면에 욕실 2개가 적용되었으며, 욕실에 주로 세면대와 양변기 또는

세면기, 양변기, 샤워부스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세면대를 욕실 밖으로 분리하

는 등 욕실의 기능을 분리하여 계획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욕실내의

환기와 통풍에 유리하도록 외기와 면한 창문/발코니를 설치하여 환기와

통풍에 유리하게 하며, 욕실을 휴식의 공간으로 여겨 창 밖의 풍경을 감

상하면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최근의 웰빙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고 있

다.

<그림4-40> 부부욕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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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현관

(1)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현관의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보면, 30평형대

의 경우<그림4-41> 1976년대에서는 3.50㎡, 1986년대에는 2.25㎡로 소폭

줄어들었다가, 1993년대에는 2.71㎡, 2005년대에는 11.99㎡로 대폭 증가하

였으며, 2012년대에는 7.43㎡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비율은<그림

4-42> 1976년대에서는 4.26%, 1986년대에는 2.72%로 소폭 줄어들었다

가, 1993년대에는 3.19%, 2005년대에는 14.14%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2년대에는 6.94%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41>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현관 면적 변화 추이

<그림4-42> 단지별, 연도별, 30평형대별 현관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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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현관의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보면, 40평형대

의 경우<그림4-43> 1976년대에서는 3.60㎡, 1984년대에는 2.68㎡로 소폭

줄어들었다가, 1998년대에는 4.86㎡, 2008년대에는 17.48㎡로 대폭 증가하

였으며, 2012년대에는 9.84㎡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비율은<그림

4-44> 1976년대에서는 3.32%, 1984년대에는 2.08%로 소폭 줄어들었다

가, 1998년대에는 4.24%, 2008년대에는 16.24%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2년대에는 7.94%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43>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현관 면적 변화 추이

<그림4-44>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현관 비율 변화 추이



- 156 -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현관의 면적 및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현관 면적 및 비율이

비슷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주택규모의 제약

때문에 현관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비교적 단순하고 머무는 시간이 짧

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만을 제공해주는 결과 보인다. 2000년대

에 들어와서는 안목치수로 전용면적을 산정하게 되면서 아파트단위세대

평면계획에서 현관전실의 사용으로 현관 면적 및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기 위해 현관 앞 전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으로부터 실내가 바로 들어다보이지 않도록 해 외부로

부터의 소음이나 먼지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었다. 또한 현관부분에 수납

할 수 있는 붙박이장 또는 창고를 둠으로써 기존에 보관하기 힘들었던

취미생활용품이나 부피가 큰 생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거주자를 배

려하여 수납공간의 부족의 문제도 적극 반영하였다. 또한 사람들의 건강

과 친환경적인 삶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주택의 마당 개념을 가지고 현관

앞 전실을 실내정원으로 도입하였다.

<그림4-45> 연도별 현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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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드레스룸

드레스룸의 경우 30평형대는 사례수가 적으므로 경향을 살펴보기에는

부적절하여, 사례수가 조금 많은 40평형대, 50평형대를 분석하여 그 경향

을 살펴보았다.

(1)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드레스룸의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보면, 40평

형대의 경우<그림4-46>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

었으며, 2001년대에는 7.15㎡, 2012년대에는 9.7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비율은<그림4-47> 마찬가지로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사례수가 없었으므로, 2005년대에는 6.26%, 2012년대에는 7.85%로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46>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드레스룸 면적 변화 추이

<그림4-47> 단지별, 연도별, 40평형대별 드레스룸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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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평형대(165~198㎡)대의 경우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드레스룸의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보면, 50평

형대의 경우<그림4-48> 1976년대에는 4.57㎡, 1984년대에는 4.83㎡,

1999 년대에는 7.78㎡, 2006년대에는 13.94㎡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2012

년대에는 10.37㎡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비율은<그림4-49> 1976년

대에는 3.21%, 1984년대에는 2.84%, 1999년대에는 5.45%, 2006년대에는

9.38%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2012년대에는 7.35%로 다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48>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드레스룸 면적 변화 추이

<그림4-49> 단지별, 연도별, 50평형대별 드레스룸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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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드레스룸의 면적 및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드레스룸의 면적 및

비율이 비슷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부부전용생

활공간의 강화로 욕실뿐만 아니라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이 생김으로 면

적 및 비율이 증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4-50> 드레스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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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소결

조사대상 기간 중 사례수가 가장 많은 30평형대, 40평형대를 중점으로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거실의 경우 최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독자적인 라

이프스타일, 합리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격에 문제삼지 않고 개

인 위주의 자유로운 주거방식과 레저 활동을 추구하면서 다양하고 개성

적인 감성으로 자신의 관심에 다양한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것을 반영하

여 가변형 벽체나 미닫이 문 등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침실공간을 거실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족실을 도입하여

가족들만의 단란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배치에서도 과거 복도식 아

파트에서 개방면이 전면뿐이였지안, 계단식형, 타워형 아파트가 등자하면

서 꼭 남향이 아니더라도 실내의 환기와 인근 주거환경화 도심의 경관을

중요시함으로 개방면이 2면뿐만 아니라 3면이 개방된 평면형태가 나타나

고 있다.

주방/식당의 경우 핵 가족화, 독신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성유형이 변

화하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기존에는 주로 북쪽에만 위치하던 주방

/식당 공간을 전면으로 배치하여 큰 창을 둠으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

게 하며, 식사를 하면서 좋은 전망을 바라볼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또

한, 최근에는 발코니를 주방과 바로 연계시켜 보조주방으로 사용함으로

수납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 요리를 할 때 환기

가 잘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방과 싱크대를 일자형 또는 ‘ㄴ’자형으로

배치하던 과거와 달리 대면형으로 배치함으로써 주부가 혼자 벽을 보고

일을 하지 않고 가사작업을 하는 도중 가족들과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

였으며, 가족단란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주거 내 공동생활

공간중 가장 중심이 되는 거실 옆으로 이동시켰다.

주침실(안방)의 경우 부부전용생활공간이 중요시 되면서 부부만의 프

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부부침실에 욕실뿐만아니라 드레스룸, 파우더

룸 등 부속실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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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의 경우 공동욕실만 사용되던 과거와 달리 부부침실에 욕실이 하

나 더 생김으로 욕실의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여러사람이 동시에

사용가능 하도록 세면대를 욕실 밖으로 분리하였고, 또한 욕실내의 환기

와 통풍에 유리하도록 외기와 면한 창문/발코니를 설치하여 욕실을 휴식

공간으로 여겨 창 밖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최근의

웰빙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현관의 경우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기 위해 현관 앞 전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으로부터 실내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해 외부로부터의

소음이나 먼지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었고, 또 현관부분에 수납 할 수 있

는 붙받이장 또는 창고를 둠으로써 기준에 보관하기 힘들었던 취미생활

용품이나 부피가 큰 생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수납공간의

부족의 문제도 적극 반영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과 친환경적인 삶

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마당의 개념을 가지고 현관 앞 전실에 실내정원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드레스룸의 경우 부부전용생활공간이 중요시 되면서, 수납공간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면적 및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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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평면의 종합적 변화양상

(1) 30평형대(99~132㎡)대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 30평형대의 경우<표4-2>와 같이, 각 실 평균면적

및 비율의 크기순위는 거실>주침실(안방)>주방/식당>공동욕실>부부욕

실>드레스룸>현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4-2> 30평형대별 각 실 면적 및 비율 비교

년도 거실 주방/식당 주침실(안방) 공동욕실 부부욕실 현관 드레스룸

1970 21.57㎡ 26.19% 6.47㎡ 7.85% 17.47㎡ 21.21% 4.40㎡ 5.34% - - 2.63㎡ 3.19% - -

1980 22.19㎡ 26.13% 11.53㎡ 13.56% 17.42㎡ 20.51% 4.64㎡ 5.46% 3.56㎡ 4.20% 2.07㎡ 2.43% - -

1990 22.42㎡ 25.95% 14.76㎡ 17.19% 17.22㎡ 20.06% 4.18㎡ 4.86% 3.28㎡ 3.78% 2.13㎡ 2.48% - -

2000 25.86㎡ 29.88% 12.20㎡ 14.06% 15.50㎡ 17.93% 4.06㎡ 4.70% 4.11㎡ 4.76% 5.60㎡ 6.48% 3.93㎡ 4.55%

2010 24.70㎡ 27.76% 12.69㎡ 14.00% 15.20㎡ 16.81% 4.37㎡ 4.90% 5.14㎡ 5.57% 4.83㎡ 5.24% 3.78㎡ 4.17%

계 23.35㎡ 27.18% 11.53㎡ 13.33% 16.56㎡ 19.30% 4.33㎡ 5.05% 4.02㎡ 4.58% 3.45㎡ 3.96% 3.86㎡ 4.36%

우선 가장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거실 면적은 21.57㎡에서

24.70㎡, 비율은 26.21%에서 27.76%로 평균면적은 23.36㎡로 전체 평면

에서 평균27.1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주침실(안방) 면적은

17.47㎡에서 15.20㎡, 비율은 21.21%에서 16.81%으로 평균면적은 16.56㎡

로 전체 평면에서 평균 19.30%를 차지한다. 주방/식당 면적은 6.47㎡에

서 12.69㎡, 비율은 7.85%에서 14.00%㎡로 평균면적은 11.53㎡(13.33%)

를 차지하고, 공동욕실 면적은 4.40㎡에서 4.37㎡, 비율은 5.34%에서

4.90%로 평균면적은 4.33㎡(5.05%)를 차지하며, 부부욕실 면적은 3.56㎡

에서 5.14㎡, 비율은 4.20%에서 5.57%로 평균면적은 4.02㎡(4.58%)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드레스룸은 면적은 3.93㎡에서 3.78

㎡, 비율은 4.55%에서 4.17%로 평균면적은 3.86㎡(4.36%), 현관의 면적은

2.63㎡에서 4.83㎡, 비율은 3.19%에서 5.24%, 평균면적은 3.45㎡(3.96%)를

차지하며, 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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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시기별로 각 실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표4-3> 같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4-3> 연도별 30평형대 각 실 순위 변화

　 1 2 3 4 5 6 7

1970 거실 주침실(안방) 주방/식당 공동욕실 현관 　 　

1980 거실 주침실(안방) 주방/식당 공동욕실 부부욕실 현관 　

1990 거실 주침실(안방) 주방/식당 공동욕실 부부욕실 현관 　

2000 거실 주침실(안방) 주방/식당 현관 부부욕실 공동욕실 드레스룸

2010 거실 주침실(안방) 주방/식당 부부욕실 현관 공동욕실 드레스룸

모든 시기에 걸쳐 살펴본 결과 평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하는 실은 거

실이고 다음으로는 주침실(안방), 주방/식당 순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부부전용생활공

간이 중요시 하게 됨으로써 부부욕실, 드레스룸 등 비중이 공동욕실 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현관 부분에 전실을 적용함으로써 현관의 비중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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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평형대(132~165㎡)대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 40평형대의 경우<표4-4>와 같이, 각 실 평균면적

및 비율의 크기순위는 거실>주침실(안방)>주방/식당>드레스룸>부부욕

실>현관>공동욕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4-4> 40평형대별 각 실 면적 및 비율 비교

년도 거실 주방/식당 주침실(안방) 공동욕실 부부욕실 현관 드레스룸

1970
31.50

㎡

26.65

%

12.31

㎡

10.23

%

16.57

㎡

14.00

%
4.53㎡ 3.83% 4.47㎡ 3.79% 3.05㎡ 2.63% - -

1980
33.26

㎡

25.25

%

15.84

㎡

12.03

%

20.83

㎡

15.82

%
4.56㎡ 3.47% 4.64㎡ 3.52% 2.60㎡ 1.97% - -

1990
31.09

㎡

26.26

%

18.48

㎡

15.60

%

17.10

㎡

14.49

%
5.06㎡ 4.32% 4.95㎡ 4.16% 3.22㎡ 2.72% - -

2000
32.76

㎡

28.84

%

16.09

㎡

14.15

%

17.27

㎡

15.28

%
4.43㎡ 3.92% 5.06㎡ 4.49% 8.05㎡ 7.12% 4.83㎡ 4.28%

2010
32.54

㎡

27.72

%

15.18

㎡

12.87

%

15.88

㎡

13.52

%
5.33㎡ 4.57% 6.84㎡ 5.80% 7.11㎡ 6.05% 6.72㎡ 5.71%

계
32.23

㎡

26.94

%

15.58

㎡

12.98

%

17.53

㎡

14.62

%
4.78㎡ 4.02% 5.19㎡ 4.35% 4.81㎡ 4.10% 5.78㎡ 5.00%

우선 가장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거실 면적은 31.50㎡에서

32.54㎡, 비율은 26.65%에서 27.72%로 평균면적은 32.23㎡로 전체 평면

에서 평균26.94%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주침실(안방) 면적은

16.57㎡에서 15.88㎡, 비율은 14.00%에서 13.52%으로 평균면적은 17.53㎡

로 전체 평면에서 평균 14.62%를 차지한다. 주방/식당 면적은 12.31㎡에

서 15.18㎡, 비율은 10.23%에서 12.87%㎡로 평균면적은 15.58㎡(12.98%)

를 차지하고, 드레스룸은 면적은 4.83㎡에서 6.72㎡, 비율은 4.28%에서

5.71%로 평균면적은 5.78㎡(5.00%)를 차지하며, 부부욕실 면적은 4.47㎡

에서 6.84㎡, 비율은 3.79%에서 5.80%로 평균면적은 5.19㎡(4.3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현관의 면적은 3.05㎡에서 7.11㎡,

비율은 2.63%에서 6.05%, 평균면적은 4.81㎡(4.10%)를 차지하며, 공동욕

실 면적은 4.53㎡에서 5.33㎡, 비율은 3.83%에서 4.57%로 평균면적은

4.78㎡(4.0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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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시기별 40평형대에서 각 실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

보면<그림4-5> 다음과 같다.

<표4-5> 연도별 40평형대 각 실 순위 변화

　 1 2 3 4 5 6 7

1970 거실 주침실(안방) 주방/식당 공동욕실 현관 　 　

1980 거실 주침실(안방) 주방/식당 부부욕실 공동욕실 현관 　

1990 거실 주방/식당 주침실(안방) 공동욕실 부부욕실 현관 　

2000 거실 주침실(안방) 주방/식당 현관 부부욕실 드레스룸 공동욕실

2010 거실 주침실(안방) 주방/식당 현관 부부욕실 드레스룸 공동욕실

모든 시기에 걸쳐 살펴본 결과 평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하는 실은 거

실이고 다음으로는 주침실(안방), 주방/식당 순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각 실의 비율의

변화가 많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공동욕실의 경우 초기에는 부부욕실,

현관에 비해 비율이 크게 나타났지만, 2000년대이후에는 앞에서 말했듯

이 부부전용생활공간이 중요시 하게 됨으로써 그 비중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현관의 경우 초기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만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평면에서의 비율이 가장 작았지만, 2000년대이후에는 현관

공간이 중요시되면서 그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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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사대상 전 시기에 걸쳐 평형대별 각 실 면적을 살펴본 결과

<그림4-51>같이, 평형이 커질수록 모든 실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 거실, 부엌, 주침실(안방)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실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부엌의 면적은 20평형대

에서 40평형대까지는 주침실(안방)보다는 작았지만, 50평형대, 60평형대

에서는 주침실(안방)보다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20평형대,

30평형대에서는 공동욕실의 면적이 가장 컸지만. 40평형대, 50평형대, 60

평형대에서는 부부욕실, 드레스룸, 현관의 면적이 공동욕실에 비해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51> 평형대별 각 실 면적 비교

그러나 평형대별 각 실의 비율을<그림4-52> 살펴보면, 거실의 경우

면적은 17.33㎡에서 42.87㎡로 증가하고 있지만, 비율은 26.21%에서

24.76%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다. 부엌의 경우 면적은 10.79㎡에서 28.33

㎡로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비율은 16.58%에서 15.93%으로 큰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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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주침실(안방)의 경우 면적은 13.47㎡에서 21.80㎡로 증가하고 있

지만, 비율은 20.68%에서 12.29%로 감소 폭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공동

욕실의 경우 면적은 4.34㎡에서 5.08㎡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비율은

6.68%에서 2.87%로 대폭 감소하였고, 부부욕실의 경우 면적은 2.75㎡에

서 7.60㎡로 대폭 증가하였고, 비율은 3.88%에서 4.28%로 소폭 증가하였

다. 현관의 경우 면적은 2.62㎡에서 5.44㎡로 증가하고, 비율은 4.01%에

서 3.09%로 감소하였으며, 드레스룸의 경우 면적은 3.86㎡에서 6.62㎡로

증가하고, 비율은 4.36%에서 3.76%로 줄어듬을 볼 수 있다.

<그림4-52> 평형대별 각 실 비율 비교

이러한, 현상은 거실의 경우 평형이 커질수록 가족실이나 취미실 등의

새로운 공간이 나타나고, 주침실(안방)의 경우 부속실의 중요도에 의해

면적의 축소 등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주방/식당의 경우 주거공간

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중심공간이 되었다.53) 그 이유는 주방과 식

53) 김진애, 이 집은 누구인가, 한길사. 2000,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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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통합되면서 가사기능의 확장과 더불어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

심적인 기능공간으로 자리잡으며, 가족이 단란한 시간을 보낼수 있는 장

소로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욕실의 경우 부부생활전용공간

의 강화로 부부욕실이 중요시됨에 따라 비중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현관의 경우는 프라이버시의 강화로 현관부분에 전실을 적용함으로 비중

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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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이상에서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평면에서 사례수가 가장 많은 30평

형대, 40평형대를 중심으로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점차 각 실들의

기능이 세분화, 고급화되고 생활의 변화나 다양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방

향으로 평면계획이 변화해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거실공간의 강화로 다양한 기능의 가족실 도입으로 거실과 분리하여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가족들만의 단란한 공간을 제공하고, 소비자

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아파트 전후면 및 측면까지도 조망과 조

경을 확보함으로써 실내외 정원이 확보되었고, 거실 옆 타침실사이에 가

변형 벽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침실공간을 거실로 확장할 수 있도록 계

획하였다. 주방/식당 공간의 위상 상승으로 식당 중심 가족생활의 장소

가 되고, 가족 생활 주기의 변화 및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수용을 위해

가변적 공간개념을 도입하여 공간내 구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였다. 주5

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의 활용이 늘어남으로써 욕실공간이 확장되어

욕실을 휴식 및 여가, 오락의 공간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용 수납

공간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수납용량 및 용도별, 계절별, 크기별, 수납공

간이 확보되고 있었다.

조사대상 전체공간에서 차지하는 주요 공간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30

평형대에서는 거실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주침실(안방)>주방/식당>공동욕실>부부욕실>드레스룸>현관 순으로 나

타났고, 40평형대의 경우 거실>주침실(안방)>주방/식당>드레스룸>부부

욕실>현관>공동욕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연도별로는 앞에서

얘기하듯이 사회문화적 등 요소에 의해 각 실들의 순위가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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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연구의 결과 내용

5.2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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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구의 결과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평면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1976년

부터 2012년까지 30여년간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 총 100단지, 393개의

평면을 연도별, 단지별, 평형대별로 정리하여 주요 공간별 면적 및 비율,

순위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향후 미래아파트

계획에 있어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H사 아파트 평면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전면폭/깊이(W/D) 비,

전면Bay수, 분양세대수, 층수, 주요 공간의 개수, 등을 조사⦁분석하였으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요자들의 전용공간의 일조를 중시하는 변화양상에 인해 경제적으로

불림함에도 불구하고 전면폭이 점처 증가하고 있으며, 동일한 평형대에

서도 그 이전보다 전면Bay수가 1개씩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동코어의 위치가 주동내에 고정됨에 따라 동일규모에서 전면

Bay수의 변화가 적었지만, 최근에는 코어의 반 정도를 주동밖으로 내보

내면서 동일 규모에서도 전면Bay수를 증가시키는 평면계획이 가능해져,

대형평형대에서도 4Bay, 5Bay의 평면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이는 수요자의 남향배치 선호로 최대한 실을 1개라도 더 늘릴려는

주택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택부족으로 양적공급의 확대로 같은 평면으로 많은 세대가 건설되던

초반과 달리 수요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평면의 다양성을 추구로 인

해 평면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분양세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

며, 따라서 층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점차 하락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침실은 경우 주택규모에 따라 침실수가 고정화 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평형대-3침실형, 30평형대-3침실형, 40평형대-4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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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50평형대-4침실형, 60평형대-5침실형으로 나누어 졌으며, 욕실의 경

우 20평형대, 30평형대에서는 1개 또는 2개의 욕실이 평면에 적용되었으

며, 1980년대에 부부전용생활공간이 중요시됨에 따라 부부전용욕실이 도

입되면서 2개의 욕실이 평면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50평형대,

60평형대에서는 3개의 욕실이 적용된 평면이 일반화 된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 기간중 전체평면을 연도별, 단지별, 평형대별로 분류하

여 주요 공간의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거실의 경우 전체공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으로, 평형이

커짐에 따라 다른 공간에 비해 변동폭이 가장 작고 약 25%의 비율로 일

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식당의 경우 거실과 마찬가지로

평형이 커짐에 따라 면적은 증가하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의 비율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침실(안방)은 평형

이 커짐에 따라 역시 면적은 증가하지만, 전체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욕실의 경우 1980년대부터 부부

전용생활공간이 중요시 됨에 따라 부부욕실이 생기면서 공동욕실의 면적

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비율은 줄어들었으며, 부부욕실은 평형

이 커짐에 따라 면적 및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현관의 경

우는 전체공간에서 4%의 비율은 유지하고 있으며, 드레스룸과 함께 변

동폭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 기간중 전체공간에서 차지하는 주요 공간의 변화양상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평면에서 주로 계획되고 있는 30평형대, 40평형대

를 중점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거실의 경우 최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의 다양

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가변형 벽체 등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침실공간

을 거실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실내의 환기와 경

관을 중요시함으로 개방면이 2면뿐만아니라 3면이 개방된 평면형식을 선

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방/식당은 가족구성유형이 변화하고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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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이 달라지면서 북쪽에만 위치했던 주방/식당을 전면으로 배치하여

가족들과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가족단란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주침실(안방)의 경우 부부전용생활공간이 중요시 되면서 부

부만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부부침실내에 욕실뿐만아니라 드레

스룸, 파우더룸 등 부속실을 제공하였다. 욕실의 경우 최근의 웰빙 트렌

드를 적극 반영하여 욕실내의 환기와 통풍에 유리하도록 외기와 면한 창

문/발코니를 설치하여 욕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창 밖의 풍경을 감상하면

서 피로를 풀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현관의 경우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기위해 현관 앞 전실을 설치하여 소음이나 먼지의 문제점을 보

완해 주었고, 건강과 친환경적인 삶을 중시하는 트레드를 마당의 개념을

가지고 현관 앞 전실에 실내정원을 설치하였다.

전체 공간에서 주요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의 순위를 살펴보면 30평형

대에서는 거실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주침

실(안방)>주방/식당>공동욕실>부부욕실>드레스룸>현관 순으로 나타났

고, 40평형대의 경우 거실>주침실(안방)>주방/식당>드레스룸>부부욕

실>현관>공동욕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연도별로는 사회문화

적 등 요소에 의해 각 실들의 순위가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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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본 연구의 의의는 사업주체 결정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

나의 사업주체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것과 아파트가 도입되어 민간

건설업체들이 참여로 현재까지의 아파트 평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원칙

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시계열적인 변화에 대해 기존의 분석방법이

아닌 특이점이라는 분석방법으로 연구를 했다는 점이다. 또한 미래아파

트 발전계획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소비자들이 아파트의

선택에 있어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평면

을 2006년에 발간된 세진기획의 ‘아파트 백과’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한 평면을 수집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주요 공간별 면적을 직접 측정

한 것이 아니라 평면을 통해 면적 수치를 계산하였으므로, 평면에 오차

가 있을 경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제한점도 있다. 또한 거실, 주방/

식당 같은 트인 공간의 경우 경계치가 분명치 않으므로, 일정한 기준으

로 구분하여 면적을 계산하였다고 하더라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

다. 그리고 아파트 평면 분석대상의 범위 측면에서 분석대상을 수도권내

로 한정하였으며, 지역특성과 계획여건, 지방도시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

다는 한계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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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ught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of Korean society

population concentration, nuclear families, such as the lack of land

and housing in the city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rapid economic growth. For this reason, introduced a form of

co-housing apartment that to solve the problem of housing number,

in spite of the short period, government grew up in living

arrangement typical in a residential area.

However, condominiums are for sale in the early stages, so we

give priority to the supply of volume center than the qualitative side,

issue uniform of the plane, such as immobilization began to occur.

Then, expectations for living space is increased tends to housing

supply rate is increased construction company in the private sector

with the participation gradually, to pursue the diversity of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standards of the consumer, the ra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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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of housing due to the increase, housing construction economic

downturn because of competition between contractors intensified

further. Therefore, the construction companies are displayed many

planes to apply the new concepts to attract the eye of the consumer,

as compared to apartment flat existing particular space is increased,

the new space and born, many variations of the plane is taking place.

In this study, in order to maintain consistency attitude business

decisions, rather than the method of research project multiple

principals, apartment flat via microscopic access to reference a clear

one object I try to research. For this reason, it has been the object

of research, of Company H of the construction company

representative is leading a new housing culture in the construction

market of apartments, supply amount is most coverage in order to

reduce the impact caused by the difference of regional the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that may also, limited to large

metropolitan area, due to the other entities of the housing facilities of

the apartment, which was built in the metropolitan area, also plan of

voluntary of company H blurred apartment that is reclamation were

excluded. We conducted an exhaustive survey of the plane of the

business 100 only 393 of its own percentage of apartments Thus, H

company was built up from 2012 to 1976 is the largest, for each

fiscal year, star of only, at a basis type by utilizing the time series

analysis are summarized research ∙ the quantitative data of the plan

each element of the apartment flat, analyze the quantitative variation

of the plan each element of the apartment flat, in chapter 4, the

research and analysis the existing research performs a planar case

analysis performed, rather than the average, corresponding to the

distribution of singular point was to understand the overall trends.

In order to maintain consistency determining attitud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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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apartments to those studied only for business single principal

is introduced,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participat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partments plane far I point by quantitative

analysis principle exhaustive survey of changes over time, rather than

analyzing conventional methods that were studied in analytical

method called singular point. In addition, there is a sense in that they

provide the basic data in the condominium development plan for the

future, consumers in the future of being able to reference in the

selection of the apartment.

keywords : Apartments, Quantitative, Plane, Planning Element

Student Number : 2011-2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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