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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아파트단지와 단위세대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변 나 향

지도교수  최 재 필

본 연구는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에 한 비판의 타당성과 물리적 환경의 근본적

인 변화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한다.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의 공간구조에

서 유전적 속성의 존재 여부에 하여 규명하는 것이다.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무엇인지 실증적인 분석에 기반을 두고 밝

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아파트가 보편화된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근저를 

이루는 것으로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에 내재하는 질서, 즉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이 존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본 연구는 진행된다. 유전적 속성은 물리적 환경의 

뼈 를 이루는 공간구조 상에서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속성을 뜻한다. 이 속성은 

다수의 사례들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연구 상은 1966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에 건설된, 주거동 10개동 

이상의 아파트단지와 3LDK, 4LDK 단위세  평면이다. 분석방법은 공간분석 기법 

중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각각의 물리적 설계안을 정량화한 후 시계열 분석을 수

행한다. 시기는 사회적 배경 및 이슈, 관련 제도의 변화, 주거단지 계획의 경향을 

기준으로 총 7시기로 구분한다. 공간구조의 속성은 위상학적 중심성을 보여주는 

통합도 지표를 통해서 해석한다.

분석결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요 지점의 중심성은 단지출입 공간,상가, 주거

동, 기타 편의시설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위계는 전 시기에서 동일하게 유지

되었다. 이 결과는 단지형 공간구조가 지니는 속성과 같은 보편적인 계획원리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계획원리가 전적으로 유전적 속성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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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단지의 유전적 속성은 보편적인 계획원리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계획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단지의 

중심성 위계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내에서의 변화는 있었다. 단지의 공간구조는 시

간이 지날수록 단지출입 공간의 중심성은 하락하고 기타 편의시설은 중심성 편차

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단지 외부공간으로부터는 단지가 격리되고 동시

에 단지 내부에서는 공간들이 통합된 형태로 변해가는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단지의 공간구조가 지니는 이중성은 단지 고유의 공간구조가 유지되

면서 외부에는 닫힌, 게이티드 커뮤니티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단위세  평면은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가 유지되었다. 3LDK 평면에서는 부엌/

식당 중심의 공간배치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비율이 

감소하고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 비율이 증가하였다. 4LDK 평면에서는 전 시기에 

걸쳐서 강력하게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 경향이 나타났다. 평면의 유전적 속성은 거

실이 수행하는 공간의 기능이 생활공간에서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변화하는 생활양식을 무리 없이 수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단위세  

평면의 공간구조에 사회문화적 관념이 내재한 한국적 속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편, 단위세  평면에서 거실의 중심성이 높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시기별로 변화

가 존재한다. 3LDK 평면은 7기, 4LDK평면은 6기와 7기에서 거실과 다른 공간들 

간 중심성 수준이 좁혀졌다. 이는 거실의 위계성이 약회된 것으로 평면에서 각 실

들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의 유전적 속성은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을 재해석하

는 관점으로 그 중요성 및 가치가 있으며, 실제 거주자가 아파트라는 주거공간 계

획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전수조사에 기반을 두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유전적 속성이 실재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

다. 또한, 디자인 및 계획적 측면보다 더 근본적인 공간배치의 문제, 즉 공간구조를 

논의하였고 주거공간 설계에서 주요 범주가 되는 단지와 평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

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주요어: 아파트단지, 단위세  평면, 물리적 환경, 공간구조, 유전적 속성, 유전자형

학  번: 2009-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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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1.1. 연구의 배경

한 국 아 트의 보편화  상과 사회문화  계

아파트는 한국의 표적인 주거유형이다. 서구에서 도입된 아파트는 한국에서 

보편화된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이 한국적 맥락

에서 수용되었고 토착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서구에서는 아파트라는 주

거유형을 일찍이 경험했지만 서구의 아파트와 한국의 아파트는 다를 수밖에 없다. 

아파트라는 동일한 주거유형이라도 사회적 배경과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아파트가 보편화되기까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였다. 이에 

한 논의는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 그 중에서 공통된 요인은 시 적 배경으로 

한국의 압축적인 성장과 근 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단기간

에 이루어진 경제성장과 규모 주택공급은 이전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주거환경

을 가져다주었다. 그 결과 현재 주택재고의 통계는 아파트가 일반화되었음을 객관

적으로 보여준다.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58.9%, 연간 건설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71.6%를 차지한다.1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상은 그 원인을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간단하게 단정을 지을 수 없다. 아

파트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의 스펙트럼은 넓기 때문이다.2 

1 국가통계포털, 주제별 통계 ‘총 조사주택 2010년’ 자료가공, http://kosis.kr [접속일: 2013.05.01]



아파트단지와 단위세대 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2

한국에서 나타나는 아파트의 보편화 현상은 한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한국인

이 만들어낸 시 의 자화상이다. 한국의 아파트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파트라는 주거를 고찰하는 관점이 문화사의 일부가 될 

수 있고, 주거를 통해서 사회구조의 변천과정과 그 내에서 주거의 특성, 의미, 계보 

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아파트에 관한 연구는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특성까지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3 

한국 사회
주거문화

주생활 공간
물리적 설계

그림 1-1 주거의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

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아파트에 한 논의는 ‘주거’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에

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공간’을 다루는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연구

들이다. 특히, 아파트의 물리적 공간계획은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직접적인 관

2 아파트가 일반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정책, 재화 및 

교환 가치의 증 를 위한 수요 외에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수용하는 태도 또한 상당부분 차지한다. 

최재필(1991)은 근 화라는 맥락에서 아파트의 정착 요인 중 공간배치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생

활양식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강인호 외(1997)는 한국에서 아파트의 

일반화 현상에 하여 정책적 측면 외에도 ‘수요자가 아파트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단독주택에 비

해 유리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최재필, 우리나라 근 화와 아파트 문화의 성공적인 정착요인, 주택도시, 제52호, 1991, 87-95.

강인호 외, 우리나라 주거형식으로서 아파트의 일반화 요인 분석, 한건축학회논문집, 13(9), 

1997, 111.

3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가 주거문화 외에도 사회상을 파악하고 논의하는데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것

은 자명한 사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상인은 아파트가 ‘현  한국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

의 내시경’이라고 하였고, 장림종 외는 ‘현재 우리의 주거문화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도시의 주거 

유형이 아니라 도시의 주요한 부분이자 도시의 문화이며 도시 생활을 담는 가장 중요한 그릇’임을 

언급하였다.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현 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2009 

장림종, 박진희, 한민국 아파트 발굴사: 종암에서 힐탑까지, 1세  아파트 탐사의 기록, 효형출

판, 200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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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검토와 실증적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연구문제

한국에서 아파트가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비판은 오랫동안 제기

되었다. 아파트에 한 비판은 단지의 폐쇄성, 이기주의, 주거문화 및 주거환경의 

획일성, 자산 가치 증식을 위한 재테크 수단 등을 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주거환경에 한 발전적인 논의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아파트에 

한 비판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제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인식

에 근거하여 감성적, 주관적인 경향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파트가 획일

적이라는 비판은 객관적인 접근이나 학술적 논의로 이루어진 판단보다는 막연하게 

형성된 인식에 가깝다. 한국의 아파트가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축

을 형성하는 동안 아파트에 관한 비판은 분석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에 한 비판이 타당한지에 한 의문에서 시작

하여 한국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에 주목한다.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은 처음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에서 일어난 변화는 

규모, 밀도, 형태적 특성과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생활양식, 행위, 

문화와 같이 공간의 구조적 속성에 내재하고 있어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다. 또한, 표면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 중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도 있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는가?’이다. 

아파트가 도입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물리적 환경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고 유

지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인 분석에 기반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은 공간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각 공간들은 기능에 따라 구분되어 하나

의 단위가 되기도 하지만 독립되어 떨어진 것이 아닌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들의 연결 관계는 구조적 속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간의 구조는 물리적 실

체를 형성하는 뼈 가 된다. 한국에서 아파트가 보편화된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

하기까지는 공간의 특정 속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는지에 하여 공간의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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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

한국에서 나타나는 아파트의 보편화 현상은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물리적 환경은 거주

자의 생활방식에서 시작하여 사회문화적 현상까지 다양한 층위를 내포한다.  

연구의 목적

1. 한국 아파트의 물리적 설계를 정량화하여 유전적 속성을 규명함

연구 문제 및 가정

연구의 배경

아파트의 공간구조에서 유전적 속성의 존재 가능성 제시

아파트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물리적 환경,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가?

한국 아파트의 보편화 현상

대표적인 주거유형, 시대의 자화상

물리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관계

한국의 사회문화적 관념과 아파트 공간

2. 도출된 공간구조의 속성이 지니는 계획적, 사회문화적 의미를 논의함

그림 1-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의 공간구조에서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유전적 속성의 

존재 여부에 하여 규명하는 것이다.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

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인 분석에 기반을 두고 밝히고자 한다. 

한국에서 아파트가 보편화된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근저를 이루는 것으

로는 물리적 환경에서 내재하는 질서, 즉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이 존재할 것이라

는 전제 하에 진행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환경에서 근본적인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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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의 속성은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셋째, 실천적 관심은 무엇인가? 다음은 

세 가지 세부적 연구문제에 한 설계이다.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에서 근본적인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물리적 환경

의 뼈 를 이루는 공간의 구조적 속성이다. 공간구조의 속성은 아파트의 물리적 공

간계획을 정량화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공간의 구조적 속성은 유전자형과 표현형 

개념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기술한다. 유전자형 개념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

념으로 실천적 관심을 모색하는데 단초가 된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관심 부분은 시

계열로 기술된 분석 결과를 토 로 이루어지는 해석이다. 공간구조의 속성이 지니

는 실천적 관심은 궁극적으로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행위인 공간의 설

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에 한 재해석의 관점

을 제시하고 계획적 함의를 파악하는데 해백한 논거가 될 것이다.

2.  연구 범   방법

2.1. 연구의 범

시간적 범위는 1966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이다.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이 본

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부터 최근까지 물리적 환경의 변화 및 경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로 지리적 경계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정책 및 제도는 전국에 걸쳐 추진되었지만, 아파트가 도입되

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설계와 관련된 새로운 계획적 시도 및 개념의 적용이 

서울 지역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주거공간의 계획에서 단지와 평면은 주요 범주에 속한다. 단지와 평면은 그 성격

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다루지만 서로 구분하여 살펴본

다. 연구 상은 1966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에 건설된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이다. 아파트단지 외부의 공간 배치와 단위세  평면의 공간 배치를 

분석 상으로 하되 아파트단지의 경우 주거동 10개동 이상을 보유한 단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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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세  평면의 경우 3LDK와 4LDK 구성의 평면을 선정하였다.4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에서 유전적 속성을 규명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범위로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아파트단지와 단

위세  평면의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은 물리적 환경의 획일화 비판 및 계획의 경

직성 문제와도 연장선에서 논의될 수 있다.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포괄할 수는 있으나 유전적 속성과 각각의 논의들 간의 관계성은 연구 범위에 포함

하지 않는다. 한편, 연구의 결과물인 유전적 속성은 궁극적으로 아파트 공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기능한다.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은 아파트 공간의 설계전략, 

공간구성 지침, 공간배치의 평가 및 예측 등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논의될 수 

있다. 

용 어의 정의

본 연구는 아파트의 물리적 설계에 관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 공간구조의 속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주로 쓰는 말인 아파트, 아파트 공간의 설계, 아파트단지, 단위세  평면, 

공간배치, 유전적 속성, 유전자형에 한 개념적 정의이다.

아파트(apartment)’는 공동주택 종류 중 하나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5 아파트는 소위 ‘나 홀로 아파트’를 포함하여 ‘ 규모 아파

트단지’까지 그 규모, 형태,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아파트’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파트는 주거유형의 하나로 그 

4 단위세  평면의 공간구성에서 ‘LDK’는 거실(living room), 식당(dining room), 부엌(kitchen)의 

약자로 이 공간들의 조합을 일컫는 약어이다. 평면에서 방의 개수와 함께 2LDK, 3LDK와 같이 표

기한다. 각 공간의 분리 여부에 따라서 L-D-K, LD-K, L-DK, LDK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LDK로 사용한다. 

5 ‘공동주택’ 용어의 정의와 범위는「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주택법」에서는 "공

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 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하

고 있으며 그 종류의 범위는 「건축법」에 의한 규정에 따르고 있다. (「주택법」제2조, 동법 시

행령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

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원룸형 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 종류로 ‘①아파트, ②연립주택, ③다세

주택, ④기숙사’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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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물리적 공간 내·외부 모두를 포함한다. 즉, 아파트는 한국에서 보편화된 주

거유형으로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임과 동시에 물리적 실체로서 주요 상이 된다.

본 연구는 한국 아파트 공간의 설계에 관한 것으로 거주환경을 결정짓는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아파트의 ‘공간계획’은 물

리적 설계(物理的 設計, physical design)와 동일한 의미로 그 범위와 의미를 ‘아파

트단지 건물 및 공간의 배치를 위한 단지 외부공간의 계획과 각 실의 배치를 위한 

단위세  평면 계획 또는 계획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연구의 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분석 단위, 다시 말해서 각 사례는 앞

서 언급한 ‘아파트’보다 구체적인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을 달성을 위한 연구 상의 선정 및 방법론 수립 과정에서는 ‘아파트’의 일반적인 

의미와 구분하기 위해 단지 개념을 포함하는 ‘아파트단지(apartment complex)’와 

‘단위세  평면(unit plan)’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의 아파트단지는 각 단지가 하

나의 연구 사례가 된다. 거주자의 생활권 확장을 고려하였을 때 아파트단지 외부공

간에 위치한 건물 또는 특정 공간의 배치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단지계획 차원에서

의 고찰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파트’와 ‘아파트단지’의 용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거주자의 주생활이 이루어지는 내부 공간을 결정짓는 ‘단위세

 평면’은 아파트단지에서 주거동의 평면구성 단위가 된다. ‘단위세  평면’ 용어

는 연구자에 따라서 단위세 , 단위평면, 단위주호, 아파트 평면 등으로 사용되기

도 하지만 그 의미와 범위는 동일하다.

‘공간배치(spatial configuration)’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에서의 주요 개

념이다. 공간요소들의 상호 연관성(inter-relation)은 공간과 공간의 상호간 상 적

(relative)·위상학적(topological) 관계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아파트단지의 경우 외

부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결정하는 건물이나 특정 공간의 ‘배치(Configuration)'로 

설명될 수 있다. 단위세  평면의 경우 각 실의 조합 및 구성 방법은 근본적으로 

공간의 ‘배치’ 문제와도 직결된다. 공간배치가 연구의 주요 상으로 부각되는 것

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현상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며 제한하는 것이 바로 공

간배치라는 점에 기인한다.6

6 Hillier, B. & Hanson, J. (1984) The Social Logic of Space. 18; Hillier, B. (1996) Space is 

the Machine: A Configurational Theory of Architecture, Cambridge university,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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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 속성(遺傳的 속성, genetic characteristic)’은 ‘공간구조 상에서 지속적

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은 생물학적으로 하나의 우성적인 형질과 같이 공간구조의 속성에서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성질을 뜻한다. 이러한 유전적 속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공

간배치의 원형(原型, prototype)을 공간구조의 ‘유전자형(遺傳子型, genotype)’으

로 정의한다. 

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유전적 속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은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 

각각을 분리해서 이해한다.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은 생활공간을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범주에 해당된다.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은 주거공간의 계획에

서 주요 상이지만 서로 다른 계획적 속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 각각에 적합한 틀을 수립하여 분석하되 통합하지는 않는다.

유전적 속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유전적 속성은 공간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유전적 속성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에서 내

재하는 공간의 질서에 해당된다. 공간구조는 공간의 연결 관계에 기초하는데, 공간

들 간의 연결 관계는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공간구조는 물리적 환

경의 본질적 속성을 담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행위, 문화 나아가 사회적 현상과

도 깊은 관련이 있다. 

공간구조의 속성을 해석하는 방법론으로는 공간분석 기법 중 하나인 공간구문론

(Space Syntax)을 들 수 있다. 공간구문론은 공간의 연결 관계를 바탕으로 특정 

공간의 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표적인 분석 지표로는 위상학적 중심성을 

나타내는 통합도(Integration)를 들 수 있다. 분석방법은 통합도 지표를 활용하여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의 구조적 속성을 살펴보고 시기별로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분석결과, 전 시기에서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속성은 유전적 속성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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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방법

결과

해석 및 논의

한국 아파트의 물리적 설계와 공간구조

한국 아파트의 보편화 현상 물리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관계

물리적 설계의 정량화

아파트단지와 단위세대 평면의 공간구조 분석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논의

유전자형 개념 및 활용
주거공간과 공간구조의 유전자형

공간분석 이론 - 공간구문론
기존 연구의 검토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가?

분
석
설
계

자료의 범위 및 내용
수집된 자료의 요약

유전적 속성과 계획의 경직성 공간구조 논의의 필요성

분석 대상의 선정

시기의 구분
분석항목 및 분석 지표

분석의 틀

단위공간의 설정
분석 결과 값의 처리

조작적 정의

공간구조 재현 및 예비분석을 통해 방법론 보완

분석 결과의 정리 공간구조 속성 도출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이 지니는 계획적 함의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규명

사례별 공간구조의 속성 검토
유전적 속성 내에서의 변화 여부

계획적 측면에서의 논의
재해석 관점으로서의 타당성

시기별 공간구조 속성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유전적 속성 도출을 위한 방법론 수립

결론
연구의 요약 및 연구의 의의 추후 연구의 방향

그림 1-3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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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고찰

1.  유 자형 개념의 이해

1.1. 유 자형과 표 형

생물에서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는 

생물개체, 세포, 기관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적인 구성요소들 때문이다.7 유전자

형(遺傳子型, genotype)이란 원래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생물의 세포나 기

관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구성’을 의미하며 동일어로는 인자형(因子型)을 들 

수 있다. 유전자형과 비되는 용어로는 표현형(表現型, phenotype)이 있다. 표현

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의미하는데, ‘생물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 ‘물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행동 같은 특성’까지도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분꽃의 꽃잎 색깔의 유전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분꽃에서 꽃잎 색을 결정하는 우성 유전인자와 열성 유전인자를 나타내는 

R1과 R2라는 기호로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R1R1, R1R2, R2R2으로 쓰

는 것이 유전자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꽃이 “분홍색이다”, “흰색이다”와 같이 겉으

7 생물개체, 세포, 기관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적인 구성요소에는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이 있다. 유

전자형 개념은 콩을 이용한 멘델의 실험으로 밝혀졌다. 유전자형과 표현형 개념의 발달을 살펴보

면 멘델의 법칙이 1900년에 발견된 이후 유전자의 존재가 확실해지면서 ‘유전자형’과 ‘표현형’ 개

념이 생물학에서 사용되었다.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개념이 크게 확장되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유전자 집합’을 일컫는 경우가 많

으며 ‘어떤 개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유전자의 집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두산백과사전 두비피아, 검색어 “유전자형”,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

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03562 [접속일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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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나는 특성이 표현형이 되는 것이다.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개념은 생물학 분야에서만 쓰임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기능, 용법, 내용에 기초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유전자형 용어가 생물학적 유전자와 같이 세 를 거치면서 이전 세

에서 다음 세 로 완전하게 복제가 이루진다는 의미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

래의 의미에서 응용되거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도 활용된다. 광의적 의미로는 어떤 

상에 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일정하게 지속되는 특성 또는 일정하게 나타

나는 현상’을 뜻하거나 본질적인 속성을 뜻하기도 한다. 

1.2. 건축 분 야 에서의 활 용

유전자형 개념은 공간을 다루는 건축 및 도시 분야에서도 활용된 바 있는데, 궁

극적으로는 양질의 설계 및 계획을 통해 나아진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유전자형 개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

한 결과, 유전자형 개념이 연구의 진행을 위한 이론적 토 로 작용하는 흐름과 유

전자형 자체를 실질적 요인으로서 연구의 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유전자형 개

념이 ‘공간’에 적용하는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유전자형 개념이 연구의 진행을 위한 이론적 토 로 작용하는 흐름이다. 

유전자형 개념이 유전자 알고리즘의 한 부분 또는 주요 요소로 적용되는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건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적 해결이나 최적설계 방안, 공사비 예

측 등을 통한 건축계획 및 시공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부재 설계 

과정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구조물 설계의 최적화를 위한 부재의 체계적인 설

계 및 연산과정에서 활용이 되기도 한다.8 또는, 유전자 알고리즘이 디자인 모델 

8 유전자형 개념이 주요한 연구 상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유전자 알고리즘의 원리를 건물 또는 구

조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한 연구는 여러 차례 수행되었다.

김광희, 강경인, 공동주택 프로젝트의 초기 공사비 예측을 위한 신경망 학습에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델에 관한 연구, 한건축학회 논문집(구조계), 19(10), 2003, 133-143

박우열 외,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철근공사 배근상세 최적화에 관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

집(구조계), 19(10), 2003, 125-133

박해영 외, 향상된 유전자 알고리즘에 의한 3차원 철골 구조물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한건축

학회 논문집(구조계),  17(6), 20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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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적용된 경우도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 또는 유전자의 진화과정을 디자인 과

정에 접목하여 피드백을 통한 완성도 높은 성과물 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9 이 

경우는 디자인의 전 과정을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여 모델개발을 위한 개념적 판단

으로서 유전자형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다른 흐름으로는 유전자형 자체를 실질적 요인으로서 연구의 상으로 삼고 있

는 것으로 유전자형 개념이 ‘공간’에 적용된다.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 물리적 실체

로서 공간을 상화하였을 때, 하나의 유전자형을 통해 해당 사례 중에서 표적인 

공간 유형으로 제시하거나 특정 용도를 상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에서 분류

를 위한 기준이 된다. 특히, 도시 및 건축 공간을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한 공간분석 

이론에서는 유전자형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건물의 공

간 배치에 한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비를 통해 유전자형에 기초하여 표현형의 

다양성을 논의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발전하는 유전자형을 살펴보기도 

한다.10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유전자형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1.3 . 주 거 공간에서의 유  속성

주거공간에서 유전자형이 지니는 의미는 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소절은 문화적 요소와 주거공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간배치에서 유전적 속성

이 문화적 핵심요소와 유사한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내용

이다.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은 문화적 측면과 공간의 계획적 측면에서 논의된다.

9 유전자 알고리즘은 확률에 기초하여 자연도태 또는 적자생존이라는 자연의 진화과정 원리가 반영

된 것으로 초기 이론은 교배와 돌연변이를 제시했던 홀란드(John Holland)에 의해 개발되었다. 기

본적인 내용은 유전자, 재생산 또는 선택, 교배, 돌연변이의 연산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유전연산자

(genetic operator)라고 부른다. 김은영 외(1995)의 연구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디자

인 탐색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디자인의 전반적인 과정을 진화과정으로 간주하여 유전자 정보방

식에 의한 디자인 정보의 표현방식을 개발하여 전산 디자인 모델을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김은영 외, 유전자 이론을 활용한 디자인 진화 모델에 관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1(2), 1995, 51-62

10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들은 주로 공간구문론을 적용하여 유전자형을 발굴하였다. 

유전자형을 발굴하는데 시초가 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Hillier, B., Hanson, J. and Graham, H., Ideas are in things: An application of the space 

syntax method for discovering house genotype.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Vol. 14, 1987, 36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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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공간과 문화  핵심 요 소

일찍이 아모스 라포포트는 주거와 주거환경이 문화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음

을 규명한 바 있다. 그는 집을 짓는 행위가 근본적으로는 한 개인의 창작행위가 아

닌 집단적으로 창조되는 것으로, 한 사회의 문화현상임을 설명하였다.11 이러한 논

의는 주거를 고찰하는 관점이 문화사의 일부 가 될 수 있고, 주거를 통해서 사회구

조의 변천과정 내에서 그 시  주거가 갖는 특성, 의미, 계보를 설명할 수 있음을 

뒷받침 한다. 그는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을 통해 문화가 공간의 형태와 인간행태가 

어떻게 반영이 되거나 영향을 받는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의 표적인 저서로는 ‘주거형태와 문화(House Form and Culture)’를 들 수 

있다. 그는 주거형태 및 유형에 관한 수많은 다양성 속에서 이에 영향을 준 근원에 

한 개념적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거형태가 물리적인 힘이나 한 가지의 

우연한 요소의 결과가 아닌 포괄적 범위에서의 사회문화 요소의 산물임을 강조하

고 있다. 이후 수많은 학술논문과 저서가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2005년에 출

판된 ‘문화, 건축, 디자인(Culture, Architecture and Design)’는 그 동안 저자가 

환경 행태 연구(Environment-Behavior Studies, EBS) 분야에서 수행해왔던 연구

의 성과들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에 가깝다.12

물리적 환경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설계행위를 함에 있어 인간의 생활에 한 

부분적인 관찰, 또는 단순한 형태만을 파악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라포포트

는 이러한 경우 문화적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잠재적인 기능(latent function)’

과 같은 중요한 맥락을 간과할 수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보다 근본

적인 차원에 해당되는 ‘문화’라는 개념에서 시작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문화를 고려하여 공간을 설계해야 함’은 쉽게 이해될 수 있으나 ‘문화’의 

의미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계 행위에 앞서 ‘문화’의 범위나 

의미가 모호하게 생각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즉, 공간을 설계함에 있어 ‘문화’

라는 개념에 한 접근에서부터 적용 방법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광범위하다. 

11 Amos Rapoport, 주거형태와 문화(Housing Form and Culture), 이규목 역, 열화당, 1985

 Amos Rapoport, ‘Theory, Culture and Housing’, Housing, Theory and Society, 17(4), 

2001, 145-165.

12 Amos Rapoport,  Culture, Architecture, and Design, Locke Science Publishing Compan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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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문화에서 비롯된 사회적 체계와 건조 환경의 관계
Rapoport, A. (2001) p.149

이러한 문제점에 해 라포포트는 건조 환경의 관점에서 문화의 개념을 세계관, 

가치, 이상향, 규범 등과 같은 보편적 개념과 함께 연 감, 가족구조, 역할, 사회적 

관계, 지위, 정체성, 제도 등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분해(dismantling)하였다. 주요 

개념들 중에서 설계행위에 가까운 개념들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과 연계되어 

물리적 공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림 2-3’은 문화에서 비롯된 사회적 체계

와 건조 환경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해한 것이다. 

‘문화’는 불변적 요소와 가변적 요소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도 나타

날 수가 있다. 특히, 문화에서 보편성(universals)이 존재할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

게 다루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주거공간에서 보편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상 적

으로 가변적 요소가 줄어드는 것을 들 수 있다. 주거공간에서 가변적 요소가 줄어

든다는 것은 관련 연구의 설계를 더 단순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2’의 개념도는 ‘문화’에서 불변성과 가변성의 존재 여부에 따른 문화의 

양상을 개념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가 전적으로 상 적인 개념일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림에 해당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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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문화’에서의 불변성과 가변성 존재 여부에 따른 개념도
Rapoport, A. (2005) pp.80-81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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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그림은 ‘문화’에서 어떤 불변적 요소들이 존재한다면 가변적 요소가 그

만큼 줄어들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제거되는 가변적 요소들의 규모가 불변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임 의미한다. ‘문화’에서 불변적 요소의 변화 여부는 또 다른 

가능성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어떤 가변적 요소들은 불변적 요소의 다른 표현

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에서 보편성 또는 특정 불변적 요

소에서 기인한 것이 가변적 요소로 존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로 다

른 집단들 간에는 각각 다른 형태의 사생활(privacy)이 요구되지만, 인간에게 보편

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13

라포포트는 환경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논의함과 동시에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홀(1966)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던 분류에 바탕을 

두고 “고정된 요소(fixed-feature elements), 반고정된 요소(semifixed-feature 

elements), 고정되지 않은 요소(nonfixed-feature elements)”를 언급하고 있다.14 

고정된 요소는 근본적으로 고정된 것들 또는 거의 변하지 않거나 천천히 변하는 

것들이다. 부분의 표준적 건축요소(벽, 천장, 바닥)가 도시에서의 거리와 빌딩처

럼 그 범주에 속한다. 이들 요소가 조직되어지는 방법, 크기, 위치, 연속성, 배열 

등은 특히 전통적 문화에서 의미를 전달하지만, 모든 경우 그들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 보충되어진다. (···) 다른 주변요소가 변하는 반면에 계속 변하지 않는 핵심요

소(core element; 문화적 핵심요소와 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15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요소(core elements)’는 “오랜 시간을 통해 변치 않고 전

승되는 요소”로 예를 들면, 식생활, 언어, 종교의식, 가치관 등을 들 수 있다. ‘주변

요소(periphery elements)’는 시간을 통해서 쉽게 변하게 되는 요소를, ‘혼합된 요

소(syncretism)’는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원형과 새로운 요소의 혼합으로 

13 Amos Rapoport, 2005, 79-82.

14 에드워드 홀은 ‘사람들이 문화의 한 기능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 즉 인간이 공간을 구조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프록세믹스(proxemics)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

하였다. 그는 동물행동학 연구성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다른 문화 간 갈등의 요인 

중 하나로 공간을 지각하는 형식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미시문화의 한 현상으로 나

타나는 프로세믹스는 고정적, 반고정적, 비공식적인 형태라는 세 양상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dward Hall, 숨겨진 차원: 공간의 인류학(The Hidden Dimension). 최효선 역, 한길사, 2013, 

161-174.

15 Amos Rapoport, 건축환경의 의미(The Meaning of the Built Environment), 정무웅 역, 광문

화사, 199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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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변형을 의미한다. 

그림 2-3 시간의 흐름에 따른‘문화’의 구성 요소
Rapoport, A. (2005) pp.80-82 내용 참고하여 도식화

라포포트는 문화에서의 핵심요소 개념을 나바호 족(Navaho)에 적용시킨 결과 

주거보다는 정주양식(settlement pattern)이 더 중요하며 이러한 정주양식이 문화

의 핵심적 가치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주거는 많은 의미를 지

니는데 나바호 족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문화변용이 되지 않은 나바호 족의 원형이

며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을 파악하고 있다. 

주거공간에 잠재된 문화적 핵심요소는 한 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주거공간과 문화적 핵심요소의 관계 및 상

호 영향에 한 라포포트 관점과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된다. 앞서 기술한 ‘문화’의 

불변성과 가변성 존재 여부에 따른 개념도는 시간의 흐름을 축으로 놓고 문화의 핵

심요소 존재와 변화 여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핵심요소의 변형 가능성과 핵심요소 

중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하는 핵심요소를 추가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2-3’과 같다. 

‘문화’에서의 문화적 핵심요소 및 기타 구성요소는 주거문화와 주거공간의 논의

에서도 적용된다. 한국의 주거문화에서 핵심요소들 중 가장 표적인 것으로는 한

국 고유의 난방 방법인 온돌(溫突)과 좌식생활을 들 수 있다. 온돌 방식은 초기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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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요소로 그 성격이 강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었다. 지금은 좌식생활과 입

식생활이 절충되었다. 주거문화에서 핵심요소는 새롭게 형성된 요소나 이러한 요

소와의 혼합으로 인해 변형된 경우도 있다.

아 트의 물리  공간계획과 유  속성

라포포트가 언급한 문화의 불변적 요소와 가변적 요소의 존재 여부에 따른 논의

를 공간의 논의로 가져오는 과정을 재검토해보면, 문화를 이루는 요소 중 문화적 

핵심요소에 해당되는 개념이 존재한다. 사회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물리적 공간도 

이를 구성하는 구조적 특성 중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유전적 속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문화에서의 보편성, 또는 보편적 요소는 유전적 속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잘못 이

해할 수 있다. 공간에서의 유전적 속성은 문화의 보편성 또는 보편적 요소, 보편적

인 계획 원리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보편성과 물리적 계

획 원리가 곧 유전적 속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화에서의 보편성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의미한다. 즉, 문화의 보편성은 

어느 사회 또는 어느 문화에서나 나타나는 양식을 뜻한다. 이는 문화의 특수성 개

념과 함께 설명될 수 있다. 문화의 특수성은 특정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차이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의 성격은 집단 내부적으로는 보편성을 집단 

외부적으로는 특수성을 가지게 된다. 

그림 2-4 공간구조와 유전적 속성

한국 아파트의 경우 물리적 공간계획 측면에서 보편적 요소가 도출될 수도 있다. 

주거공간의 계획원리는 보편적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공간배치 상에서 논의와는 



아파트단지와 단위세대 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20

그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파트에서 유전적 속성은 문화적 관념이 물리적 실체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화적 맥락을 지닌다. 주거공간에서의 보편적인 특

성이라는 것은 계획원리의 보편성을 의미한다. 공간구조 관점에서의 유전적 속성 

또는 유전자형에 한 논의는 더 근본적으로 논의되는 개념이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예를 들면 생활방식, 행위, 가치, 관념 등은 물리적 환

경과 상호영향 관계에 놓여있으며 공간구조에도 반영된다. 사람들의 행동양식은 

공간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으로 공간구조를 살펴보면 사회적 현상이 

드러나고 생활문화를 추측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을 통해서 한

국적 속성 또는 사회문화적 특성의 논의도 가능하다.

그림 2-5 마포아파트단지 및 반포주공1단지 전경
http://wow.seoul.go.kr

한편,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 한 비판은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아파트를 

둘러싼 비판들은 제기되었지만 그 속에서 아파트는 확산되고 보편화되었기 때문이

다.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밀도의 증가’와 ‘고층화’

를 들 수 있다.16 아파트에 한 ‘계획기법의 빈곤화’ 또는 ‘계획의 경직성’은 주거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계획기법의 응이 미숙했음을 의미한다.17 이와 같은 문제점

16 강인호, 공동주택의 밀도와 계획기법, 주택도시, 제77호, 2003.06, 86.

17 아파트가 밀도 변화에 따른 계획적 응이 부족했다는 사실은 국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관련 연구에서는 주거단지에서 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밀도 수준과 계획기법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주거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응하지 못한 ‘계획기법의 빈곤’, ‘계획

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인석, 강인호 한국 주거단지와 서양 주거단지의 밀도 및 계획기법 비교 연구, 한건축학회논문

집(계획계), 17(5), 2001 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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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복되는 계획적 관행, 기계적 반복, 계획의 획일화, 단선화 등의 비판과도 관련

이 있다. 그러나 계획의 경직성이라는 비판은 전문가의 물리적 계획, 아파트의 공

급 주체, 관련정책 및 제도적 기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결과적으

로 계획은 수요자 입장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18

위와 같은 비판은 단위세  평면이 아닌 아파트단지를 범위로 한다. 또한, 단순

히 한 단지 내에서 동일한 주거동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일자형으로 배치하는 

것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생활공간의 질이 균질적이고 균질

적인 공간들이 반복되어 장면의 변화가 없는, 어느 지점에서도 장면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생활공간에서의 경험과도 직결된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려는 유전적 속성은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에 한 비판과 본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유전적 속성은 공간구조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공

간구조는 공간의 연결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물리적 환경에서 표면적으로 드

러나지 않는, 내재한 공간의 질서로도 볼 수 있다. 공간구조는 물리적 공간계획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속성을 분석하는 범위는 단위세  평면과 아파트단지

를 각각 구분하고 있다. 또한, 유전적 속성은 실제 사례들에서 공통된 특성을 분석

하는 방법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그 기준으로는 여러 개의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

타나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성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속성 외에도 시

적 차이를 반영한다. 

강인호, 박인석, 집합주택단지 밀도와 계획기법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

으로, 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7(6), 2001, 115-126.

18 온돌 난방방식과 평면계획에서의 공사실 분리 원칙은 계획의 수용적 입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

다. 초기 아파트는 난방방식으로 입식생활을 고려한 라디에이터가 사용된 적이 있는데 결국 온돌

방식이 적용되었다. 평면에서도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분리된 서구식 공간구성의 평면이 존재

하였으나 70년  중반 이후에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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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분 석 이론 

2.1. 공간구조의 속성

공간에서는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며 하나의 특성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공간을 해석하는 방법은 형태나 기능에 의한 분류 방법에 한정되었으며 주로 

서술적 접근 방법이 이루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공간의 물리적 특

성과 전체 구조를 분석하는 틀이 제시되었다. 이는 사회현상에 한 서술적 접근 

방법이 아닌 논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공간을 분석하는 것은 사회와 공간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간분

석의 결과는 사회적 관계를 토 로 해당 공간의 특성을 도출하고, 공간의 특성에 

따른 사람의 행위를 파악하여 공간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그림 2-6 도시설계 이론 다이어그램
Trancik, R. (1986)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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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공간에서 ‘구조’, ‘구조적 속성’을 이해해야 하는가? 구조는 기본적

으로 연결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공간구조는 공간의 연결 관계에 기초한다. 공간

들 간의 연결 관계는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공간의 구조적 속성을 

이해하는 이유는 공간구조가 물리적 환경의 본질적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물

리적 환경의 본질적 속성은 사회적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공간구조

를 이해하는 것은 물리적 환경의 고찰을 통해서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다. 

일찍이 도시·건축공간에서 공간의 구조적 속성을 이해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

었다. 다음 두 가지는 구조적 관점에서 물리적 공간을 해석하는 표적인 방법론들

이다.

먼저, 다양한 도시 공간에 한 접근에 관한 방법이 있다. 이는 물리적 공간의 구

조를 통해 이해하는 방법론이다. 로저 트랜식(Roger Trancik)은 도시의 물리적 공

간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형태 및 배경 이

론(figure-ground theory), 동선 이론(linkage theory), 장소이론(place theory)이

다. 각 이론들은 서로 관련성이 있으며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설계 과정에서 통합

적으로 적용된다. ‘그림2-6’은 세 가지 접근에 관한 다이어그램이다.19 

그림 2-7 준격자 및 수목형태 그래프
Alexander, C. (1965) p.122

다음은 공간구조가 정량적으로 분석되는 방법이 있다. 표적으로는 그래프이론

을 들 수 있다. 그래프이론은 공간을 수학적이고 계량적인 형태로 재현하여 공간구

조의 속성을 파악한다. 여기에서 그래프는 노드(node)와 에지(edge) 또는 링크

(link)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그래프에서는 현실의 거리 개념이 아닌 노드와 노드 

19 Roger Trancik, Finding Lost Space: Theories of Urban Design, John Wiley & Sons, 1986, 

97-124.



아파트단지와 단위세대 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24

간의 연결 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20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도시는 나무가 아니다(A city is not a tree)’에서 자연

적으로 발생한 도시는 준격자(semi-lattice)의 형태를, 인공적으로 조성된 도시는 

수목(tree)의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래프를 활용하였다. 그림에서 

준격자 형태의 경우 서로 중첩되어 있어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수목 형태

는 어떠한 중첩도 일어나지 않음을 설명한 바 있다. 

그래프를 활용한 공간분석의 장점은 공간에 한 객관적인 지표를 도출할 수 있

다는 점이다. 물리적 환경에 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

고 행위의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간분석 이론의 장점을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발전한 이론이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이다.21 

2.2. 공간구문론( Space Syntax)

공간분석기법은 공간의 구조적 속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공간의 

구조는 공간배치와 관련이 있는데 전체 공간의 위상학적·형태적 구조를 의미한다. 

즉, 공간분석 기법은 공간의 배치를 다루고 그 속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으

로 정의할 수 있다.22 공간분석은 공간을 단위공간의 연결 네트워크로 간주한다. 

20 그래프·네트워크 이론에서 ‘그래프’라는 용어는 ‘네트워크’와 동일한 의미이다. ‘그래프’가 수학적 

용어라면 ‘네트워크’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기본적으로 그래프 이론은 그래프의 다양한 

질적 특성을 표현하고 분석하는 수학의 한 분야이다. 실제로 그래프 이론은 항공노선 배정, 도로

교통 분석, 회로도 분석, 컴퓨터 통신망 설계 등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회학, 언어학은 물론 본 연구와 같은 건축 및 도시 관련 분석에도 사용되고 있다.

21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은 영국 런던 학교 빌 힐리어(Bill Hillier)와 줄리앤 한슨(Julienne 

Hanson)이 개발한 이론으로 한국에 처음 이 이론이 소개되었을 때 ‘공간구문론’ 또는 ‘공간통사

론’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공간구문론’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공간구문론에서 ‘구문론(Syntax)’는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언어학에서 문법은 형태론과 

구문론(통사론)으로 구분된다. 형태론은 형태소의 결합을 다루는 분야이고 구문론은 이러한 형태

소들이 문장을 이루는 원리와 관련된 분야이다. 실제로 힐리어는 언어학을 전공하였으며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를 건축 공간에 적용하면, 공간들이 건축물과 도시를 구성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공간구문론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단위 공간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이들의 조합 방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현철, 레이어 깊이 가중치를 적용한 공간구문론의 확장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1. 역자 각주 8 재인용

22 조형규. 공간구조 분석을 위한 각도가중 ERAM 모델의 구축 및 적용. 서울 학교 박사논문. 

20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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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단위공간의 연결 관계에 의해 전체의 구조, 즉 하나의 시스템으로 규정

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연결 관계에 의해 정의되므로 부분의 변화가 전체의 변

화로 나타나는 상 적인 속성이 있다.

‘그림2-8’은 공간분석 기법에서 공간을 그래프로 변환한 것이다. 오른쪽 그림은 

공간이 단순화된 것으로 공간 간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 단위세  평면에서 공간의 

‘구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프로 변환하였을 때는 각 공간

의 관계와 함께 상 적인 깊이가 드러난다. 외부에서부터 가장 깊은 공간은 욕실이

며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주요 매개 공간은 거실로 분명히 나타난다. 각 공간 간

의 관계는 곧, 위상학적 관계이다. 위상학적 관계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상호간의 연결 정도와 상 적 깊이이다. 

그림 2-8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의 그래프 변화
최재필 (2010) p.17

공간을 위상학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할 때의 장점은 연결 상태를 단순화하여 공

간의 구조를 선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큰 규모의 공간 또는 복잡한 구조의 공

간은 중심적인 공간이나 깊은 공간을 정확하게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 공간분

석은 공간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서 효용성이 매우 크다. 

‘그림2-9’은 3개의 공간구조 사례와 각각의 위상학적 연결 관계를 도식화한 것

이다. 3개 사례는 3칸으로 구성된 정방형의 서로 유사한 공간 형태이다. 그러나 자

세히 살펴보면 각 사례별 공간의 연결 관계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

서 왼쪽은 건물의 평면, 중간은 공간의 연결 관계, 오른쪽은 연결 관계에 따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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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깊이로 이해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유사한 공간의 형태로 보이지만 각 공간

의 속성은 통합된 정도와 격리된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유사한 평면

이라도 공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각 공간이 갖는 구조적 속성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9 건물내부 물리적 패턴의 도식화
Hanson, J. (1998) pp.25-26 참고하여 재작성

공간구문론은 공간분석 기법 중 표적인 이론이다. 공간구문론은 공간의 배치

를 노드(node)와 에지(edge)의 그래프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프에서 깊이

(depth)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전체 그래프 구조에서 위상학적 중심을 나타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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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해당 공간의 속성을 제시한다. 공간구문론은 전체의 공간구조 속에서 상호간

의 위상학적 관계를 바탕으로 공간을 이해하는 것으로 연결도(connectivity), 통합

도(integration), 통제도(control value), 명료도(intelligibility) 등의 지표가 있다. 

무엇보다도 공간구문론은 추상적 또는 주관적으로 다루었던 건축 및 도시 공간을 

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spatial decomposition 
node (vertex) + edge (link)

1 2
depth : 1

depth : 2

depth from 1 to 2 

(1+2)/2=1.5

그림 2-10 공간구문론에서의 노드, 에지, 깊이의 개념
Bill Hillier (1984) pp.147-152 내용 참고하여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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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행연구의 검토

먼저, 한국의 아파트에 관한 연구 지형을 파악하면서 본 연구의 위치를 확인한

다. 다음으로는 유전자형을 발굴하는데 시초가 된 연구를 고찰한다. 시초가 된 연

구의 방법론은 후속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공간구조의 유전

자형에 관한 국외 연구와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를 차례 로 검토한다.

3 .1. 한 국 아 트 련  연구

건축분야에서 아파트에 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23 강범준

(2003)은 아파트에 관한 연구의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계획의 상

으로 아파트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생산물’로 보는 관점

이다. 전자는 ‘아파트 개발의 발전적 결론’을 제시하는 연구로 건축계획을, 후자는 

‘경제적, 정책적 여건으로 인한 결과물’로 아파트를 바라보는 것이다.24 본 연구는 

위의 기준을 참고하되 분류 기준 및 해당 연구의 범위를 수정하여 재분류하였다. 

한국 아파트에 관한 연구는 해당 연구의 범위 및 목적을 분류의 기준으로 설정하였

다. 다음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관련 연구를 분류한 것이다.

첫째, 건축계획 연구는 아파트의 물리적 설계에 관한 연구로 계획안의 개발 및 

평가, 유형화, 공간구성의 특성, 계획 경향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둘째, 주거론 연

구는 거주성 및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연구로 주거만족도 및 주거복지, 거주성 평가

지표 및 평가모델, 커뮤니티, 주거사 등에 한 연구가 포함이 된다. 셋째, 사회·경

23 2005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국내 23개 학술지를 상으로 건축·도시를 주제로 다룬 논문의 

연구동향 통계를 조사한 결과, 주거건축 계획(단독주택계획, 공동주택 계획, 주거론 일반, 기타) 중

에서 공동주택 관련 연구가 총 766건 중 453건으로 약 59%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주제 동향 중 ‘주거건축 계획’ 자료 인용, http://www.auric.or.kr/User

/Rtre/cat_rtre1_2.aspx?criccode=74&step=1 [접속일 2013.08.31]

24 강범준은 아파트 연구에 하여 관점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건축 계획론 관련 연구로는 

평면 개발 연구, 유형분류 연구, 상품화와 관련한 계획요소 연구가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연구로

는 제도 및 정책 또는 마케팅 관련 연구로 아파트 소비자 계층 또는 계급 연구, 정책으로 인한 계

획 특성 연구가 포함된다. 셋째, 사회·경제적 배경을 전제로 하는 건축계획론 연구로 아파트를 시

장주택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을 고찰한 연구가 해당된다. 

강범준, 아파트 평면 구성의 경제적 논리: 사용가치-교환가치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학

원 석사학위 논문. 2003,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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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연구는 아파트의 경제성 평가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로 마케팅 및 상품

화 방안, 인증제도, 성능평가, 주택관리, 건설 및 경영 등의 연구가 포함된다.

본 연구는 아파트의 연구 지형에서 ‘건축계획 연구’와 ‘주거론 연구’의 방향과 유

사하다. 본 연구는 아파트의 물리적 설계를 상으로 하나의 전형적인 유형 또는 

흐름을 파악하고자한다. 2차적으로는 도출된 유형이 지니는 의미를 한국의 사회문

화적 측면에서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의 보편화 현상을 

배경으로 물리적 환경과 그것을 구축하는 공간배치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사회·

경제적 연구’와는 그 관점을 달리한다.

그림 2-11 아파트의 연구 지형

‘공간배치’는 공간분석 이론인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의 주요 개념이다. 공

간요소들의 상호 연관성(inter-relation)은 공간과 공간의 상호간 상 적(relative)·

위상학적(topological)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의 외부공간

은 물리적 환경을 결정하는데 건물이나 특정 공간의 ‘배치(Configuration)'로 설명

될 수 있다. 단위세  평면은 각 공간의 배치 또는 공간들 간의 연결 관계를 통해 

내부공간의 구조적 속성이 결정된다. 공간배치가 연구의 주요 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조정하고 제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

이다.25 

25 Hillier, B. & Hanson, J., The Social Logic of Space. 1984. 18; Hillier, B. Space is the 

Machine: A Configurational Theory of Architecture, Cambridge university, 1996,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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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파트의 물리적 설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주요 관점으로 공

간의 구조적 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주거공간에서 공간의 배치는 기능에 따라 구획

된 각 공간의 연결 관계에 기초한다. 공간의 배치는 공간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바

탕이 된다. 공간의 구조적 속성에는 사회상이 반영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주거공간

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공간구조에 내재된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그 결과를 통해서 

생활방식, 나아가 사회적 현상을 추론할 수 있다.

한국 아파트의 물리적 설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그 범위에 따라서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구분된다. 연구의 상은 단위세  평면, 아파트단지의 외부공간 및 

공용 공간, 주동 의장을 포함한 단지 경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위세  평면계획

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 아파트가 도입된 이후부터 주요 관심의 상이었다. 새로운 

평면 형태를 모색하거나 평면의 유형화 작업을 통해 생활의 변화에 따른 거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평면개발과 관련하여 

특허로 출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26 

그림 2-12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물리적 설계 범위

반면,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외부공간에 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

다. 브랜드 아파트가 주목을 받게 되는 2000년  이후이다.27 아파트단지의 외부

공간에 관한 연구는 바람직한 주거 환경의 고찰이라는 전제 하에 아파트단지 내

에서의 공간 활용, 생태환경, 동선, 건축물 외관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26 가족 구성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평면, 리모델링에 비한 복층형 또는 세 분리형 평면, 저층부 

특화평면 등의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7 1990년  후반부터 아파트의 브랜드화 움직임은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는 2000년

 초반이다. 아파트단지의 외부공간은 브랜드별 차별화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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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주변의 공간과 해당 아파트단지의 관계성, 단지 

내 녹지 비율 또는 생태 환경의 조성, 단지 내 교통 체계의 안전성 및 효율성, 보행 

공간, 건축물 외관의 심미적 안정성 또는 외관과 조경과의 정합성 여부 등에 한 

연구가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바람직한 주거 환경의 절 적 가치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주거 환경 조성 이후 거주자들이 입주하면서 실

제로 형성되는 주거 환경에 한 현상적 측면에 소홀한 경향을 보인다. 즉,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설계에 관한 연구들은 해당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태적 생활에 하여 충분한 분석 및 설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주생활의 범위가 내부 공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부 공간

까지 확장된 점과 주거공간의 디자인 측면보다 더 근본적인 공간의 배치에 초점을 

둔 점을 고려하였다. 공간배치단위세  평면에서 각 실의 배치, 단지 외부공간에서 

시설 및 공간의 배치에 중점을 둔다.

3 .2. 유 자형 발 굴 의 시 가  된  연구

공간구문론은 그 적용의 범위가 다양하고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

적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이 처음 발표된 1980년 부터 최근까

지도 건축 및 도시 공간을 상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방법론으

로공간구문론을 활용하는 경우는 특정 기간 동안의 공간구조 변화를 파악하거나 

계획 단계에서 공간구조의 예측 및 평가를 통해 더 나은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 중에서 주거공간을 상으로 공간구조의 특성을 다루었던 국외의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간구문론을 적용하여 공간구조의 유전자형을 발굴하는데 시초가 된 연구는 힐

리어 외(1987)의 논문이다.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농가 평면 17개를 상으로 정량적,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서로 다른 평면들에 

내재된 프랑스 농가 주택의 유전자형을 발굴하였다. 공간들의 통합(integration)과 

격리(segregation)에 따른 패턴을 파악하여 두 가지 유형의 노르망디 농가의 유전

자형 제시하였는데, '샬레 코뮨(salle commune,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공간으

로 부엌 기능도 포함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간 구성과 ‘현관’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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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성이다. 다음 그림은 노르망디 지역의 농가 평면 연구에서 전형적인 평면으

로 제시된 것이다.28

연구방법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찰스 에스티엔느(Charles Estienne)가 중

세 프랑스의 성 또는 장원과 비되는 농가를 규명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모

델을 제시한 바 있는데, 농장과 주택의 전체적인 향을 규정하는 규칙(orientation), 

농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고 그와 관련된 기능들을 구성하는 규칙(frontalite), 

마스터 영역을 중심으로 좌우에 농가 안팎의 기능들을 배치하는 규칙(lateralite)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 번째 개념의 배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농가 

사례를 상으로 단위공간의 범위에 따라 세 가지 레벨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

로 연결된 연속된 농가의 내부 공간들만을 분석하고 농장 마당을 거쳐 갈 수 있는 

별채와 외부 공간은 모두 제외한 분석, 앞의 경우에 외부 공간을 표상하는 단일 공

간이 더해진 분석, 모든 외부 건물들과 분화된 외부 공간들을 포함하여 분석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레벨에서의 분석 위주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3 농가 모델의 세 가지 요소: (a)orientation, (b)frontalite (c)lateralite
Julienne, H.(1998) p.81

힐리어 외(1987)의 연구에서는 공간들의 통합과 격리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분석지표가 활용되었다. 먼저, 상 적 공간심도(real relative asymmetry, 

RRA)는 해당 공간의 상 적 깊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표 값이 작을수록 위상

28 Hillier, B., Hanson, J. and Graham, H., Ideas are in things: An application of the space 

syntax method for discovering house genotype.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Vol. 14, 1987, 363-385.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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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 중심에 위치하고 클수록 위상학적으로 변두리에 위치한 공간임을 의미한

다. DF(difference factor)는 지표 값의 편차 개념으로 셋 이상의  공간들 간의 차

이(integration inequality), 즉 통합도 값들 간이 차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통합도 값들 간의 차이가 없는 균질한 공간임을 의미하고, 0에 가

까울수록 통합도 값들 간의 차이가 큰 분화된 공간임을 의미한다.29 각 농가 내의 

모든 공간들의 상 적 공간심도 값을 크기의 순으로 정리하여 위상학적 중심이 높

은 공간을 기준으로 평면 구성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사례 농가의 최  통합도 값, 

평균 통합도 값, 최소 통합도 값들 간의 DF를 산출하여 각 공간 간 지표 값의 차이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림 2-14 단위공간의 상대적 공간심도 값들 크기 순위
Julienne, H. (1998) p.83

29 그래프로 표현된 공간구조에서 공간의 깊이는 해당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최소 경로

로 거치게 되는 에지의 수로 정의된다. 해당 공간에서 모든 다른 공간으로 가는 공간의 평균깊이

(MD: mean depth)가 작을수록 해당 공간은 전체 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반 로 전체 공간

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깊이는 단위공간의 수가 증가할수록 값이 커지기 때문에 

규모가 다른 두 공간을 비교함에 있어 한계점을 지닌다. 평균깊이의 범위를 0과 1의 범위로 조정

하여 단위공간의 수에 따른 편차에 한 보정치를 곱한 것이 상 적 공간심도(RR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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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La Bataile 평면과 해당 평면의 J-graph
Julienne, H, (1998) p.85

그 결과, 단일 축의 긴 선형 평면의 사례(La Bataile)가 노르망디 농가의 전형적

인 평면으로 제시되었다. 제시된 사례는 샬레 코뮨이 별실, 응접실, 사무실을 포함

한 주거기능과 세면실, 유제품 제조실을 포함한 가사작업 관련 기능을 위한 두 동

선의 고리를 연결 또는 분리하는 일종의 고리(hinge) 역할을 하는 공간임을 밝히고 

있다. 샬레 코뮨의 공간구조 상 특성으로는 ‘가장 통합도가 높은 공간, 모든 동선의 

고리 내에 위치, 외부 공간 다음으로 가장 깊이가 얕은 공간, 주택 내에서 기능적으

로 분화된 두 가지 주요 영역을 연결 또는 분리’로 제시하였다. 네 가지 특성은 다

른 사례에서의 샬레 코뮨이 지니는 공간적 특성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유형 특성

Genotypes

 salle-commune를 중심으로 한 구성

 통합도가 매우 높은 salle commune가 중심이 됨

 주요 공간들의 공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높은 내부 통합도와 높은 외부 통합도의 값을 나타냄

Non-genotypes

 현관을 중심으로 한 구성

 전위 공간이 중심이 됨

 주요 공간들 간의 내부 격리가 크고  공간 차이는 작게 나타남

 내부와 외부가 더 확실히 분리 됨

 더 격리된 외부를 나타냄

출처: Hillier, B. et al. (1987) pp.380-385 요약

표 2-1 유전자형과 비유전자형의 차이점

분석 결과로는 노르망디 농가의 유전자형이 지니는 전형적인 특성을 보유한 사

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농가 유형(type)



2장. 이론적 고찰

35

은 없었지만 공간 배치와 기능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그러한 우성적인 유전자형

(dominant genotype)을 찾을 수 있었다. 앞서 연구의 요약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차이점을 ‘표2-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30

결과적으로 힐리어 외(1987)의 연구는 전형적인 노르망디 농가를 상으로 공간

구조의 유전자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기능의 공간들 간의 통합과 분리의 

정도를 탐색하는 방법을 통해 주거라는 인공물 내에 문화적 관념이 주관적으로뿐

만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로서 반영되어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즉, 주거에서 공간 

배치의 유형에 따라 생활양식 상의 변수들과 주거 내부에 반영된 남성 중심적, 여

성 중심적 시각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3 . 공간구조의 유 자형에 한  국외  연구

이후 주거공간을 상으로 공간구조의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다. 주로 시초가 되었던 연구(Hiller외, 1987)에서 활용된 방법론에 기

반을 두고, 세부적으로는 연구 상에 따른 분석 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국내

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공간구조의 유전자형 발굴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관

념이 물리적 실체로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의 논점은 동일하지만 규명

하고자하는 바에 따라 크게 두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간분석을 통해 특정 시기의 사회상 또는 문화적 관념을 추측 또는 재해

석하는 연구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상당히 오래 전의 마을 또는 주거지를 상으로 

해당 지역의 원주민 문화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거나, 특정 시 에 하여 기 구

축된 정성적 연구를 토 로 건축공간을 통해 당시 사회모습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Bustard(1999)는 고고학 분야에서 수행되는 연구가 주로 공간의 형태와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한계점을 연구의 배경으로 언급하였다. 차코캐년

(Chaco Canyon) 유적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여 공간구조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

으로 공간적 패턴이 시간적 흐름과 관계없이 하나의 유형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는 않았으나, 각 시기별 차이점과 공간의 기능적 차이점은 나타났다. 각 시기별 공

30 Ibid., 38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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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구조의 유전자형을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표현형의 변화를 통해서 

당시 사회상과 물리적 공간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31

그림 2-16 차코 캐년
http://www.pd4pic.com/new-mexico[접속일 2014.03.10]

  
그림 2-17 J-graph 예시
Bustard, W. (1999) p.222

인도의 경우 식민지 영향으로 인해 인도 고유의 문화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물리

적 환경 또한 마찬가지였다.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아닌 외부지향적인 형태의 건물

과 같은 혼합적인 건축 양식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로 건물 형태

나 의장에 하여 기술하는 연구들의 한계점을 배경으로 당시 사회문화적 규범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거의 물리적 공간 배치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석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32

다른 선행연구의 흐름은 사회문화적 변화가 주거공간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다. 공간분석을 통해 해당 시기의 사회상 또는 문화

적 관념을 추측하거나 재해석에 중점을 두는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지만 각 사례별 

31 미국 뉴멕시코주에 위치한 차코 캐년은 푸에블로(Pueblo) 인디언의 선사유적지로 정식 명칭은 차

코 문화 국립 역사공원(Chaco Culture National Historical Park)이다. 규모 집단주거 시설인 

이 유적지는 단일연속 구조로 되어있다. 핵심 공간은 키바(kiva)라고 부르는 지하에 마련된 종교적 

성격의 원형으로 된 공간이다. 키바와 식량을 두는 공간배치를 통해 당시 인디언의 사회적 규범이 

물리적으로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파악하고 시기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점은 공간구조의 유

전자형을 제시하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Bustard, W. Space, evolution, and function in the houses of Chaco Canyon,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Vol.26, no.2, 1999, 219-240.

32 Abir Bandyopadhyay, Arif N Merchant, Space syntax of colonial houses in India,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Vol.33, no.6, 2006, 92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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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공간배치를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비교적 명확하게 통시적 또는 공

시적으로 공간구조의 유전자형과 그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비서구권에서 나타났

던 서구화 과정과 주거공간의 변화, 사회적 규범 또는 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성별

로 이루어졌던 공간배치가 변화하는 과정, 전통주거의 공간구조와 현 주거의 공

간구조의 연계성 등에 한 내용이다.

그림 2-18 앙카라 아파트 평면 사례와 J-graph
Yasemin Ince Guney 외(2008) p.632

Orhun 외(1995)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터키의 전통주거 사례를 상으로 

공간구조의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거실 또는 sofa(계단실과 인접한 전이공간으

로 다기능을 하는 공간)’를 중심으로 배치된 유형과 외부 공간인 ‘중정(거리에서 주

거공간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포장된 외부 공간)’을 중심으로 배치된 유형을 제시하

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Orhun, 1996)에서는 평면의 유형을 내향적인 

구성의 평면과 외향적인 구성의 평면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차이점으로는 가정생

활, 성별 공간 이용, 손님을 맞이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생활양식의 차이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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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해당 주거가 건설되었을 당시 터키의 사회적 

변화 및 서구화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

알제리의 베르베르(Berber) 주거 사례를 상으로 주거 내에서 공간적 패턴과 

사회체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의 경우, 예비분석을 통해 주거 내 여성공간

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유전자형을 발견하였다.33 이 연구는 성별 공간의 구분과 

함께 주거에서 공간구성의 패턴이 주거의 형태나 공간의 규모와는 별도로 사용자

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그밖에 1920년 부터 1990년 까지 터키 앙카라(Ankara)에 건설된 아파트 평

면 108개를 상으로 공간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본적인 유전자형의 특성으로는 모든 시기에서 가장 통합된 공간으로 전이

공간이, 그 다음은 거실로 분석되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

는 부엌의 배치를 언급하고 있다. 일찍이 거실 중심의 공간구성에서부터 전이공간

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성까지 전통 주거의 공간구조가 20세기 아파트 평면에서도 

전이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34

3 .4. 공간구문론을 활 용 하 여  주 거 공간을 분 석한  국내  연구

국내의 선행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공간구문론을 적용한 연구가 1990년  초반

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부터 건축 및 도시공간에 다양하게 적용되

기 시작하였다. 국외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주거공간을 상으로 유전자형 발굴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지만 특정 시설 및 공간을 상으로 공간구조의 특성, 

변화, 예측에 한 연구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공간구문론을 적용하여 한국 아파트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의 

상을 단위세  평면으로 한정한 연구와 아파트단지의 외부공간을 분석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아파트에서 주생활 공간의 내·외부 구분에 따른 것으로 

33 Tahar Bellal, Understanding home cultures through syntactic analysis: the case of Berber 

housing, Housing, Theory and Society, Vol.21, no.3, 2004, 111-127.

34 Yasemin Ince Guney, Jean Wineman(2008) The evolvin design of 20th-century apartment 

in Ankara,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Vol.35, 2008, 62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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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설계 범위와도 일치한다. 단위세  평면을 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를 먼

저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최재필(1990)은 아파트의 한국적 토착화 관점에서 공간구문론을 적용하여 단위

세  평면의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아파트 거실이 안마당 역할을 하게 되면서 거

실을 통해 마당은 아파트에서 실내화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가정생활의 초점으로서 

마당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제시한다. 즉,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행동이 현 의 주거

유형인 아파트에서도 성공적으로 재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규명하고 있다.35 

이후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 단위세  평면의 시계열 분석 연구(1996a, 

1996b, 2004)에서는 단위세  각 공간의 위상 변화를 통해 주생활 양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주거문화사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36 이 연구들은 한국 아

파트의 단위세  평면에서 공간 배치 상의 변화를 사회적 배경과 함께 논의하고 있

는데, 무엇보다도 한국의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아파트의 단위세  평면에서도 여

실히 반영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공간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상

과 주거문화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경욱(2003, 2005)은 서울의 주거가 진화하는 과정은 바닥 높이의 구분이라는 

자생적인 유전자형을 통해 새로운 주거 형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위상학적 변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바닥의 높이는 전통적인 주거에서 낮은 바닥과 높은 

바닥의 기준에 근거하였다. 마당은 현  아파트의 낮은 바닥공간인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다용도실 등으로 변화하였음을 제시한다.37 이 연구는 특정 공간의 진화과

35 전통적 한옥과 비교하였을 때 아파트가 충분히 한국적이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가장 

표적인 것으로 하늘과 지붕을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고, 그 결과 아

파트 실내 장식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천장이 아니라 벽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발코니를 중

시하는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마당을 통해 하늘과 수직적 연결을 지향하던 전통적 관습문화의 상

징적 유산이라는 결론은 매우 흥미롭다. 

최재필, 중정에서 거실로: 아파트 량생산에 있어서의 거주성 확보를 위한 시험적 고찰, 주택도

시, No.51, 1990

36 최재필, 한국 현  사회의 주생활양식의 변화: 수도권 3LDK 아파트 주호 평면 계획의 변천을 중

심으로. 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2(9), 1996a, 3-13

최재필, 공간구문론을 사용한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시계열적 분석: 수도권 4LDK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계획을 중심으로. 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2(7), 1996b, 15-28

최재필 외,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 분석: 1966~2002년의 서울지역 아파트를 상으

로. 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6), 2004 155-164

37 서경욱은 복도식 아파트가 복도 쪽에 면한 부분의 평면 배치에 보다 제한을 받으므로 계단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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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한 가정, 연구의 분석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전자형의 해석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동원(2004)은 연구는 3년간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의 단위

세  평면 535개를 상으로 평면의 규모를 기준으로 공간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였

다. 평면의 공간구조 특성을 바탕으로 평면의 규모에 따라 공간구조의 변화가 전개

되는 양상이 다름을 검증하고 있다. 영역그래프를 적용하여 평면의 유형을 분류한 

후, 주요 유전자형을 추출하여 정성적으로 유전자 변이 단계별 분포 및 해당 사례

를 검토한 후 공간구문론의 지표 값을 추출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

를 비교하고 있다.38 

위 연구는 주거공간을 상으로 유전자형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전자형 

개념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단위세  평면에 한 객관적인 분석 기준을 통해 유

형별 차이점을 유전자의 변이과정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정 규모에 한하여 시계열 분석이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 경향을 문

제점을 지적하면서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3개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연구 상에

서 사례 수는 적지만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의 평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욱

의 연구는 본 연구의 세부 목적에 해당되는 한국 아파트의 단위세  평면을 상으

로 유전자형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면밀히 검토해

보면, 공간구문론에 이론적 토 를 두고 그 이론에서 제시된 유전자형 용어를 활용

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전자형의 발굴을 위해 시계

열 분석을 한 축으로 삼고 있는 본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연구의 전제, 유전자형 

개념의 접근 방법, 아파트 단위세  평면에서 유전자형의 정의 및 내용, 유전자형

보다 공간의 배치적 논리(configurational logic)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있으며 침

실 3개 규모의 아파트를 상으로 한다. 이는 연구 결과로 제시되는 유전자형의 표성 측면과 유

전자형으로서 보편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분석의 마지막 단계

인 RRA의 상  비율값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1974년부터 1999년까지의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평

면 75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자료수집 기준에 한 근거 설명과 지역적·시기적 기준에 

한 타당성 측면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Kyung W. Seo, Topological paths in housing evolution, Proceedings 4th International Space 

Syntax Symposium London, 2003, 80.1-80.14

Kyung W. Seo, Spatial Interpretation of Housing: the Role of Topological Intuition in the 

Evolution of the Houses in Seoul,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2005 May 

38 이동원, 유전자형 분석에 의한 아파트 단위주거의 규모별 공간구조 특성. 연세 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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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 방법, 해석 부분에서 그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아파트단지에 관한 연구는 유전자형 발굴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드물다. 아파트

단지는 주로 외부공간의 공간구조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단위세  평

면을 상으로 공간구조의 유전자형을 발굴한 기존 연구들의 흐름과 유사한 맥락

에서 공간구조의 변화 및 특성을 사회적 맥락과 함께 연구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

나 단지계획 차원에서 전형적인 유형 또는 유전적 속성을 논의한 연구는 미비하였

다. 그 이유로는 단위세  평면보다 공간 간 연결 관계가 복잡하고 실제 단지차원

의 공간에서도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단지의 유형을 분류하

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규모나 형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형

태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 경우 공간의 배치와 직결되는데, 단지 내 도로망의 

형태, 주거동의 배치 형태, 주거동의 형태 등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그림 2-19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의 공간구조 분석
최재필 (2011) p.83

아파트단지의 외부공간을 상으로 공간구조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공간구

조의 유형을 분류하고 공간의 이용 및 만족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공간분석 모델

이 주거단지 외부공간의 예측을 위한 모델로 타당성이 있음을 규명한 연구(이규인 

1993),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에 위치한 부 복리시설 및 기타 공간들의 변화를 파

악하여 사회적 변화로 인한 계획경향의 변화와 그 의미를 해석한 연구(변나향 

2009), 아파트단지 내의 주동 배치를 통해 사회적 가치 논리의 변화를 규명한 연

구(최재필 외 2011)등이 있다.39 

39 이규인, 공동주택단지 공간구조의 분석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  박사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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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의 유전자형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단위세  평면에 관한 연

구들은 최초로 주거공간의 유전자형을 발굴했던 연구 방법론에 기초하되 사례에 

따라 변수의 구성, 통계처리의 방법, 해석의 방향을 달리 하고 있다. 단지를 상으

로 한 연구는 단위세  평면에 비해 유전자형 개념의 적용 사례가 미비했다. 따라

서 단위세  평면은 이전 방법론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며 아파트단지는 발전

된 방법론이 필요하다. 

변나향,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의 시기별 공간구조분석: 1970-2008년 수도권지역 아파트단지를 중

심으로, 서울  석사논문, 2009

최재필 외, 서울지역 아파트단지 평형 별 주동배치 경향의 시계열 분석, 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

계), 27(10), 20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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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방 법

1.  분 석 설계

본 연구는 한국 아파트를 상으로 공간배치의 특성을 정량화하여 전체 공간구

조를 파악한 다음,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은 각 시기의 사회 및 공간의 관계를 관통하는 성질이다. 분석의 범위는 아파

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의 물리적 공간계획이다. 이 두 가지 상은 각각의 성질이 

다르지만 아파트의 특징적인 물리적 속성을 가장 잘 변하기 때문이다. 

본 소절은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에서 내재하는 질서, 즉 공간구조의 속성

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한 내용이다. 분석의 목적은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의미한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를 통해서 공간구조의 속성이 변화하는 양상과 함께 유전적 속성은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의 공간배치를 각각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분

석의 틀을 수립한다. 주거공간의 주요 설계 상에 해당되는 단지와 평면은 별도로 

구분하여 공간구조로 재현한다.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은 위상학적 분석을 중심

으로 한다. 위상학적 분석은 시기별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외부공

간에 해당되는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마찬가지로 내부 공간, 단위세  평면에서의 공간구조는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

는지 분석한다. 단위세  평면에서 전형적인 공간구조의 속성은 공간구조의 유형 

분류를 통해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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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분석설계도

위상(topology)는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를 

의미한다. 공간구문론을 통해 아파트단지에서는 외부공간에 계획된 시설 및 공간

의 배치 속성을, 단위세  평면에서는 각 실이 다른 실과의 관계에서 갖는 배치 속

성을 파악할 수 있다. 유형학(typology)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물들끼리 모아서 하

나의 유형으로 구분지음을 의미하며 유형간의 상호비교 혹은 비를 통해 그 고유

한 특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의 유형학적 분석은 위상학적 분석 값을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통해 공간배치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에서 단위공간의 위

상학적 변화를 살펴본다. 위상학적 분석의 목적은 이후 진행될 유형학적 분석에 앞

서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 각각의 공간구조 변화양상과 그 차이가 유의미한

지를 판단하고 두드러지는 경향이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위상학

적 분석은 시기별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을 통해 모든 시기에서 지속되고 있는 속성

과 특정 시기에서만 나타나는 속성의 여부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형의 분류는 단위세  평면에서 실 배치 유형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단위세

 평면을 상으로만 실시한다. 아파트단지 외부공간과 단위세  평면의 공간배

치에 하여 공간구조를 재현하였을 때, 공간구조의 전반적인 양상이나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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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지표 값의 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단위세  평면은 하나의 단위공

간이 되는 각 실이 하나의 분석 값을 가지게 된다. 반면, 아파트단지의 경우 단위공

간을 보행로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특정 시설이나 공간으로의 보행로가 단위

공간이 되어 분석 값이 부분 하나 이상의 값으로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

파트단지는 전체 공간구조에서도 단위세  평면보다 그 연결 관계가 복잡하기 때

문에 다른 방법론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형학적 분석은 단위세  평면에 한하여 실

시한다. 공간구조의 유형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평면에서 각 단위공간에 한 통합

도 지표의 분석 값을 원 자료로 한다. 이 분석 값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한 후, 각 분석 값 간의 유사도를 정의하여 그 유사도와 가까운 것부터 군집을 

이루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한다.40

요인분석은 다양한 방법 중에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적용한다.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목적은 변수들이 지니는 근본적인 의미를 유지하

면서 각 변수들을 적은 수의 합성된 변수(요인)로 요약하기 위함이다. 이는 요인해

석만으로 분석을 끝내거나 요인점수를 계산하고 다른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분석 상의 논리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후자의 경우는 

다른 통계적 방법론을 수행하는데 회귀분석, 판별분석, 상관분석, 군집분석에서 새

로운 투입 변수로도 이용할 수 있다.

군집분석은 다수의 상들을 그들이 소유하는 특성을 토 로 유사한 상들끼리 

묶는 다변량 통계기법이다. 군집분석에 의해 두 개 이상의 그룹이 형성되며 각 그

룹을 군집(cluster)이라 한다. 즉, 군집분석은 판별분석이나 로지스틱 분석과 같이 

집단 분류 방법의 일종이다. 군집분석은 일차적인 분석을 한 다음 도출된 결과물을 

토 로 이차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된다. 일차 분석으로는 주성분 분석과 요인분

석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점수를 도출한 후 이를 군

집분석에서 활용용하도록 한다. 

40 요인분석은 유사 성질을 지닌 개별 변수들을 하나의 추상적 상위개념으로 묶어 표현하고자 할 때 

실행된다. 해당 변수들의 개별 특징에 따라 다수의 요인 추출도 가능하다. 다수의 변수들을 상

으로 한 효율적인 자료축양방법이며, 요인별 변수 분류를 통해 공통된 성질 규명을 목적으로 한

다. 즉,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요인으로 분류될 확률은 그 만큼 높아진다. 

이도영. 건축·디자인 연구방법론. 시공문화사. 2005. 37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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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군집의 추출 방식
Joseph, H. et al. (2010) pp.530-539 내용 참고하여 도식화

계층적 군집화 방법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먼저 한 상이 일단 어느 군집에 

소속되면 다른 군집으로 이동될 수 없다. 또한, 예외값(outlier)이 제거되지 않고 

반드시 어느 군집에 속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해 비계층적 군집화는 

계층적 군집화가 갖는 문제점은 없으나 군집의 수를 사전에 지정해주어야 한다. 사

전에 몇 개의 군집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이 없는 경우 군집의 수를 

달리하여 여러 번 실행 후 한 가지 결과를 선택할 수 있다. 또는 계층적 방법에 의

해 군집화를 한 다음, 그 결과로부터 가장 적절한 수의 군집 수를 결정하여 다시 

비계층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면서 이때 군집 수를 지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계층적 

군집화에서 나타나는 예외 값들을 이 때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1 

본 연구는 통계분석 소프트웨어로 ‘SPSS 20’을 사용하였고 군집추출 방식은 비

계층적 군집화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K-평균법(K-means)방법을 활용한다.

41 이도영 2005, 373.

Joseph F. et al.,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7th Edition, Pearson 

Education, 2010, 50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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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 석 상

2.1. 자료 수집 의 범

자료수집 범위는 1966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된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이다.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 자료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단지와 평면 각각의 기

준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상으로 아파트단지는 총 

443곳, 단위세  평면은 총 4,871개의 자료가 수집되었다.42

아파트단지 자료는 주거동 10개동 이상인 곳으로 한정한다. 아파트단지는 일정 

규모를 필요로 하는데, 주거동이 적으면 부 복리시설 및 기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의 규모는 단지면적, 세 수, 주거동 수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주거동의 배치는 단지 내에서 공간구조의 속성을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또

한, 주거동 수를 단지 규모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다른 기준들보다 구체적이며 

단지면적이나 세 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의 자료 수집은 주거

동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43 

아파트 단위세  평면 연구를 위한 자료는 3LDK, 4LDK 구성의 평면을 상으

로 한다. 3LDK와 4LDK로 규모를 한정한 것은 아파트 도입 이후 중산층을 상으

로 보급된 평면 구성이기 때문이다. 

42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수집된 원 자료(RAW DATA)를 일부분 사용하였다. 

먼저, 아파트단지의 자료와 분석방법론은 다음 연구의 한 부분으로 시작되었다. 2009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일반연구자지원사업(기본)으로 진행되었던 

‘공간분석모델을 이용한 수도권 아파트단지 외부공간 계획특성의 시기별 분석’ 연구과제는 연구책

임자인 최재필 교수가 연구의 최종 목표와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다.(과제번호 2009-0073726) 본 

연구자는 연구수행 책임자(PM)로 제안서를 포함하여 연구의 진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연구 과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이 연구과제의 목적 및 주요 성과는 아파트단지

의 자료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본 논문은 ‘유전적 속성’ 개념을 통한 학술적 논의에서 시작하

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관점, 목적, 결과 등이 다르다. 기 구축된 아파트단지 자료에서 2009년 3

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건설된 아파트단지 88곳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위세  평면 자료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 Model)을 사용한 국내 아파트의 시계열적 분석: 

수도권 4LDK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계획을 중심으로’, ‘한국 현  사회의 주생활양식의 변화: 수도

권 3LDK 아파트 주호 평면 계획의 변천을 중심으로’(최재필, 1996a, 1996b), ‘국내 아파트 단위

주호 평면의 공간 분석: 1966-2002년의 서울지역 아파트를 상으로’(최재필 외, 2004)에서 

1966년부터 2002년까지 수집된 단위세  평면 2632개를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단위세  평면 2239개이다.

43 단지면적은 구체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기에는 사례별 한계가 있고 세 수는 관련법규 내에서 부

복리시설 설치의 기준이나 층수로 인한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의 주거동 수 분포와 세 수 분포를 살펴보면 차이점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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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 수집 의 방법  내 용

표본추출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단행본 ‘아파트백과’를 통해 1차 목록을 

작성하였다. 1차 목록에서 누락된 자료나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단지에 한 자료 

수집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및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되는 행정구역별 전

수조사를 실시하여 모집단 목록을 작성하였다.44 본 연구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

는 과정에서 모집단 목록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보완 방법으로는 모집단 목록이 

작성된 후 주기적으로 기 구축된 문헌 및 인터넷 자료 조사를 병행하면서 누락되는 

부분을 점검하였다.

‘아파트백과 서울시편’은 1997년, 2002년, 2006년에 ‘도서출판 세진사’에서 발

간되었다. 이 서적은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의 기본 정보(아파트명, 위치, 시

공 및 시행업체, 평형, 전용면적, 해당 동, 세 수, 입주일, 분양가격, 채권상한액)와 

함께 주거동 위치, 단지 내 도로, 부 복리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단지 배치도 및 

단위세  평면이 수록되어있다.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은 접속일 2013년 3월까

지 조사된 2013년 5월 입주 예정인 단지까지를 자료에 반영하였다. 

ID 구 동 아파트명 입주년도 업체명 총 세대수 주거동 수
단지 내 

총 축선 수

34 강남 역삼 e편한세상 2005 대림 840 12 96

표 3-1 아파트단지의 기술정보 조사 내용

ID 구 동 아파트명 업체명 평면유형 전용면적 입주년도 분양세대수  코어유형

590 성북 정릉 태영 태영 46 34.71 1999 103 S

표 3-2 단위세대 평면의 기술정보 조사 내용

자료는 형식 및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아파트단지 및 단위세  평면에 

44 자료수집은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염두에 둔 경우 모집단(population)과 표본집단(sample)의 분포 

파악에서부터 시작하여 연구의 전 과정이 과학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결과

에 한 타당성과 신뢰도 구축’이 상 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도영 200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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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정보와 도면(배치도, 평면도)이나 사진과 같은 이미지 자료로 구분할 수 있

다.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고 각 단지 또

는 평면에 ID를 부여하여 분석 결과와도 연결되도록 하였다. 자료조사 내용으로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입주년도, 사업주체, 건폐율, 용적률, 총 세 수, 층수, 주동 수, 

주소를 조사한다. 단위세  평면은 아파트단지 정보에서 평면 유형에 따른 세 수

가 추가된다. 

2.3 . 자료 의 요 약

본 연구는 1966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된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를 상

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그 결과 주거동 10개동 이상인 아파트단지는 총 443곳과 

3LDK 및 4LDK 구성의 단위세  평면은 총 4,871개이다. 수집된 자료의 위치 분

포와 기술정보별 요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 아파트단지 사례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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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트단지의 자료 수집  황

년도 단지수 년도 단지수 년도 단지수 년도 단지수 년도 단지수

1970 2 1980 11 1990 7 2000 23 2010 18 

1971 3 1981 7 1991 7 2001 15 2011 21 

1972 1 1982 5 1992 12 2002 8 2012 10 

1973 0 1983 11 1993 11 2003 26 2013 4 

1974 5 1984 6 1994 6 2004 11 

1975 8 1985 5 1995 7 2005 13 

1976 2 1986 8 1996 6 2006 12 

1977 9 1987 14 1997 16 2007 13 

1978 11 1988 21 1998 10 2008 10 

1979 6 1989 4 1999 18 2009 17 

1970년대 

합계
47 

1980년대

합계
92 

1990년대

합계
100 

2000년대

합계
148 

2010년대

함계
53

표 3-3 입주년도별 아파트단지의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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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단지수 구 단지수 구 단지수

강남구 37 도봉구 17 송파구 31

강동구 35 동대문구 17 양천구 25

강북구 9 동작구 19 영등포구 14

강서구  14 마포구 5 용산구 14

관악구 11 서대문구 15 은평구 23

광진구 6 서초구 24 종로구 2

구로구 25 성동구 18 중구 7

금천구 7 성북구 25 중랑구 10

노원구 33  

표 3-4 지역별 아파트단지의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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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세  평면의 자료 수집  황

년도 단지수 년도 단지수 년도 단지수 년도 단지수 년도 단지수

1970 2 1980 21 1990 49 2000 245 2010 124

1971 1 1981 18 1991 54 2001 145 2011 139

1972 1 1982 26 1992 88 2002 178 2012 100

1973 2 1983 33 1993 67 2003 280 2013 15

1974 6 1984 40 1994 55 2004 9

1975 17 1985 33 1995 44 2005 232

1976 18 1986 41 1996 105 2006 207

1977 26 1987 99 1997 141 2007 159

1978 49 1988 90 1998 208 2008 77

1979 36 1989 60 1999 286 2009 94

1970년대 

합계

160
(1966년 2개 

포함)

1980년대

합계
461

1990년대

합계
1097

2000년대

합계
1626

2010년대

합계
587

표 3-5 입주년도별 단위세대 평면의 빈도수(3L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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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단지수 년도 단지수 년도 단지수 년도 단지수 년도 단지수

1970 2 1980 9 1990 7 2000 75 2010 54

1971 2 1981 11 1991 2 2001 62 2011 47

1972 2 1982 14 1992 16 2002 75 2012 30

1973 3 1983 18 1993 30 2003 138 2013 6

1974 6 1984 29 1994 0 2004 2

1975 12 1985 23 1995 26 2005 95

1976 4 1986 16 1996 24 2006 74

1977 15 1987 42 1997 42 2007 45

1978 38 1988 24 1998 54 2008 20

1979 22 1989 8 1999 109 2009 32

1970년대 

합계
106

1980년대

합계
194

1990년대

합계
310

2000년대

합계
618

2010년대

함계
137

표 3-6 입주년도별 단위세대 평면의 빈도수(4L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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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 석 틀 구성

3 .1. 시 기 의 구분  

자료의 측정 및 분석방법 중 시계열 분석(time-series analysis)은 ‘시간의 흐름

선상에서 다양한 상황변화를 거치면서 변모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방법은 복합 시계열 분석에 근접하나 전반적인 계획 

경향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연 표 작성을 통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45 

시간적 범위는 아파트가 도입된 때부터 최근까지의 약 50여년의 기간이다. 이 

기간은 연구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거와 관련된 사

회적 현상의 변화에 따라 시기를 구분한다. 시 별 주거에 한 국가적 정책이나 

주거관련 제도 등이 급변함에 따라 주거 공간 또한 그 시 의 경제적·사회적 요구

를 반영하였고 다양한 계획안들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변화 양상 표적 주거유형

인 아파트도 반영하고 있다. 시간적 범위의 구분은 사회문화적·경제적 배경, 주택

관련 정책 및 제도, 도시 및 주거단지계획 특징을 기준으로 삼는다.

시기 구분은 이전 연구(최재필 2004)에 기초하여 일부 시기의 기간을 재조정한

다. 본 연구는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적 배경 외에도 각 시기별 실

시된 주택관련 정책 및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였고 도시 및 주거단지의 계획 개

념과 그 특징을 추가하였다. 총 시기는 7시기로, 최재필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4

기(1990-1997)와 5기(1998-2002)의 기간을 4기(1990-1995), 5기(1996-2000)

으로 재조정하고 6기(2001-2005), 7기(2006-2013)를 추가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사회적으로 환경 및 건강을 중요시하는 친환경·웰빙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아파트단지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 이 시기는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

하면서 아파트의 고급화가 실현된 점에서 다른 시기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아파

트단지를 상으로 친환경요소, 에너지효율, 정보통신 성능 등 거주자의 관심이 높

은 성능을 중심으로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5 시계열 분석은 그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단일 변수

(single variable)의 변화를 분석하는 ‘단순 시계열 분석(simple time-series analysis)’과, 다수의 

변수들(multiple variables)에 의해서 ‘양방향 패턴변화(change in dual pattern)’를 분석하는 ‘복

합 시계열 분석(complex time-seires analysis)’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관련 현상이나 

사건을 시  순으로 나열하는 ‘연 표 작성(chronology)’ 방법도 시계열 분석의 일환이다. 

이도영 2005,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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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기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 관련 정책 및 제도** 도시 및 주거단지계획

제

1

기

1966-

1975

최초의 대규모 아파

트단지 

수도권 인구과밀억제

주택건설촉진법 제정(72)

주택건설10개년 계획 수립

(72)

선분양제도(78)

종암아파트(68)

공동생활공간의 계획개념이 

본격적으로 적용

고층 아파트 출현(15층,71)

블 록 단 위 생 활 권 계 획 ( 반

포,71)

제

2

기

1976-

1985

고도성장 

아파트 열기

대규모 민영단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정(78)

주택청약부금제(78)

택지개발촉진법 제정(80)

주택500만호건설계획(81)

분양가규제제도 시행(81)

고밀개발 요구

고층 아파트의 보편화

주거동 반복배치 방식의 정

착

표준설계도 개발 및 확대

제

3

기

1986-

1989

신시가지 개발 

아파트 현상설계

주택공급활기

주택200만호 건설 및 신도

시계획 발표

설계지구 개념 등장(86)

아파트지구의 도시설계(89)

제

4

기

1990-

1995

신도시개발

주택200만호 건설

아파트의 보편화 시

대 서막

상세계획, 도시계획법에 신

설

노후아파트 재건축 허용기준

완화(93)

분양가규제 폐지(95)

분당 시범단지(92)

교통영향평가 확대(92)

택지개발지구의 상세설계

(95)

제

5

기

1996-

2000

IMF외환위기

분양가 자욜화

재건축 활성화

신문사·주택협회 주관‘살

기 좋은 아파트상’(97)

아파트로 주택건설 집중

리모델링 성행

아파트 공동체 운동(98)

제

6

기

2001-

2005

아파트의 고급화

브랜드 아파트 등장 

주5일 근무제 도입

(05)

여가 및 문화 등이 

강조되기 시작

장기임대주택100만호건설계

획(02)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

로재편(03)

친 환 경 건 축 물 인 증 제 도

(GBCC)시행(03)

발코니확장 합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05)

최저 주거기준 고시(00)

도곡동 타워팰리스 완공(02)

대단위단지 MA방식 적용

제

7

기

2006-

2013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성 패러다임 실천

리먼브라더스 사태

(09)

주택성능등급표시제(06)

분양가 원가공개(07)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

성화 방안(2010.4)

주택가격안정정책과 주택미

분양해소를 위한 정책을 동

시에 시작하여 정책에 혼선

웰빙·로하스 개념을 주택 

분양에 활용(06)

친환경적 설계 개념 확산

주거공동체 관심 증가

아파트설계의 특화

수직증축리모델링

**최재필 외, 국내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6), 2004, p.160.

**공동주택연구회,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3, p.73

**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미시사. 돌베개. 2009, pp.386-394.

표 3-7 시기구분 기준 및 각 시기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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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변수의 구성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분석 범위는 단지 경계 내에서 주거동을 제외한 공간을 

범위로 한다. 단지 차원에서의 공간구조는 각 공간이 모두 이어져 있는 하나의 구

조적 관점에서 거주자의 행위 패턴도 포함된다.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는 보행로

를 기준으로 재현한다. 아파트단지는 단위세  평면보다 단위공간 수가 많고 공간

들 간의 연결 관계가 복잡하다. 따라서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속성은 단지 내 주

요 지점으로의 보행로의 속성을 통해서 살펴본다. 

변수 내용

단지외부로 단지 경계의 보행로

단지출입구 단지 내에서 밖으로 출입이 되는 모든 보행로

기타보행로
상가·주동·놀이터·운동시설·공원 및 휴게시설·학교시설로의 진입 

보행로를 제외한 보행로

상가출입구 단지 상가로의 진입 보행로

주동출입구 단지 내 위치한 각 주거동으로의 진입 보행로

놀이터 단지 내 위치한 놀이터 진입 보행로

운동시설
단지 내 위치한 주민운동시설(체육시설) 진입 보행로

농구·정구·배드민턴 운동장,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공원·휴게시설 단지 내 조경시설(정원)과 함께 계획된 휴게공간 진입 보행로

표 3-8 아파트단지 분석을 위한 변수 구성

단지 내의 주요 지점은 시설설치에 관한 제도 및 선행연구에서의 분류를 검토한 

후 설정한다. ‘아파트단지 부 복리시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부 시설은 진입도

로, 주택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수해방지, 안내표지판, 보안

등, 난방시설, 전기시설 등이 해당된다.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등이 해당된다.46 부

복리시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철수 외(1996)는 관련 법규에 따른 부

시설과 복리시설로 구분하였다. 윤희진(2004)는 부 시설·커뮤니티 시설·편의시

설, 서수정(2004)은 복지후생시설과 체육시설, 신연섭 외(2006)는 공간의 기능을 

4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제4장 부 시설’ 및 ‘제5장 복리시설’의 일부를 기술함, 법제

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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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관리·커뮤니티·교육·웰빙·운동·기타로 구분하였다.47

본 연구는 단지 내 주요 지점을 전체 단지의 출입공간, 주거동, 상가 및 판매시

설,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분석 변수들은 부 복

리시설 외에도 보행로를 기준으로 단지 내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지의 외

부가로, 단지의 정문 및 부출입 공간, 주거동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세  평면

단위세  평면에서의 실 배치는 공간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단위세  

평면의 공간구조 분석 범위는 평면의 각 실들을 모두 포함한다. 단위세  평면에서 

각 단위공간은 벽으로의 구획을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 부터 최근

까지 단위세  평면에서 공통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을 

분석 변수로 설정한다. 외부, 현관, 거실, 부엌/식당, 안방, 거실발코니, 부엌발코니

의 공간구조 속성을 주요하게 다루어진다.48 욕실, 전이 공간, 서재, 가족실, 기타 

부속실 등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음의 두 표는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의 변수를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정

리하는 형식이다.

ID 단지외부로 단지출입구 상가출입구 주동출입구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기타보행로

- INT 값 INT 값 INT 값 INT 값 INT 값 INT 값 INT 값 INT 값

표 3-9 아파트단지의 분석결과 형식

47 관련 연구에서는 법규에서 제시된 부 복리시설 항목을 바탕으로 재조정하고 있다.

박철수 외, 아파트단지내 지하공간 활용방안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2(5), 1996, 

63-75.

서수정, 백혜선, 공동주택단지내 부 복리시설의 공간변용에 관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

계), 20(11), 2004, 219-231.

신연섭, 연태경, 가족생활주기별 아파트 부 복리시설에 한 거주자 요구 분석, 한건축학회논문

집(계획계), 22(6), 2006, 57-65.

48 단위세  평면에서 공용욕실, 부부욕실, 전이 공간, 기타 실 등은 공간구조 관점에서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공간들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는 단계까지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공간들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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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EXCLU YEAR OUT E TR1 L BAL_L

- 전용면적 입주년일
외부

INT 값

현관

INT 값

전이공간

INT 값

거실

INT 값

거실발코니

INT 값

KD BAL_K MPR BATH_C BR1
BR2_4_AV

G
BR2 BR3

식방겸부엌

INT 값

부엌

발코니

부부

파우더룸

부부욕실

INT 값

안방

INT 값

(평균 값 

수식)

방2

INT 값

방3

INT 값

BATH_M BAL_BR1 BAL_BR2 BAL_BR3 KIT DIN WCLO FAM

욕실2

INT 값

안방

발코니
방2발코니 방3발코니

부엌

INT 값

식당

INT 값

창고

INT 값

가족실

INT 값

표 3-10 단위세대 평면의 분석결과 형식

3 .3 . 분 석도구  분 석지표

공간구문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지표들이 있다. 주요 지표들은 공간들 간의 연

결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각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소절은 여러 가지 지표들

의 의미를 검토하고 분석에서 활용할 지표로 통합도를 선정한다. 통합도 지표의 선

정 근거와 공간구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하여 설명한다.

주 요  지표  

공간구문론의 주요 지표들은 연결도(Connectivity), 통제도(Control value), 기

준심도(Point Depth; PD), 통합도(integration), 명료도(Intelligibility)가 있다. 각 

지표들의 개념 및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결도(Connectivity)는 그래프 이론에서 말하는 차수(degree) 또는 사회연결망 

이론에서 말하는 연결 정도의 중앙성(degree centrality)과 동일한 개념이다. 즉, 

어떤 공간이 몇 개의 공간과 인접해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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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도(Control)는 연결도와 관련된 지표로서 연결도 지표 값의 역수 합으로 정

의된다. 해당 공간에 인접해 있는 공간들에 한 정보를 계량화한 것으로서 연결도

와 마찬가지로 국소적인 공간의 성질을 알려준다. 그러나 통제도는 해당 공간에 인

접해 있는 공간들의 연결도 수치가 합해지기 때문에 이들의 연결 특성에 의해 제어

를 받는다. 통제도라는 명칭은 이러한 의미에서 부여된 것이다. 통제도를 계량화하

는 과정은 연결도를 인접한 공간에 고르게 배분해주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림 3-4 위상연계도 예시
Space Syntax Laboratory (2000)

그래프 구조에서 거리 개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터(meter) 단위의 기하학적 

거리가 아닌 특정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중에 거치는 단계로 위상학적 

거리를 뜻한다. 이에 하여 공간구문론에서는 ‘깊이(depth)’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깊이’는 공간구문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평균깊이, RA, RRA, 통합도 

등과 같은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기본 개념이다. 기준심도(Point Depth; PD)는 기

준이 되는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들까지 이동하는데 요구되는 깊이를 나

타내는 지표이다. 특정 노드를 기준노드(root node)로 한 다른 노드들은 그 기준심

도 값의 분포양상을 위상연계도(justified graph)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위상연

계도는 기준이 되는 노드로부터 같은 깊이에 있는 노드들이 동일한 높이로 작성되

기 때문에 전체 공간의 연결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아래 그림은 위상연계도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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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례로 각 노드의 깊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기준심도는 이와 같이 특정 노드를 기준으로 작성한 위상연계도에서 각각의 노

드들이 기준 노드로부터 최단경로 상의 깊이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의 도수

분포양상은 해당 공간이 기준 노드로부터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다.49

통합도(Integration)는 그래프 이론에서의 총거리(total distance) 또는 사회연결

망 이론에서의 인접 중앙성(close centrality)과 동일한 개념이다. 임의의 공간이 

다른 공간들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통합도는 

노드와 노드 사이의 최단 경로 상에 존재하는 에지의 개수가 두 노드 간의 깊이가 

된다. 평균깊이(MD: Mean Depth)는 어떤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에 한 깊이의 

평균이다.50 이 평균깊이는 공간의 규모에 따른 영향을 받는데, 많은 수의 노드를 

갖는 환경에서는 평균깊이도 그에 따라 커진다. 따라서 평균깊이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문론에서는 평균깊이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하여 RA(Relative 

Asymmetry)라고 한다.51 RA는 공간의 규모가 커지면서 평균깊이 또한 커지는 것

을 보정하기 위해 표준화한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규모의 공간들 간 비교 시에

는 문제가 있다. RA는 0과 1사이의 값이지만, 공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반적

인 값의 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52 

이러한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힐리어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상적인 그래프 구

조를 제안하였다. n개의 노드를 지니는 공간을 분석하여 RA 값을 도출하였을 때, 

가상으로 n개의 노드를 지니는 다이아몬드 그래프를 설정하여 이 다이아몬드 그래

프의 루트가 되는 노드의 RA값으로 나누는 것을 제시하였다. RA의 보정 값으로 

49 Turner, A., Depthmap: A program to perform visibility graph analysis,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pace Syntax, 2001

50 일반적으로 표준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준화된 지표=(원래의 지표-최소값)/(최 값-최소값)

51 이것은 우리말로 ‘상 적 비 칭도’ 정도로 번역할 수 있으나, 사실 RA는 평균깊이를 0과 1사이

로 표준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RA를 번역하지 않고 그 로 사용하기로 한다. 힐

리어는 공간 체계, 즉 그래프 구조에서 평균깊이라는 개념이 그래프의 칭성, 비 칭성을 알려주

는 정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평균깊이를 변환하면서 RA라는 명칭을 부여하였으나, 사실 RA라

는 지표는 그래프 구조의 칭성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52 Hillier, B., Hanson, J. 198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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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것은 RRA(Real Relative Asymmetry)이다.53 RRA는 평균깊이를 보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RRA값이 크면 전체 공간 구조에서 차지하는 중앙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 로 RRA값이 작으면 중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석과

정에서 지표를 직관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시될 수가 있어 RRA의 역수를 취한, 통

합도(Integration)지표를 제안하였다.54

그림 3-5 다이아몬드 형태 그래프
 Teklenburg et al.(1993)

통합도는 전체 공간구조를 상으로 도출되는 지표이다. 분석하려는 지역의 규

모가 커질수록 전체 공간구조를 모두 감안하게 될수록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

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도시의 경우 실제 사람들이 도시 전체를 이

용하지 않고 주거지 또는 근무지 주변에 해당하는 한정된 지역만 이용한다. 이러한 

경우 지역적 수주에서 공간구조의 속성을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국부통합도

(Local Integration)’는 기준이 되는 공간으로부터 깊이가 ‘3’ 이내 거리(distance)

에 해당하는 공간들을 상으로 지표 값을 산출한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 분석 

상지의 특수성 등에 따라 거리는 조절할 수 있다.55

53 RRA는 우리말로 ‘실제 상 적 비 칭도’ 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RA와 마찬가지로 칭, 비 칭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굳이 번역하지 않고 RRA로 사용한다. 

54  



55 일반적으로 국부통합도는 사람들의 보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전체 공간을 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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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어는 통합도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 형성에 한 이론을 전개하였다.56 보행 

분포 또는 보행경로는 도시구조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고, 보행을 유인하

는 시설(극장, 쇼핑몰 등의 보행유인시설 또는 집객시설)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도 

있다. 그는 전자의 경우를 '자연적인 이동(natural movement)'이라 지칭한다. 이러

한 자연적인 이동과 유인시설에 의한 이동은 ‘이동의 경제(movement economy)’

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신도시가 건설되었을 때 모든 가로와 건물의 배치가 

낯설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이동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공간구조로 공간의 

위상, 즉 통합도가 높은 거리를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현상이 반

복되면, 통합도가 높은 특정 가로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주로 상업시설, 문화

시설 등의 보행유인시설이 재배치된다. 공간구조와 보행유인시설은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를 일으켜 특정 가로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이 사람들이 접근하

게 된다. 힐리어는 이러한 현상을 ‘이동의 경제’로 정의하였으며 도시를 형성하는 

주요 동력이 됨을 밝혔다.

명료도(Intelligibility)는 연결도와 통합도 간의 단순회귀분석을 통한 결정계수

(R2)이다. 통합도가 높은 가로는 연결도가 높을 때, 즉 전체 공간구조 내에서 위상 

또는 중앙성이 높은 가로는 국부적 공간구조 내에서도 위상 또는 중앙성이 높을 때 

공간이 '명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 석지표

본 연구는 단위세  평면에서의 공간배치 특성과 함께 아파트단지에서 특정 공

간요소가 전체 공간구조에서 지니는 중심성을 살펴본다.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각각의 공간요소는 앞 소절에서 서술한 바 있다. 분류항목에 해당하는 물리적 공간

통합도(n), 즉 전체통합도(Global Integration)는 자동차 통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체적

으로 회귀분석에서의 결정계수(R2)가 0.5-0.7 수준으로 나타났다. 

Hillier, B. et al., Natural movement: or configuration and attraction in urban pedestrian 

movement, environment Planning B, 20(1), 1993, 29-66.

김영욱, Space Syntax를 활용한 공간구조속성과 공간사용패턴의 상호관련성 연구, 한국토도시

계획학회지, 13(3), 2003, 7-17.

Hillier, B., Iida, S., Network and psychological effects in urban movement, in Cohn, A. G., 

Mark, D.M.(eds) 2005, 475-490.

56 Hillier, B., Space is the mach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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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들은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에서 그 기준을 달리한다. 분석 변수에 해

당되는 항목들은 중심성 정도를 먼저 파악하여 분류항목 상호간의 중심성 정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전체공간에서 중심성의 정도는 공간구문론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통합도 지표를 통해 정량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 통합도는 공간구조 내

의 특정 단위공간에서 다른 단위공간으로 얼마나 빠르게, 또는 적은 노력으로 접근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해당 단위공간이 전체 공간구조에서 지니는 통

합의 정도, 즉 중심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및 단위세  평면

에서 공간구조 속성을 보여주는 적합한 지표로 통합도를 선정한다. ‘통합된

(integrated)’의 의미는 ‘격리된(segregated)’와 상반된 의미로, 특정 단위공간이 

다른 단위공간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깊지 않다는 의미에서 ‘얕은(swallow)’

과 유사한 의미이다.

공간분석 범위 서지사항

도시 공간

 강효정 (2007) 공간분석이론을 활용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후 광

주 구도심의 공간구조 변화 예측,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임붕 (2012)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중국 베이징 도시 구조의 시기별 변

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건축

공간

비주거

 신승철 (2006) 종합병원의 효율적인 공간분석을 위한 건축계획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안의순 (2011)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당선안의 동선쳬계 분석에 관

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주

거

단

지

 정린 (2012) 아파트단지 내 지하통합 공간에서의 보행현상 분석, 서울

대학교 석사논문 

평

면

 김도영 (2013) 조선시대 상류주택과 현대 대형아파트 공간구성의 관계

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신재섭 (2014)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구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

울대학교 석사논문

 최영준 (2008) 아파트의 평면확장 리모델링을 위한 'DK전면배치형' 평

면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표 3-11 공간분석의 지표로 통합도를 활용한 연구사례

공간구조 속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통합도 지표

는 공간구조의 속성을 해석하는데 빈번하게 활용된다. 통합도는 공간구조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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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높은 설명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해석한 기존 연구들

은 통합도 지표를 활용하여 여러 차례 수행된 바 있으며 기능별 건축공간에서부터 

도시공간까지 그 활용범위가 넓다. 무엇보다도 통합도는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에서도 전체 공간구조와 그 내에서 특정 공간의 중심성 정도를 명확하게 해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3-11’은 통합도를 활용한 연구사례이다.57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에서는 통합도 지표가 공통적으로 활용되었다. 아파

트단지는 분석지표로 기준심도를 추가하였다. 이는 단지 내 특정 공간에서 단지외

부로 나갈 수 있는 이동 효율성의 측면을 분석할 수 있다. 아파트단지 내의 특정 

공간이 아파트단지의 배치계획 차원에서 보이는 외부화 또는 내부화 경향의 정도

를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단지 내 특정 공간에서 단지외부로 빠져나가는 동선의 

효율성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단위세  평면에서는 각 실의 배치 특성 및 중심성 정도를 비교하는 방식에 중점

을 두고 분석을 한다. 한편, 아파트단지는 단위세  평면의 전체 공간구조보다 좀 

더 복잡한 연결 관계에 놓여있다. 아파트단지는 단지 전체에서의 중심성 측면 이외

에 단지 내의 특정 공간요소로부터 단지 외부지역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즉 특정 공간요소가 단지 외부로 열려있는 정도 또는 격리된 정도를 파악한다. 

기준심도 지표는 위와 같이 특정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접근하는 최단경로상

의 깊이를 정량화시켜 보여주는 지표이다. 아파트단지는 단위세  평면보다 전체 

공간구조가 복잡하고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지의 공간구조를 분석

하는 과정에서 기준심도 개념을 활용한다. 이 지표는 특정 공간에서 단지외부까지 

최단경로들을 파악하고 그 깊이를 도출한 후 해당 아파트단지의 최단경로깊이 평

균값으로 이를 나누어 표준화한, 표준화된 기준심도를 활용한다.58 

57 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사례들은 그 양이 방 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도 지표 선정의 근거와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2005년 이후 수행되었던 국내 학위논문에서 일부분만을 정리하였다. 정

리된 사례들은 연구방법론의 한 부분으로 공간구문론을 적용하였으며 통합도 지표를 통해서 공간

구조의 속성을 해석하였다.

58 본 소절 이후에서는 기준심도와 표준화된 기준심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편의상 표준화된 기준심도

를 PD로 나타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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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S3 Axial Analyzer v.2.2 분석결과 화면

그림 3-7 S3 Convex Analyzer v.2.1 분석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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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도구

본 연구에서 분석도구는 공간분석 소프트웨어 ‘S3 Axial Analyzer v.2.2’와 ‘S3 

Convex Analyzer v.2.1’을 활용한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축선도 및 볼록공간도 분

석을 실행하면, 그 결과로 공간구조의 속성과 관련한 분석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 

앞의 ‘그림3-10’과 ‘그림3-11’은 ‘S3 Axial Analyzer’와 ‘S3 Convex Analyzer’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 통합도 지표 분포를 각각 나타낸 화면이다. 컬러 스펙트럼

은 해당 사례의 공간구조 분석 결과를 중심성 정도에 따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

록 표현해준 것이다. 이로부터 해당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 내에서 특정 공간

이 전체 공간구조 상에서 어느 정도의 중심성 또는 접근성을 보이는지에 한 상

적인 양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59

4.  조작  정의

4.1. 단 공간의 설정

공간분석 기법은 공간구조를 그래프구조, 즉 네트워크 구조로 재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분석의 단위가 되는 단위공간을 설정해야 한다. 공

간간의 관계성, 상호연관성에 주목하는 그래프 이론에서 노드에 한 정의는 그 그

래프의 성격을 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단위공간을 설정하는 방법

의 문제는 해당 공간구조에 한 분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공간구문론에서 단위공간의 설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첫

째는 볼록공간 방식이고 둘째는 축선 방식이다. 두 방법 모두 시야가 내부적으로 

59 분석도구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서울 학교 건축도시공간연구실에서 개발한 공간구문론 및 

ERAM 이론 기반의 공간분석소프트웨어로 MS Windows 운영체제에서 구동되는 독립형

(stand-alone) 응용프로그램이다. 분석결과의 화면에서 해당 단위공간의 색은 중심성 수준을 보여

준다. 통합도의 분석 값은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높고, 반 로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낮다. 분석 결

과는 흑백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건촉도시공간연구실, http://laus.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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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연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동일하지만 볼록공간 방식에서는 공간의 

2차원적 성질이 고려되고, 축선 방식에서는 1차원적 성질이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볼록공간 방식은 건축물 내부의 평면 분석에 활용된다. 방과 방의 조합을 설명할 

때 방의 2차원적 성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축선 방식은 부분 가로공간의 조직, 

나아가 도시구조를 설명할 때 활용된다. 가로축의 성격이 1차원적인 직선으로 보

다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림 3-8 축선도 표현
Rashid & Zimring (2003)

    

그림 3-9 볼록공간도 표현
Choi et al. (2004)

아 트단지의 단 공간 설정

축선은 시각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최장 가시선을 말한다. 도로에서 직선으로 연

장 분할하여 이를 축선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도로선 보다는 시선축이 

축선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전체 공간구조에서 시선축이 기준이면 작성되는 

축선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 상 공간에서 모든 가시선을 적용하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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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분석이 필요이상으로 혼잡할 수 있다. 따라서 축선은 ‘가장 긴 축선들의 숫자

가 가장 적게 나오도록(least number of longest straight lines)’ 정의한다.

그림 3-10 G-Town 
Hillier & Hanson (1984)

그림 3-11 G-Town의 축선도

아파트단지에서 하나의 축선은 단위공간이 된다. 아파트단지는 그래프 구조로의 

재현을 위해 필요한 나머지 요소인 링크를 축선과 축선이 만나는지 여부로 설정한

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거주자가 하나의 축선공간에서 다른 하나의 축선공간으로 

옮겨 이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두 축선 공간 간의 연결 관계를 결정한다. 하나의 

가로가 하나의 축선공간으로 정의되는 공간구조에서는 가로와 가로가 만나는 교차

점 등이 연결 관계 즉 링크를 의미하는 요소가 된다.60 

단위공간의 설정은 각 단위공간 간이 연결된 관계를 설정한 다음, 분석하고자 하

60 Peponis, J. et al., On the generation of linear representations of spatial configur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B, 1998, 25(4) 559-576.

Asami, Y. et al., Introducing the third dimension on Space Syntax: Application on the 

historical Istanbul, 2003,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Space Syntax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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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구조를 그래프구조로 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된 그래프를 축선도

(axial map)라 한다. 축선도는 그 1차원적·선형적 성격이다. 따라서 도시 규모의 

가로공간과 같은 외부공간에 한 분석에서 활용된다.

경계 효과

공간 구조의 분석에서 분석의 범위, 즉 경계를 어떻게 또는 어디까지 설정하는가

의 문제가 있다. 특정 공간구조를 축선도로 재현하여 분석에 활용할 경우, 해당 축

선도의 경계에 위치하는 단위 공간은 실제로 제외된 다른 단위 공간들에 의하여 연

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선도 상에서는 최종(terminal) 단위 공간으로 표

현되기 때문에, 그 단위 공간이 지니는 분석 지표는 정확하지 못한 값이 되는 것이

다. 이 현상은 공간구문론에서 ‘경계 효과(edge effect)’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3-12 분석반경 예시
강효정 (2007) p.18

분석하고자 하는 공간구조의 경계(edge; border)는 그에 인접한 다른 공간 구조

와 연결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도시규모의 공간구조는 그 가장자리에 위치한 단위

공간들이 되고, 단일한 건축물의 공간구조는 해당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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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물 내 층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그 경계는 해당 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이 된다. 기존의 공간구문론 연구자들은 경계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분석 상 공간구조의 경계에 완충지역(Buffer Zone)을 설정

하였다. 이는 분석 상에서 완충지역 만큼의 영역에 하여 추가적으로 축선 또는 

볼록공간을 작성하여 분석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도시규모의 공간구조를 축선도로 재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분석 상지에서 

도보 및 차량 기준으로 30분 거리 내의 영역을 완충지역으로 한정한다.61 그러나 

단일 건축물의 공간구조 재현은 축선도나 볼록공간도에서도 공간구조상의 경계인 

출입구 지역의 작성이 난해한 문제가 있다. 건축물 내부와 외부는 분명 성격이 다

른 공간이기 때문에 그에 동일한 작성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공간구조 재현 시 물리적인 완충지역을 

설정하는 신 출입구 공간에 가중치를 두어 완충지역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62

축선도 작성 범   작성 원칙

축선도 작성에 관한 연구 또는 그에 한 조작적 정의를 포함하는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상 아파트단지에 하여 사례별 축선

도로 공간구조를 재현(representation)한다. 각 단지별 축선도 작성을 위한 구체적

인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완충지역은 분석 상지로부터 도보 및 차량 기준으로 30분 거리 내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축선도 작성 시 전제 중 하나인 보행자 이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과, 사람의 걷는 속도가 일반적으로 3-4km/h인 점을 고려할 때, 완충지

역의 범위는 분석 상지로부터 1.5-2.0km가 된다. 그러나 이 범위는 도시규모의 

공간을 분석 상으로 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아파트단지와 같은 소규모 지역

에는 그 기준이 다소 과한 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앞의 기준으로 완충지역을 설정

61 Space Syntax Laboratory, 2000

62 김민석, 공간의 가시성에 기반한 ERAM 모델: 초 형 복합공간의 공간이용행태 예측을 중심으로, 

서울  석사논문, 2006, 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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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아파트단지에 따라 상 지면적보다 4-5배에서 10배 이상 큰 완충지역

이 설정되어 분석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충지역 

설정을 무시하고 분석하는 것은 분석방법 및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아파트단지에 적절한 완충지역 범위를 설정한다.

국내에서는 페리(Perry)의 근린주구 이론에 기초로 하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수립한 바 있다.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는 가장 

포괄적인 근린생활권 범위이다. 근린주구는 보행으로 중심부와 연결이 가능하고 

초등학교·상가 등의 공동서비스시설을 공유하는 규모로서 주민간의 동질성이 강조

되는 범위를 의미한다. 근린주구의 생활권 설정기준을 살펴보면, 인구규모는 약 

10,000-20,000인 정도로 초등학교와 근린상가를 포함한다. 간선도로와 녹지 등에 

의해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고 생활권 중심과의 거리는 300-400m, 면적은 

30~50ha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

서는 근린주구의 범위를 반경 400m이내로, 공동주택의 경우 1,000-3,000세 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근린주구 범

위인 400m를 적용한다. 다만, 아파트단지의 중심이 아닌, 해당 아파트단지의 외부

가로, 즉 단지의 경계선으로부터 400m의 범위를 완충지역으로 설정한다. 규모 

아파트단지는 전체 반경이 1km를 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지 중심으로부터 

400m 범위를 고려하는 것은 완충지역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사

례들에서 완충지역의 적용을 통해 분석 상의 아파트단지가 단지의 주변 공간, 나

아가 가로를 포함한 도시공간과 주거생활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를 축선

도 분석에서도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다음 표는 축선도 작성원칙에 관한 연구들이다. 힐리어에 의해 제안된 공간구문

론이 발표된 이후 공간구조의 재현 방법론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힐리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축선의 공간 재현 방식을 바탕으로 한다. 또

한, 아파트단지의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원칙을 수립하였다.63

63 Hillier, B., 1996

Peponis, J. et al., 1998

Turner, A.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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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관련 연구

Traditional

Axial Map

 & 

All-line

Axial Map*

 Hillier, B., Space is the machine, University of Cambridge, 1996

 Peponis, J. et al., On the generation of linear representations of 

spatial configur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B, 25(4), 1998,  

pp.559-576.

 Turner, A. et al., An algorithmic definition of the axial map. 

Environment and Planning B, 32(3), 2005, pp.425-444.

Segmented 

Axial Map

 조형규, 공간구조 분석을 위한 각도가중 ERAM 모델의 구축 및 적용, 서울대

학교 박사논문, 2006

 Jiang, B., Claramunt, C., Topological analysis of urban street 

networks, Environment and Planning B, 31(1), 2004, pp.151-162.

 Turner, A., Could a road-centre line be an axial line in disguise?,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Space Syntax Symposium, 2005

고·저차 반

영에 관한 

연구

 Asami, Y. et al., Introducing the third dimension on Space Syntax: 

Application on the historical Istanbul,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Space Syntax Symposium, 2003

곡선가로의 

병합 처리

관련 연구

 Figueiredo, L., Amorim, L., Continuity lines in the axial system,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 Space Syntax Symposium, 2005

 Thomson, R.C., Bending the axial line: Smoothly continuous road 

centre-line segments as a basis for road network analysis,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Space Syntax Symposium, 2003

축선도의 

자동생성 

관련 연구

 Batty, M., Rana, S., The automatic definition and generation of axial 

lines and axial maps. Environment and Planning B, 31(4), 2004,  

pp.615-640.

표 3-12 축선도 작성원칙 관련 연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작성원칙으로 아파트단지의 축선도를 작성하였다.64 아파

트단지의 축선도 작성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AutoCAD’에서 축선도 작성 작

업을 하고, 완료된 파일은 ‘DXF(AutoCAD Exchange Format)’ 파일형식으로 저장

한다. 작성된 축선도 파일들은 아파트단지의 기술적 정보와는 다른 파일로 구분하

여 정리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수립한 축선도 작성 원칙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단지이다.

64 최재필 2011, 55-56, 내용 및 축선도 예시를 보완하여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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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의 공간구조 재현은 보행자 중심으로 작성한다.

 차량도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인도, 횡단보도, 지하도(지하 내 상황)는 표현한다.

2) 고·저차는 반영되지 않는다.

 언덕을 가로지르는 거리라도 2차원 상으로 직선적(linear)이라면 하나의 축선으로 표

현한다.   

3) 사람이 다니는 길, 보행로만을 작성한다.

 보행로 포장(paving)이 되어있지 않은 잔디, 녹지 등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4) 기본적으로 도로 또는 보행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보도블록이 없는 차량동선 공간은 (주로 인동 간 옥외주차장 공간), 공간구조상 통

과동선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게 축선을 작성한다.

 옥외주차장 또는 통과 동선이 형성되지 않는 차량 동선의 공간 등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단지 내에서 가능하면 분절하여 그리되, 아래의 경우 외에는 분절하지 않도록 한다.

 단지 내 주요가로끼리 교차하는 경우 교차지점에서 끊어서 작성한다.

 주요가로와 부차적 가로가 교차하는 경우 부차적 가로만을 끊어서 작성한다.

 분절하여 작성하는 경우, 분절된 두 축선이 직접 교차하도록 작성한다.

O X

6) 산책로와 같은 곡선의 길은 전통적인 축선도 작성 방식에 맞게 분절하여 그린다.

7) 단지 내 광장 또는 보행광장은 설치물을 피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광장 주변의 보행로로부터의 연장선상에 (연장선을 지키면서)축선을 작성한다.

 광장 또는 놀이터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축선을 작성한다.

8) 단지의 분석변수 및 기타 체계에 맞게 구분하여 그린다.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로 상정된 분류체계를 따른다.

 주동출입 축선은 그 외에 다른 기능을 지니지 않도록 구분하여 작성한다.

 부대복리시설은 그 기능을 한가지로 규정하여 분류체계에 맞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항목별 AutoCAD의 레이어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위에서 서술한 분류항목에 더하

여 지하보행로, 단지주변, 단지외부지하, 횡단보도, 고가도로 등을 레이어로 추가

함). 작성 완료된 파일은 DXF(AutoCAD Exchange Format) 파일형식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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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AD에서의 분류항목 레이어 

■  01_단지외부로 ■  06_놀이터 ■  11_단지주변

■  02_단지출입구 ■  07_운동시설 □  12_단지외부지하

■  03_기타보행로 ■  08_공원휴게시설 □  13_횡단보도

■  04_상가출입구 □  09_지하보행로 □  14_고가도로

■  05_주동출입구 ■  10_학교 ■  주거동 건물

표 3-13 분류항목 레이어 구분 및 축선도 작성 예시(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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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세  평면의 단 공간 설정

볼록공간이란 건축물 내부 공간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시선이 개

방되는 하나의 방이 하나의 볼록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볼록공간은 아래 그림의 

왼쪽과 같이 경계(boundary) 내 어떤 지점에서 다른 모든 지점으로 직선을 그었을 

경우 그 직선이 경계를 거치지 않는 공간을 말한다. 이와 달리 오른쪽은 볼록 공간

이라 할 수 없다. 하나의 볼록공간 내에서는 어느 위치에서라도 다른 모든 공간 내

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볼록공간을 규정하는 기준은 

시선의 범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공간의 경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림 3-13 볼록공간과 오목공간
Hillier & Hanson (1984) p.98

볼록공간이 단위공간으로 설정되면 필요한 노드가 정의된 것이다. 그러므로 링

크에 한 정의를 추가적으로 설정하면 공간구조를 재현하는 원칙이 수립된다. 서

로 다른 두 개의 볼록공간 간 연결관계는 두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사람이 하나의 볼록공간에서 다른 하나의 볼록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두 볼록공간의 연결 여부를 결정한다. 

아파트의 단위세  평면의 경우, 하나의 실이 하나의 볼록공간으로 정의된 공간

구조는 실과 실 사이에 위치하는 개구부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링크가 된다. 평면

에서 이동이 가능한 개구부는 출입문을 포함하여 높이가 매우 낮아 출입이 가능한 

창문도 포함한다. 각 실은 단위공간으로 그 연결관계가 설정되면 분석하려는 공간

구조를 그래프 구조, 볼록공간도(convex map)로 재현할 수 있다. 볼록공간도는 일

반적으로 건축물 내부 공간을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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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공간도 작성범   작성 원칙

단위세  평면은 각 실로 구획된 공간들 외에 현관 진입 전의 공간이 작성 범위

에 포함된다. ‘외부(OUT)’에 해당되는 이 공간은 현관 및 현관의 전실과는 구분되

는 것이다. 현관의 전실이 계획된 경우는 현관과 구분하여 볼록공간을 작성한다. 

부엌/식당은 부엌과 식당을 하나의 볼록공간으로 작성한다. 다만, 물리적으로 그 

구획이 명확한 경우, 예를 들면 개구부 폭 이상의 벽으로 구분된 경우는 별도로 볼

록공간을 작성한다.

전이공간은 그 수가 최소한이 되도록 작성한다. 전이공간의 기능은 통로 또는 다

른 공간으로의 이동이어야 한다. 또한, 전이공간은 필요시 최소한으로 분절하여 전

체 공간구조에서 각 공간으로의 깊이를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거실 전면의 발코니가 벽으로 구획되지 않고 모두 연결된 경우, 단위세  평면에

서 전면 베이(bay) 개념을 고려하여 분절한다. 발코니는 베이 구조에 기초하여 서

로 다른 단위공간으로 구분한다. 

OUTE

L

BAL_L

KD_DIN

BAL_K

BATH TR

BR1

BR3

BR2

BAL_BR2

KD_KIT

BAL_K

그림 3-14 단위세대 평면의 볼록공간도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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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 석결 과의 통 계  처 리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를 상으로 작성한 축선도와 단위세  평면을 기준으로 

작성한 볼록공간도를 공간분석도구로 분석하여 통합도 값을 도출한다. 단위세  

평면은 각 공간에 한 결과 값을 그 로 사용하고 아파트단지는 각 공간에 해당되

는 축선이 여러 개일 경우 평균값을 사용한다. 

먼저, 축선도 분석은 예비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통계적 처리를 수행하였다. 그러

나 통계적 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위의 방식 로 지표의 

평균값을 도출하면, ‘제2기’에 해당하는 아파트단지 사례들의 ‘단지출입구’ 분류항

목에 한 평균통합도 값이 0.852로 산출되고, 같은 시기 아파트단지들의 ‘학교’ 

분류항목의 평균통합도 값이 0.855로 산출된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제2기’에 해당

하는 아파트단지 사례들은 ‘학교’의 중심성이 ‘단지출입구’의 중심성에 비해 약간이

지만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단지출

입구가 다른 모든 분류항목들에 비해 중심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에 상충하므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듯 보인다.

[예비분석 방법]

1) 아파트단지의 사례별 축선도를 공간분석도구로 분석, 통합도 수치를 도출한다.

2) 아파트단지에서, 통합도 지표에 대한 항목별 평균과 전체 평균을 각각 산출한다.

 분류항목별 평균: 축선도 내 특정 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축선들의 통합도 평균과 이 

이후부터는 각각 평균통합도, 평균PD.)

 전체 평균: 축선도 내 모든 축선들(완충지역의 축선은 제외)의 평균통합도

3) 2번의 결과를 원자료(raw data)로 하여, 각 분류항목에 대하여 시기별로 통합도 수

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기별 통합도 분산분석을 수행한다.

4) 2번의 결과를 원자료로 하여, 각 분류항목에 대하여 시기별 평균통합도의 평균값과 

을 산출한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과정에 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제2기’에 해당하는 

분석 상 아파트단지는 총 70개의 단지가 있는데, 이 중 학교(초·중·고등학교, 유아

원 등)를 포함하는 아파트단지는 16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교가 포함된 16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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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만을 상으로 하여 ‘단지출입구’ 분류항목에 한 평균통합도의 평균을 도출

하고 ‘학교’ 분류항목에 한 평균통합도 평균값과 비교해야 한다. 16개 단지들의 

‘단지출입구’항목에 한 평균통합도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 0.915으로 산출되었다. 

이 수치는 ‘학교’항목에 한 평균통합도의 평균인 0.855보다 분명히 큰 수치이다. 

즉, ‘학교’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16개 단지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공간구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기’에 해당하는 모든 단지들의 평균통합도 전체 평균이 0.702이다. 흥미로운 

점은 ‘학교’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16개 단지의 평균통합도 전체 평균은 0.746로 

더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항목을 포함하는 단지들은 전반적으

로 높은 통합도 수치를 보이고, 이 속성이 ‘학교’항목의 평균통합도 평균값에 반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교’항목의 평균통합도 평균값이 ‘제2기’에 해당하는 

70개 단지 전체의 ‘단지출입구’항목의 평균통합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예비분석으로 수행된 통계적 처리 방식은 왜곡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학교’ 포함 단지들의 전반적인 통합도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학교 비포함 단지

들의 전체적인 통합도값이 낮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 위 방식은 단지의 통합도 수

준에 한 고려 없이 각 항목별 통합도 수치만을 상으로 통계적 처리를 수행한 

셈이다. 물론, 이러한 왜곡의 가능성은 표면적으로 특정 단지에만 포함되어 있는 

항목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아파트단지에서 통합도의 분포 양상이 각 

사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사례별 통합도 수치의 평균값이 상당한 차이가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례별 항목의 포함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의 통계적 처리 방식에서 통합도 분석 값에 한 단지의 상  수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특정 항목이 단지 내에서 지니는 중심성의 상 적 위치, 

즉 단지 전체의 평균에 한 상 적 위상을 나타내도록 한다. 즉, 각 항목에 한 

평균통합도에서 단지 전체에 한 평균통합도를 뺀(-) 수치인 편차(deviation)를 

통계적 처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이는 표준화(standardization)의 일환으로, 단지의 

총 평균을 0으로 하여 특정 항목이 단지에서 지니는 상 적 위상을 나타낼 수 있

고, 각 항목간의 차이 정도 또한 여전히 담아낼 수 있다. 이 방식으로 가공된 평균

통합도를 본 연구에서는 ‘상 적 평균통합도’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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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된 방법]

1) 각 아파트단지에 대한 축선도를 공간분석도구로 분석하여 통합도 수치를 도출한다.

2)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통합도 지표에 대한 분류항목별 평균과 전체 평균을 각각 산

출한다.

 분류항목별 평균: 축선도 내 특정 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축선들의 통합도 평균(이 이

후부터는 각각 평균통합도, 평균PD라 칭하기로 한다.)

 전체 평균: 축선도 내 모든 축선들(완충지역의 축선은 제외)의 평균통합도

3) 분류항목별 평균에서 전체 평균을 뺀 값을 통합도 지표에 대하여 각각 산출한다. 

이 값들이 각각 상대적 평균통합도가 된다.

4) 3번의 결과를 원자료(raw data)로 하여, 각 분류항목에 대하여 시기별로 통합도 또

는 PD 수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기별 통합도 분산분석과 시기

별 PD 분산분석을 수행한다.

5) 3번의 결과를 원자료로 하여, 각 분류항목에 대하여 시기별 상대적 평균통합도의 

평균값과 시기별 상대적 평균PD 평균값을 산출한다.

분석 전 상 적 평균통합도 개념은 검증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를 

도출했던 예비분석에서 상 적 평균통합도 개념을 적용하였다. ‘제2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의 ‘단지출입구’항목의 상 적 평균통합도의 평균값이 0.149으로 도출되었

다. 같은 시기 ‘학교’항목의 평균통합도의 평균값이 0.108로 산출되었다. 이 결과

는 ‘제2기’에 해당하는 아파트단지들에서 ‘단지출입구’의 중심성이 ‘학교’의 중심성

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발견된 왜곡된 분석 가능성을 제

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세  평면에서 동일한 기능 또는 하나의 항목이 분절된 볼록공간으로 작성

되는 경우 평균값을 사용한다. 방은 안방을 제외한 방들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부

엌/식당은 부엌과 식당의 구획이 분명한 경우 각각의 단위공간으로 작성하되 그 평

균값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의 통계적 처리는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SPSS 17을 활용하도

록 한다. 아파트단지 DB에서 축선도 및 볼록공간도 분석자료를 SPSS 자료로 변환

한 이후에 SPSS에서 단계별로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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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과

1.  아 트단지의 공간구조 분 석

1.1. 시 기 별  공간구조 변화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시기별 공간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심화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아파트단지

들의 정보 및 축선도 분석결과는 ‘SPSS 17’에서 통계분석용 자료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자료는 각 단지에 한 분류항목별 평균통합도와 평균PD 값을 산출하기 위

해 가공하였다. 아파트단지의 각 항목이 시기별로 변화 양상이 유의미한지, 변화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항목

에 한 시기별 평균통합도의 평균값과 시기별 평균PD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하

였다.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류항목 INT PD

    02_단지출입구   0.046   0.125

    04_상가출입구   0.004*   0.000*

    05_주동출입구   0.039   0.000*

    06_놀이터   0.060   0.554

    07_운동시설   0.419   0.299

    08_공원휴게시설   0.083   0.202

표 4-1 시기별 분산분석 유의확률(유의수준 0.01) 

아파트단지의 분석항목에 따른 시기별 분산분석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단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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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상가출입구, 주동출입구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유의수준 .01에

서는 상가출입구만 그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아파트단지에서 상가의 공간구조 

속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아파트단지에서 통합도 지표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통합도 값이 클수록 

(분석결과 그래프에서 위쪽에 위치할수록) 단지에서 중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

로 통합도 값이 적을수록 단지에서 중심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아파트단지의 공

간구조 분석결과는 시기별 사회적 변화와 함께 아파트단지의 분류항목에 따른 중

심성, 접근성, 동선의 효율성, 이동의 용이함 등의 특징에 한 해석이 가능하다.

시 기 별  공간구조 변화 : 통 합도 지표  값 분 석

분석결과의 그래프를 보면, 단지출입구, 상가출입구, 주동출입구와 공원·휴게시

설, 운동시설과 놀이터와 같이 4개의 순위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제1기는 단지 

내 중심성 순서에 따라서 4개의 순위그룹이 실질적으로 형성되고 명확하게 드러나

는 시기이다. 2위 그룹인 상가과 주동출입구 및 공원·휴게시설이 포함된 3위 그룹 

간의 중심성 수준은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제2기는 2위 그룹인 상가 중심성이 크게 상승하여 1위 그룹의 수준에 근접한 양

상을 보인다. 3위 그룹은 소폭 하락하여 4위 그룹과 중심성 수준이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기에서는 여전히 1기와 같이 순위그룹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제3기는 2위 그룹의 중심성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공원·휴게시설이 하락하는 

반면, 주동출입구는 상승하여 3위 그룹이 와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서울시에서 단지계획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다양한 계획개념이 시도된 특수한 시기이다. 도동구 창동, 상계동, 월계동 일 의 

단위 신시가지는 조성 시 보행동선을 위주로 계획이 이루어졌다. 다른 시기보다 

주동출입구가 단지 내 보행자 도로의 중점적인 계획으로 인해 단지 내·외부로부터

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다. 통합도 값이 하락한 공원·휴게시설이 4위 그룹으로 합

류하였는데, 이는 2기보다 공원·휴게시설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단지 내부에 파편적

으로 배치된 영향도 존재한다. 결국, 주동출입구의 중심성은 상 적으로 강조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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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구분 단지출입구 상가출입구 주동출입구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

제1기 0.1599 0.0332  -0.0316  -0.0951  -0.0876  -0.0413  

제2기 0.1464  0.0809 -0.0430 -0.0888 -0.0844 -0.0565 

제3기 0.1278  0.0525 -0.0319 -0.0813 -0.0966 -0.0739 

제4기 0.1237  0.0624 -0.0382 -0.0760 -0.0800 -0.0813 

제5기 0.1221  0.0708 -0.0398 -0.0709 -0.0833 -0.0476 

제6기 0.1370  0.0938 -0.0361 -0.0690 -0.0780 -0.0670 

제7기 0.1152  0.0376 -0.0444 -0.0609 -0.0695 -0.0349 

표 4-2 아파트단지 분류항목에 따른 시기별 통합도(Integration) 평균 

그림 4-1 아파트단지의 시기별 공간구조 변화(통합도)

제4기는 2위 그룹의 중심성이 소폭 상승하였고, 3위 그룹은 완벽하게 분해되었

다. 주동출입구는 독자적으로 3위 그룹을 형성하고 공원·휴게시설은 4위 그룹에서

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4위 그룹은 1기부터 중심성이 꾸준히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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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4위 그룹의 접근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

는데, 단지 내 시설을 포함하여 외부공간에 한 인식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5기는 공원·휴게시설이 주동출입구 수준으로 중심성을 회복하였다. 단지 내에

서 다른 분류항목과 비교할 때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이 구분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간 외부공간의 차별화를 위해 계획이 시도되면서 공원·휴게시설과 같은 공용

공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공간구조 상에서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6기는 상가의 중심성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1위 그룹과 차이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향후 1위 그룹의 재편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상가의 중심성이 크게 높아

져 다른 항목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단지 내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용이해졌

음을 의미한다. 4위 그룹은 꾸준히 상승하여 3위 그룹과 상당히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3, 4위 그룹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경향은 7기에서도 나타

나는데 1기와 비교하였을 때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동출입구와 공원, 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중심성 수준이 서로 근접해진, 수

렴하는 특성은 단지 내에서 각 항목이 별도로 격리되어 배치되는 것이 아닌 연결 

관계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7기는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이 이전 시기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주거동 

수준에 근접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5기부터 외부공간의 차별화 일환으로 조경계

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면 7기에서는 극 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산책길, 

광장, 공원과 같은 공간이 주동출입구, 놀이터, 운동시설에 인접하여 배치되면서 

각 항목의 연결 관계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가의 중심성이 다른 항목

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단지출입 공간과 상가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이 단지 내에서 

중심성 수준이 서로 근접해지는 경향은 해당 공간들의 통합적인 공간배치 경향으

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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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별  공간구조 변화 : PD 지표  값 분 석

시기구분 단지출입구 상가출입구 주동출입구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

제1기 -0.2170 -0.0121 0.0338 0.1043 0.1128 0.0657 

제2기 -0.1953 -0.1063 0.0555 0.1233 0.1075 0.0803 

제3기 -0.1744 -0.0679 0.0403 0.1090 0.1149 0.1071 

제4기 -0.1871 -0.1123 0.0596 0.1323 0.1245 0.1376 

제5기 -0.1833 -0.0864 0.0604 0.1168 0.1475 0.0791 

제6기 -0.2018 -0.1515 0.0616 0.1190 0.1209 0.0944 

제7기

표 4-3 아파트단지 분류항목에 따른 시기별 PD 평균

그림 4-2 아파트단지의 시기별 공간구조 변화(PD)

PD 분석결과는 변화추이를 단지의 항목별 특성과 시기별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

석한다. 먼저, 단지의 항목별 특성을 살펴보면, 단지출입구는 PD 값이 상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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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기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항목은 분산분석 결과 유의미

한 변화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상가출입구는 PD값의 상승과 하락이 번갈

아 일어난다. 마지막 7기에서는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기별로 뚜렷한 

경향성은 없지만 아파트단지에서 얕은 공간배치 속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뒷받침한

다. 주동 출입구는 3기에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유지한다. 

전 시기에 걸쳐서 주동 출입구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 항목은 초기에 비해 

다소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항목의 중심성 수준과 뚜렷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특히 통합도 분석 결과에서는 최근 4순위 그룹의 중심성 수준이 주동 출입구

와 근접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PD의 분석 결과에서는 그러한 경향성이 보이지

만 그 편차가 좁혀지지는 않는다.

시기별로 PD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통합도 분

석결과와 같이 4개의 순위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PD 분석결과는 그래프

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항목이 1위가 된다. 제1기는 2위, 3위 그룹 간 PD 편차가 

크지 않은 반면 1위 그룹은 독보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제2기는 3위 그룹의 공간적 깊이가 깊어진 반면 2위 그룹의 깊이는 매우 얕아졌

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4위 그룹은 1기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전체 

공간구조에서 주동출입구와 공원·휴게시설은 깊숙한 공간, 즉 내부화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상가는 얕은 공간, 즉 외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기는 상가가 다시금 깊어진 반면 주동출입구는 그 깊이가 얕아진 양상을 보

인다. 공원·휴게시설은 큰 폭으로 깊어지면서 3위 그룹에서 4위 그룹으로 합류한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에 다양한 단지계획이 시도되었으며 제1기

와 제2기의 경향이 부분적으로 혼합되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공원·휴게시설이 파

편화되는 동시에 내부화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제4기는 상가의 깊이가 다시 얕아지며 1위 그룹과의 편차가 좁혀지는 경향을 보

인다. 공원·휴게시설의 깊이는 급격하게 깊어지면서 모든 분류항목 중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주동출입구의 내부화 경향이 정착되고, 상가의 외부화 

경향과 공원·휴게시설의 내부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공원·휴게시설의 

변화는 통합도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녹지면적의 확보와 조경계획의 중요성이 높

아지면서 단지 전체의 공간구조 상에서도 변화가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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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는 공원·휴게시설이 제2기 수준으로 그 깊이 정도를 회복하여 주동출입구

와 함께 3위 그룹을 형성한다. 상가는 이전시기보다 약간 깊어진 양상을 보인다. 

상가의 외부화 경향과 주동출입구의 내부화 경향은 고정되었다. 한편, 공원·휴게시

설의 내부화 경향은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내 뿐만 아니라 단지 

경계 공간에도 공원·휴게시설이 계획되고 있다.

제6기는 상가의 깊이가 큰 폭으로 얕아지고, 공원·휴게시설은 또 다시 소폭 깊어

진 변화를 보인다. 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로 상가의 외부화 경향이 극 화되면서 

단지외부 수준에 근접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단지 상가를 이용하는 상이 거주자 

뿐만 아니라 외부인을 고려하여 상권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의 다른 

분류항목들은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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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 화 분 석

심화분석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아파트 단지의 개발 사업과 단지계획 과정에

서 주요 이슈가 되는 쟁점이 기준이 된다. 심화분석은 재건축, 분양주체(사업주체), 

주동 형태, 주동 배치를 상으로 한다. 재건축이 이루어진 단지 중에서 재건축이 

완료되고 입주가 된 사례를 선정하여 재건축 이전과 이후 공간구조 변화를 비교한

다. 사업주체는 공영단지와 민영단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에

서의 주거동 배치에 따른 분석은 주거동 형태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

로 주거동의 평형  구성을 파악하여 평형 별 주거동 배치의 차이를 분석한다.

위상학적 분석

시기별 공간구조의 변화

전반적인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변화 양상

심화 분석

재건축 단지

재건축 이전과 이후 변화

사업주체

공공/민간 단지의 차이

주동 형태

판상형/타워형 배치 차이

주동배치

평형대 배치의 변화

그림 4-3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분석과정

사업주 체별  공간구조의 변화

이 분석은 공공과 민간의 사업주체에 따른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차이를 통합

도 지표를 통해서 비교한 것이다.65 

65 이 분석은 ‘International Association People-environment Studies(IAPS) 2011’에서 발표하였

던 “Time-series analysis on the configuration of apartment complex by comparison of 

public and private project in Seoul” 논문 내용을 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앞의 논문은 사업

주체별 공간구조 차이를 산출된 분석 값으로 판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분석결과의 정리와 

그 해석이 미흡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7기를 추가하여 공간구조 상에서 어떻게 차

이가 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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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구분 단지출입구 상가출입구 주동출입구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

제1기 0.1743 0.0247 -0.0289 -0.0993 -0.0764 -0.0374 

제2기 0.1671 0.0770 -0.0301 -0.0764 -0.0833 -0.0580 

제3기 0.1194 0.0372 -0.0307 -0.0755 -0.0918 -0.0747 

제4기 0.1162 0.0689 -0.0375 -0.0662 -0.0903 -0.1076 

제5기 0.1264 0.0708 -0.0389 -0.0603 -0.1013 -0.0553 

제6기 0.1211 0.0963 -0.0273 -0.0607 -0.1400 -0.0098 

제7기 0.1128 0.0920 -0.0327 -0.0304 -0.0451 -0.0148 

표 4-4 공공단지의 공간구조 변화

전반적인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민영 단지는 항목별 중심성 

편차가 줄어드는, 각 항목 간의 통합된 양상을 보이는 반면 공공 단지는 각 항목별 

편차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좁혀지지 않는다. 민영단지는 중심성 변화의 폭은 적으

나 전반적으로 항목 간 중심성이 점점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공공단지는 항목별 

중심성 변화의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아파트단지의 전체 공간구조의 속

성이 사업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각 공간 간의 연결 관

계가 다르고 전 시기에 걸쳐서 변화해온 양상 또한 다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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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구분 단지출입구 상가출입구 주동출입구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

제1기 0.1287 0.0567 -0.0375 -0.0867 -0.1380 -0.0642 

제2기 0.1392 0.0850 -0.0489 -0.0954 -0.0857 -0.0498 

제3기 0.1498 0.0961 -0.0350 -0.0977 -0.1123 -0.0687 

제4기 0.1264 0.0597 -0.0384 -0.0795 -0.0760 -0.0621 

제5기 0.1216 0.0708 -0.0399 -0.0721 -0.0818 -0.0468 

제6기 0.1396 0.0903 -0.0415 -0.0788 -0.0724 -0.0595 

제7기 0.1244 0.0893 -0.0492 -0.0708 -0.0958 -0.0501 

표 4-5 민영단지의 공간구조 변화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가의 외부화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운동시설, 공원· 

휴게시설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운동시설의 중심성은 공공단지의 경우 점점 하

락하고 민영단지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은 공공단지

에서 그 변화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민영단지에서는 주거동의 중심성 

수준에 근접한 양상을 보인다. 주거동 출입로에서 다른 공간으로 연결 관계가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주거동 출입로 계획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공공단지에서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 변동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주택공사 주도 하에 진행되었던 단지계획에서 다양한 계획기법을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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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3기에서 시도되었던 실험적인 단지계획의 사례들은 

그 주체가 공공이었다. 아파트단지의 사업주체별 공간구조 분석 결과는 앞 절에서 

분석한 전반적인 변화양상과는 또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공공단지와 민영단지의 

공간구조 차이는 단지 내에서 근본적으로 각 공간 간의 연결 관계가 시기별로 어떻

게 변화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기 공공단지 민영단지

제1기

1966-

1975

 단지 출입구의 접근성 가장 높음

 순위그룹 형성, 중심성 위계 구분이 명

확함

 운동시설은 단지 내에서 가장 격리된 곳

에 배치됨

 공공단지에 비해 그룹 구분이 모호함

제2기

1976-

1985

 상가의 접근성이 큰 폭으로 상승

 운동시설과 공원 및 휴게시설의 접근

성 감소

 상가가 소폭 상승

 공원 및 휴게시설의  소폭 상승

 운동시설의 중심성이 크게 상승 

‣ 공공단지 1기와 같은 명확한 순위그룹

제3기

1986-

1989

 상가의 접근성이 다시 감소함, 변화 폭

이 민영단지보다 큼

 주거동 중심성의 강화, 기타 편의시설

의 중심성 수준은 수렴

 2기의 속성이 유지됨

 상가의 중심성 상승

제4기

1990-

1995

 3・4위 그룹의 재편성, 주동 출입구와 다른 항목간의 편차가 커짐

‣ 주동 출입구의 공간적 독립성

 공원 및 휴게시설이 가장 격리된 곳에 

배치됨

 순위그룹 간 중심성 편차 감소

 공원 및 휴게시설의 소폭 상승

‣ 외부공간 설계의 중요성 인식

제5기

1996-

2000

 공원 및 휴게시설의 접근성이 증가하

여 주동출입구 수준에 근접함

 공원 및 휴게시설의 접근성 유지

 항목 간 중심성 수렴 현상 본격화

제6기

2001-

2005

 상가 건물의 외부화 경향이 극대화되어 단지 출입구의 접근성에 근접함

‣ 그룹의 재편성

 공원·휴게시설의 상승세 지속됨

 운동시설 접근성이 대폭 하락함

 놀이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운동시

설은 하락함

‣ 외부공간 설계의 중요성 증가

 공공단지에 비해 3위 그룹의 항목 간 중

심성 편차가 감소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함

 항목 간의 중심성 근접함 유지

‣ 통합된 공간배치 경향

제7기

2006-

2013

 상가, 단지출입 수준으로 상승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 강조,  

 놀이터의 지속적인 상승 

‣ 접근성 개선

 단지출입과 상가의 중심성 상승

 항목 간 중심성 수렴 현상의 고정

‣ 통합된 공간 계획

표 4-6 사업주체별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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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인한  공간구조의 변화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상당하

다. 이 분석은 잠실단지를 상으로 재건축 이전과 이후의 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범위는 재건축 이전과 이후의 공간구조 비교를 위해 5

단지를 제외한 1단지부터 4단지까지이다. 각 단지는 중심부에 학교가 위치한다. 학

교의 위치는 동일하며 단지출입, 상가, 주거동, 놀이터, 학교의 공간구조 속성을 비

교한다.

해당

단지

재건축 이전 재건축 이후

세대수 건폐율 용적율 세대수 건폐율 용적율

#1 5,390 17 82 5,678 16.31 275.17

#2 4,450 18 85 5,563 15.87 275.24

#3 3,280 20 98 3,396 12.87 277.11

#4 2,130 19 92 2,678 12.96 274.98

#5 3,930 106 143 - - -

표 4-7 잠실단지 개요

잠실단지는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이 적용된 단지로 1970년  건설되어 2000년

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현재 입주가 완료되었다. 이 단지의 계획을 기점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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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단지에서 근린주구이론의 적용에 한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나 충분

한 계획적 반성 및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후 건설된 단지에서도 

근린주구이론의 적용이 오랜 시간동안 고착화되었다. 

항목

잠실 1단지 잠실 2단지 잠실 3단지 잠실 4단지

재건축 

이전

재건축 

이후

재건축 

이전

재건축 

이후

재건축 

이전

재건축 

이후

재건축 

이전

재건축 

이후

A.단지출입 0.2254 0.2256 0.1952 0.2720 0.1603 0.1480 0.1166 0.1151

B.상가 0.0095 0.0872 -0.0106 0.2041 -0.0579 0.1248 0.0007 0.0354

C.주거동 -0.0201 -0.0283 -0.0159 -0.0433 -0.0131 -0.0209 -0.0178 -0.0278

D.놀이터 -0.0860 -0.0420 -0.0999 -0.0413 -0.0787 -0.0534 -0.0458 -0.0675

E. 학교 0.0289 -0.0195 0.0048 0.0201 -0.0363 0.0630 0.0177 0.0103

표 4-8 단지별 공간구조 변화

재건축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지하주차장 설치와 그로 인해 옥외공간이 

확보된 것이다. 재건축 이후 상가의 중심성은 네 단지 모두에서 상승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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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지를 제외한 단지들에서는 상가의 중심성과 다른 항목 간 편차가 크다. 물론 재

건축 이전에도 상가의 중심성은 높은 편이었으나 그 수준은 주거동의 중심성 수준

과 근접했었다. 주거동의 중심성은 두드러지는 변화가 파악되지 않았다. 

놀이터의 중심성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놀이터는 그 수의 변화와 함께 놀이

터와 다른 공간들 간 연결관계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는 재건축 이전과 

이후에 차이를 보이는데 각 단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재건축 이후 1단지와 4단

지는 학교로의 접근성이 낮아졌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2단지와 3

단지의 경우도 학교로의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림 4-4 잠실단지 상가배치

그림 4-5 잠실단지 놀이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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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형태에 따른 공간구조의 비교

이 분석은 주동의 형태에 따라 형성되는 외부공간의 물리적 환경도 다를 것이라

는 가정 하에 아파트단지에서 주동형태에 따른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를 비교한

다. 아파트단지에서 건물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건물형태와 코어형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66

그림 4-6 판상형 아파트와 탑상형 아파트
http://news.sbs.co.kr/section_news/ [접속일: 2012.08.14.]

그림 4-7 코어형식에 따른 계단식과 복도식 평면

먼저, 건물 형태에 따라 판상형과 탑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상형 아파트는 

한 건물에서 각 세 가 한 방향의 조망을 바라보면서 일렬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

는 형태를 말한다. 탑상형 아파트는 탑이나 타워처럼 고층으로 건설되어 Y자형, +

자형, ㅁ자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코어형식에 따라 계단식 아파

66 이 분석은 ‘The 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rchitectural Interchanges in Asia(ISAIA, 

2012)’에서 발표한 “Difference of the block layout building typology”(A-10-1) 논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앞의 논문은 주동형태에 따라 공간구조의 차이가 있고 없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주동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자료를 추가하면서 7기까지를 다루고 있다. 다만, 7기에서는 복도식에 해당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코어형식에 따른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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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복도식 아파트로 분류할 수 있다. 계단식 아파트는 계단을 두고 양쪽으로 1세

씩 배치되어 있다. 복도식 아파트는 복도를 두고 일면에 여러 세 가 배치되어 

있는 형식이다. 계단식과 복도식은 각 세 의 진입 방법, 엘리베이터나 계단과 같

은 수직 동선의 면적, 프라이버시 등의 차이가 있다. 9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는 거의 부분 복도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는 계단식 혹은 복도식과 계단식으

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소형 평형 는 복도식으로, 중 형 평형 는 계단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 

시기 P-value
통합도 평균 값

P-value
PD 평균 값

판상형 타워형 판상형 타워형

Non  0.000* 0.6486 0.5841  0.051 0.3362 0.3194

1  0.575 0.7348 0.7787  0.148 0.4072 0.2311

2  0.000* 0.7233 0.3732  0.057 0.3410 0.4188

3  0.168 0.6911 0.6617  0.182 0.3117 0.2837

4  0.040* 0.5991 0.6260  0.034* 0.3331 0.2329

5  0.041* 0.5572 0.5206  0.911 0.3103 0.3084

6  0.378 0.6078 0.5989  0.051 0.3550 0.3317

7  0.213 0.5912 0.5604  0.070 0.3612 0.3408

T-test, *Significant   values p<0.05

표 4-9 판상형과 타워형의 지표 값 비교

위의 표는 판상형과 탑상형 간 지표 값의 T-test 분석과 주동형태별 지표 값 평

균을 시기별로, 그리고 시기구분 없이 정리한 것이다. 주동출입구 통합도 분석 값

을 시기구분 없이 판상형과 탑상형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도가 

0.000으로 판상형과 탑상형 간 통합도 값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판상형과 탑

상형 각각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판상형이 0.648, 탑상형이 0.584으로 판상형이 

탑상형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는 주동

형태에 따라 접근성의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판상형이 탑상형보다 접근성

이 높음을 파악할 수 있다.

주동형태에 따른 시기별 주동출입구 통합도 평균을 살펴보면 1기와 4기를 제외

한 나머지 시기에서 판상형이 탑상형보다 높다. T-test 결과를 살펴보면, 주동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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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주동출입구 통합도 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기는 2기(p=.000), 

4기(p=.040), 5기(p=.041)이다.(P<.05) 따라서 2기, 5기는 판상형이 탑상형보다 

접근성이 높으며, 4기는 탑상형이 판상형보다 접근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기, 3기, 6기, 7기는 주동형태에 따른 접근성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앞서 분석한 방법과 동일하게 주동출입구 PD 분석 값 또한 판상형과 탑상형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도는 .051로, 판상형과 탑상형 간 PD 값이 차

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주동형태에 따라 주거동에서 단지 내 특정 공간으로의 

이동 또는 단지 외부공간으로의 출입용이성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동형태에 따른 시기별 주동출입구 PD 평균을 살펴보면 2기를 제외한 모든 시기

에서 판상형이 탑상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T-test 결과를 살펴보면 PD 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기는 4기(p=.034)이다. 즉, 4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서는 

주동형태별 깊이가 깊거나 얕음을 뜻하는 PD 값 차이가 없다.

시기 P-value
통합도 평균 값

P-value
PD 평균 값

복도식 계단식 복도식 계단식

Non  0.000* 0.6658 0.6262  0.000* 0.3230 0.3402

1  0.008* 0.7044 0.7411  0.000* 0.2731 0.4311

2  0.000* 0.8138 0.6621  0.000* 0.3844 0.3155

3  0.000* 0.6492 0.7243  0.000* 0.2797 0.3369

4  0.578 0.6023 0.5980  0.079 0.3449 0.3254

5  0.130 0.5648 0.5526  0.000* 0.2864 0.3184

6  0.620 0.6030 0.6076  0.328 0.3438 0.3543

7 - - - - - -

T-test, *Significant   values p<0.05

표 4-10 복도형과 계단실형의 지표 값 비교

복도식과 계단식 간 지표 값의 T-test 분석과 코어형식별 지표 값 평균을 시기

별로, 그리고 시기구분 없이 정리한 것이다. 통합도 값에 한 통계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시기구분 없이 복도식과 계단식으로만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유

의도가 0.000으로 나왔으며, 이는 복도식과 계단식 간 주동출입구 통합도 값이 차

이가 있음을 뜻한다. 복도식과 계단식 각각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복도식이 

0.665, 계단식이 0.626으로 복도식이 계단식보다 조금 더 높다. 이는 코어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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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접근성 차이 여부에 하여 전반적인 경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분석결

과는 전반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주거동의 코어형식에 따라 접근성의 차이가 있으

며, 구체적으로는 코어형식이 복도식인 경우가 계단식인 경우보다 접근성이 높다.

시기별로 코어형식에 따른 통합도 평균을 살펴보면 2기, 4기, 5기에서 복도식이 

계단식보다 높게 나타난다. 시기별 T-test 결과 코어형식에 따른 주동출입구 통합

도 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기는 1기(p=.008), 2기(p=.000), 3기

(p=.000)이다.(P<.05) 따라서 2기는 복도식이 계단식보다 접근성이 높으며, 1기, 3

기는 계단식이 복도식보다 접근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4기, 5기, 6기는 코어

형식에 따른 접근성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주동출입구 PD 분석 결과는 복도식과 계단식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

과 유의도 p=.000이다. 이는 복도식과 계단식 간 PD 값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다. 분석결과 코어형식에 따라 아파트단지 내외부로부터의 깊이, 즉 출입용이성의 

차이가 있는데, 복도식이 계단식보다 깊이가 더 얕게 나타난다. 코어형식에 따른 

시기별 주동출입구 PD 평균을 살펴보면 2기, 4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서 계단식

이 복도식보다 깊이가 깊게 나타났다. T-test 결과를 살펴보면 PD 값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시기는 4기(p=.079)와 6기(p=.328)를 제외한 모든 시기이다. 즉, 

분석결과 4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서는 깊이가 깊거나 얕음을 뜻하는 PD 값 차이

가 코어형식별로는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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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별  주 거 동배치의 변화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한 종류의 평형 가 있는 사례는 총 12개의 단지로 많지 

않았다. 부분의 아파트단지들은 2종류 이상의 평형 를 보유하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평형 별 배치는 주동출입구 축선에 해당 평형 를 입력하여 평형

에 따른 축선의 공간구조 속성을 비교한다.67 

평형대수 단지수 평형대수 단지수 평형대수 단지수

1 12 6 47 11 2

2 47 7 21 12 0

3 78 8 15 13 1

4 136 9 7 14 1

5 73 10 3 총계 443

표 4-11 평형대 수에 따른 아파트단지 분포

아파트단지에서 주동출입구에 해당되는 축선의 통합도 및 PD 지표 값은 평형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평

형 에 따른 통합도 및 PD의 분산분석 또는 T-test를 수행한다. 평형 수가 3개 

이상인 단지는 분산분석, 평형 수가 2개인 단지는 T-test을 실시한다. 그 결과로 

도출되는 유의확률 P값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는 단지, 평형 에 따라 분석 값이 

다른 단지를 파악한다. 

단위세  평면의 평형  크기와 통합도 및 PD 지표 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서로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큰 평형의 단위세 가 단지 내에서 통합도가 높

은 지역 또는 낮은 지역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2개의 평형  변수 간 상

관분석은 일반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

한다. 그러나 피어슨 상관계수는 연속적인 두 변수나 양적인 등간 척도일 때 주로 

67 아파트단지에서 주거동의 배치는 공간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앞서 실행된 부분이 주동의 

형태적 특징에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단위세  평면의 규모적 속성인 평형 에 

따른 주동의 공간배치의 차이 여부를 세부 연구문제로 삼고 있다. 즉, 단지 내에서 주거동의 배치

를 단위세  평면의 성질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분석은 아파트단지에 한 심화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아래 논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시기구분은 6기에 해당되는 기간을 조정

하고 7기를 추가하였다. 또한, 7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단지 사례 수를 보완하였다.

최재필 외, 서울지역 아파트단지 평형 별 주동배치 경향의 시계열 분석, 한건축학회 논문집(계

획계), 27(10), 20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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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아파트단지에서 단위세  평면의 평형 는 사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평형  

수치에 한 의미보다는 한 단지 내에서 상 적인 평형  순위로 의미가 있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분석은 스피어만 등위상관계수(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이후 Rrank이라 칭함)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다.68 

Rrank값이 양수로 나타나면 해당 단지는 평형 가 클수록 통합도 및 PD 값이 크고, 

평형 가 작을수록 통합도 및 PD 값이 작음을 뜻한다. 반 로 Rrank값이 음수로 나

타나면 해당 단지는 평형 가 클수록 통합도 및 PD 값이 작고, 평형 가 작을수록 

통합도 및 PD 값이 크다. 다음 표는 2기의 분석 사례 중 둔촌주공아파트 1단지의 

평형 에 따른 통합도 및 PD 지표 값, 분산분석, 상관분석 결과이다.

평형대 축선수 평균 분산 ANOVA P값 Rrank

7 5 0.7286 0

3.08×10-8 0.1

16 24 0.7089 0.001294

18 56 0.7727 0.003271

22 10 0.7493 0.000621

25 37 0.7195 0.001375

표 4-12 둔촌주공1단지 통계 분석 결과: 통합도 지표

평형대 축선수 평균 분산 ANOVA P값 Rrank

7 5 0.3224 0

9.41×10-9 -0.6

16 24 0.3123 0.004131

18 56 0.2000 0.004014

22 10 0.2579 0.005486

25 37 0.2984 0.00356

표 4-13 둔촌주공1단지 통계 분석 결과: PD 지표

단지별 평형 와 통합도 및 PD 간의 Rrank값을 도출하고, 시기별 Rrank값의 변화

를 살펴본다. 각 시기별 Rrank값이 양수인 단지들과 음수인 단지들을 파악하고, 시

기별 분포를 살펴본다.69 

68 스피어만 등위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분포가 극히 이질적이고 등위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의 상관분석에 주로 활용된다. 

69 이를 위해 시기별 Rrank값의 평균을 살펴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평형 가 2개인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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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아파트단지 321개 중 각각의 평형 에 따른 통합도 및 PD 지표의 분

산분석 또는 T-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통합도의 경우는 총 176개소에서 유

의확률 P값이 0.05 미만으로 나타났고, PD의 경우는 총 148개소에서 유의확률 P

값이 0.05 미만으로 나타났다. 각 시기별 통합도 및 PD 지표의 분산분석 또는 

T-test 결과 분포는 다음의 표와 같다.

지표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총계

통합도 5 22 30 20 30 33 36 176

PD 3 27 31 18 21 23 25 148

표 4-14 아파트단지의 시기별 분포(유의수준 0.05)

유의확률 P값이 0.05 이상으로 나타난 단지들은 평형 별 분석 지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그 정도가 통계적으로 뚜렷하고 일관적인 차이 경향을 보이

지는 않는다. 이 단지들을 상으로 평형 별 통합도 및 PD 평균치와 평형  간의 

상관분석인 등위상관계수 Rrank값을 도출하였다. 또한 분산분석 및 T-검정 결과 평

형 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단지들을 선별하여(통합도: 176단지, PD: 

148단지) 이들을 상으로 평형 별 통합도 및 PD 평균치와 평형  간의 Rrank값

을 산출하였다.

평형 와 통합도 간 등위상관계수 Rrank값이 양수일 경우,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큰 평형 에 연계된 주거동 출입로일수록 통합도가 높음을, 다시 말해서 단위세  

평면의 평형 가 클수록 중심성이 높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반 로 Rrank값이 음수로 나타나면, 큰 평형 에 연결된 주거동의 출입로일수록 통

합도가 낮음을, 단위세  평면의 평형 가 클수록 해당 주거동으로의 접근성이 낮

고 단지 내에서 격리된 곳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평형 와 PD 간 등위상관계수 Rrank값 해석도 마찬가지이다. 평형 와 PD 간 등

위상관계수 Rrank값이 양수일 경우, 큰 평형 에 연계된 주거동의 출입로 PD값이 

높음을, 평형 가 클수록 해당 아파트단지 외부로의 이동 효율성이 낮고 단지 내에

서 깊은 곳에 위치함을 뜻한다. 반 로 Rrank값이 음수이면, 큰 평형 에 연계된 주

트단지의 경우 Rrank값이 1, -1, 0의 3개 값 중 하나가 되어 절 값이 양극화되거나, 평형 가 4개 

미만인 아파트단지들이 주로 Rrank값의 절 값이 크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시기별 Rrank

값 평균을 왜곡할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균의 방식을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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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출입로일수록 PD값이 낮음을, 평형 가 클수록 해당 아파트단지 외부로의 이

동 효율성이 높고 단지 외부로부터 얕은 곳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Rrank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총계

R > 0 3 16 15 10 9 15 15 83

R < 0 2 6 14 10 21 18 21 92

R = 0 - - 1 - - - - 1

표 4-15 선별된 단지의 각 시기별 Rrank 분포표: 통합도

통합도 지표에 한 분석 결과는 시기별 Rrank 값이 양수인 단지수와 음수를 보

이는 단지수의 분포 양상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다. 선별된 176개 단지에 해서 

Rrank값을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2기는 Rrank값이 양수인 단지가 많고 5기 이는 

Rrank값이 음수인 단지가 더 많다. 반면에 3기와 4기는 어느 경향이 우세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이 결과는 형 평형 가 배치된 주거동이 1기와 2기에는 중심성이 

높고 3기와 4기는 뚜렷한 경향이 보이지 않으며 5기 이후로는 중심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즉, 형 평형  단위세  평면의 입지가 단지 내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서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변화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rank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총계

R > 0 2 7 17 7 17 15 16 81

R < 0 1 20 14 10 4 8 9 66

R = 0 - - - 1 - - - 1

표 4-16 선별된 단지의 각 시기별 Rrank 분포표: PD

선별된 148개 단지에 해서 Rrank값을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위 통합도 결과

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에 형 평형 가 위치한 주거동이 

단지 외부로의 이동효율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였고, 5기 이후로는 형 평형

의 주거동이 단지 외부로의 이동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지 내 깊숙한 지역에 위치

하는 경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1기, 2기, 5기, 6기, 7기에 해당하는 아파트단지들은 전체 단지들과 선별된 단지

들의 분석결과가 통합도와 PD 모두에서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1기와 2기에 해

당하는 아파트단지들은 단위세  평면의 평형 가 클수록 그 위치는 통합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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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PD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 단지 내에서 소형 평형 보다 형 평형 가 위

치한 주거동이 접근성이 높고 단지 외부로 나가기가 쉬움을 뜻한다. 반면, 5기와 6

기에 해당하는 아파트단지들은 평형 가 클수록 그 위치는 통합도가 낮고 PD는 높

은 경향을 보이는데, 한 단지 내에서 형 평형 가 소형 평형 보다 접근성이 낮

고 단지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뜻한다. 반면, 3기와 4기는 1기와 2

기, 5기부터 7기와 비교하였을 때, 뚜렷한 경향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1기와 2기는 단지 내 편의시설로의 접근이 좋고 단지 밖으로의 출입이 쉬운, 중

심성이 높은 위치에 형 평형 를 우선적으로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79년 

준공된 신천동 소재 장미아파트1·2차 단지는 1기와 2기 평형 별 주거동 배치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림4-8’에서 표시된 형 평형 는 단지 중심에 배

치되어 있고, 단지의 주 출입구에서 이어지는 도로의 접근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8 장미아파트 1·2차 아파트단지 배치도
아파트백과 (2006)

3기와 4기는 도시적 차원에서 생활권 단위를 고려한 다양한 계획과 새로운 개념

을 도입한 실험적인 단지계획 사례가 등장하였다. 이 시기는 단지 내에서도 차량이 

고려되었는데 1기와 2기에서 나타났던 배치 경향이 지속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변화하였다. 즉, 특정 경향이 지배적이지 않고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4-9’의 2006년 준공된 도곡동 소재 도곡렉슬 아파트단지는 해당 시기의 전

형적인 사례이다. 이 단지는 표시된 형 평형 가 단지 출입구로부터는 상 적으

로 격리되는 동시에 근처 공원 및 녹지공간과는 인접해있다. ‘그림4-10’의 옥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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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젠 아파트단지 사례는 형 평형 가 차량 출입으로부터는 접근이 용이하지만 

보행로를 통한 접근성은 낮은 편에 해당된다. 

그림 4-9 도곡렉슬 아파트단지 배치도
아파트백과 (2006)

그림 4-10 옥수리버젠 아파트단지 배치도
http://www.raemian.co.kr 

5기부터 7기는 단지 내 보행로의 다양화, 소음으로부터의 격리, 독립적 공간의 

확보 등에 한 요구가 높아졌다. 접근성이 낮더라도 아파트단지 외부로부터 공간

적으로 격리되고 단지 밖으로의 이동효율성이 상 적으로 낮은 위치에 큰 평형

가 우선적으로 계획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지하주차장 설치와 주차장에서 주거동

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로가 일반화되면서 접근성 해석 기준의 변화 역시 이와 같은 

계획 경향에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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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건설이 본격화된 1960년 부터 현재까지의 아파트단지 주동배치 계

획경향은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고, 이는 단위세  평면에서 평형  크기와 관련하

여 유의미한 변화로 나타났다. 형 평형 의 단위세  평면이 위치한 주거동이 단

지계획에서 주요 고려 상이라고 본다면, 형 평형 가 위치한 주거동의 배치 변

화는 단지계획에서 우선시되는 가치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2.  단 세  평면의 공간구조 분 석

단위세  평면의 공간구조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한다. 시기별 변화 양상 

및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유형 분류를 통해 유전자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유형

학적 분석을 실시한다. 각 항목이 시기별로 유의미한지, 변화 양상은 어떻게 나타

나는지를 파악한다. 또한, 각 시기별 유형을 분류하여 전형적인 공간구조 속성을 

살펴본다.

위상학적 분석

유형학적 분석

시기별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

전반적인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함

‘부엌/식당’/‘거실’ 중심의 변형 ‘거실’ 중심의 변형

단위세대 평면의 공간구조 유형 분류

공간구조의 전형적인 유형 또는 특성

‘부엌/식당’ 중심 평면의 흐름

‘거실’ 중심 평면의 흐름
‘거실’ 중심 평면의 비율 및 변화

3LDK 구성의 평면 변화 4LDK 구성의 평면 변화

3LDK 평면 유형 4LDK 평면 유형

그림 4-11 단위세대 평면의 공간구조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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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 기 별  공간구조 변화

3 LDK 단 세  평면의 공간구조 변화

시기

구분
외부 현관 거실 부엌/식당 안방 기타 방

거실

발코니

부엌

발코니

제1기 0.6482 1.1788 2.2236 1.2047 0.8891 0.8661 0.8917 0.6147 

제2기 0.6336 1.0707 1.6060 1.4191 0.9224 0.8913 0.8537 0.6533 

제3기 0.6164 1.0085 1.6345 1.5409 0.9479 0.8675 0.8959 0.6937 

제4기 0.6203 1.0061 1.8310 1.7908 1.1227 0.9104 1.0187 0.8070 

제5기 0.6674 1.1242 1.3045 1.6385 1.3291 1.0039 0.8516 0.8514 

제6기 0.6350 0.9960 1.5943 1.3883 1.0493 0.9098 0.9674 0.7835 

제7기 0.5963 0.8647 1.4311 1.1136 0.8917 0.8128 1.0002 0.7288 

표 4-17 단위세대 평면의 시기별 통합도 평균(3LDK) 

그림 4-12 단위세대 평면의 시기별 공간구조 변화(3LDK)

각 단위세  평면에 한 분류항목별 평균통합도 값을 산출하여 이후의 통계분

석을 위한 자료로 가공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통계분석 자료로부터, 각 분류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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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기별 변화추이가 유의미한지, 그리고 그 변화추이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

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시기를 요인으로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그와 더불어 단지 외부공간의 각 분류항목에 하여 시기별 평균통합도의 평균값

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각 시기별 평균 통합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0.05)

단위세  평면의 공간구조 분석에 통합도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아파트단지의 

분석결과와 그 해석이 유사하다. 통합도의 경우 분석결과 값이 클수록(분석결과 그

래프에서 위쪽에 위치할수록) 단위세  평면에서의 중심성이 높음을 뜻한다. 반

로 낮을수록 단위세  평면에서의 중심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지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기별 주요 공간의 중심성, 접근성 변화에 한 해석이 가능하다.

1기에서는 그래프 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실, 부엌/식당·현관, 안방·기타 

방·거실발코니, 부엌 발코니·외부와 같이 4개의 순위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다

른 시기보다 순위그룹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며 특히 거실 공간과 다른 공간 간 

편차가 가장 큰 것이 특징이다.

2기는 거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부엌/식당 공간이 상승하여 그 편차가 좁혀지

는 양상을 보이면서 1위 그룹의 재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현관은 소폭 하락했지

만 3, 4위 그룹과는 구별되면서 부엌/식당을 제외한 다른 순위그룹은 그 로 유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 공간과 부엌발코니가 1기와 마찬가지로 단위세  평

면에서 중심성이 가장 낮은, 격리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3기는 부엌/식당이 꾸준히 상승하여 거실과 함께 1위 그룹에 편성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4기까지 유지된다. 2위, 3위 그룹 간 통합되는 양상으로 그 중심성 수준이 

비슷하게 보이고 있다. 현관의 중심성이 낮아지면서 안방, 거실발코니, 기타 방과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부공간과 부엌발코니는 4위 그룹을 유지하고 있으나 

두 공간 간의 중심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

4기에는 부엌/식당 공간이 전체 시기에서 가장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실 수준에 근접한 것이 특징이다. 1위 그룹인 거실 및 부엌/식당은 다른 공간과

의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2기, 3기에 거쳐 4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위, 3위 그룹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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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류되었던 순위그룹이 해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4위 그룹에 해당되

는 현관은 꾸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부엌 발코니 공간이 소폭 상승했으며 안방

의 중심성도 상승하여 현관보다 높아졌다. 이전 시기에는 외부 공간과 부엌 발코니 

공간이 단위세  평면에서 격리된 곳에 배치되었지만 3기부터 4기까지 부엌 발코

니로의 접근성 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부엌 발코니와 안방

의 공간배치, 또는 다른 공간 연결 관계의 변화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기에서 두드러지는 가장 큰 변화는 거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안방 공간이 지

속적으로 상승하여 거실과 안방의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부엌/식당 공간은 

소폭 하락했지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관, 기타 방, 부엌 발코니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공간 간의 차이가 4기에 이어 유지되고 있다.

6기에서는 거실이 재상승하여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엌/식당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안방 공간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현관과 

기타 방과의 중심성 수준이 근접하게 보이고 있다. 

7기는 거실 공간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부엌/식당은 중심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안방, 현관, 기타 방의 중심성 

수준이 6기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거실발코니가 꾸준히 

상승하여 부엌/식당 공간과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면 발코니 뿐만 아니라 

측면 발코니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1기에서 분류된 순위그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와해되거나 재편성되었다. 7기에서는 각 공간 간의 편차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실, 부엌/식당·거실발코니, 안방·현관·기타 방·부엌발코니, 외부

로 순위그룹을 구분할 수 있겠다. 

시기별 3LDK 단위세  평면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각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

지만 전반적으로는 거실과 부엌/식당을 중심으로 공간배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LDK 단위세  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배치의 특성으로는 크게 거실 중심

의 공간배치와 부엌/식당 중심의 공간배치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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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DK 단 세  평면의 공간구조 변화

시기

구분
외부 현관 거실 부엌/식당 안방 기타 방

거실

발코니

부엌

발코니

제1기 0.6022 0.9516 2.0259 1.1849 0.8548 0.7819 0.9133 0.6198 

제2기 0.5784 0.8564 1.8425 1.1252 0.8211 0.7760 0.8939 0.2031 

제3기 0.5799 0.8467 1.7774 1.0539 0.7772 0.7685 0.9045 0.5280 

제4기 0.6078 0.8901 1.7896 0.9684 0.8250 0.8312 0.9997 0.5909 

제5기 0.6481 0.9503 1.8210 1.0264 1.0043 0.9425 1.1752 0.6830 

제6기 0.6257 0.8952 1.6770 0.9884 0.8902 0.8630 1.0755 0.6780 

제7기 0.6162 0.8671 1.2272 1.0374 0.8892 0.8639 1.0289 0.7324 

표 4-18 단위세대 평면의 시기별 통합도 평균(4LDK) 

그림 4-13 단위세대 평면의 시기별 공간구조 변화(4LDK)

3LDK 구성의 단위세  평면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4LDK 구성의 단위세  평

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3LDK에서 나타났던 각 공간의 시기별 변화 그래프와 비교

하였을 때 4LDK의 경우 그 변화의 폭이나 양상이 적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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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거실 공간과 다른 공간들 간의 편차가 전 시기에 걸쳐서 부분 유지되고 있는

데, 이는 3LDK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강력한 공간배치에서의 특징이 존

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위 그룹 간 큰 폭의 변화나 순위그룹의 재편성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두 가지 단위세  평면의 공간구조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3LDK에서는 부엌/식당 공간과 거실 공간이 1위 그룹에서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던 반면 4LDK의 경우 전 시기에 걸쳐 거실의 중심성이 독보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기에는 거실, 부엌/식당, 현관·거실발코니·안방·기타 방, 부엌발코니·외부로 공

간의 중심성 정도에 따라 순위그룹을 구분할 수 있다. 2기에서는 각 순위그룹 간 

차이가 비교적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고, 부엌발코니의 경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기에서는 부엌/식당 공간이 소폭 하락하고 부엌발코니가 다시금 

이전의 중심성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4기는 각 순위그룹 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부엌/식당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

위, 3위 그룹 간 편차가 감소하였다. 거실발코니는 소폭 상승하여 부엌/식당의 중

심성보다 높아졌다. 5기에서는 거실 발코니의 상승세로 부엌/식당과의 중심성 차

이가 나타난다. 안방이 소폭 상승하여 부엌/식당의 중심성에 근접하였으며 2위, 3

위 그룹이 하나의 그룹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기의 경향은 6기로도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

7기에서는 거실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다른 공간과의 중심성 차이가 이전 시기

에 비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부엌 발코니가 꾸준히 증가하여 2기를 제외하고 

외부보다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거실 발코니와 부엌/식당 간의 

중심성 수준이 근접하게 분석된 것의 연장선상에서 전면·측면·후면발코니의 설치

와 함께 논의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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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형분 류

단위세  평면의 공간구조 유형 분류(clustering)와 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3LDK 평면과 4LDK 평면이 세 유형에 해당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군집을 C1, C2, C3으로 설정했을 때 각 군집별 사례 수가 많이 해당되는 순으

로 정리하였다. 다만, 1기에서의 C1(P1C1)과 2기에서의 C1(P2C2)은 성격이 유사

한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그 시기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해당되는 군집만을 

의미한다. 다음은 3LDK와 4LDK의 각 시기별 유형을 분류한 결과를 막 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 그 안에 표시된 숫자는 해당 시기에서 각 유형이 전체 비 차지하

는 비율(%)을 의미한다.

3LDK CLUSTERING(%) 4LDK CLUSTERING(%)

표 4-19 단위세대 평면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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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DK 단 세  평면의 유형 분 류

각 시기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된 총 분산은 

3LDK 구성의 단위세  평면에서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각 성분(요인)들이 전체 

자료에 하여 설명력을 지니는 누적된 비율이다.

1기를 제외한 전 시기에서 현관과 외부가 성분1에 포함된다. 1기에서는 성분1에 

거실·부엌/식당·거실발코니, 성분2에 외부·현관, 성분3에는 안방·기타 방으로 도출

되었다. 각 성분을 살펴보면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에 해당되는 성분1은 단위세

 평면에서 공용 공간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성분 2는 출입 공간, 성분3은 사적 

공간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다른 시기도 살펴보면 2기부터는 거실 및 거실발코니와 부엌/식

당이 한 성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다. 2기는 성분1에 외부·현관·안방·

기타 방, 성분2에는 거실·거실발코니, 성분3은 부엌/식당으로 도출되었다. 2기와 6

기의 경우 각 성분에 해당되는 공간이 동일하다. 두 시기에서는 출입 및 사적 공간, 

공용 공간 순으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기에서는 두 성분으로 

요약되었는데, 출입 공간, 사적 공간, 공용공간의 일부가 종합적으로 성분1에 포함

이 되었다. 

시기 구분
 제1기
  1966-

  1975

 제2기
  1976-

  1985

 제3기
  1986-

  1989

 제4기
  1990-

  1995

 제5기
  1996-

  2000

 제6기
  2001-

  2005

 제7기
  2006-

  2013

해당 사례 수

(총 3,869)
31 300 290 361 985 842 1060

설명된

총 분산

% 

누적
 87.6 69.8  85.2  88.1  86.2  83.9  59.9

회전된 

성분

행렬

회전방법

베리멕스

F1

 거실

 부엌/식당

 거실발코니

 외부

 현관

 안방

 기타 방

 외부

 현관

 기타 방

 외부

 현관

 외부

 현관

 안방

 기타 방

 외부

 현관

 안방

 기타 방

 외부

 현관

 안방

 기타 방

 부엌/식당

F2
 외부

 현관

 거실

 거실발코니

 거실

 거실발코니

 부엌/식당

 안방

 기타 방

 부엌/식당
 거실

 거실발코니

 거실

 거실발코니

F3
 안방

 기타 방
부엌/식당

 부엌/식당

 안방

 거실

 거실발코니

 거실

 거실발코니
 부엌/식당 -

표 4-20 단위세대 평면의 요인분석 결과(3L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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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분
해당 비율

(해당 사례 수)
 주요 공간의 순위

제1기

1966-1975

C1 76.7% (23)  L > KD > E > BR1 > BAL_L > BR_AVG > OUT > BAL_K

C2 16.7% (5)  L > E > KD > BAL_L > BR1 > BR_AVG > OUT > BAL_K

C3 6.7% (2)  L > E > KD > BR1 > BAL_L > BR_AVG > OUT > BAL_K

제2기

1976-1985

C1 40.9% (121)  KD > L > E > BR1 > BR_AVG > BAL_K > BAL_L > OUT

C2 36.8% (109)  L > KD > E > BAL_L > BR1 > BR_AVG > OUT > BAL_K

C3 22.3% (66)  KD > L > E > BR1 > BR_AVG > BAL_L > OUT > BAL_K

제3기

1986-1989

C1 45.3% (129)  KD > L > E > BR1 > BR_AVG > BAL_L > OUT > BAL_K

C2 27.7% (79)  KD > L > BR1 > BAL_L > E > BR_AVG > BAL_K > OUT

C3 27.0% (77)  L > KD > E > BAL_L > BR1 > BR_AVG > OUT > BAL_K

제4기

1990-1995

C1 51.1% (181)  KD > L > BR1 > BAL_L > E > BR_AVG > BAL_K > OUT

C2 30.2% (107)  L > KD > BAL_L > E > BR1 > BR_AVG > BAL_K > OUT

C3 18.6% (66)  KD > BR1 > L > E > BR_AVG > BAL_L > BAL_K > OUT

제5기

1996-2000

C1 70.7% (696)  KD > BR1 > L >  E > BR_AVG > BAL_L > BAL_K > OUT

C2 20.9% (206)  KD > L > BR1 > BR_AVG > BAL_K > BAL_L > E > OUT

C3 8.4% (83)  KD > L > BR1 > E >  BR_AVG > BAL_K > BAL_L > OUT

제6기

2001-2005

C1 52.0% (425)  L > KD > BR1 > E > BAL_L > BR_AVG > BAL_K > OUT

C2 39.2% (321)  L > KD > BR1 > E > BAL_L > BAL_K > BR_AVG > OUT

C3 8.8% (72)  KD> L > BR1 > BAL_KD > BR_AVG > BAL_L > E > OUT

제7기

2006-2013

C1 56.3% (446)  L > KD > BAL_L > BR1 > E > BR_AVG > BAL_K > OUT

C2 25.9% (205)  L > KD > BAL_L > E > BR1 > BR_AVG > BAL_K > OUT

C3 17.8% (126)  KD > BR1 > L > E > BR_AVG > BAL_L > BAL_K > OUT

표 4-21 단위세대 평면의 유형별 주요 공간의 순위(3LDK)

1차적으로 분류한 각 유형은 다시 주요 공간의 상 적 순위(rank order)를 기준

으로 부엌/식당 공간이 가장 높은 경우(A)와 거실 공간이 가장 높은 경우(B)와 같

이 두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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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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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제

5

기

제

6

기

제

7

기

표 4-22 단위세대 평면의 유형별 통합도 분석 결과(3L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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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DK의 유형: 부엌/식당을 심으로 구성된 단 세  평면

그림 4-14 부엌/식당 중심의 공간구조 유형이 변화하는 흐름(3LDK)

부엌/식당 공간의 상 적 순위가 높은 경우로 주로 편복도형 또는 2Bay 구성인 

단위세  평면이 해당된다. 부엌/식당, 거실 순으로 중심성이 높은 경우와 부엌/식

당, 안방 순으로 중심성이 높은 경우가 존재한다. 전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후

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5기의 C1과 7기의 C3인데 이를 별도의 흐름으로 간주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부엌/식당의 중심성이 높은 단위세  평면에서 시작하여 두 흐

름으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흐름이 변화하는 생활방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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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서 한 흐름으로 병합되거나 다시금 사라졌다 등장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

이 적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기에서의 C1은 41%에 해당되며 거실과 안방과의 중심

성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C1은 부엌/식당, 거실, 현관, 안방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3기의 C1(45%)과 C2(28%)에서도 이어진다. 3기의 C2

는 부엌/식당과 거실의 중심성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는 점과 안방 및 거실 

발코니의 중심성에서 C1과 차이점을 보인다. 3기의 C2 경향은 4기의 C1(51%), 5

기의 C2(21%)로 이어진다. 

5기의 C1(71%)과 C3(8%)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나, 현관의 중심성이 높

아진 점에서 공간 배치 상의 차이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5기에서는 안방과 현

관의 중심성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전 시기에서 구분하였던 특정 경향보다는 두 흐

름이 혼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거실 및 부엌/식당과 다른 공간과의 편차가 적게 나

타났다. 

6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C3(9%)로 축소되는데 이 유형에는 2Bay 구조의 단위

세  평면이 부분이다. 부엌/식당의 중심성이 높은 단위세  평면이 2기, 3기, 4

기에서는 일정 부분 차지하였으나 5기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6기에 들어서는 사

라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LDK 평면에 4Bay가 적용되

면서 공간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3LDK의 유형: 거실을 심으로 구성된 단 세  평면

거실 공간의 상 적 순위가 높은 경우로 3Bay 구성인 단위세  평면이 많다.(일

부분 2Bay 사례도 포함됨) 코어형식은 편복도형과 계단실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

다.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7기의 C1(60%)이 거실과 다른 공간 간의 중심성 편차

가 적게 나타나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실의 중심성이 독보적으로 높게 나타

난다. 이러한 주요 경향은 2기의 C2(37%)에서 시작되는데 거실 중심형 공간구조

로 볼 수 있으며 거실, 부엌/식당, 현관, 거실발코니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

고 3기의 C3(27%), 4기의 C2(30%)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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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4기 이전에는 부엌 발코니의 중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던 반면 4기의 

C2에서부터는 외부의 중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은 5기

에서 보이지 않고 6기에서 다시 높은 비율로 등장한다. 6기의 C1(52%)은 3Bay, 

C2(39%)는 각 유형에 해당되는 단위세  평면을 살펴본 결과 4Bay 구조로 인한 

차이로 판단된다. 두 유형 모두 거실, 부엌/식당, 안방, 현관, 거실발코니, 기타 방, 

부엌발코니, 외부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며 그 순위 또한 동일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림 4-15 거실 중심의 공간구조 유형이 변화하는 흐름(3L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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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DK 단 세  평면의 유형 분 류

앞서 살펴본 3LDK의 단위세  평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아

래 표는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주요 성분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3LDK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각 시기별로 모든 성분에 포함되는 공간이 동일하게 나

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4LDK의 2기와 3LDK의 3기, 4LDK의 5기와 3LDK의 6

기에서 각 성분에 해당되는 공간이 동일하게 도출된 점이 흥미롭다. 3LDK의 자료

를 설명하는 주요 성분이 4LDK보다 한 시기씩 늦게 나타나고 있는 셈인데, 이는 

3LDK의 공간구조가 ‘4LDK화’되어가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4LDK 단위세  평면의 요인분석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3기를 제외한 전 

시기에서 현관과 외부가 성분1에 포함된다. 3기에서는 거실과 거실발코니가 성분 

1로 도출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 시기에 두 공간이 다른 시기에 비해 설명력이 높

은 공간으로 볼 수 있겠다. 3기와 4기는 두 성분으로 요약되었고, 1기와 7기의 각 

성분별 해당 공간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6기의 경우 성분1에 출입공간, 성분2

는 공용공간, 성분3은 사적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시기
 제1기
  1966-

  1975

 제2기
  1976-

  1985

 제3기
  1986-

  1989

 제4기
  1990-

  1995

 제5기
  1996-

  2000

 제6기
  2001-

  2005

 제7기
  2006-

  2013

해당 사례 수

(총 1,433)
27 183 89 81 310 435 308

설명된

총 분산

% 

누적
88.0 79.9 73.1 80.5 86.6 73.8 69.6

회전된 

성분

행렬

회전방법

베리멕스

F1

 외부

 현관

 부엌/식당

 기타 방

 외부

 현관

 기타 방

 거실

 거실발코니

 외부

 현관

 거실

 기타 방

 외부

 현관

 안방

 기타 방

 외부

 현관

 외부

 현관

 부엌/식당

 기타 방

F2
 거실

 거실발코니

 거실

 거실발코니

 외부

 현관

 부엌/식당

 안방

 기타 방

 부엌/식당

 거실발코니

 안방

 거실

 거실발코니

부엌/식당

거실발코니

 거실

 거실발코니

F3  안방
 부엌/식당

 안방
 -  -  부엌/식당

안방

기타 방
 안방

표 4-23 단위세대 평면의 요인분석 결과(4L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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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DK의 반 인 유형: 거실 심으로 구성된 단 세  평면

4LDK는 3LDK와 같이 몇 가지의 흐름으로 요약되지는 않는데, 순위에서 거실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거실  발코니 또는 부엌 순으로 나타난다. 차순위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공간구조에서의 큰 차이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시기 구분
해당 비율

(해당 사례 수)
주요 공간의 순위

제1기

1966-1975

C1 5.6% (14)   L > KD > E > BAL_L > BR1 > BR_AVG > BAL_K > OUT

C2 36.0% (9)  L > KD > BAL_L > E > BR1 > BR_AVG > OUT > BAL_K

C3 8.0% (2)  L > KD > BAL_L > E > BR1 > BR_AVG > OUT > BAL_K

제2기

1976-1985

C1 86.3% (158)  L > KD > BAL_L > E > BR1 > BR_AVG > OUT > BAL_K

C2 7.7% (14)  L > KD > E > BR_AVG > BR1 > BAL_L > BAL_K > OUT

C3 6.0% (11)  KD > L > BR1 > E > BR_AVG > BAL_K > BAL_L > OUT

제3기

1986-1989

C1 91.0% (81)  L > KD > BAL_L > E > BR1 > BR_AVG > OUT > BAL_K

C2 7.9% (7)  L > KD > BAL_L > E > BR1 > BR_AVG > OUT > BAL_K

C3 1.1% (1)  KD > L > E > BR1 > BR_AVG > BAL_L > OUT 

제4기

1990-1995

C1 45.7% (37)  L > KD > BAL_L > E > BR_AVG > BR1 > OUT > BAL_K

C2 43.2% (35)  L > BAL_L > KD > E > BR_AVG > BR1 > OUT > BAL_K

C3 11.1% (9)  L > KD > BAL_L > BR1 > BR_AVG > E > BAL_K > OUT

제5기

1996-2000

C1 53.6% (163)  L > BAL_L > KD > BR1 > BR_AVG > E > BAL_K > OUT

C2 33.6% (102)  L > BAL_L > E > BR1 > BR_AVG > KD > OUT > BAL_K

C3 12.8% (39)  L > KD > BR1 > BAL_L > E > BR_AVG > BAL_K > OUT

제6기

2001-2005

C1 88.8% (318)  L > BAL_L > KD > E > BR1 > BR_AVG > BAL_K > OUT

C2 10.3% (37)  L > BAL_L > KD > BR_AVG > BR1 > E > BAL_K > OUT

C3 0.8% (3)  BR1 > L > BR_AVG > E = KD > BAL_L > BAL_K = OUT 

제7기

2006-2013

C1 44.6% (121)  L > BAL_L > KD > BR1 > E > BR_AVG > BAL_K > OUT

C2 41% (111)  KD > BAL_L > L > E > BR_AVG > BR1 > BAL_K > OUT

C3 14.4% (39)  BR1 > KD > BR_AVG > L > BAL_L > E > BAL_K > OUT

표 4-24 단위세대 평면의 유형별 주요 공간의 순위(4L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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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CLUSTER2 CLUST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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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제

5

기

제

6

기

제

7

기

표 4-25 단위세대 평면의 유형별 통합도 분석 결과(4L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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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단위세대 평면의 공간구조 유형이 변화하는 흐름(4LDK)

시기별로 4LDK 단위세  평면의 공간구조 유형이 변화하는 흐름을 살펴보면, 

거실 중심의 공간구조라는 하나의 큰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1기에서 4기까지는 부엌 발코니의 중심성이 가장 낮아 

단위세  평면에서 격리된 곳에 위치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현관 부분이 가장 낮다. 

2기의 C1(86%)와 3기의 C1(91)은 모두 각 공간의 중심성 순위가 동일하고 한 유

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게 나타나 같은 공간구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LDK에 

비해 공간구조가 획일화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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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후에서는 거실 중심의 공간구조는 유지되지만 그 외의 공간배치 측면에서 변

화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2기와 3기의 거실 중심의 공

간구조와 4기, 5기, 6기, 7기의 거실 중심의 공간구조는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

난다. 4기 이전까지는 3Bay구조가 일반적이었으나 5기에서는 4Bay 구조가 부분

적으로 등장하다 6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

4기의 C1(46%)과 C2(43%)은 이전 시기보다 안방의 중심성이 낮아지는 공통점

이 있지만 부엌/식당의 중심성 차이로 인해 구분이 되고 있다. C1은 거실, 부엌/식

당, 거실발코니, 현관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C2는 거실, 거실발코니, 부

엌/식당, 현관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단위세  평면에서 가

장 안쪽에 위치한 방4의 출입이 부엌/식당과 연결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는 2기

와 3기에 사회상 변화로 인해 가사 도우미가 거주하는 가사실이 완전히 사라졌다

면 그 잔재로 남아있는 공간의 연결 관계도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기의 C2(34%), C3(13%)는 이전 시기에서 나타난 공간구조의 연장선상에 있

다. 구체적으로는 4기 C1, C2의 평면 배치는 공용 화장실이 단위세  평면의 중심

부에 위치하는데, 이로 인해 공용 화장실 뒤편에 조리 가 위치한 부엌/식당이 ‘ㄱ’

자형 공간 형태가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 특히, 5기에서는 각 군집 별 현관 순위 차

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4BAY 형식으로 인한 장방형 평면, 복도 공간이 생겨나

면서 기존 평면의 공간구조에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5기의 C1(54%)

은 안방이 현관보다 중심성이 높은데 반해 C2(34%)은 현관이 안방보다 중심성이 

높게 분석된다.

6기의 C1(89%)는 2기, 3기와 같이 C1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해서 획일화

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로는 2기의 C1과 3기의 C1에서는 거실의 중심성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6기의 C1은 거실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는 나

타나지만 다른 공간과의 편차가 적다. 앞서 획일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4기, 5기에

서의 공간구조 변화로 인해 그 현상이 지속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시

금 6기에서 하나의 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양

식의 변화를 수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이전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3Bay 구조에서도 거실 공간에 전면, 측면 발코니가 설치되고 4Bay 구조가 널리 

적용되는 현상과도 맞물려 바라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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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에서는 단위세  평면에서 가시적으로 거실이 평면의 중심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여전히 거실을 중심을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C1(45%)는 안

방이 현관보다 높게 나타나고 C2(41%)는 거실의 중심성이 낮으며 안방의 중심성

이 현관보다 낮게 분석된다. C2에 해당되는 평면의 경우 거실과 부엌/식당이 공간

적으로 분리된 사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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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 석

1.  해석의 방향

본 연구는 ‘한국에 아파트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의 물리적 환경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가?’라는 연구 문제 하에 아파트에서 공간구조 상에서 유전적 속성의 

존재 가능성을 이론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였다.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의 공

간구조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공간들 간의 상호 연결 관계에 기반을 둔 공간배치

를 다루는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설계는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공

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는 방법과 공간구조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

다. 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의 공간구조 분석에서 

방법론 적용은 동일하였으나 분석과정 및 결과의 정리 방법은 다르게 진행되었다.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의 물리적 환경은 규모, 밀도, 형태 등 가시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변화하였지만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

는데 근본적인 공간배치에서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파트단지

는 주요 지점을, 단위세  평면은 각 실을 분석항목으로 설정하여 항목별 중심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파트단지는 중심성의 위계가 유지되었고 단위세  

평면에서는 배치 상에서 중심이 되는 공간이 존재하였다. 아파트단지의 해석은 분

석항목의 중심성 위계 양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모든 시기에 걸쳐서 유지

되는 공간구조의 속성과 그 배경에 하여 논의하였다. 단위세  평면의 해석 부분

은 분석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분류한 유형의 시기별 흐름을 검토하고 각 시

기별 3LDK와 4LDK의 공간구조 속성에 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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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 트단지의 유  속성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분석 결과에 한 해석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된

다. 1차 해석은 4.1절에서의 결과로 기술하였던 각 시기별 공간구조의 분석 결과와 

변화추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속성과 각 

시기별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속성을 기존의 관련 연구 및 계획적 평가 내용과 함께 

살펴본다. 1차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속성에 하여 설명하는 단계가 2차 해석이다. 이 단계는 아파트단지의 각 시기별 

공간구조의 변화 추이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에 하여 유전적 속

성으로 해석하는 근거를 설명한다. 마지막 단계는 앞에서 이루어진 해석에 한 논

의가 이루어진다. 건축계획 관점에서 아파트단지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이 지니는 의미를 논의하고 나아가 사회문화적 함의에 하여 재론한다.

2.1. 시 기 별  공간구조 속성

아파트단지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속성은 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

기별로 자세히 살펴본다. 다른 시기와 구분되는, 해당 시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특성을 파악한 다음, 각 시기의 사례별 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각 시기의 공간구

조 속성에 한 해석은 계획적 차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기구분의 기준이 되었던 사회적 배경, 주거 관련 정책 및 제도, 아파트단지 계획 

경향이 해석의 바탕이 된다.

제1기 ( 19 6 6 -19 75) : 아 트의 도입, 최 의 규모 아 트

1기에서는 4개의 순위그룹이 형성되고 각 순위그룹 간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난

다. 1순위는 단지출입 공간, 2순위는 상가, 3순위는 주동 및 공원・휴게시설, 4순

위는 운동시설 및 놀이터로 구성된다. 그래프 상에서 순위그룹은 아파트단지 내에

서 중심성이 높고 낮음을 보여주는데, 순위가 높을수록 중심성이 높은 곳에 위치함

을 뜻한다. 순위그룹 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공간적 위계가 명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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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아파트단지에 중심성이 높은 곳은 접근성이 좋고, 해당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통행량도 집중됨을 의미한다.

그림 5-1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분석결과(1기)

이 시기는 한강맨션(1970), 외인(1970), 민영A・B지구(1971), 렉스맨션(1974) 

등을 포함한 한강지구단지, 여의도시범단지(1971), 반포1단지(1972), 영동AID 

1・2단지(1974), 압구정 현 단지(1975), 잠실주공단지(1975, 5단지 제외) 등 총 

19개의 사례가 포함된다. 1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사례 수가 적지만 주택건설촉

진법(1972), 주택건설10개년 계획(1972)과 같은 정책 및 제도가 수립되면서 정부 

주도 하에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다음은 1기에 해당되는 사례의 분석 결과와 분석 항목의 상 적 평균 통합도 순

위를 정리한 표이다. 부분의 사례에서는 위의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파

트단지 내에서 위상학적 중심성이 단지출입 공간, 상가, 주거동 순으로 높게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기의 단지계획 특성을 

살펴보면, 70년  초에 건설된 한강지구단지는 노선상가가 등장한 초기 사례로 상

가가 지구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 지역에 위치한 민영A・B지구와 렉스맨션은 

일자형 배치로 구성된 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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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동 단지
입주

년도

단지

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

시설

공원

휴게

1 동부이촌 외인 70 0.177 0.247 -0.036 -0.092 -0.069 -　

2 동부이촌 한강맨션 70 0.351 -0.086 -0.039 -0.089 -　 -　

3 동부이촌 민영B지구 71 0.057 0.032 -0.036 -0.041 -　 -　

4 동부이촌 민영A지구 71 0.031 0.022 -0.019 -0.089 -0.092 -　

5 여의도 시범 71 0.109 0.047 -0.011 -0.026 -0.030 -0.021　

6 반포 반포 1단지 72 -0.042 0.071 -0.027 -0.155 -0.118 -0.074 

7 동부이촌 렉스맨션 74 0.117 0.074 -0.025 -0.027 -　 -　

8 삼성 해청2단지 74 0.120 0.118 -0.072 -0.105 -　 -　

9 삼성 영동 AID 2단지 74 0.329 0.408 -0.053 -0.018 -　 0.132 

10 삼성 영동 AID 1단지 74 0.363 0.069 -0.049 -0.207 -　 -　

11 당산 강남맨션 74 0.177 0.125 -0.032 -0.145 -0.182 -　

12 여의도 삼부 75 0.156 0.023 0.007 -0.073 -　 -0.064 

13 방배 삼호 75 0.099 0.008 -0.065 -0.099 -0.094 -0.101　

14 압구정 현대 75 0.104 0.071 -0.038 -0.069 -0.075 -0.070　

15 잠실 잠실4단지 75 0.117 0.000 -0.018 -0.046 -0.067 -0.046 

16 잠실 잠실3단지 75 0.160 -0.058 -0.013 -0.079 -0.115 0.073 

17 잠실 잠실2단지 75 0.195 -0.011 -0.016 -0.100 -0.093 -0.088 

18 잠실 잠실1단지 75 0.225 0.010 -0.020 -0.086 -0.022 -0.087 

19 신천 잠실시영아파트 75 0.194 -0.002 -0.037 -0.135 -0.082 -0.002 

No. 동 단지
입주

년도

분석항목의 상대적 평균 통합도 순위

단지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

1 동부이촌 외인 70 2 1 3 5 4 -　

2 동부이촌 한강맨션 70 1 3 2 4 -　 -　

3 동부이촌 민영B지구 71 1 2 3 4 -　 -　

4 동부이촌 민영A지구 71 1 2 3 4 5 -　

5 여의도 시범 71 1 2 3 5 6 4

6 반포 반포 1단지 72 3 1 2 6 5 4

7 동부이촌 렉스맨션 74 1 2 3 4 -　 -　

8 삼성 해청2단지 74 1 2 3 4 -　 -　

9 삼성 영동 AID 2단지 74 2 1 5 4 -　 3

10 삼성 영동 AID 1단지 74 1 2 3 4 -　 -

11 당산 강남맨션 74 1 2 3 4 5 -

12 여의도 삼부 75 1 2 3 5 6 4

13 방배 삼호 75 1 2 3 5 4 6

14 압구정 현대1-7차 75 1 2 3 4 6 5

15 잠실 잠실4단지 75 1 2 3 4 6 5

16 잠실 잠실3단지 75 1 4 3 5 6 2

17 잠실 잠실2단지 75 1 2 3 6 5 4

18 잠실 잠실1단지 75 1 2 3 5 4 6

19 신천 잠실시영아파트 75 1 2 4 6 5 3

표 5-1 사례별 아파트단지 공간구조 분석 결과(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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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단지는 단지의 중앙부에 학교, 상가, 편의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

고, 놀이터 또는 공원・휴게시설은 주거동의 ㅁ자형 배치로 형성된 중정 부분에 배

치되었다.70 사례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민영A・B지구, 렉스맨션, 해청2단지, 

강남맨션, 여의도 시범단지와 같이 주동이 일자형으로 배치된 단지와 클러스터 배

치로 계획된 잠실주공단지의 경우, 각 단지의 공간구조 상에서 단지출입, 상가, 주

거동 간의 중심성 위계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71 일자형 배치와 클러스터 배치는 

건물의 배치 방법에 따라 형태적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공간구조 측면에서 단지

출입 공간, 상가, 주거동의 중심성 위계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림 5-2 여의도 시범단지와 잠실주공1단지 분석결과 및 상가 위치

  

상가의 경우 각 사례별로 그 배치에 있어서 가시적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

심성이 단지출입 공간 다음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예를 들면, 여의도 시범단지의 

상가는 주상복합 형태로 가로변에 면하여 위치하고 잠실주공1단지는 단지 중앙부

에 상가가 위치한다. 두 사례의 경우 단지 내에서의 상가 배치가 다르지만 다른 분

70 잠실단지는 페리의 근린주구론 계획원리가 적용된 사례이다. 각 단지의 중심부에 학교를 배치하

고 간선도로로 인접해 위치한 단지와 구분을 한 계획방식은 이전의 단지들에 비해 계획 초기단계

부터 근린주구론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근린주구론의 원칙에 충실하려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된

다. 

공동주택연구회, 한국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120-124.

71 잠실주공5단지를 제외한 1-4단지는 ‘ㅁ자형’으로 판상형 주거동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클

러스터 배치 방식을 도입한 초기 사례에 해당된다. ㅁ자형 클러스터 배치는 단지 내 동선의 다양

성 추구, 중정확보, 중정 공간의 녹지를 통해 놀이터 또는 소공원으로 활용한다는 의도에서 시도

된 것이다.

한주택공사, 단위단지개발사례연구 자료집, 197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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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항목보다 중심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전 시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단지 내・외부로부터 거주자들의 접근성이 좋고 다른 공간들로의 이동이 

용이한 공간배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가로에 면하여 상가가 위치한 경우 상가로의 접근성에서는 사례별로 차이가 있

다. 특히, 몇몇 사례에서는 예외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1기의 여러 사례에서 단

지출입 공간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외인아파트(1970), 반포1단지

(1972), 영동 AID 2단지(1974)의 경우 상가가 1순위로 분석되었다. 상가의 중심

성이 가장 높은 것은 해당 단지의 내・외부로부터 접근성이 가장 좋음을 의미한다. 

그림 5-3 반포1단지의 공간구조 분석 결과
변나향 (2009) p.45 자료를 보완하여 분석

특히, 반포1단지의 공간구조 속성은 다른 사례의 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데, 상가의 중심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단지출입 공간이 아닌 주동으로의 

출입 공간이 높게 분석되었다. 이 단지는 전체 단지를 관통하는 간선도로 변에 상

가가 배치되었다는 점이 특징으로 주거단지계획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는 사례로 

평가된다. 반포1단지에 한 계획적 의도 및 평가는 해당 단지의 공간구조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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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도 상당부분 일치한다. 아파트단지에서 노선상가 형태로 계획된 사례들 중에

서도 상가의 위상학적 중심성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강지구 아파트 사

례보다 반포1단지에서 ‘본격적으로 노선상가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공 공무원 아파트와 민영아파트는 하나의 단지 안에 복합적으로 조성되면서 생

활권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맨션, 외인 등은 그 개발의 맥락

이 다른 것으로 이들이 계획되는 과정에서 기존 공무원, 민영 아파트의 계획 특성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순응해 나아갔다고 판단된다.72 

반포1단지는 흔히 문제로 지적되는 단지 공간과 도시공간의 분절적 구성, 양 공간

의 폐쇄적 단절 문제 등을 해소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현재에도 동서를 관통하는 주간선도로변의 노선상가 지역은 가로

의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략) 반포 1단지에서의 노선상가는 결과

적으로 단지 공간에서의 도시공간에 한 적극적 응을 통한 도시공간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73 

아파트단지에서 가로에 면한 상가의 배치는 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단지 내부가 아닌 가로로 거주자의 생활을 끌어내어 도시공간과의 연계성을 도모

하기 위해서였다. 아파트단지 중앙부에 상가를 포함한 주요 시설이 배치된 잠실단

지의 경우 주변 공간을 포함한 도시공간과의 단절, 자기 완결성, 폐쇄성 등 계획적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잠실주공1단지 공간구조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단지외

부로 공간의 통합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장의 세부 분석으로 진행된 잠

실단지의 재건축 이전과 이후 공간구조 비교 부분에서와 같이 1-4단지의 각 단지

외부로 부분은 통합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당시, 학교 및 주민편의시설이 단지 중

앙부에 배치된 잠실주공단지에서 각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단지외부로 공간이 반

포1단지 사례와 같이 ‘생활 공간화’되는 것은 실패했을지도 모르지만, 잠실주공단

지의 가로공간은 공간구조 상에서 그 중심성이 상당히 높게 분석되었고 1단지와 2

단지는 단지외부로 공간이 단지 중앙부에 위치한 시설로의 접근성만큼 높게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72 공동주택연구회 1999, 99.

73 ibid.,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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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에서 상가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세 사례, 외인아파트, 반포1단지, 영

동 AID 2단지는 상가를 제외한 다른 분석 항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외인아파트

는 상가, 단지출입, 주동, 운동, 놀이터 순으로, 반포1단지는 상가, 주동, 단지출입, 

공원휴게, 운동, 놀이터 순으로, 영동 AID 2단지는 상가, 단지출입, 공원휴게, 놀이

터, 주동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그림 5-4 반포1단지의 상가 배치와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의 배치
변나향 (2009) p.68, p.71 

그밖에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잠실시영단지

와 반포1단지에서는 놀이터의 중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놀이터가 공

간구조 상에서 가장 격리된 곳, 단지 내에서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함을 의

미한다. 실제로 반포1단지는 단지 중앙부에 상가가 배치되었고 공원・휴게시설은 

전체 단지에서 일정거리 간격으로 배치되었으나 운동시설과 놀이터는 단지 외곽부

에 배치되어, 당시 이러한 시설에 한 충분한 계획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건설된 잠실주공단지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 및 시설에 한 계획적 의

도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각 단지별로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의 

공간배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ㅁ자형 주거동 배치로 형성된 중정을 놀이터 

및 공원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중정이 제 로 활용되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긴 길이의 주거동과 주거동 출입이 중

정 반 로 되어있어 중정으로의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다.74 공간구조 분석결과를 

74 공동주택연구회는 잠실단지의 공용공간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 단지계획 차원에서 주거동 배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중정을 주민 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성화하려던 당초의 의도는 그루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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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3단지를 제외한 1·2·4단지는 1기의 공간구조 속성과 일치하였다. 

3단지의 경우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이 단지출입 공간 다음으로 높고, 상가는 

6개 항목 중 4순위로 분석되었다. 근린주구이론에 기반을 두고  동일한 계획 개념

으로 단지계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원・휴게시설과 상가의 공간구조 속

성은 1・2・4단지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단지의 경우 공원·휴게시설이 주거동의 ㅁ자형 배치로 형

성된 중정에 독립적으로 배치되었고 놀이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치되었다. 마찬

가지로 3단지의 공원·휴게시설도 중정에 배치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원 한 곳은 상가 및 운동시설과 공원·휴게시설과 인접하여 배치되었다. 따라서 

잠실단지에서 각 단지별 공원·휴게시설의 배치 방식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지만 3단

지의 경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한 곳이 다른 시설과 통합적으로 배치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진 까닭에 1·2·4단지의 공원·휴게시설보다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5 잠실주공2·3단지 분석결과 및 분석항목의 위치

■ 상가,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

과 건물계획과의 불일치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패요인으로는 주거동이 너무 길어서

(100미터를 넘는 긴 주동을 주로 이용하였다) 중정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너무 긴 구간을 우회하

여야 한다는 점을 주로 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와 더불어 주거동의 현관이 중정과 반  방향

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중정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문제로 지적되어질 필요가 있

다.’

공동주택연구회, 도시 집합주택의 계획, 발언, 199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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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대지면적 286,160 100 294,430 100 188,715 100 151,513 100

공원/녹지 15,930 5.6 14,381 4.9 15,977 8.5 11,259 7.4

출처: 대한주택공사 (1975) 대단위단지개발사례연구 자료집, p.28

표 5-2 잠실주공단지 공원・녹지 면적

다만, 3단지는 지면적 비 공원 및 녹지 면적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를 해

당 시설의 중심성과 관련지어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면적이 증가할수록 분석

의 단위가 되는 해당 시설로의 출입로 수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공간

들과의 연결 수도 많아져 단지 내에서 중심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또는 면적

이 증가할수록 해당 시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설치되고 각 시설의 중심성 편차에 

따라 그 결과 값이 다르게 분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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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 19 76 -19 85) : 아 트의 확산, 아 트 열기 와 규모 민 단지 

2기에서는 1기에서 형성된 순위그룹이 유지되지만 각 분석항목 간의 중심성 편

차는 변화하였다. 단지출입 공간은 소폭 하락하고 상가는 상승하여 그 편차가 1기

보다 좁혀졌다. 상가의 중심성 상승 폭을 고려하였을 때 단지 내에서 상가의 배치

에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3위 그룹의 경우 하락하여 4위 그룹과 가까워졌는데 

특히 3위 그룹 내에서도 주동보다 공원·휴게시설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1기에서

는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이 주동 수준에 근접했으나 2기에서 하락한 결과는 이

후 3·4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다. 그러나 2기에서도 여전히 순위그룹 간 변화는 없

이 1기와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

그림 5-6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분석결과(2기)

이 시기에는 화곡임 단지(1977), 반포2단지(1977), 반포3단지(1977), 은마아

파트(1979), 둔촌주공단지(1980), 압구정 신현 아파트(1982) 등 총 73개의 사례

가 분석되었다. 2기는 국가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아파트 붐이 일어났던 시기

로 규모의 민영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에는 단지 내에서 건축물 건

축기준,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기타 시설의 배치 등을 다루는 ‘주택건설기준에 관

한 규칙’이라는 주택건설기준 전령이 법문으로 제정되었다. 이전 시기보다 단지 내 

부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용공간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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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동 단지
입주

년도

단지

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

시설

공원

휴게

1 잠실동 주공5단지 77 0.218 0.141 -0.010 -0.083 -0.007 -0.107 

2 화곡동 화곡임대 77 0.255 0.026 -0.030 -0.123 -0.104 -0.086 

3 반포동 반포2단지 77 0.259 0.162 -0.031 -0.084 -0.128 -0.091 

4 반포동 반포3단지 77 0.164 0.003 -0.021 -0.048 -0.091 -0.056 

5 도곡동 도곡2단지 77 0.142 0.070 -0.017 -0.093 -0.145 -0.055 

6 암사동 강동시영1 79 0.163 -0.017 -0.020 -0.057 -0.179 -0.063 

7 대치동 은마 79 0.141 0.104 -0.039 -0.068 -0.096 -0.099

8 명일동 삼익그린1차 80 0.119 0.096 -0.048 -0.108 -0.127 0.024 

9 둔촌동 둔촌주공3단지 80 0.216 0.199 -0.051 -0.147 -0.064 -0.062 

10 둔촌동 둔촌주공2단지 80 0.130 0.026 -0.035 -0.032 -0.038 -0.166 

11 둔촌동 둔촌주공4단지 80 0.294 0.184 -0.041 -0.091 -0.038 -0.109 

12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 80 0.126 0.069 -0.025 -0.084 -0.140 -0.085 

13 문정동 문정주공 81 0.194 0.043 -0.048 -0.090 -0.142 -0.034 

14 길동 삼익파크 82 0.111 -0.013 -0.079 -0.067 -0.125 -0.068 

15 고덕동 고덕주공1단지 82 0.112 0.063 -0.019 -0.113 -0.113 -0.069 

16 압구정동 신현대(9,11,12차) 82 0.118 0.113 -0.028 -0.082 -0.097 -0.106 

17 서빙고동 신동아 84 0.045 -0.024 -0.020 -0.056 -0.028 -0.043 

18 명일동 삼익가든 84 0.173 0.153 -0.101 -0.218 -0.011 -0.102 

19 가락동 가락한라 85 0.125 -0.006 -0.027 -0.048 -0.142 -0.131 

20 목동 주공1단지 85 0.061 0.066 -0.015 -0.081 -0.061 -0.066 

No. 동 단지
입주

년도

분석항목의 상대적 평균 통합도 순위

단지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

1 잠실동 주공5단지 77 1 2 4 5 3 6

2 화곡동 화곡임대 77 1 2 3 6 5 4

3 반포동 반포2단지 77 1 2 3 4 6 5

4 반포동 반포3단지 77 1 2 3 4 6 5

5 도곡동 도곡2단지 77 1 2 3 5 6 4

6 암사동 강동시영1단지 79 1 2 3 4 6 5

7 대치동 은마 79 1 2 3 4 5 6

8 명일동 삼익그린1차 80 1 2 4 5 6 3

9 둔촌동 둔촌주공3단지 80 1 2 3 5 6 4

10 둔촌동 둔촌주공2단지 80 1 2 4 3 5 6

11 둔촌동 둔촌주공4단지 80 1 2 4 5 3 6

12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 80 1 2 3 4 6 5

13 문정동 문정주공 81 1 2 4 5 6 3

14 길동 삼익파크 82 1 2 5 3 6 4

15 고덕동 고덕주공1단지 82 1 2 3 6 5 4

16 압구정동 신현대(9,11,12차) 82 1 2 3 4 5 6

17 서빙고동 신동아 84 1 3 2 6 4 5

18 명일동 삼익가든 84 1 2 4 6 3 5

19 가락동 가락한라 85 1 2 3 4 6 5

20 목동 주공1단지 85 2 1 3 6 4 5

표 5-3 사례별 아파트단지 공간구조 분석 결과(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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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3’는 2기의 사례 중 20개 단지의 분석결과를 정리한 표이다.75 부분의 사

례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단지출입 공간, 상가, 주거동 순으로 위상학적 중심성

이 높게 분석되었다. 각 사례별로 분석항목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7 잠실주공5단지 분석결과 및 분석항목의 위치

■ 상가,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

잠실주공5단지는 잠실단지 중에서 가장 늦게 건설되었는데 이전 단지들과 비교

하였을 때 밀도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지닌다. 1~4단지의 경우 5층의 저층이

었다면 5단지는 15층 규모로 된, 당시 기준으로는 고층으로 구성되었다. 건물의 형

태와 배치 방식에서도 이전에 건설된 단지들과는 다르게 계획되었다. 각 단지의 공

간구조 분석 결과 잠실5단지와 잠실1~4단지의 밀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지출입 

공간, 상가, 주거동 순으로의 중심성 위계는 유지되었다.  

잠실5단지는 판상형 주동과 탑상형 주동의 혼합배치가 이루어진 사례로 1~4단

지의 배치 방식과는 다르게 계획되었다. 단지 내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는 판상형 주동이, 순환도로 안쪽으로는 판상형과 탑상형 주동이 배치되었다. 상가

도 단지의 중앙부가 아닌 도로에 면하여 단지출입 공간과 인접한 곳에 배치되었다. 

잠실5단지의 공간구조 분석 결과, 단지의 외부가로에서 상가가 위치한 가로의 중

75 2기에서 73개의 단지 중에서 표에서 제시한 것 외에 사례들이 해석 부분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

다. 전반적인 공간구조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사례의 분석결과를 검토하였으나 해석 부분에

서는 분석결과를 통해 공간구조 속성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로 판단되는 경우, 계획적 의도와 부합

되는 공간구조 양상을 보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례를 선정한 것이다. 전 시기에 걸쳐 

사례별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부록’으로 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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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5단지의 중앙이 아닌 외곽에 배치되었지만 단지 내부에서

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배치되었다. 실제로 잠실단지에서 ‘중심적 상가’ 기능을 고

려한 계획 의도와 부합되는 상가 공간의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76 이 

상가는 1-4단지의 중앙상가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가로변의 단지 출입구 옆’으로 조정된 경우이다.77

구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밀도

 건폐율(%) 17 18 20 19 106

 용적율(%) 82 85 98 92 143

 호수밀도(세대/ha) 207 183 184 151 121

세대수 5,390 4,450 3,280 2,130 3,930

출처: 대한주택공사 (1975) 대단위단지개발사례연구 자료집, p.28

표 5-4 잠실주공단지 밀도 및 세대수

잠실5단지는 단지 내에서 운동시설의 중심성이 세 번째로 높게 분석되었다. 5단

지에서는 주거동의 중심성이 이전보다 낮아져 상 적으로 운동시설의 중심성이 주

거동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동의 중심성이 낮아진 결과는 해당 

단지의 내·외부로부터 접근성이 낮아졌음을 뜻한다. 5단지의 축선도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중심성이 높은 가로에 면하여 배치된 주거동의 경우 다른 곳에 배치된 주

거동의 중심성 수준과 근접하게 분석되었다. 

2기의 각 분석사례에서는 상가가 아파트단지의 경계 부분, 즉 가로에 면하여 배

치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포2단지는 잠실단지의 상

가배치 방식과 마찬가지로 단지의 중심부에 상가가 위치하고, 반포3단지의 상가는 

가로에 면하여 배치되었지만 주민편의시설의 경우 잠실단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단

지 중심부에 위치한다. 단지 내에서 상가의 위치는 다르지만 상가의 중심성은 단지

출입 공간 다음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1기 사례와 2기 사례에서 상가의 중심성은 

높게 나타나 전체 분석항목에서 2순위 그룹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지배치도 상에서

의 변화는 명확하게 나타난다. 아파트단지에서 상가 배치의 변화는 단지 내에서의 

중심성 이동과 내부지향적 또는 외부지향적 공간구조의 판단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76 5단지 상가는 ‘전체 잠실 단지의 중심적 상가 시설로도 기능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공동주택연구회, 1999, 122.

77 한주택공사, 주택도시 40년, 200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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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림 5-8 반포주공3단지 배치도 및 공간구조 분석결과
대한주택공사 (1981) p.29 

먼저, 아파트단지에서 중심성 이동을 들 수 있다.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에서 단

지출입 공간을 제외하고 중심성이 높은 공간이 상가로 분석되었는데, 상가의 배치 

변화는 곧 공간구조의 중심성이 해당 아파트단지의 중심부에서 단지의 외곽 또는 

경계로 이동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잠실단지의 경우 단지의 중심부가 단지 내

에서 접근성이 좋고 다른 공간들로의 이동이 쉬운 곳으로 내부지향적인 공간구조 

속성을 지닌다. 반 로, 상가가 단지의 외곽 또는 경계 부분에 위치하여 접근하기 

쉽고 이동의 효율성이 좋으며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즉 단지의 가로에 

면한 곳이 중심성이 높으면 이는 외부지향적인 공간구조로 해석이 가능하다.78 

다음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상가의 배치계획에서는 경제적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

는 편이다. 상가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공간구조상 중심성이 높은 곳, 접근성이 

좋고 이동이 용이한 곳을 선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둔촌주공

단지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78 공동주택연구회(1999)는 상가의 배치 방식 변화를 가구단위 계획의 해체를 위한 계획적 노력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가로공간의 활성화에 한 중요성 인식, 상가를 이용한 도시공간과의 접

점 확보는 도시성에 응하는 초기 시도로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1972년부터 1984년까지 

한주택공사의 단위단지개발 사례를 상으로 상가의 배치 변화를 정성적으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단지 중심부에 상가를 배치하는 방식은 과천 신도시에서 일부 적용되다가 고덕지구 사례에

서부터 경계부로 이동해 나가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공동주택연구회 1999, 172-175.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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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둔촌주공단지의 도로·녹지와 단지별 층수
대한주택공사 (1975) p.39

위 그림은 둔촌단지에서 도로 및 녹지와 단지별 층수 분포를 보여준다. 둔촌단지

의 단지계획 특징으로는 “중층과 고층의 혼합배치, 용적률 85% 이하, 환형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혼합, 충분한 녹도공간의 확보”를 들 수 있다.79 규모로 건설된 잠

실주공단지에서 각 단지가 하나의 가구단위가 되어 완결적인 구성으로 해석되었다

면 둔촌단지는 각 가구 간의 연계를 의도하였다. 위 그림에서 좌측은 둔촌단지의 

도로, 녹지, 보행자전용도로를 표시한 것이고, 우측은 각 단지별 주거동 층수를 나

타낸 것이다. 1·2단지는 판상형 주거동으로 구성된 5층 규모의 저층단지이며, 3·4

단지는 판상형 및 탑상형 주거동으로 구성된 12층 규모의 고층 단지이다. 각 단지

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지출입 공간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

로는 상가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각 단지에서 상가는 단지의 중앙부가 아닌 

도로에 면하여 배치되었고 그 중에서도 중심상가 역할을 하는 ‘둔촌 종합상가’가 

로변에 위치한다. 

상가가 해당 단지의 경계부분에 배치되는 방식은 2기의 부분 사례에서 나타나

는 경향이다. 단지 내에서 높은 중심성, 즉 접근성이 좋고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용

이한 배치는 유지하면서 상가가 단지의 경계인 가로에 면하여 배치되는 것을 해당 

단지의 공간구조를 기준으로 본다면 ‘상가의 외부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즉, 아

파트단지에서 상가가 단지 내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로에 면하

79 그밖에 주택규모의 혼합배치(단지내, 주거동내), 상가규모산정시 주변 미개발지역의 상가개발규모

를 예측하지 못하여 최 규모로 계획, 한국사회체육센터 건립이 있다. 체육센터의 경우 둔촌단지

뿐만 아니라 단지주변지역(고덕, 가락, 잠실, 천호, 명일동)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정기버스도 

운행한 기록이 있다. 

한주택공사 197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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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배치되는 현상은 단지계획 차원에서의 계획적 의도와는 별개로 상권 형성 및 상

가 분양에 유리하다는 경제적 논리가 작용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80 실제로 2기

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상에서 상가의 외부화 경향은 이후 

아파트단지에서도 지속되고 6·7기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극 화되어 인접한 단지의 

상가를 포함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림 5-10 둔촌주공단지 상가 위치

그밖에 2기의 다른 사례에서도 상가의 중심성은 다른 분석항목에 비해서 높게 

유지됨과 동시에 단지배치도 상에서는 아래 그림들과 같이 가로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2기에서는 보행 및 주민공동생활 공간에 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지만, 

놀이터, 공원·휴게시설, 운동시설과 같은 분석항목의 중심성에서 두드러지는 변화

는 보이지 않았다. 몇몇 사례에서는 주거동, 놀이터,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이 비

교적 높게 분석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사례들만으로 보행공간이나 주민공동생활 

공간에 하여 이전 시기와는 다른 방식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보기는 어렵다. 

80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단지에서 거주자 입장에서 일정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5장 복리시설’에서 명시한 ‘제50조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된다. 

‘반포 노선상가 등의 경우도 계획적 의도보다는 기획 측에서 상가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였다는 것은 상가 배치의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인 요구가 계획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삭감하는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계

획의 수용을 통하여 가로활성화와 가구간 연계의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공동주택연구회 1999, 172. 각주76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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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압구정 신현대단지의 상가

 

그림 5-12 명일동 삼익그린1차 상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빙고동 신동아단지(1984)는 단지출입 공간, 상가, 주거

동 순으로 중심성의 위계가 아닌, 단지출입 공간 다음으로 주거동의 중심성이 상가

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축선도 분석결과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은 서빙고역 방

면의 가로에 해당된다. 상가가 위치한 가로보다 서빙고역 방면의 가로 중심성이 더 

높다는 점이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에서 상가가 주거동보다 접근성이 좋게 나타나

는 중심성 위계와는 다르게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빙고동 신동아단지는 판상

형 주거동이 일자형으로 배치된 사례로 서빙고역 출구와 단지출입 공간이 직접 연

결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지 후면에는 서빙고역 철로 공간이, 전면에는 강변북

로로 인해서 분석반경에 포함되는 주변 환경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길동 삼익파크(1982)는 단지 내에서 단지출입, 상가, 놀이터, 공원·휴게시설, 주

거동, 운동시설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다른 사례보다 놀이터의 중심성

이 높고 주거동의 중심성은 낮게 나타났다. 명일동 삼익그린1차(1980)와 문정동 

주공단지(1981)는 분석항목에서 공원·휴게시설이 3순위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

었다. 삼익그린1차 단지의 경우, 전형적인 수목형 공간구조로 중심도로에 면하여 

공원·휴게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중심도로의 보행로와 공원·휴게시설의 출입로가 

연결되어 주거동이나 놀이터보다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경우이다. 문정동 주공1단

지는 공원·휴게시설이 단지출입 공간과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세 사례 모두 아파트단지의 계획에서 공원·휴게시설 또는 놀이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보다는 주거동의 위치가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남은 공간에 기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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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되는 방식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공원·휴게시 또는 놀이터에 

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접근성에 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에는 무리가 있다. 그밖에 목동의 주공1단지 사례는 3기의 주공2·3단지 사례와 함

께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5-13 서빙고동 신동아단지의 공간구조 분석 결과

  

그림 5-14 길동 삼익파크단지의 공간구조 분석 결과

이상으로 2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분석 결과 1기에서 형성된 순

위그룹이 유지되고 있었다. 1기에서의 공간구조 속성, 즉 아파트단지에서 공간배치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기보다 상가의 중심성은 소폭 상승하

였고 그 배치방식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아파트단지에서 위상학적 중심이 

단지의 중앙에서 단지의 경계로 이동하였다는 점은 계획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단지에서 상가의 외부화 경향은 단지의 공간구조 속성이 중심성 이동

에 따라 내부지향적 속성에서 외부지향적 속성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데, 이

는 가로공간에 한 중요성 및 도시공간과의 연계성이라는 의도가 아파트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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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 속성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2기에서는 보행공간에 하여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주민공용시

설의 배치에 한 노력이 있었는데, 단지 내에서 공원·휴게시설, 놀이터, 운동시설

의 중심성 변화와 같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분석 항목 간의 중심성 

위계, 즉 순위그룹은 유지되지만 각 항목간의 중심성 편차는 1기와는 다르게 나타

나는데 2기에서는 3기에서 순위그룹의 재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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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기 ( 19 86 -19 89 ) : 신시 가 지 개발 , 아 트 상설계 

3기에서는 2위 그룹이었던 상가의 중심성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공원·휴게시

설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주거동은 소폭 상승하여 이전의 3위 그룹이 와해

되었다. 공원·휴게시설이 4위 그룹으로 합류하여 1기에서 형성된 순위그룹에서 

3·4위가 재편성된 경향은 전체 시기 중에서 3·4기에 심화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공

원·휴게시설의 배치가 단지 내에서 변화하였거나 또는 단지의 전반적인 공간배치

가 달라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함께 주거동과 기타 분석항목 간의 중심성 편

차가 명확해진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림 5-15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분석결과(3기)

3기는 목동주공단지(1986), 아시아선수촌(1986), 올림픽선수기자촌(1988), 올

림픽훼밀리단지(1988), 상계주공단지(1988) 창동 주공단지(1988), 기타 민영단지 

등 총 47개의 사례가 분석되었다. 이 시기는 주택200만호 건설 및 신도시계획이 

발표되었고,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하였다. 단위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

양한 계획 개념이 실현되었다. 다만, 몇몇 사례에서의 뚜렷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

가 3기의 분석사례 모두를 표하지는 않지만, 공간구조 분석 결과에서 3기를 기

점으로 3·4위 그룹의 변화가 있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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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동 단지
입주

년도

단지

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

시설

공원

휴게

1 구로동 주공1차 86 0.129 0.030 -0.071 -0.100 -0.110 -0.045 

2 목동 주공2단지 86 0.088 -0.016 -0.028 -0.068 -0.095 -0.096

3 목동 주공3단지 86 0.079 0.010 -0.026 -0.078 -0.072 -0.029 

4 목동 주공5단지 86 0.106 -0.024 -0.012 -0.063 -0.117 -0.055 

5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86 0.246 0.029 -0.022 -0.097 -0.098 -0.094 

6 신월동 신안파크 87 0.097 0.098 -0.018 -0.026 -0.025 -0.041

7 쌍문동 삼익세라믹 87 0.096 0.054 -0.040 -0.114 -0.115 -0.121

8 상계동 주공2단지 87 0.114 0.114 -0.011 -0.074 -0.042 -0.094 

9 상계동 주공3단지 87 0.105 0.045 -0.035 -0.085 -0.122 -0.126 

10 상계동 주공7단지 87 0.117 0.040 -0.045 -0.067 -0.047 -0.063 

11 방학동 신동아1단지 87 0.139 0.011 -0.018 -0.106 -0.120 -0.087 

12 광장동 극동2차 88 0.174 0.124 -0.033 -0.101 -0.187 0.027 

13 신월동 신월시영 88 0.136 0.098 -0.024 -0.090 -0.048 -0.102

14 상계동 보람 88 0.159 0.087 -0.047 -0.081 -0.165 -0.168

15 상계동 주공9단지 88 0.086 0.035 -0.047 -0.075 -0.045 -0.050 

16 상계동 주공15,16단지 88 0.119 0.022 -0.001 -0.039 -0.042 -0.114 

17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88 0.371 0.178 -0.049 -0.159 -0.191 -0.110 

18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88 0.327 0.151 -0.045 -0.147 -0.207 -0.212

19 하계동 장미 89 0.069 0.010 -0.031 -0.070 -0.014 -0.035 

20 창동 주공17단지 89 0.093 0.099 -0.020 -0.080 -0.069 -0.002 

No. 동 단지
입주

년도

분석항목의 상대적 평균 통합도 순위

단지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

1 구로동 주공1차 86 1 2 4 5 6 3

2 목동 주공2단지 86 1 2 3 4 5 6

3 목동 주공3단지 86 1 2 3 6 5 4

4 목동 주공5단지 86 1 3 2 5 6 4

5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86 1 2 3 5 6 4

6 신월동 신안파크 87 2 1 3 5 4 6

7 쌍문동 삼익세라믹 87 1 2 3 4 5 6

8 상계동 주공2단지 87 2 1 3 5 4 6

9 상계동 주공3단지 87 1 2 3 4 5 6

10 상계동 주공7단지 87 1 2 3 6 4 5

11 방학동 신동아1단지 87 1 2 3 5 6 4

12 광장동 극동2차 88 1 2 4 5 6 3

13 신월동 신월시영 88 1 2 3 5 4 6

14 상계동 보람 88 1 2 3 4 5 6

15 상계동 주공9단지 88 1 2 4 6 3 5

16 상계동 주공15,16단지 88 1 2 3 4 5 6

17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88 1 2 3 5 6 4

18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88 1 2 3 4 5 6

19 하계동 장미 89 1 2 4 6 3 5

20 창동 주공17단지 89 2 1 4 6 5 3

표 5-5 사례별 아파트단지 공간구조 분석 결과(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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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시에서는 단지계획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목동 신시가지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하였는데, 단지에서 보행자 전용 가로가 계획되었다. 도봉구 창동, 상계동, 월

계동 일 의 단위 신시가지 조성 시 보행동선을 위주로 계획이 이루어졌다. 실제

로 3기에서 주거동의 중심성은 소폭 상승하였다. 단지 내·외부로부터 주거동으로의 

접근성이 단지 내 보행로의 중점적인 계획으로 인해 높아진 셈이다. 이와 동시에 

주거동의 중심성이 기타 편의시설과 뚜렷하게 구분되어 강조되는 양상은 이후 시

기에서도 지속된다. 주거동의 중심성 위계가 다른 공간들과 구분이 되는 양상은 단

지 내 특정 공간에서 주거동으로의 접근성과 기타 편의시설로의 접근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상설계경기를 통한 주거단지 계획안들은 통상적인 계획특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계획이념이나 이슈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그 시발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올림픽선

수촌 아파트, 목동 신시가지 개발 등이 담당하게 되었다. (중략) 이들 상당수가 공

동생활공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는 특징을 가진 것이었다.81

단지 내에서 중심성 위계, 즉 순위그룹에서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으로는 통합도 값이 하락한 공원·휴게시설이 4위 그룹으로 합류한 양상을 보이는

데 이는 공원·휴게시설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단지 내부 곳곳에 배치되고 단지 내에

서 중심성이 낮은, 격리된 곳에 배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5-16 목동 주공1-3단지에서의 분석항목 위치

■ 상가,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

81 공동주택연구회 1999,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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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의 단지계획 경향 중 단지 내에서 보행 공간 및 공용생활공간에 한 계획적 

배려는 단지 전체 공간구조에서도 분석항목 간 중심성 순위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의도가 공간구조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지 여부에 해서는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단지 내에서 중심성이 높은, 접근성

이 좋은 곳에 배치되는 것은 단지 내에서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이다. 

반면 중심성이 낮은 곳에 배치되는 것은 단지 내에서 구석진 곳, 공간구조 관점에

서 격리된 곳에 배치되어 접근이 어렵다. 

단지 내 거주자를 위한 공용생활공간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관련 시설 및 공간에 

한 고려가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단지 내에서 공용생활공간에 한 중심성이 이

전 시기보다는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단지 내에서 가장 중심성이 높지

는 않을지라도 공용생활공간에 한 계획적 배려가 부족했던 이전 시기보다는 접

근성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기부터 3기까지의 공간구조 

속성을 살펴보면, 놀이터는 꾸준히 중심성이 상승하지만 공원·휴게시설이 큰 폭으

로 하락하고 운동시설의 경우 뚜렷한 배치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3기에서 공원·

휴게시설의 중심성이 낮아짐과 동시에 3·4순위 그룹이 재편성되는 양상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분 사례에서는 여전히 분석 항목의 중심성 

위계가 단지출입 공간, 상가, 주거동, 기타 편의시설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음은 3기의 분석사례 중 목동신시가지단지, 아시아선수촌단지, 올림픽선수촌

단지, 상계신시가지단지의 계획의도 또는 계획적 평가와 사례별 공간구조 속성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목동 신시가지는 ‘중심축을 선형으로 설정하는 최초의 사례’로 14개의 단

지들 전체를 포함한다. 무엇보다도 이전의 주거지 계획에서는 고려되지 못했던 ‘각 

생활권의 유기적 연계, 중첩’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물리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계획 사례로 평가되었다.82 생활권 간 연계 및 중첩이라는 계획 의도

82 이 사례는 ‘도시성의 해석’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선형적 축의 개념은 전체 주

거지에서 중심 역할을 하지만 물리적 위계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목동 신시가

지 계획은 ‘도시적 생활양식의 해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주거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생활행동은 물리적으로 규정되어진 단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 다차

원적’으로 나타난다. 그 동안 주거지 계획이 자체 완결적 성격으로 이루어졌다면, 목동신시가지 계

획은 개방적으로 연계되고 중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bid. 17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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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 주거지의 축과 단지들, 개별 단지들과 같이 범위에 따라 조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내부까지 계획된 ‘보행녹도’와 같은 물리적 계획을 통해서 조

정되었다.83 무엇보다도 목동 신시가지단지는 근린주구이론의 원칙에 따라 계획된 

사례보다 폐쇄적이지 않아 긍정적인 계획적 평가를 받고 있다.84

그림 5-17 목동 주공3단지 분석결과

목동 주공3단지는 주공2단지 방면의 단지외부로, 양천도서관, 양천우체국, 근린

공원 방면의 단지외부로 부분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목동신

시가지의 계획의도와도 상당부분 일치한다. 주공2단지 방면의 단지외부로는 2단지

와 3단지의 경계이다. 해당 단지외부로는 2단지의 신목중학교에 면한 보행광장과 

3단지의 영도초교와 인접한 보행녹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3단지의 보행녹도 

중심성은 다른 출입로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다. 즉, 3단지 내에 

위치한 보행녹도는 단지 내외부에서의 접근성이 높은 공간으로 단지 외부공간과도 

연계성이 높다. 양천도서관, 양천우체국, 근린공원 방면의 단지외부로는 목동신시

가지 계획에서 선형의 축 부분으로 근린공원과 인접한 곳이다. 3단지의 해당 단지

외부로 중심성이 높은 것은 주공3단지에서 근린공원 및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공3단지에서 중심성이 높은 순서는 단지출입로, 상가, 주동, 공원·휴게시설, 운

동시설, 놀이터로 나타났다. ‘그림 5-19’는 1·2단지와 함께 3단지의 각 분석항목 

위치를 보여준다. 상가는 단지 출입과 단지 내 중심부에 각각 위치한다. 공원·휴게

83 ibid. 182.

84 전남일, 한국 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0,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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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주거동 다음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단지계획 상 보행녹도, 놀이

터, 운동시설과 닿아있고 주거동 출입로와 연결되어 있다.  놀이터는 중심성이 가

장 낮게 분석되었다. 단지 내에서는 격리된 곳에 위치하지만 주거동과 인접하여 위

치한다. 단지 외부로부터 놀이터로의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단지 내의 각 주

거동과 가까이 있는 놀이터로의 접근성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5-18 목동 주공5단지

목동 주공5단지는 근린공원 방면의 단지외부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고 목동종

합운동장 방면 단지외부로의 중심성은 비교적 낮게 분석되었다.85 전자의 경우, 단

지외부로는 선형 축 부분에 해당되는 근린공원, 업무시설, 월촌중학교, 한가람고등

학교 등이 위치한 지구와 인접해있다. 또한, 5단지 내의 보행녹도 두 곳은 해당 단

지외부로와 연결된다. 이는 5단지 내 해당 지구로의 접근성이 높고 역으로 해당 지

구로부터 5단지의 단지외부로까지 접근성도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목동종합운동

장 방면의 단지외부로는 단지 내로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통과도로만이 존재한

다. 해당 방면의 단지외부로는 단지 내 공간들과 연결성 측면에서 낮은 편이다.

주공5단지는 단지출입로, 주동, 상가, 공원·휴게시설, 놀이터, 운동시설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상가의 중심성은 주동보다 다소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5단지의 상가는 4곳에 분산된 형태로 위치하기 때문이다. 단지출입로에 인접하여 

한 두 곳에 위치하는 양상, 또는 하나의 건물이 중심상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 단

85 실제 목동 주공5단지에서 목동종합운동장 방면의 단지외부로는 경인고속도로 및 국회 로와 닿

아 있다. 그러나 주공5단지에서 목동종합운동장으로의 접근성은 낮다. 이러한 결과는 보행공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분석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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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입로와 단지 중심부에 분산되어 위치한다. 놀이터의 배치경향은 3단지와 유사

하다. 다만, 5단지는 보행로를 포함한 통과도로(목동동로16길)가 계획되었다.86 5

단지는 통과도로로 인해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되는데 각 부분의 중심부에는 공원·

휴게시설이 위치한다. 

주공3단지와 주공5단지 분석결과는 목동 신시가지의 계획 의도가 물리적으로도 

상당부분 부합함을 뒷받침한다. 선형의 중심축 공간은 그 중심성이 각 단지의 공간

구조 분석에서 높게 분석되었다. 주공3단지와 주공5단지는 주거지의 선형 축에 인

접한 단지 외부로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 주거지의 중심역할을 하

는 지구가 개별 단지들과 단절되지 않고 잘 연결되어 접근성이 용이함을 의미한다.

전체 배치도 오픈스페이스 체계도 보행자 및 차량동선

출처: 조성룡 외, 86 서울 아시아대회 선수촌, 월간 건축문화사, v.62(1986. 7), 74 재편집

표 5-6 아시아선수촌 계획

아시아선수촌단지는 단지 중앙부에 오픈스페이스와 상가가 위치한다. 주거동은 

‘ㄷ’자형으로 배치되었는데 이로 인해 형성된 가운데 공간은 ‘공동마당’ 개념의 공

86 목동 주공5단지는 보행광장이 루프형식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차도가 단지 중앙을 관

통하게 됨으로써 보행자 전용도로가 차도좌우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5단지에서 차도로 구분된 

단지 내 두 부분에 각각의 보행광장이 계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광장은 공원·휴게시설 항목

으로 분석되었다. 5단지는 ‘중심차도가 단지를 관통’하는 계획으로 인해 차량 이동 및 주차 측면에

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한다. 

공동주택연구회 199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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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주거동 1층 부분은 필로티로 되어 있어서 각 공동마당 간

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87 또한, 목동주공단지와 아시아선수촌단지는 층수가 다른 

건물이 혼합적으로 배치되었는데 그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목동주공단지 는 층

수가 다른 건물들이 저층과 고층으로 구분되어 동단위로 배치되었다면, 아시아선

수촌단지는 하나의 건물에서도 점점 층수가 높아지는 형태였다. 

다음 그림은 아시아선수촌단지에서 운동시설의 위치와 단지의 공간구조 분석결

과이다. 잠실 우성아파트 방면의 가로에 해당되는 단지 외부로의 중심성이 높게 분

석되었다. 단지 내에서는 오픈스페이스를 가로지르는 보행로의 중심성이 높게 분

석되었다.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로의 접근성이 높은 것은 통행량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어 공동생활공간의 활용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88   

유니크하나 자칫 폐쇄적이기 쉬운 이러한 배치는 다시 층높이의 변화로 이루어지

는 계단 모양의 골격으로 더욱 개방된 스카리라인을 이루게 된다. (중략) 포장된 

보행로는 어린이와 주부르 위한 휴게시설과 피로티(여름철의 일사와 비를 피하기 

위한 시설로서뿌만 아니라 단지내의 전체보행 공간의 주요한 절점구실을 한다)가 

마련된다.89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건물과 외부공간 구성은 철저한 위계성을 갖으며 주거동과 

외부공간이 조화된 단지경관을 형성한다. 보행자 전용도로, 필로티, 산책로, 어린

이 놀이터를 연결하는 동선체계는 명확한 질서를 갖으며, 단지 전체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한다.90

한편으로 아시아선수촌단지는 형태와 밀도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계획적 시도

가 이루어졌지만 중심성 위계는 큰 틀에서 유지되었다. 아시아선수촌단지의 분석

항목은 단지출입, 상가 주동, 공원·휴게시설, 놀이터, 운동시설 순으로 중심성이 높

87 공동주택연구회 1999, 302

88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선수촌단지는 공동생활공간, 주거동 계획, 단지계획 간 모순이 없이 적절하

게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현상설계의 ‘긍정적 파급효과’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잠실단지와 둔촌단

지에서는 ‘공동생활공간이 제 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는 아시아선수촌단지에

서 적용된 ‘공동생활공간의 확보, 필로티를 통한 이웃한 생활공간간의 연계, 보행공간의 일상생활

공간화’와 같은 계획개념이 주거동 차원에서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연구회 1999, 303-304.

89 조성룡 외, ‘86 서울 아시아 회 선수촌, 월간 건축문화사, v.62 (1986. 7), 71.

90 전남일 2010, 3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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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석되었다. 상가는 잠실7동 주민센터와 함께 단지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공원·

휴게시설을 제외한 놀이터와 운동시설은 격리된 배치 양상으로 나타났다.91

 

그림 5-19 아시아선수촌 운동시설의 배치 및 분석결과

 

그림 5-20 올림픽선수기자촌단지와 분석결과

올림픽선수기자촌 단지는 단지계획의 특성으로는 방사형 주거동 배치, 보차공존, 

가로공원 개념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주거동은 상가 및 옥외공간을 중심으로 방

사형으로 배치되었는데 주거동의 층수는 단지 외곽일수록 높아진다. 

올림픽 공원의 진입축을 이어받아 올림픽 광장을 만들고 이를 구심적으로 건물과 

91 현상설계범위는 아시아선수촌단지 외에도 이와 인접한 아시아공원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아시아

선수촌단지의 공원·휴게시설은 단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만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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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을 방사형으로 구성하고 외곽을 고층화하여 단지를 공간적으로 규제함으

로써 내향성 공간구조를 형성하였다.92

‘그림5-20’은 올림픽선수촌단지의 공간구조 분석결과이다. 중심상가 및 광장, 

1·2단지 사이의 가로 공간은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93 중심상가 및 광장은 방

사형 주거동 배치의 중심이 되는데 이는 공간구조 속성으로도 드러난다. 성내천과 

감이천 건너는 다리의 중심성이 단지 내 보행로 중에서 비교적 높게 분석된 것은 

단지 내에서도 공간적 연결 정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감이천 건너 부분에 해당되는 3단지는 전체 단지의 공간구조 상 격리된, 깊이가 깊

은 곳에 위치한다. 이는 감이천으로 인해 중심상가 및 광장을 비롯하여 단지 내 다

른 공간들과의 연결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다만, 2단지의 일부분도 3단지와 같

이 성내천으로 단지 내 다른 공간들과 연결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중심상가 및 

광장과의 연결성은 3단지보다 높다.94

그림 5-21 올림픽선수기자촌단지 내 가로공원과 중심상가 

올림픽선수촌단지의 각 분석항목은 단지출입, 상가, 주거동,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중심상가를 제외한 소규모 단지 

상가는 단지의 경계부분에 위치하지만 전반적인 상가의 접근성은 단지 출입공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95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에는 놀이터 및 공원·휴게시설이 

위치한다. 공원·휴게시설은 가로공원 형태로 조성되었는데 그 중심성은 가장 낮게 

92 공동주택연구회 1996, 40.

93 실제로 중심상가 및 광장 공간은 그 외에 별도의 시설이 없으나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공동주택연구회 1999, 308.

94 2단지의 일부는 3단지와 마찬가지로 성내천으로 인해 공간적 연결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단지는 단지 내에서 중심상가 및 광장으로의 최단 경로가 성내1교 한 곳이라면 2단지 일

부는 오금 2교와 보행다리 두 곳이다.

95 올림픽선수촌단지의 공간구조의 분석결과 그림에서 흑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상가의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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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공원·휴게시설은 전체 공간구조 상에서 단지 내 특정 공간이나 단지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은 낮지만, 각 주거동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한 공원·휴게시설

로의 공간적 깊이는 얕을 것으로 추측된다.96

가로공원에는 부분적으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보차공존의 개

념이 도입되어 있는데 주거동의 양측이 통과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생활동선

과 가로공원의 연결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있다.97

그림 5-22 상계신시가지 기본설계안과 공원·녹지체계
대한주택공사 (1988), 67, 189

상계신시가지는 계획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실현된 사례이다. 단지계

획의 특징으로는 주거동의 형태 및 배치방식의 다양화, 주상복합 형식의 상가, 녹

도 축 계획, 보행공간에 한 고려 등을 들 수 있다.98 상계주공7단지는 로변(동

일로 방면)의 보행로보다 단지 뒤편의 보행로(상계로1길)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

었다. 단지 뒤편의 보행로에 해당되는 단지외부로의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은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성이 좋고 접근성 또한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주공7단지는 단지

출입, 상가, 주동,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 놀이터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

96 가로공원은 공원·휴게시설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공원·휴게시설은 특정 한 곳이 단지 내에서 중심

기능을 하지 않고, 한 곳에 편중된 형태가 아닌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다. 

97 공동주택연구회 1999, 307.

98 상계신시가지계획은 ‘단지의 내향성’이 고착화되고 가로공간에 하여 폐쇄적이었던 계획관행에서 

벗어나 도시의 공간과 연계하여 ‘계획 간 조정을 실험한 사례’로 평가된다. ibid.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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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공7단지는 중심부분에 통과도로가 있고 그 도로의 좌우측에 보행공간이 조

성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동이 복합적으로 배치되었다. 총 21개의 주

동 중에서 4개의 주동은 상계로1길 맞은편에 위치하는데 전체 공간구조에서 격리

된 양상을 보인다. 상가는 통과도로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그 중심성이 단지 출입공

간 다음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운동시설은 로에 면하여 위치하는데, 공원·휴게시

설과 놀이터에 비해 그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상계주공15·16단지는 주공11단지 방면의 단지외부로, 단지 내 순환도로 양측 보

행로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15·16단지는 상계신시가지 계획안에서 위부분에 

위치한다. 다른 방면이 아닌 주공11단지 방면의 단지외부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된 

것은 각 단지 간 폐쇄성을 극복하려는 계획적 시도가 공간구조 상으로도 일정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내 순환도도 내향적인 공간구조 속성에서 탈

피하는 장치로 역할을 하였다. 분석항목의 중심성은 단지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상가는 단지 중앙에 위치하지만 

순환도로에 면하여 그 접근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이 시기에 상가가 단지 출입공간

과 인접하여 배치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림 5-23 상계주공 7단지와 15·16단지
변나향 (2009) p.50 재편집

 

이상으로 3기의 사례들을 통해서 각 단지의 계획의도와 공간구조 속성을 살펴보

았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1·2기에서 유지된 순위그룹이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주거동은 3위 그룹,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은 하락하여 4위 그룹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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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되었다.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 변화는 이전 시기보다 단지 내에서 보행공간이 

세분화되어 계획된 경향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다. 공용생활공간에 한 적극적인 

계획적 실천은 보행광장, 가로공원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실제로 공원·휴게시설은 

단지 내에서 일정하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비록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은 2

기보다 낮아졌지만 보행공간이 증가하고 다른 공간들로의 연계성이 고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3기에서 분석된 공간구조 속성은 단지 출입공간, 상

가, 기타 편의시설의 중심성 위계는 1·2기에 이어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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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 19 9 0-19 9 5) : 아 트의 보편화  시  서막

4기는 1위 그룹인 단지출입 공간의 중심성은 1기부터 하락세를 유지하는데, 중

심성 위계 상 가장 높지만 이전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그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다

고 해석할 수 있겠다. 2위 그룹인 상가는 소폭 중심성이 상승하였다. 단지출입 공

간과 상가의 편차가 소폭 좁혀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4기 이후에서도 

지속된다. 3위 그룹은 완벽하게 와해되어 주거동이 단독으로 3위 그룹을 형성하고 

공원·휴게시설은 분석항목 중 중심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3위의 재

편성을 제외하면 공간적 위계는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1기부터 4위 그룹

이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단지 내 낮은 순위의 그룹일지라

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과 이와는 반 로 단지출입 공간은 단지에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는 아파트단지의 전반적

인 공간구조 속성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림 5-24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분석결과(4기)

이 시기는 창동 주공단지(1990-1991), 월계동 주공단지(1992), 일원동 수서시

영단지(1992), 중계동 주공단지(1992), 이태원동 남산 림단지(1994) 등 총 50개

의 아파트단지가 분석되었다. 4기는 정부의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개

발 사업으로 1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었다.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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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총 5개의 도시가 해당된다. 서울에서의 

규모 건설 붐 이후 택지 부족 및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1993년

에는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기준이 완화되고 1995년에는 분양가규제가 

폐지되었다. 또한 고밀개발의 요구와 그 동안 건설된 주거단지의 비판은 아파트단

지에서 고층개발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99 

서울시는 오는 92년까지 주택40만호를 짓겠다는 당초의 방침이 택지부족으로 다

소 차질이 빚어지자 건설부와 협의,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등 건축관련법규를 고

쳐 건폐율·용적율 등을 폭 완화해 토지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중략)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25%에서 40%로,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폭 완화키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또 아파트단지 내 건물

간 간격제한은 종전의 건물높이 만큼에서 그 이하로 완화된다.100

이 시기는 아파트가 보편화되는 시 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서 순위

그룹의 재편, 즉 단지 내에서 중심성의 위계에 변화가 있다는 결과는 3시기에서 아

파트 현상설계 및 신시가지 개발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적 시도가 이루어진 것의 

영향일 수도 있으나 단지계획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 외에도 건설사의 치열해진 

분양경쟁과 이전보다 높아진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측면도 분명이 있을 것

이다. 당시 건설업체에서는 주택공급의 주체로서가 아닌 거주자 요구 사항을 파악

하고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차별화 방안은 전체 단지를 상으로 한 공간배치의 새로운 시도 또는 공

간의 입체적인 변화보다는 부 복리시설 및 조경계획 수준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계획적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나 큰 의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

다.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기부터 4기까지 공원·휴게시설

의 중심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특히, 4기에서 각 사례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원·휴게시설이 단지 내에서 가장 중심성이 낮게 분석된 사례가 많았다. 이는 단

지 내 격리된 곳에 위치하고 단지 내·외부로부터 접근성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99 4기는 아파트단지에서 밀도의 증가 현상이 심화된 시기이다. ‘초고층 아파트에 한 분양가격 인

상, 인동거리규제 완화 등 초고층화를 지원하는 조치에 힘입어 이제까지 15층에 머물던 고층 아파

트단지는 20-30층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ibid. 68-70.

100 당시 건폐율·용적율 외 부 시설 설치의 최저기준도 폭 완화되고 아파트지하층이나 1-2층과 

같은 저층부에 수퍼마켓, 독서실 등을 설치하는 복합건물건축도 허용하였다. 

한겨례, 아파트 건폐율규제 크게 완화: 용적률도 3백%로... 택지부족 해소 위해, 1989. 5.11, 제

306호 3판 9면, ‘수도권 소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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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동 단지
입주

년도

단지

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

시설

공원

휴게

1 사당동 대림 90 0.057 0.041 -0.022 -0.054 -0.068 -0.047 

2 신당동 현대 90 0.063 0.010 -0.004 -0.060 -0.047 0.023 

3 중계동 중계그린 90 0.112 0.029 -0.042 -0.071 -0.082 -0.057 

4 창동 주공3단지 90 0.124 0.058 -0.034 -0.085 -0.101 -0.073 

5 창동 주공4단지 91 0.141 0.099 -0.039 -0.076 -0.129 -0.109 

6 번동 주공1단지 91 0.106 0.067 -0.048 -0.028 -0.105 -0.108　

7 중계동 중계무지개 91 0.122 0.101 -0.057 -0.101 -0.058 -0.078 

8 전농동 우성 91 0.056 0.116 -0.036 -0.067 -0.017 -0.567 

9 가양동 가양2단지 92 0.184 0.212 -0.035 0.022 -0.131 -0.138

10 구의동 현대2단지 92 0.109 0.021 -0.053 -0.085 -0.086 -0.083 

11 월계동 주공2단지 92 0.088 0.003 -0.033 -0.072 -0.067 -0.066 

12 중계동 주공5단지 92 0.064 0.017 -0.035 -0.054 -0.046 -0.067 

13 일원동 수서시영1단지 92 0.228 0.135 -0.054 -0.092 -0.085 -0.394 

14 일원동 상록수마을 93 0.162 0.034 -0.038 -0.040 -0.050 -0.090 

15 가양동 한강타운 93 0.203 -0.070 -0.040 -0.126 -0.125 -0.102 

16 도봉동 한신 93 0.108 0.018 -0.037 -0.095 -0.075 -0.029 

17 이태원동 남산대림 94 0.134 -0.009 -0.041 -0.054 -0.073 -0.070 

18 홍은동 벽산 95 0.201 0.109 -0.049 -0.092 -0.034 -0.075 

19 망우동 진로 95 0.138 0.036 0.004 -0.023 -0.092 -0.106 

20 묵동 대림.두산 95 0.092 0.051 -0.025 -0.054 -0.066 -0.020 

21 돈암동 한신.한진 95 0.024 0.037 -0.012 -0.058 -0.117 -0.067 

No. 동 단지
입주

년도

분석항목의 상대적 평균 통합도 순위

단지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

1 사당동 대림 90 1 2 3 5 6 4

2 신당동 현대 90 1 3 4 6 5 2

3 중계동 중계그린 90 1 2 3 5 6 4

4 창동 주공3단지 90 1 2 3 5 6 4

5 창동 주공4단지 91 1 2 3 4 6 5

6 번동 주공1단지 91 1 2 4 3 5 6

7 중계동 중계무지개 91 1 2 3 6 4 5

8 전농동 우성 91 2 1 4 5 3 6

9 가양동 가양2단지 92 2 1 4 3 5 6

10 구의동 현대2단지 92 1 2 3 5 6 4

11 월계동 주공2단지 92 1 2 3 6 5 4

12 중계동 주공5단지 92 1 2 3 5 4 6

13 일원동 수서시영1단지 92 1 2 3 5 4 6

14 일원동 상록수마을 93 1 2 3 4 5 6

15 가양동 한강타운 93 1 3 2 6 5 4

16 도봉동 한신 93 1 2 4 6 5 3

17 이태원동 남산대림 94 1 2 3 4 6 5

18 홍은동 벽산 95 1 2 4 6 3 5

19 망우동 진로 95 1 2 3 4 5 6

20 묵동 대림.두산 95 1 2 4 5 6 3

21 돈암동 한신.한진 95 2 1 3 4 6 5

표 5-7 사례별 아파트단지 공간구조 분석 결과(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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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내용

현대건설
콘크리트 옹벽에 그래픽과 더불어 넝쿨식물을 심어 경관을 강조

벤치, 파고라 등을 활용해 놀이공간과 연계성 확보

현대산업개발
광섬유 조명시설로 설치하여 야간산책 환경을 조성하고 심야출입자의 안전을 강

화,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 볼장, 소규모 포켓공원, 모험시설과 같은 어린이 공원

동부건설
단지 내 조경의 품질향상을 위해 조경시설을 전문설계업체에 분리발주

분수 및 연못 등을 중심으로 한 수경관 개념 도입

두산건설 4계월 조경을 위해 각 계절별로 수종을 결정, 20년 이상의 수목 배치

대우건설 조깅코스, 소형연못

출처: 신임호,“주택업체, 아파트 환경차별화 붐: 단지별로 조경등을 특화”, 매일경제, 1995. 4. 

5, 제9061호 20면, 재편집

표 5-6 건설업체별 외부공간의 차별화 사례

  

그림 5-25 가양동 한강타운

가양동 한강타운은 동신· 아아파트와 가양2단지 사이에 위치한다.101 한강타운

은 판상형 주거동이 일자로 배치되었다. 분석항목은 단지출입, 주동, 상가, 공원·휴

게시설, 운동시설, 놀이터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주거동의 중심성이 

상가보다 높게 분석되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102 주거동의 접근성이 높은 

것은 주거동의 일자형 배치와 주거동 사이에 조성된 주차공간의 영향도 있다. 이러

101 한강타운은 단지 내에서 동신· 아아파트와 보행로는 연결되어있다. 한강타운과 가양2단지는 낮

은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다.

102 주거동의 중심성과 상가의 중심성 편차는 크지 않다. 주거동이 상가보다 중심성이 높게 분석된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상가 수준 정도로 접근성이 높음이 더 의미가 있다. 다만, 바로 옆에 위

치한 가양2단지와 비교하였을 때, 공용생활공간의 계획에서 차이가 있다. 한강타운은 놀이터가 가

장 격리된 곳에 배치되어있고 보행로를 통한 접근 또한 제한적이다. 반면, 가양2단지는 놀이터나 

공원·휴게시설이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에 위치한다. 두 단지는 비슷한 시기에 건설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보행 전용공간이 계획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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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사례의 경우 주거동의 공간구

조 속성은 기능적인 배치에서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판단된다.

중계동 주공5단지는 단지외부로의 중심성이 모두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항목은 

단지출입, 상가, 주동, 운동시설, 놀이터, 공원·휴게시설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

되었다. 이는 4기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공간구조 속성과 동일하다. 돈암동 한

신·한진 단지는 상가, 단지출입, 주동, 놀이터, 공원·휴게시설, 운동시설 순으로 중

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단지 중앙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상가는 단지 중앙부

는 아니지만 초등학교와 인접하여 있다. 상가의 중심성은 단지 출입공간보다 높아 

그 접근성이 용이함을 의미한다. 다만, 상가와 기타 분석항목 간 중심성의 편차가 

다른 사례들보다 큰 편이다. 이러한 공간구조 속성은 주거동의 형태 및 배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지 중심에 위치한 판상형 주거동은 그 길이가 긴 편이다.103 

그림 5-26 중계동 주공5단지

 

4기의 공간구조 속성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상가의 외부화 경향과 공원·휴게시설

의 내부화 경향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놀이터와 운동시설의 중심성은 꾸준히 상승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3기에서 이루어진 순위그룹의 재편은 4

기까지 유지된다.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 하락으로 인한 3·4위 그룹의 변화는 3기

와 4기의 특성이다. 공원·휴게시설은 단지 내·외부로부터 접근성이 낮은, 격리된 

곳에 배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원·휴게시설은 단지 차원에서 내부화되고 있

103 이 단지는 경사지에 위치하는데 총 31개동으로 4,509세 가 거주한다. 몇 개의 동은 주거동의 

길이가 100m 정도 된다. 단지 내에서는 마을버스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출입공간의 중심성

은 차량 접근과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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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하주차장으로 인해 확보된 옥외 공간, 녹지 공간 및 조경계

획, 단지 간 차별화 시도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3기는 보행공간에 한 고려로 해

당 공간이 증가하였다. 비록 공원·휴게시설의 접근성은 낮아졌지만 단지 내에서 공

원·휴게시설은 여러 곳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4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림 5-27 돈암동 한신단지

주거동의 중심성이 구분되는 것은 단지 내에서 공간들 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점

과 기타 편의시설들 간의 인접한 배치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외부공간에 한 

중요성은 인식되기 시작하였지만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과 같은 공간들 

간의 물리적 연계성은 미흡하였다. 물리적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점은 주거동과 기

타 편의시설 간의 중심성 편차가 커지면서 주거동의 중심성이 구분되는 공간구조 

속성으로 설명된다. 또한, 이전에는 기타 편의시설이 통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영향도 있다. 주로 놀이터와 인접하여 공원·휴게시설이나 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

다. 이는 놀이터의 중심성이 꾸준히 상승하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단지 내에서 놀

이터는 주거동과 단지 경계부가 아닌 주거동과 인접하여 배치되고 있으며 다른 공

간들과의 연결성이 소폭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1기부터 4기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4기는 아파트단지에서 용적률이 상당히 증

가하여 밀도상 큰 변화가 있었다. 4기는 아파트단지에서 고층화・고밀화 현상이 

가속화된 시기이다. 그러나 4기에서 분석된 중심성 위계는 이전 시기들과 비교하

였을 때 단지 출입, 상가, 주거동, 기타 편의시설 순으로의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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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 19 9 6 -2000) : 아 트의 보편화

5기는 단지출입 공간이 소폭 하락하고 반 로 상가는 꾸준히 상승하여 1위 그룹

과 2위 그룹 간의 중심성 편차가 줄어들었다. 3·4기에 걸쳐서 이어진 경향으로 단

지출입 공간, 상가, 주거동 순으로의 중심성 위계는 1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

되고 있으나 단지출입 공간의 중심성은 약화되고 상가의 중심성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4위 그룹 중에서는 공원·휴게시설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주

거동 수준으로 중심성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공원·휴게시설이 1·2기와 같이 주거동

과 같은 순위그룹으로 재편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이 

다시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해당 시설에 한 중요성이 인식되

기 시작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5기 이후로 4위 그룹과 함께 상승

세를 이어가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8 아파트단지 공간구조 분석결과(5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기의 사회적 배경으로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난국, 

분양가 자율화, 재건축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주택건설이 아파트로 집중된 이 시

기는 아파트가 일반적인 주거유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6년에는 신문사 및 

주택협회 주관의 ‘살기 좋은 아파트상’이 실시되었고, 1998년에는 다양한 방식으

로 아파트 공동체운동도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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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동 단지
입주

년도

단지

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

시설

공원

휴게

1 신내동 신내9단지 1996 0.170 0.077 -0.030 -0.004 -0.084 -0.093 

2 묵동 신내4단지 1996 0.117 0.044 -0.022 -0.072 -0.127 -0.042 

3 창동 쌍용아파트 1996 0.063 0.053 -0.024 -0.014 -0.022 -0.033 

4 오류동 동부골든 1997 0.189 0.131 -0.018 -0.047 -0.157 -0.098 

5 창동 동아청솔2차 1997 0.173 0.099 -0.031 -0.045 -0.108 -0.058 

6 신정동 우성아파트 1997 0.128 0.041 -0.020 -0.047 -0.043 -0.010 

7 하계동 학여울 청구 1997 0.069 0.020 -0.029 -0.042 -0.041 -0.045 

8 홍제동 인왕산현대 1998 0.087 0.049 -0.019 -0.080 -0.078 -0.083 

9 남가좌동 현대아파트 1998 0.125 0.057 -0.055 -0.107 -0.120 -0.026 

10 현저동 독립문극동 1998 0.086 0.123 -0.011 -0.053 -0.052 -0.098 

11 홍제동 홍제원현대 1998 0.055 0.044 -0.026 -0.059 -0.098 -0.070 

12 신도림동 동아아파트 1차 1999 0.120 0.010 -0.047 -0.066 -0.098 -0.063 

13 구로동 롯데아파트 1999 0.085 0.098 -0.027 -0.052 -0.063 -0.011 

14 무악동 현대아파트 1999 0.098 0.021 -0.031 -0.063 -0.095 -0.047 

15 대흥동 태영아파트 1999 0.148 0.005 -0.018 -0.085 -0.111 -0.770 

16 신도림동 대림1-2차 1999 0.079 0.018 -0.017 -0.039 -0.078 -0.020 

17 동부이촌동 대우한강 2000 0.114 0.099 -0.063 -0.126 -0.088 -0.125 

18 월계동 현대 2000 0.294 0.216 -0.083 -0.143 -0.122 -0.145 

19 중림동 삼성사이버빌리지 2000 0.113 0.101 -0.022 -0.103 -0.091 -0.032 

20 암사동 선사현대 2000 0.204 0.280 -0.051 -0.168 -0.120 0.031 

21 이문동 쌍용 2000 0.094 0.039 -0.047 -0.098 -0.019 -0.031 

No. 동 단지
입주

년도

분석항목의 상대적 평균 통합도 순위

단지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

1 신내동 신내9단지 1996 1 2 4 3 5 6

2 묵동 신내4단지 1996 1 2 3 5 6 4

3 창동 쌍용아파트 1996 1 2 5 3 4 6

4 오류동 동부골든 1997 1 2 3 4 6 5

5 창동 동아청솔2차 1997 1 2 3 4 6 5

6 신정동 우성아파트 1997 1 2 4 6 5 3

7 하계동 학여울 청구 1997 1 2 3 5 4 6

8 홍제동 인왕산현대 1998 1 2 3 5 4 6

9 남가좌동 현대아파트 1998 1 2 4 5 6 3

10 현저동 독립문극동 1998 2 1 3 5 4 6

11 홍제동 홍제원현대 1998 1 2 3 4 6 5

12 신도림동 동아아파트 1차 1999 1 2 3 5 6 4

13 구로동 롯데아파트 1999 2 1 4 5 6 3

14 무악동 현대아파트 1999 1 2 3 5 6 4

15 대흥동 태영아파트 1999 1 2 3 4 5 6

16 신도림동 대림1-2차 1999 1 2 3 5 6 4

17 동부이촌동 대우한강 1999 1 2 3 6 4 5

18 월계동 현대 2000 1 2 3 5 4 6

19 중림동 삼성사이버빌리지 2000 1 2 3 6 5 4

20 암사동 선사현대 2000 2 1 4 6 5 3

21 이문동 쌍용 2000 1 2 5 6 3 4

표 5-8 사례별 아파트단지 공간구조 분석 결과(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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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에서는 총 73개의 아파트단지 사례가 분석되었다. 부분 사례에서도 단지출

입 공간, 상가, 주거동 순으로의 중심성 위계 순위는 유지되었다. 앞의 표는 5기의 

공간구조 속성을 보여주는 사례와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선별하여 21개의 

아파트단지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전 시기보다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이 상

승한 것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해당 시설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이

동 또한 용이해졌음을 의미한다. 공원·휴게시설이 단지 내에서 덜 격리된, 통합된 

공간으로 계획되었음은 분명하다. 5기에서 공원·휴게시설에 한 중심성이 강조되

는 현상은 공용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책길, 광장, 소규모 공원 등의 외부공

간 계획이 다른 단지와의 차별화 수단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내에

서 녹지면적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경계획의 중요성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형식적인 녹지공간으로 이뤄진 삭막한 아파트단지들과는 달리 텃밭과 과수원길 

약수터 등이 조성된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아

파트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업체들이 미분양 타개책 중 하나로 주차장 일부

를 지하에 만들고 남은 지상주차장 터를 공원으로 만드는 등 아파트 옥외환경 차

별화 전략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현 인들이 주택을 고를 때 가장 

중요시하는 개념이 ‘소유’에서 ‘생활’로 변하는 추세를 감안, 업체들이 자연과 조화

가 강조되고 첨단기능을 갖춘 아파트 건립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104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이른바 공원형 아파트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예전 아파트가 주로 내부 평

면이나 마감재에 중점을 뒀다면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은 단지 조경, 보행자의 동

선, 주차장 등 외부 구조에 더 신경을 쓴다. (중략) 서울 방학동 상타운 현 아파

트는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차도를 없앴다. 신 물, 돌, 나무 

등을 이용한 안개분수광장, 롤러스케이트장, 삼림욕장, 인공개울 등을 만들어 입주

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했다.105

당시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원·휴게시설 외에도 놀이터, 운동시설 등 외부공간의 

104 매일경제, “옥외환경 차별화 분양 변수로”, 1996. 1.29, 올주택공급 총점검: 단지환경, 37면 

105 그밖에 수원 망포동 LG아파트는 전통민속절기를 주제로 구성된 공원, 용인 구성 동일아파트는 

5감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 동부센트레빌은 텃밭을 조성하였다.  

두나미스 부동산, 전주차장 지하 설치, 인간중심 단지 설계, 매일경제, 1999.09.13, 뉴트렌드: 공

원형 아파트,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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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으며 동시에 분양 시 변수가 되었

다. 실제로 단지 내에서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공원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주생활의 범위가 실내에서 실외로 확장이 되면서 외부공간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

이기 위한 시도도 있었지만 수요자가 계획적 의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가시적 요소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게 된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아파트단지

의 분양 광고에서도 마당, 광장 등 공간의 명칭을 통해 차별화된 개념이 적용되었

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계획 개념과 실제 계획안이 별개의 것으로 보이

는 다소 억지스러운 개념들도 다수 있다.

아파트 분양광고가 특징을 강조하는 ‘사실제공형’에서 이미지를 중시하는 ‘감정호

소형’으로 바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형석 책임연구원

은 97년 10월과 98년 11월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125건의 분양광고 문안을 비교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감정에 호소하는 문안의 비중이 97년 22.4%에서 지난해 

44.7%로 배나 높아졌다.106

공공주택에서 건전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전제하고 있었던 계획개념이 그

로 민간에 수용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다수의 민간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당

연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동생활공간의 조성이 공간구조적 측면이나 단지 공

간 전체의 계획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단편적 상업요소로서 가치있는 요소들

이 주목받기 시작하는 경향이 농후해지기 시작했다.107

위와 같이 아파트단지의 외부공간이 상업적 가치로 작용하였고 계획적 측면에서

도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단지 전체의 공간구조 상에서 공

원·휴게시설의 중심성은 더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6기까지 지속된다. 

현저동 독립문극동단지(1998), 구로동 롯데단지(1999), 암사동 선사현 단지

(2000) 등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상가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된 사례로 그 외의 분

석항목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시기에서 상가는 부분 가로에 면하여 위치한다. 

세 사례도 마찬가지로 상가의 위치가 가로에 면하여 단지 외곽, 경계 부분에 위치

하는데 그 중심성이 단지출입 공간보다 높게 나타나 상가의 외부화 경향이 극 화

된 경우에 해당된다. 

106 설진훈, 아파트 분양광고 ‘감정호소형’추세, 매일경제: 부동산, 1996.02.26, 24면

107 공동주택연구회 1999,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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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동 독립문극동단지는 상가, 단지출입, 주거동, 운동시설, 놀이터, 공원·휴게

시설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단지 내에서 상가는 총 두 곳에 위치한다. 

하나는 단지 중앙부에 편의시설과 함께 편의점이 위치해있고, 다른 하나는 단지출

입 공간과 인접해 위치한 우편 취급국 건물에 슈퍼마켓, 세탁소 등의 단지 상가가 

있다. 단지 출입공간과 인접하여 위치한 상가가 단지 중앙부에 위치한 상가보다 중

심 상가의 기능을 더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독립문고가차도 맞은편에 아파트단

지가 있으나, 독립문극동단지와 인접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단지의 상

가는 가로에 면하여 위치하고 접근성이 가장 높지만 다른 단지의 상과와 하나의 상

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5-29 현저동 독립문극동단지

       
그림 5-30 구로동 롯데단지

구로동 롯데단지와 암사동 선사현 단지는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없는 경우이다. 

구로동 롯데단지의 경우 상가, 단지출입 공간, 공원·휴게시설, 주거동, 놀이터, 운동

시설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이 단지는 가로에 면하여 상가가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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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휴게시설은 주거동 사이 또는 길의 모퉁이에 위치하거나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과 함께 통합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

이 주거동보다 높지만 그 편차가 크지는 않다. 

그림 5-31 암사동 선사현대단지 상가

암사동 선사현 단지는 상가, 단지출입,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 주거동, 놀이

터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이 단지는 가로에 상가 위치하였는데 구로동 

롯데단지는 별개의 건물로 상가가 분리된 형태라면 이 단지는 주거동의 저층부가 

상가로 구성된 사례이다. ㄱ자 형으로 가로의 한 면이 아닌 길의 모퉁이, 결절점에 

해당되는 곳에 배치되었다. 또한, 상가가 공원·휴게시설 및 운동시설과 인접한 곳

에 있어서 상가에서 해당 시설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운동시설과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이 높은 것은 상 적으로 주거동의 중심성이 낮은 결과와도 연계된다. 이 단

지는 탑상형 주거동과 Y자형 주거동의 혼합배치로 되어있고 놀이터, 운동시설, 공

원·휴게시설이 단지 경계 부분을 따라 위치한다. 5기의 분석사례들 중에서 주거의 

중심성이 낮아 격리된 공간구조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문동 쌍용단지는 단지 출입공간, 상가,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 주거동, 놀이

터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선사현 단지와 마찬가지로 5기의 다른 사

례들보다 주거동 출입 공간이 격리된, 이동의 효율이 낮은 편임을 의미한다. 

주거동의 배치는 단지의 전체 공간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5기에서 주

거동의 중심성이 낮은 사례들은 주거동의 중심성 순위는 낮지만 다른 항목들 간 중

심성 편차가 크기 않은 경우와 주거동의 출입로가 단지 내 공간들과의 연결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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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단지 내에서 주거동의 출입공간 중심성이 낮은 것은 

전체 단지의 공간구조 상에서 격리되어있음을 뜻한다. 이는 단지의 내·외부로부터 

접근성이 낮고 반 로 단지의 내·외부로 이동하는 데에도 효율성이 낮음을 의미한

다. 방범 및 보안 측면에서는 유리한 공간구조 속성이다. 단지 내에서 주거동 출입

로가 공간적으로 격리된 구조는 그 의미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단지 외부로부

터의 접근성이 낮다는 점에서 해당 단지가 내부지향적인 속성임을 보여준다.

그림 5-32 이문동 쌍용단지의 상가·운동시설 위치 및 분석결과

이상으로 5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속성과 예외적으로 분석된 사

례들을 살펴보았다. 1기에서부터 유지되어 온 단지 내 분석항목의 중심성의 위계

는 5기에서도 지속되었다. 5기의 중심성의 위계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내에서 중

심성의 수준은 변하였다. 5기의 공간구조 속성은 단지출입, 상가, 주거동, 공원·휴

게시설, 놀이터, 운동시설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1위 그룹인 단지출입 

항목은 중심성이 꾸준히 낮아지는 반면 상가의 중심성은 상승하였다. 3위 그룹인 

주거동과 4위 그룹 간의 편차가 좁혀졌다. 특히, 놀이터 및 운동시설이 1기부터 지

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과 공원·휴게시설이 5기부터 상승하는 양상은 7기까지 이

어진다. 이와 같이 기타 편의시설의 중심성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은 공간들 간의 

연결 관계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5장. 해석

171

제6 기 ( 2001-2005) : 아 트의 랜드화 ·고 화

6기는 1·2위 그룹의 중심성이 상승하고 3·4위 그룹은 5기의 경향이 지속됨을 보

여준다. 상가는 3기 이후로 꾸준히 상승한 반면 단지출입 공간은 지속적으로 하락

하다 6기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즉, 분석항목 중에서 단지출입 공간의 중심성은 가

장 높게 나타나지만 전 시기에 걸쳐서는 점점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상가의 경우 

이와 반 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1·2위 그룹 간의 편차가 순위그룹이 

형성된 1기보다 상당히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아

파트단지의 부 복리시설로 기능하는 것 외에도 상권 확보의 경향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밖에 4위 그룹의 경우 지속적으로 중심성이 상승하여 3위 그룹과 상

당히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3·4위 그룹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단지 내에서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 수준이 근

접해진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5-33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분석결과(6기)

6기는 이 시기는 응봉동 림강변타운 단지(2001), 화곡동 화곡푸르지오(2002), 

행당동 한신 플러스타운단지(2002),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단지(2002), 무악동 인

왕산아이파크 단지(2003), 상도동 래미안3차 단지(2004), 목동 롯데낙천 (2005) 

등 총 73개의 아파트단지가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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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동 단지
입주

년도

단지

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

시설

공원

휴게

1 금호동 삼성래미안 2001 0.106 0.108 -0.062 -0.086 -0.096 -0.059 

2 휘경동 휘경주공1단지 2001 0.213 0.041 -0.067 -0.079 -0.063 -0.080 

3 응봉동 대림강변타운 2001 0.139 0.116 -0.029 -0.125 -0.160 -0.036 

4 공릉동 풍림 2001 0.096 0.080 -0.054 -0.095 -0.077 -0.045 

5 방학동 대상타운현대 2001 0.116 0.012 -0.005 -0.049 -0.074 -0.030 

6 당산동 강변삼성래미안 2002 0.065 -0.002 -0.024 -0.037 -0.061 -0.026 

7 행당동 한신플러스타운 2002 0.136 0.128 -0.074 -0.047 -0.080 -0.095 

8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 2002 0.149 0.158 -0.029 -0.104 -0.096 -0.044 

9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2002 0.116 0.093 -0.050 0.031 0.077 0.031 

10 고척동 고척벽산블루밍 2003 0.045 0.061 0.002 -0.028 -0.053 -0.065 

11 성수동 성수아이파크 2003 0.101 0.097 -0.014 -0.044 -0.098 -0.060 

12 상봉동 태영데시앙 2003 0.281 0.121 -0.082 -0.144 -0.230 -0.202 

13 무악동 인왕산아이파크 2003 0.094 0.144 -0.045 -0.109 -0.053 -0.071 

14 암사동 강동현대홈타운 2004 0.119 0.198 -0.024 -0.100 -0.113 -0.095 

15 방배동 삼성래미안아트힐 2004 0.204 0.215 0.007 -0.081 -0.173 -0.055 

16 창동 아이파크5차 2004 0.426 -0.607 -0.073 -0.041 -0.152 0.009 

17 상도동 삼성래미안3차 2004 0.280 0.207 -0.028 -0.109 -0.092 -0.069 

18 돈암동 휴먼빌 2005 0.138 0.101 -0.047 -0.046 -0.009 -0.070 

19 목동 롯대낙천대 2005 0.089 0.158 -0.023 -0.037 -0.004 -0.037 

20 내발산동 우장산 현대타운 2005 0.078 0.153 -0.038 -0.069 -0.061 -0.049 

21 장안동 삼성래미안2차 2005 0.142 0.175 -0.040 -0.074 -0.103 -0.042 

No. 동 단지
입주

년도

분석항목의 상대적 평균 통합도 순위

단지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

1 금호동 삼성래미안 2001 1 2 3 4 6 5

2 휘경동 휘경주공1단지 2001 1 2 3 5 6 4

3 응봉동 대림강변타운 2001 1 2 4 6 5 3

4 공릉동 풍림 2001 1 2 3 5 6 4

5 방학동 대상타운현대 2001 1 2 3 6 5 4

6 당산동 강변삼성래미안 2002 1 2 4 3 5 6

7 행당동 한신플러스타운 2002 2 1 3 6 5 4

8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 2002 2 1 3 6 4 5

9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2002 1 2 3 4 5 6

10 고척동 고척벽산블루밍 2003 1 2 3 4 6 5

11 성수동 성수아이파크 2003 1 2 3 4 6 5

12 상봉동 태영데시앙 2003 1 2 3 5 6 4

13 무악동 인왕산아이파크 2003 1 2 4 5 6 3

14 암사동 강동현대홈타운 2004 2 1 3 5 6 4

15 방배동 삼성래미안아트힐 2004 1 2 5 6 4 3

16 창동 아이파크5차 2004 1 2 3 6 5 4

17 상도동 삼성래미안3차 2004 1 2 3 4 6 5

18 돈암동 휴먼빌 2005 1 2 4 6 3 5

19 목동 롯대 2005 2 1 5 6 3 4

20 내발산동 우장산 현대타운 2005 1 2 3 5 4 6

21 장안동 삼성래미안2차 2005 1 2 4 3 6 5

표 5-9 사례별 아파트단지 공간구조 분석 결과(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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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아파트의 고급화 경향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1990

년  중반까지는 아파트의 이름이 건설업체나 지역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파트가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어 그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차별화 전략으로 

아파트의 브랜드화가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1998년 분양가 자율화로 인해 건설업

체에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가격 의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그 와

중에 건설사의 이름 이상으로 특별한 것을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다.

6기는 아파트의 고급화 경향이 시작된 시기이다. 아파트 브랜드화는 고급화 경

향으로 이어지고 아파트의 상품화 경향은 심화된다. 90년  초반은 단지계획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계획적 요소가 차별화 전략으로 인식되었다. 2000년 는 단지 

내에서의 차별화된 생활환경을 공간적 측면에서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한

편에서는 주상복합 건설이 활성화되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2002년에 완공되

었다.108 2003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재편되었고,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가 공동주택을 상으로도 시행되었다. 

아파트에서 ‘차별화’는 중요한 쟁점이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다른’무언가를 제공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심해진다. 아파트 광고는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된 건축 공

간을 극 화시켜 보여 준다. 남들과 ‘다른’ 공간 속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자부심을 높여 줄 수 있는 것이다.109

6기의 전반적인 공간구조 속성은 단지출입, 상가, 주거동, 공원·휴게시설, 놀이

터, 운동시설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놀이터, 공원・휴게시설, 운동시설

은 5기의 양상이 이어지는데 점점 중심성 수준이 근접해졌다. 실제로 7기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통합된 공간으로 조성되고 다른 공간들과의 연결성이 증가하지만 

6기에서는 몇몇 사례에서만 기타 편의시설이 인접하여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6기

의 사례별 공간구조 속성은 다음과 같다.

응봉동 림강변타운 단지(2001)와 무악동 인왕산아이파크 단지(2003)는 단지

출입 공간, 상가, 공원·휴게시설, 주거동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두 사

례는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이 주거동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두 

108 주상복합은 1990년  중반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주상복합은 2002년 8곳, 

2003년 16곳, 2004년 27곳에 건설되었다. 최재필 2011, 22.

109 장림종 외 2009,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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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단지계획 특성과 분석항목의 공간구조 속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5-34 응봉동 대림강변타운

 

그림 5-35 무악동 인왕산아이파크

먼저, 림강변타운은 단지 중앙부에 광장이 조성되어 있다. 해당 광장은 단지의 

부출입로와 연결되어 있다. 소규모 공원·휴게시설은 주거동 사이 또는 모퉁이 부분

에 위치한다. 단지 전체의 공간구조에서 공원·휴게시설은 주거동 출입로보다 얕은 

곳, 통합된 곳에 위치한다. 단지 외부로에서 주거동으로 진입 경로를 살펴보면 공

원·휴게시설을 지나치거나 또는 해당 공간을 거쳐서 주거동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

우가 많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광장 외에도 인접에 위치한 행당한신아파트 방면으

로 소규모 공원이 조성되어있다. 소규모 공원은 림강변타운 단지 외부로에 인접

하여 있는데 공원을 통해 단지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단지에서 주

거동은 격자형으로 배치되었다. 단지 내외부로 개방적인 성격의 공원·휴게시설 배

치는 이전 사례와는 다른 공간구조 속성을 의미한다. 한편, 이 단지에서 상가는 두 

곳에 배치되었다. 단지의 정문에 위치한 상가는 주상복합 형태로 주거동의 저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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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고, 단지의 부출입로에 위치한 상가는 단독 건물이다. 두 상가는 단지의 

주요 출입로에 면하여 위치해 접근성이 높다.

무악동 인왕산아이파크 단지는 단지 정문에 상가와 규모가 큰 공원·휴게시설이 

위치한다. 단지에서 다른 공원·휴게시설은 놀이터와 인접하여 주거동 사이에 위치

하는데, 이 경우에는 놀이터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공원·휴게시설을 거치게 되거나 

주거동 건물의 출입로 주변에 위치하여 주거동보다 덜 격리된 곳에 위치해 있다. 

그림 5-36 응봉동 대림강변타운의 공원·휴게시설
 

그림 5-37 무악동 인왕산아이파크의 공원·휴게시설  

두 사례는 6기에서의 공원·휴게시설 배치를 보여주는 표적인 사례이다. 공원·

휴게시설이 단지 내에서 중앙집중식으로 공간배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른 시설

과 함께 통합적으로 배치되거나 소규모 공간으로 주거동 사이, 또는 보행로와 인접

하여 배치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또한, 단지 내에서 공원·휴게시

설의 중심성이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4기에서는 단편적으로 공원·휴게시설에 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5

기와 6기에서는 다른 공간들과의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공원·휴게시설에 한 실질

적인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기에서는 각 단지별로 공원·휴

게시설의 공간배치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내에서 상가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분석된 사례는 행당동 한신플러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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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단지(2002), 목동 롯데단지(2005) 등이 있다. 세 

사례들은 단지출입 공간과 상가의 분석 값 차이가 크지 않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

는 단지 상가의 외부화 경향은 분석항목 중 상가의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해당 단지의 상가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닌, 단지 외부의 상권 확보

차원에서 중심성이 높은 곳에 배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출입 공간과 인

접하여 위치하는 것만이 아닌 로에 면하여 배치되거나 주변에 다른 단지들과 인

접하여 있을 경우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는 배치까지도 포함된다. 

그림 5-38 미아동 단지의 상가

6기의 전반적인 공간구조 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2002), 상도동 래미안3차 단지(2004) 등을 들 수 있다. 분석항목의 중심성은 단

지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상

으로 6기에 해당되는 사례들의 공간구조 속성을 살펴보았다. 6기는 전 시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석항목의 중심성 위계가 유지되었다. 세부적으로는 5기에

서 나타난 3·4위 그룹의 공간구조 속성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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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 2006 -2013 ) : 아 트의 고 화・특화  

7기는 단지출입 공간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상가도 소폭 하락하였다. 전 시기 중

에서 단지출입 공간과 상가의 중심성 편차가 가장 좁혀진 시기로 단지출입 공간의 

경우 전 시기 중에서 중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분석항목에서 

1·2순위의 위계는 유지되고 있다. 또 다른 공간구조 속성의 변화로는 주거동보다 

공원·시설의 중심성 수준이 더 높아졌는데 이는 5기에서 공원 및 녹지공간을 포함

한 조경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면 5·6기를 거쳐 7기에서는 주거동의 

중심성이 낮아져 격리되고 공용공간에 해당되는 공원·휴게시설, 놀이터, 운동시설

의 중심성 수준이 유사해져 각 편의시설이 인접하여 배치되거나 통합적인 공간배

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원·휴게시설, 놀이터, 운동시설에 한 

접근성이 단지 내에서 높아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5-41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분석결과(7기)

단지출입 공간은 분석항목에서 가장 높은 중심성을 유지하지만 시기적으로 접근

성은 점점 낮아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공원·휴게시설, 놀이터, 운동시설에 한 접

근성이 단지 내·외부로부터 높아진 반면 단지출입 공간의 경우 7기에서는 이전 시

기보다 낮아졌다는 점은 아파트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속성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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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지출입 공간의 중심성이 낮아져 이전 시기

보다는 점점 격리되는 반면, 상가를 제외한 분석항목들은 4기 이후로 중심성 수준

이 근접해져 이전 시기보다 통합된 속성으로 공간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7기에서는 도곡렉슬단지(2006), 잠실단지(2007-2008), 반포자이(2008), 은평

뉴타운지구 단지, 강일동 리버파크 단지(2009), 신정동 이펜하우스단지(2011), 가

재울 뉴타운 단지(2012) 등 총 100개의 단지가 분석되었다. 그 중에서는 택지개발 

또는 재건축 후 입주가 완료된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건설업계는 주택시장에서 새로운 수요층으로 등장한 웰빙족 수요를 겨냥해 적극 

마케팅에 돌입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들의 욕구에 맞는 혁신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 (중략) 기존 아파트가 가전·가구, 인테리어 등의 품질경쟁이었다면 웰빙아파트

는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건강이나 취미활동, 

스포츠, 위락 등 다양한 욕구 실현이 가능한 주거공간이다. 품질은 물론 공간, 외

관, 조경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새로운 수요층에 응할 

수 없다는 시장 논리의 반영이 웰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110

이 시기는 2000년  초반에 등장했던 웰빙 또는 로하스와 같은 개념들이 주택분

양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다.111 이러한 개념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이라

는 패러다임이 실천되고 있는 배경과도 맞물리는 현상이다. 아파트단지에서는 주

민편의시설에 건강과 관련된 시설들이 계획되고 마감재에 한 관심이 증가하였

다. 나아가 물리적 차원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 아파트 차원에서 친환경 설

계 개념을 통해 ‘건강한 삶’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한

편, 7기는 아파트의 고급화에서 더 나아가 설계의 ‘특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설

계의 특화, 또는 아파트의 특화 현상은 단위세  평면, 옥외 공간, 부 복리시설, 

단지관리 체계 등을 범위로 한다.

110 파이낸셜뉴스, ‘웰빙 아파트’ 상반기 거 공급, 2004,01,11

111 실제 ‘웰빙’관련 창업들이 관광휴양지, 펜션, 전원주택, 미용, 건강, 인테리어 등에서 인기있는 

사업아이템으로 주목받았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일명 웰빙

(wellbeing)족이 증가한 것과 맞물리는 현상이다. 

한국경제, 부동산·레저문화 가장 활발 어떤 업체가 문을 열었나, 200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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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동 단지
입주

년도

단지

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

시설

공원

휴게

1 도곡동 도곡렉슬 2006 0.140 0.172 -0.017 -0.042 -0.139 -0.027 

2 정릉동 e편한세상 2006 0.117 0.068 -0.040 -0.079 -0.159 -0.132 

3 길음동 래미안2차 2006 0.108 0.119 -0.057 -0.086 -0.195 0.014 

4 망우동 금호어울림 2006 0.144 0.164 -0.066 -0.122 -0.134 -0.095 

5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 2006 0.137 0.051 -0.028 -0.032 -0.009 -0.111 

6 천연동 천연뜨란채 2006 0.060 0.047 -0.022 -0.037 -0.159 -0.039 

7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2007 0.145 0.139 -0.055 -0.107 -0.140 -0.091 

8 삼성동 롯데캐슬프리미어 2007 0.247 0.151 -0.081 -0.167 -0.096 -0.096 

9 상도동 포스코더샵 2007 0.087 0.053 -0.028 -0.028 -0.043 -0.038 

10 삼선동 푸르지오 2007 0.119 0.087 -0.043 -0.100 -0.091 -0.045 

11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2007 0.115 0.035 -0.028 -0.067 -0.095 -0.043 

12 잠실동 트리지움 2007 0.148 0.125 -0.021 -0.053 -0.069 0.012 

13 잠실동 리센츠 2008 0.272 0.204 -0.043 -0.041 0.019 -0.006 

14 잠실동 엘스 2008 0.226 0.087 -0.028 -0.042 -0.100 -0.025 

15 반포동 반포GS자이 2008 0.112 0.065 -0.048 -0.039 -0.022 -0.017 

16 불광동 북한산힐스테이트1차 2008 -0.859 -0.872 -0.917 -0.947 -0.920 -0.920 

17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2008 0.153 0.064 -0.041 -0.102 -0.090 -0.052 

18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009 0.134 0.058 -0.013 -0.048 -0.120 -0.088 

19 강일동 강일리버파크9단지 2009 0.061 0.046 -0.025 -0.034 -0.071 0.002 

20 강일동 강일리버파크10단지 2009 0.035 0.025 -0.021 -0.029 -0.040 0.023 

21 진관동* 박석고개힐스테이트1 2009 0.056 0.001 -0.019 -0.048 -0.038 -0.023 

22 전농동 래미안아름숲 2010 0.077 -0.013 -0.042 -0.054 -0.096 -0.060 

23 신내동 신내데시앙 2010 0.186 0.076 -0.045 -0.075 -0.022 -0.011 

24 진관동* 구파발10단지어울림 2010 0.151 0.064 -0.044 -0.058 -0.002 0.008 

25 진관동* 구파발9단지래미안 2010 0.079 0.058 -0.036 -0.048 -0.031 -0.020 

26 미아동 래미안트리베라2차 2010 0.037 0.130 -0.033 -0.058 -0.054 -0.016 

27 마천동 송파파크데일2단지 2011 0.102 0.054 -0.044 -0.041 -0.049 -0.071 

28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2011 0.144 0.019 -0.022 -0.094 -0.098 -0.098 

29 천왕동 천왕이펜하우스4단지 2011 0.152 0.045 -0.024 -0.062 -0.096 -0.065 

30 신당동 청구e편한세상 2011 0.168 0.128 -0.048 -0.049 -0.153 -0.052 

31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2차 2011 0.096 0.160 -0.033 -0.036 -0.050 -0.012 

32 상일동 고덕리엔파크3단지 2011 0.077 0.037 -0.006 -0.017 0.009 -0.021 

33 고덕동 고덕아이파크 2011 0.076 -0.013 -0.023 -0.033 -0.032 -0.027 

34 북가좌동 DMC단지1 2012 0.100 0.053 -0.030 -0.020 -0.021 0.009 

35 북가좌동 DMC단지2 2012 0.088 0.070 -0.035 -0.031 0.023 0.008 

36 북가좌동 DMC단지3 2012 0.121 0.041 -0.049 0.034 -0.066 0.024 

37 상도동 엠코타운센트럴파크 2012 0.278 0.069 -0.068 0.047 -0.044 0.017 

38 동작동 이수힐스테이트 2013 0.148 0.117 -0.019 -0.019 0.025 -0.018 

39 전농동 래미안전농크레시티 2013 0.095 0.015 -0.044 -0.067 -0.093 -0.072 

40 방배동 방배롯데캐슬아르떼 2013 0.265 0.191 -0.009 -0.171 -0.012 -0.054 

표 5-10 사례별 아파트단지 공간구조 분석 결과(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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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동 단지
입주

년도

분석항목의 상대적 평균 통합도 순위

단지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

1 도곡동 도곡렉슬 2006 2 1 3 5 6 4

2 정릉동 e편한세상 2006 1 2 3 4 6 5

3 길음동 래미안2차 2006 2 1 4 5 6 3

4 망우동 금호어울림 2006 2 1 3 5 6 4

5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 2006 1 2 4 5 3 6

6 천연동 천연뜨란채 2006 1 2 3 4 6 5

7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2007 1 2 3 5 6 4

8 삼성동 롯데캐슬프리미어 2007 1 2 3 6 4 5

9 상도동 포스코더샵 2007 1 2 3 4 6 5

10 삼선동 푸르지오 2007 1 2 3 6 5 4

11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2007 1 2 3 5 6 4

12 잠실동 트리지움 2007 1 2 4 5 6 3

13 잠실동 리센츠 2008 1 2 6 5 3 4

14 잠실동 엘스 2008 1 2 4 5 6 3

15 반포동 반포GS자이 2008 1 2 6 5 4 3

16 불광동 북한산힐스테이트1차 2008 1 2 3 6 4 5

17 불광동 롯데캐슬퍼스트 2008 1 2 3 6 5 4

18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009 1 2 3 4 6 5

19 강일동 강일리버파크9단지 2009 1 2 4 5 6 3

20 강일동 강일리버파크10단지 2009 1 2 4 5 6 3

21 진관동 박석고개힐스테이트1 2009 1 2 3 6 5 4

22 전농동 래미안아름숲 2010 1 2 3 4 6 5

23 신내동 신내데시앙 2010 1 2 5 6 4 3

24 진관동 구파발10단지어울림 2010 1 2 5 6 4 3

25 진관동 구파발9단지래미안 2010 1 2 5 6 4 3

26 미아동 래미안트리베라2차 2010 2 1 4 6 5 3

27 마천동 송파파크데일2단지 2011 1 2 4 3 5 6

28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2011 1 2 3 4 6 5

29 천왕동 천왕이펜하우스4단지 2011 1 2 3 4 6 5

30 신당동 청구e편한세상 2011 1 2 3 4 6 5

31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2차 2011 2 1 4 5 6 3

32 상일동 고덕리엔파크3단지 2011 1 2 4 5 3 6

33 고덕동 고덕아이파크 2011 1 2 3 6 5 4

34 북가좌동 DMC단지1 2012 1 2 6 4 5 3

35 북가좌동 DMC단지2 2012 1 2 6 5 3 4

36 북가좌동 DMC단지3 2012 1 2 5 3 6 4

37 상도동 엠코타운센트럴파크 2012 1 2 6 3 5 4

38 동작동 이수힐스테이트 2013 1 2 6 5 3 4

39 전농동 래미안전농크레시티 2013 1 2 3 4 6 5

40 방배동 방배롯데캐슬아르떼 2013 1 2 3 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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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항목

적용방법 

(단위: 유형)

최소 

기준

유도 

기준

주동형식의

다양화 계획

(제6조 관련)

1. 주동의 형태를 다양

화하여 주동 형식을 

다양화할 것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가. 3백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인 경우 - 2 이상

나. 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 1천세대 또는 10개동 이상 3 이상 4 이상

라. 1천5백세대 또는 15개동 이상 4 이상 5 이상

2. 주동의 높이가 일률

적으로 형성되지 않

도록 층수변화를 다

양화할 것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다. 3백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인 경우 - 2 이상

가. 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나. 1천5백세대 또는 15개동 이상 3 이상 4 이상

3. 하나의 주동 및 단

지 내에서도 다양한 

평면 및 단면 형태

로 계획할 것 (1가

지 유형이 전체 세

대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가, 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나. 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다. 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 

   (복층형, 디자인된 혼합형이 있는 경우)

입면의 

다양화계획

(제7조관련)

4. 입면 디자인을 다양

화할 것 

가. 벽면율 
40%

이상

50%

이상

나. 디자인 다양화 정도

5. 발코니 형태를 다양

화할 것 

가. 세대별 외부 벽면 길이의 30% 발코

니 설치 지양

30%

이상

30%

이상

나. 발코니 형태 다양화 정도(돌출형, 개방형 등)

출처: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별표1]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판단기준’재편집

표 5-11 공동주택 디자인의 다양화 판단기준(제6조 및 제7조 관련)

2008년 6월 5일 서울시 주택국 건축과 발표 내용에 의하면 ‘주동형식(주택 양

식)의 다양화’, ‘입면 및 경관 계획(발코니, 벽면률, 측벽 디자인)’, ‘친환경·에너지 

절약 계획’ 등을 포함하는 의무기준과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주차장 등 부 시

설 계획’ 등을 권하는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획일화된 아

파트 건설을 지양하고 공동주택의 디자인 및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도입되었다.112 공동주택의 내·외부 공간을 범위로 물리적 설계의 전반적인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112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1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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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형식 다양화’ 항목을 살펴보면, 300가구 이상, 또는 5개동 이상의 아파트일 

경우 외부 디자인과 높이를 각각 최소 2가지 이상으로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같은 높이의 판상형이 아닌 탑상형, 중층 판상형, 고층 탑상형, 테라스 하우스형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조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구별 발코니 길이는 외벽 길이

의 70%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아파트 창문을 제외한 외벽면 비율은 평균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여 디자인 다양화와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4층 이상의 아파트 측벽에는 해당 건설사 로고와 아파트 브랜드 표기를 제한하였

으며, 3층 이하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1개동에 한해 심의를 거쳐 표기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아파트 주거동 지붕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

다. 단위세  평면과 관련한 공동주택 심의기준 항목은 ‘주동형식(주택 양식)의 다

양화’와 ‘입면 및 경관 계획(발코니, 벽면률, 측벽 디자인)’으로서 다양한 단위세  

평면 형태의 개발과 함께 이를 반영한 입면, 주동형식의 다양화를 궁극적으로 실현

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5-40 은평뉴타운 토지이용계획도

http://www.ep.go.kr

  그림 5-41 공원 및 녹지체계 구상

http://www.ep.go.kr

7기는 은평뉴타운 사례들이 다수 있다. 은평뉴타운은 관련 전문가 및 공공의 주

도 하에 진행된 사례이다. 은평뉴타운은 인접한 근린공원들과 주거지의 연계를 통

해 주거지 내에서 가로 공간, 주거동 배치, 주거동 형태 및 외관 등 건축적 레벨까

지 다양한 계획 기법이 적용되었다. 단지계획 특성으로는 생활가로 개념의 적용, 

근린공원에서 이어지는 녹지 축의 계획, 블록형의 주거동 배치(중정형 단지) 등을 

들 수 있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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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에서 도시주거의 안으로 제안된 유형 중 하나가 블록형 아파트로, 이는 

은평뉴타운에서 중정형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적용되었다. 기존의 균일한 단지

구성 방식과 달리 다양한 계층과 세 를 포용하는 커뮤니티 통합 개념을 적용하면

서, 이를 중정공간이라는 건축적 장치로 해결했고 이로써 자연스럽게 생활가로를 

형성하게 되었다.114

진관동 구파발10단지(2010)와 구파발 9단지(2010)는 단지출입, 상가, 공원·휴게

시설, 운동시설, 주거동, 놀이터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상가는 가로에 

면하여 위치하는데, ‘가로의 생활 공간화’를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이러한 계획 

의도는 공간구조 속성에서도 드러난다. 상가의 중심성은 높게 분석되었다. 공원·휴

게시설은 광장, 산책로, 소규모 휴게공간 등이 있다. 상가 다음으로 공원·휴게시설

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 증가는 주거동의 중심성이 

하락하는 현상과 함께 설명될 수 있다.

그림 5-42 은평뉴타운 내 녹지 축

분석항목에서 주거동의 중심성이 상당히 낮게 분석된 것은 단지 내에서 주거동

의 출입로의 접근성 및 이동 효율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5기와 6기의 몇몇 사례들

은 주거동의 중심성이 낮게 분석되었고 7기에서는 분석항목 중에서 주거동의 중심

성이 가장 낮은 사례도 있다. 

113 뉴타운 사업 중 은평 지구는 신시가지 유형으로 SH공사가 시행하였다. 24개 지구 및 균형개발

촉진지구는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민간은 개발시행을 주관하였으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으

로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2005.12.31.)’이 제정되었다. 총 17,464호 주택건설 계획 중 단독주

택은 257호, 아파트는 17,207호를 차지한다. 

114 무영건축사사무소, Mooyoung, 2010, 300-303;에서 인용된 전남일 2010, 38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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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반포GS자이(2008)과 북가좌동 DMC 1-3단지(가재울뉴타운, 2013)은 

주거동의 중심성이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두 사례의 경우, 주거동과 기타 

편의시설의 중심성 편차는 크지 않다. 중심성 수준이 근접한 항목으로는 DMC1단

지와 반포자이는 주거동과 놀이터, DMC2단지는 주거동과 운동시설·놀이터이다. 

반포자이 단지는 경사진 지에 위치한다. 지의 레벨 차이로 인해 지하 공간이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등학교를 중심

으로 단지 내 메인 보행로가 반원 형태로 계획되었다. 이 메인 보행로에 면하여 주

민편의시설인 자이센터가 위치한다. 그 옆에는 선큰(sunken) 공간이 있다. 자이센

터 지하에는 헬스, 사우나, 수영장, 골프, 취미교실, 지상1층에는 카페, 은행ATM, 

2층에는 어린이도서관, 독서실, 관리사무실이 배치되어있다. 

이 단지는 단지출입, 상가, 공원·휴게시설, 운동시설, 놀이터, 주거동 순으로 중심

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상가는 두 곳에 위치하는데 하나는 단지 중앙에 다른 하나

는 고속터미널 교차로 방면에 위치한다. 공원·휴게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계획되었

다. 산책로는 단지 경계를 따라서 조성되어있다. 산책로와 함께 조성된 녹지공간은 

단지외부로와 단지 내 공간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한다. 놀이터는 주거동과 인접하

여 위치한다. 놀이터와 주거동의 중심성이 낮은 것은 단지 내·외부로부터 접근성이 

낮고, 단지 전체에서 격리된 배치 속성을 의미한다. 

그림 5-43 반포자이 배치도 및 공간구조 분석결과

  

가재울뉴타운 DMC단지는 세 개의 단지가 인접하여 위치한다. DMC1단지는 단

지출입, 상가, 공원·휴게시설, 놀이터, 운동시설, 주거동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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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DMC2단지는 중심성이 단지출입, 상가,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 놀이터, 

주거동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DMC3단지는 단지출입, 상가, 놀이터, 공원·휴게시

설, 주거동, 운동시설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7기의 모든 사례에서 주거동의 중심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

본 몇몇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거동의 중심성이 낮은 것은 그 배경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단지 외부공간에서 보행공간은 점점 세분화되었다. 

단지 외부로에서 주거동으로 접근하기 위해 상 적으로 거쳐야하는 단위공간이 증

가하는 것은 공간적 깊이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둘째, 단지 내에서 놀이터, 운동시

설, 공원·휴게시설이 별도의 공간으로 배치되기보다는 파편화되어 외부공간의 여

러 곳에 위치하거나 주거동 저층부 또는 단지 중앙부에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커

뮤니티 센터로 조성되기도 한다.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이 조금

씩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단지 내에서 접근

성이 높은 공간배치는 그만큼 단지 내에서 통합된 공간구조 속성을 지닌다. 특히, 

반포자이단지는 기존의 아파트단지와 2000년  초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주상복

합이 중첩된 공간배치 양상을 보인다.

앞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주거동의 격리된 공간배치는 단지 외부로부터의 접근

성이 낮기 때문에 방범 및 보안 측면에서 유리하다. 단지 내에서도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해당 주거동 출입공간의 프라이버시가 공간적 격리를 통해서 강조되는 측

면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단지 내·외부로부터 접근성이 낮은, 내향적인 공간구

조 속성은 앞으로도 많은 단지들 사례에서 관찰될 것으로 예측된다.

단지 상가는 주거동 저층부에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이러

한 방식으로 상가가 배치되었더라도 사례별 중심성 수준의 차이가 있다. 전농동 래

미안전농크래시티(2013), 미아동 래미안트리베라2차 단지(2010), 응암동 백련산

힐스테이트2단지(2013)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래미안전농크래시티는 단지출입, 상가, 주거동,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 놀이터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주거동 저층부는 상가와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 

상가가 있는 주거동은 로에 면해 있고 커뮤니티 센터가 위치한 주거동은 단지 안

쪽에 위치한다. 래미안트리베라2차단지, 백련산힐스테이트2단지 사례에서도 상가

가 가로에 면하여 선형으로 위치한다. 두 사례는 상가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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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래미안트리베라2차단지는 상가, 단지출입, 공원·휴게시설, 주거동, 운동시

설, 놀이터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백련산힐스테이트2단지는 상가, 단

지출입, 공원·휴게시설, 주거동, 놀이터, 운동시설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44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2단지 상가 위치 및 분석결과

그림 5-45 미아동 래미안트리베라2차단지 상가 위치 및 분석결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공간구조 속성은 단지출입, 상가, 주거동, 기타 편의시설 

순서의 중심성 위계로 설명된다. 이러한 속성은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2009), 방

배동 롯데캐슬아르떼(2013) 등 많은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래미안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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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지 단지는 분석항목의 중심성이 단지출입, 상가, 주동, 놀이터, 공원·휴게시설, 운

동시설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단지 상가는 ‘ㄱ’자 형태로 반포 로에 면하여 위

치한다.115 롯데캐슬아르떼단지는 단지출입, 상가, 주거동, 운동시설, 공원·휴게시

설, 놀이터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그림 5-46 방배동 롯데캐슬아르떼 상가 위치 및 분석결과

그림 5-47 래미안퍼스티지 배치도 및 분석결과
 

7기의 공간구조 속성은 전반적인 경향과 각 사례별 분석결과를 통해서 검토되었

다. 사례들 중 상당수는 단지출입 공간, 상가, 주거동, 기타 편의시설 순으로 중심

성 위계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중심성 위계는 7기뿐만 아니라 전 시기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공간구조 속성이다. 래미안퍼스티지, 롯데캐슬아르떼 단지 등의 사

례들은 아파트단지의 전형적인 공간구조의 속성을 보여준다. 반면, 반포자이, DMC

115 헤스티아(Hestia)로 불리는 주민커뮤니티시설은 키즈룸, 수영장, 사우나, 골프장,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헤스티아는 래미안 브랜드에서 관리 운영하는 커뮤니티 센터의 공동된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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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구파발9·10단지 등 몇몇 사례들에서는 주거동의 중심성이 상당히 낮게 분석

되었다. 이는 공원·휴게시설의 중심성 상승 경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7기에서

는 기타 편의시설의 중심성이 수렴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타 편의시설의 중심성은 

주거동 수준에 근접해진다. 이는 기타 편의시설과 주거동과의 연결 관계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2.2. 유  속성

앞 소절에서는 각 시기별로 공간구조 속성을 분석항목 간의 중심성 변화 여부로 

살펴보았다. 해석은 해당 시기의 사회적 배경과 단지계획 특성을 검토하고 사례별 

분석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각 시기별로 실천되었던 계획적 시도

와시기별 계획 경향이 공간구조 상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또는 공간구조 속성

으로 설명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시기의 전반적인 공간구조 속성은 해당 시기

의 사례들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 결과,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중심성의 변화가 좁

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위상학적 중심성 위계라는 틀은 모든 시기에서 유지되

고 있었다. 분석항목의 중심성 위계는 모든 시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구

조 속성이다.

본 소절은 아파트단지의 유전적 속성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아파트단지의 공간

구조 분석 결과를 통해서 도출된 공간구조의 이중적 속성을 짚어본다. 다음으로 아

파트단지에서  모든 시기동안 분석항목의 중심성 위계가 유지되는 현상이 공간구

조의 유전적 속성으로 해석되는 근거를 설명한다. 마지막 논의는 아파트단지의 유

전적 속성과 표현적 속성에 한 관점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결과물이 지니는 계획

적 의미에 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아 트단지의 공간구조가  지니는 이 성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는 단지 외부로부터의 격리와 단지 내부로부터의 통합된 

형태를 통해서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단지출입 공간은 분석 항목 중에서 중

심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단지출입 공간의 중심성은 6기를 제외하고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시기별 접근성이 점점 낮아진 셈이다. 아파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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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지출입 공간이 격리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지 내·외부로

부터 단지출입 공간으로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은 이동의 효율성도 낮아지면서 

해당 공간으로의 통행량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단지 

외부로부터는 ‘닫힌, 게이티드(gated) 성격’을 나타낸다.116 

반면, 기타 편의시설은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7기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명확하게 도출되었다. 순위그룹은 유지되면서 3기부터 7기까지 분석항목 간 편차

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휴게시설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여 주거동의 중심성 수준에 근접하였다. 단지출입 공간과 

상가를 제외한 항목들은 시기별 중심성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이는 공간구조 상

에서 깊이가 얕은, 덜 격리된 배치 속성을 보여준다. 또한 접근성은 점점 높아졌음

을 의미한다. 공동생활공간 및 편의시설에 해당되는 항목들의 중심성이 계속 증가

하면서 수렴하는 분석 결과는 단지에서 그 속성이 ‘통합된(integrated), 오픈된

(opened) 성격’을 보여준다. 

한편, 아파트단지에서 중심성 수준의 변화는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공간들 간의 

연결 관계에서 기인한다. 1기에서 7기까지 단지의 공간구조는 공간들 간의 연결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타 편의시설의 중심성이 

주거동의 중심성 수준으로 수렴하는 결과는 주거동과 기타 편의시설 간의 연결성

도 그만큼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일찍이 놀이터는 주거동과 가까이 배치되기 시작

했고 공원·휴게시설은 놀이터·운동시설 또는 녹지공간과 연계되어 단지 내 여러 곳

에 조성되고 있다. 

요약하면,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성격이 겹쳐져 나타

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지 외부에 하여 닫힌 속성과 단지 내부에서의 열

116 아파트단지는 단지의 외부 환경과 단절되고 교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폐쇄적’인 성격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주변 환경과 단절되어 단지 내에서만 생활이 이루어지는 자기완결

적 구성, 폐쇄적인 구조, 도시의 섬 등 그 내용은 다양하다. 물리적 환경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면 물리적인 폐쇄성을 드러내는 것은 단지를 둘러싸는 담장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폐쇄적’이

라는 단어는 그 의미와 활용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부정적인 인상 내지는 어감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하는 과정에서 ‘닫힌, 또는 게이티드(gated) 성격’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외부

와 연결된 부분이 있고 교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격리된 공간배치가 이루어지더

라도 전체 공간구조 상에서 공간들 간의 연결관계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폐쇄적’은 외부와

의 연결이 없고 교류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의미로 간주하여 ‘닫힌, 게이티드’ 용어와 구분하여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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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속성은 아파트단지에서 공간구조의 속성이 이중적임을 의미한다.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가 가지는 이중성은 ‘단지식 공간구조’가 유지되면서 게이티드 성격이 강

화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아파트단지에서 상반되는 공간구조 속성은 서로 다른 가

치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5-48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아 트단지의 유  속성과 계획  의미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속성

유전적 속성은 다수의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어야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

서도 그 속성이 유지되어야한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은 유전

적 속성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아파트단지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

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단지 내에서 주요 지점의 중심성 위계는 변하지 않고 유지

되었다. 모든 시기에서 도출된 이러한 공간구조 양상은 다수의 사례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고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아파트단지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은 변하지 않는가? 유전적 속성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다만, 유전적 속성

은 변하지 않지만 그 내에서는 변하는 것이 있다.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분석항목의 중심성 위계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내에서 중심성 수준

은 변하였다. 중심성 수준이 변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가 지

니는 이중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단지 외부로부터는 게이티드 성격이 강화되고 

단지 내부적으로는 오픈되는 공간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식 공간구조가 유지됨과 동시에 이전보다 단지성이 강화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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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음 표는 앞 소절의 해석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각 시기별 분석결과는 변하

지 않고 지속되는 공간구조 속성과 변하는 공간구조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아 트단지의 유 ·표  속성

아파트단지에서 가시적으로 파악되는 가장 큰 변화는 고층화·고밀화를 들 수 있

다. 밀도의 증가에 응하는 계획기법은 각 시기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례들도 몇몇 있었다. 계획적 측면에서 의미

가 있는 시도들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117 분석결과, 한국에 아파트

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반세기 동안 공간구조의 속성이 유지되었고, 이러한 유지

력은 아파트단지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속성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 아

파트단지 내 주요 지점의 중심성 위계는 변하지 않았고 이러한 양상은 다수의 사례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전적 속성’으로도 이해될 수 있

는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아파트단지에서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이 나

타나고 존재함을 규명할 수 있다. 아파트단지에서 1960년 부터 최근까지 겉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 밀도, 형태 등의 물리적 환경은 변화하였다. 이러한 

아파트단지의 표현적 속성의 변화는 가시적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근본

적으로 들여다보면 아파트단지에서 유전적 속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아파트단지

의 물리적 환경의 뼈 가 되는 공간구조 상에서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이 실재한다.

계획  함의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를 분석하여 단지 내 주요 지점의 중심성 위계

가 지속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에서 나타

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이 주거환경에서 긍정적인 기능만을 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이 사회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한지 여부 또

117 은평뉴타운 사례와 같이 단지계획에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유

형을 도입’(전남일, 2010;380)할 수 있다는 점은 일찍이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다만 

공공주도 하에 시도되었던 다양한 계획적 노력들이 지속되어왔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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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순하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규명한 아파트단지의 유전적 속성은 긍정적인 의미만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문화의 성격에서는 추상적일지라도 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가 

내포되어 있다.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주거공간에 반영되고 주거공간에서는 물리적 

실체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더라도 부정적인 작용

을 강조하거나 또는 문화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물리적 환경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중

에서 밀도의 증가는 가장 큰 변화로 표될 수 있다. 아파트단지에서 나타나는 공

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은 계획적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응하지 못했

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계획의 경직성·빈곤화 문제는 결국 그 주체가 관

련 전문가 또는 공급 주체로부터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계획의 주체만으로

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계획은 수용적 측면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의 경직성 문제는 유전적 속성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

르다. 다만, 아파트단지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이 계획의 수용적 측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은 주거단지에서의 보편적인 계획원리

(planning principles)에 한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단지계획은 일반적인 원리 또

는 설계의 지침(guideline)이 존재하는데, 이는 아파트단지에서도 적용된다. 그렇

다면 아파트단지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은 보편적인 계획원리인가? 

아파트단지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은 일반적인 계획원리에서 기인

한 부분도 있다. 특히, 단지형 공간구조가 지니는 일반적인 공간의 구조적 속성도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단지형 공간구조에서 단지출입 공간은 단지 내부에서 

단지 외부로, 또는 그 반 로 출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공간들보다 보행량이 

가장 많고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단지출입 공간은 중심성이 가장 높은 공간배치로 

선점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계획원리가 전적으로 공간구조

의 유전적 속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유전적 속성은 보편적인 계획원리에

서 기인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획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유

전적 속성 내에서는 다양한 변화의 스펙트럼이 존재하였다. 유전적 속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체의 성질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으로도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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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분석결과 공간구조 속성

제1기

1966-

1975

4개의 순위그룹 형성

(단지출입/상가/주거

동, 공원·휴게/운동, 

놀이터)

▫ 분석항목의 중심성 위계가 명확하게 구분됨

▫ 상가는 가로에 면하여 위치하거나 단지 중앙에 위치 → 두 경

우 모두 중심성이 높게 나타남

▫ 공원·휴게시설은 단지 중앙에 위치

제2기

1976-

1985

1기 순위그룹 유지

상가 중심성 증가

▫ 1기의 경향 지속됨

▫ 상가는 단지 경계, 가로에 면하는 방식 고정 → 외부화 경향, 

단지 내에서 중심성이 높은 곳이 중앙에서 경계로 이동

제3기

1986-

1989

상가 중심성 하락

공원·휴게시설 중심

성 하락 ‣ 4위 그룹으

로 합류

▫ 분석항목 간 중심성 변화 → 다양한 계획 개념의 적용 및 실험

적 사례, 보행공간 및 공용생활공간에 대한 계획적 고려의 영향

▫ 여전히 상가의 외부화 경향이 지속되지만 중심성은 이전보다 

낮아짐 ‣ 단지 내에서의 접근성 낮아짐 

▫ 공원·휴게시설의 규모가 작아지고 분산되어 배치되는 양상 → 

단지 내에서 격리된 곳에 배치

▫ 큰 틀에서의 목동·상계신시가지의 공간구조 속성은 동일함

제4기

1990-

1995

3기 순위그룹 유지

단지출입 중심성 하락

운동, 놀이터 중심성 

상승세

▫ 공원·휴게시설은 격리된 공간구조 속성 → 내부화 경향

▫ 4위 그룹의 중심성이 점점 상승함 → 이전 시기보다 접근성 및 

이동효율성이 높아졌음을 의미

▫ 주거동의 중심성 구분이 뚜렷해짐 → 기타 편의시설이 통합적

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지만 주거동과의 연결은 미흡. 외부공간의 

중요성 높아지기 시작하나 기타 편의 시설로의 연계도 미흡

제5기

1996-

2000

4기 순위그룹 유지

상가 중심성 상승

공원·휴게시설의 중

심성 회복

▫ 4기의 경향 지속됨

▫ 상가의 중심성은 강화 → 외부화 경향 심화됨. 단지의 외부 가

로 중에서도 결절점에 위치. 주거동 저층부 활용하는 추세 증가

▫ 공원·휴게시설을 단지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 → 단지 녹지면

적 확보, 조경계획의 중요성 높아졌으나 단편적으로 이루어짐

제6기

2001-

2005

상가는 계속 상승

3·4위 중심성 수준

이 근접해짐

▫ 상가의 외부화 경향이 극대화됨 → 인접 단지와의 상권 형성

▫ 기타 편의시설의 중심성 수준이 근접해짐 → 인접하여 배치. 공

용공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공간배치에서도 나타남 

▫ 차별화 전략으로 산책길, 광장, 휴게시설 등의 계획으로 공간구

조 상에서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음

제7기

2006-

2013

단지출입 공간과 상가 

소폭 하락

3·4위 그룹의 수렴

▫ 단지출입 공간은 중심성이 가장 높지만 이전 시기보다 중심성

은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격리된 속성

▫ 반면, 기타 편의시설의 중심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격차는 좁아

짐 → 해당 시설로의 접근성 높아짐. 통합된 공간으로 조성 → 

복합적인 공간설계

모든 

시기

중심성 위계는 단지출

입>상가>주거동>기타 

편의공간 순으로 유지

됨

▫ 큰 틀에서의 공간구조 속성은 유지되고 동일한 속성 내에서의 

변화는 존재함 → 유전적 속성으로의 해석 가능성

▫ 단지출입 공간의 중심성 하락세와 기타 편의시설의 중심성 하

락세 → 단지 공간구조가 외부로부터는 gated, 단지 내에서는 

opened된 성격을 보여줌 

표 5-12 아파트단지의 시기별 공간구조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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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단 세  평면의 유  속성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단위세  평면의 물리적 환경에서 근본적인 

변화 여부에 하여 공간구조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공간구문론

을 활용하여 단위세  평면의 공간구조를 재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항목으로는 단위세  평면에서 벽으로 구획되고 출입이 가능한 해당되는 현

관, 거실, 부엌/식당, 발코니, 안방, 안방을 제외한 방을 선정하였고, ‘외부’를 추가

하였다. 아파트단지와 같이 7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평면에서 각 항목 간의 중

심성 변화 여부와 함께 군집분석을 통해 각 시기별 군집이 어떻게 묶여지고 변화하

는지를 분석하였다. 

단위세  평면의 공간구조 분석 결과에 한 해석은 4장의 결과의 내용으로 기

술하였던 시기별 공간구조의 분석결과와 변화추이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모든 시

기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속성과 각 시기별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속성을 해당 

시기의 계획 특성과 함께 살펴본다. 이러한 1차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단위세  평

면의 공간구조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속성에 하여 설명하는 단계가 2차 해석이

다. 단위세  평면의 각 시기별 공간구조의 변화 추이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나타나

는 속성에 하여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으로 해석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마지

막 단계에서는 앞에서 이루어진 해석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건축계획 관점

에서 단위세  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이 지니는 의미를 논의

하고 전제되어야 하는 것과 다른 측면에서의 해석 가능성 여지에 하여 재론한다.

3 .1. 시 기 별  공간구조 속성

단위세  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속성은 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기별로 자세히 살펴본다. 4.2장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시기와 구

분되는, 해당 시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한 다음, 각 시기의 사례

별 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각 시기의 공간구조 속성에 한 해석은 계획적 차원에

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기구분의 기준이 되었던 사회적 배

경, 주거 관련 정책 및 제도, 단위세  평면계획 경향이 해석의 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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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 19 6 6 -19 75) : 아 트의 도입, 최 의 규모 아 트

1기는 총 55개의 사례가 분석되었다. 이 시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분석 사례 수

가 적은 편이다. 3LDK 평면은 한강공무원(1966), 한강민영(1971), 반포주공

(1973), 잠실주공1-4단지(1975) 등을 포함하여 31개가 분석되었다. 4LDK 평면은 

여의도시범아파트(1971), 반포주공아파트(1973), 한강렉스맨션(1974) 삼성동 해

청아파트(1975) 등 27개이다. 다음은 분석결과와 유형별 주요 공간의 순위를 정리

한 것이다.

그림 5-49 단위세대 평면의 분석 결과(1기)

구분
비율

(해당 사례 수)
 주요 공간의 순위

3LDK

C1 76.7% (23)  L > KD > E > BR1 > BAL_L > BR_AVG > OUT > BAL_K

C2 16.7% (5)  L > E > KD > BAL_L > BR1 > BR_AVG > OUT > BAL_K

C3 6.7% (2)  L > E > KD > BR1 > BAL_L > BR_AVG > OUT > BAL_K

4LDK

C1 5.6% (14)  L > KD > E > BAL_L > BR1 > BR_AVG > BAL_K > OUT

C2 36.0% (9)  L > KD > BAL_L > E > BR1 > BR_AVG > OUT > BAL_K

C3 8.0% (2)  L > KD > BAL_L > E > BR1 > BR_AVG > OUT > BAL_K

표 5-13 주요 공간의 중심성 순위(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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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LUSTER1 CLUSTER2 CLUSTER3

3
LDK

4
LDK

표 5-14 유형별 주요 공간의 중심성 비교(1기)

구

분
CLUSTER1 CLUSTER2 CLUSTER3

3
LDK

잠실동_주공3·4_17N_S 여의도동_대교_26_C 방배동_삼호_32

4
LDK

여의도동_여의도시범_36 반포동_반포주공_36A 영등포구_여의도동_삼부_40

표 5-15 유형별 사례(1기)

1기는 아파트가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도기였다. 아파

트라는 서구의 주거유형이 들어오면서 서구의 생활양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도 한편에서는 존재하였다. 입식생활, 식당의 개념, 난방시스템 등은 새로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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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전제되는 생활양식이었지만 곧바로 정착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생활지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난방방

식의 변화로 아파트에서 추위에 비하는 지침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1970년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이후에는 하중문제로 장독 를 무조건 없애려는 시도도 있었

다.118 난방방식은 연탄보일러 또는 개별 연탄아궁이였다. 단위세  평면에서 부엌

이 폐쇄적인 형태로 다른 공간보다 바닥이 낮게 계획되었다는 점은 서구에서 입식

생활이 도입되었으나 일반화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아파트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 맘모스, 마포아파트가 준공되어 지금 막 

손질인 단장공사를 서두르며 시민들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중략) 내부시설은 

‘샤워’ 식목욕탕, 수세식변소, 연탄으로 물을 끓이는 ‘스팀’시설 그리고 건물 전체 

시설로 ‘엘리베이터’와 자가발전기가 시설되어있으며 각 가구로 수돗물을 급수하

는 물 ‘탕크’가 옥상에 마련되어 있다.119 

그림 5-50 아파트 생활의 과도기적 모습
매일경제 (1970), 경향신문 (1971)

아파트에서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을 결정하는 단위세  평면의 계

획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의 평면의 계획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표적인 

예로는 공사분리 원칙이 적용된 평면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아파트 도입 초기에는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된 평면 사례들이 있었다. 그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118 매일경제, 아파트 월동채비: 편리한 살림위한 어드바이스, ‘베란다쪽의 좁은 부분을 2층벽으로 

만들어 김치광으로 쓰면 편리하다’, 1970.11.05. 6면

경향신문, 서울 새 풍속도 속 시민아파트, ‘하중문제, 미관상의 딱지로 수난받는 시민어파트의 장

독 ’, 1971.04.12. 6면

119 경향신문, ‘샤워’에 ‘스팀’까지: 마지막 단장에 바쁜 마포아파트, 1962.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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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감소하다 결국은 사라졌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엄격하게 분리된 공간구

성이 우리의 생활양식을 수용하지 못한 결과이다.

공·사영역 분리형이 지속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원인은 전통적 공간구성의 뿌리 때

문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는 것 보다는 거실이 도시한옥에서의 마

당과 같이 가족 구성원 교류의 영역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한국적 정서 때문이었

다. 또한 가능한 한 넓고 개방적인 공간감을 갖는 거실에 한 욕구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파트는 얼핏 보면 서구적 주거유형의 특징을 보이지만 내부에

서는 한국적 계획원리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왔다.120

1기에서 나타나는 단위세  평면의 공간구조 속성은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이다. 

평면의 분석항목 중에서 거실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3LDK 평면의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거실과 다른 공간들 간의 중심성 차이에 따라 각 유형의 공간

구조 속성이 설명된다. 3LDK 평면에서 유형2는 거실의 중심성과 다른 공간들 간

의 편차가 크다. 유형3는 현관의 중심성이 거실의 중심성과 유사하게 분석된 것이 

특징이다. 4LDK 평면의 분석결과, 유형1은 거실의 중심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형2

는 유형1보다 거실의 중심성이 강조되지는 않지만 거실의 중심성이 가장 높다. 유

형3은 부엌/식당의 중심성이 거실 수준과 근접한 양상을 보이고 현관의 중심성이 

상 적으로 다른 유형보다 높다. 

1기의 경향을 살펴보면, 거실 다음으로는 부엌/식당 또는 현관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현관은 단위세  평면의 전체 공간구조에서 방이나 발코니보다 높다. 

특히, 3LDK 평면과 4LDK 평면에서 유형3에 해당되는 사례는 적지만 현관의 중심

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부엌/식당의 중심성은 각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

타났다. 3LDK평면의 유형1은 분석항목에서 거실 다음으로 중심성이 높았지만 유

형2·유형3에서는 거실, 현관, 부엌/식당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고 거실과의 중심성 

편차도 큰 편이었다. 4LDK는 모든 유형에서 거실 다음으로 부엌/식당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유형1은 거실과의 중심성 편차가 큰 편이었으나 유형3은 거실의 

중심성 수준에 근접하였다. 평면에서 거실과 다른 공간 간 중심성 편차가 큰 것은 

거실이 강조된 공간배치 양상이다.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가 이루어지지만 거실을 

제외한 다른 공간들 간 연결 관계는 약한 것을 의미한다. 

120 전남일 201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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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입 초기로서 아직 안방의 계획규범이 정착되지 않고 있던 1970년 에는 

한강 아파트(1970), 반포주공(1974) 등에서 안방이 북향에 배치되거나 부엌이 남

향에 배치되는 등 예외적인 사례들이 발견되지만 이러한 사례는 곧 사라지면서 안

방, 거실이 남향배치된 평면이 범용적인 평면으로 굳어진다.121

안방은 다른 방들보다는 중심성이 높지만 거실, 부엌/식당, 현관보다는 낮게 분

석되었다. 실제로 안방은 그 기능과 용도를 바탕으로 공간배치 측면에서 과도기를 

겪고 있었다. 공동주택연구회(1999)는 위와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한국에서 남향

을 선호하는 경향과 가부장적 생활양식을 지적한 바 있다. 안방이라는 공간은 ‘가

장의 공간’이고 동시에 ‘가족공용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으로 인식한 결과임을 설명하였다.122 

121 공동주택연구회 1999, 362.

122 ibid. 36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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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 19 76 -19 85) : 아 트의 확산, 아 트 열기 와 규모 민 단지

2기는 총 479개의 사례가 분석되었다. 3LDK 평면은 신반포 한신1차(1977), 잠

실주공5단지(1977), 둔촌주공단지(1979), 고덕주공단지(1985) 등 296개의 사례가 

해당된다. 4LDK 평면은 방배동 삼호아파트(1976), 압구정동 한양1차(1977), 잠실

동 장미1·2차(1978) 등을 포함하여 183개의 사례가 분석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좌

측 및 가운데 그림은 3LDK 평면의 유형분류 결과를 우측 그림은 4LDK 평면의 유

형 분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51 단위세대 평면의 분석 결과(2기)

구분
해당 비율

(해당 사례 수)
 주요 공간의 순위

3LDK

C1 40.9% (121)  KD > L > E > BR1 > BR_AVG > BAL_K > BAL_L > OUT

C2 36.8% (109)  L > KD > E > BAL_L > BR1 > BR_AVG > OUT > BAL_K

C3 22.3% (66)  KD > L > E > BR1 > BR_AVG > BAL_L > OUT > BAL_K

4LDK

C1 86.3% (158)  L > KD > BAL_L > E > BR1 > BR_AVG > OUT > BAL_K

C2 7.7% (14)  L > KD > E > BR_AVG > BR1 > BAL_L > BAL_K > OUT

C3 6.0% (11)  KD > L > BR1 > E > BR_AVG > BAL_K > BAL_L > OUT

표 5-16 주요 공간의 중심성 순위(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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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LUSTER1 CLUSTER2 CLUSTER3

3
LDK

4
LDK

표 5-17 유형별 주요 공간의 중심성 비교(2기)

구

분
CLUSTER1 CLUSTER2 CLUSTER3

3
LDK

서초구_서초동_삼호_31A 잠실동_시영_20 잠실동_주공2단지_19_S

4
LDK

강남구_역삼동_개나리1차_29 강남구_압구정동_미성1차_50_S 강남구_대치동_청실_43

표 5-18 유형별 사례(2기)

2기는 규모의 민영단지들이 건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확산되는 시기이

다. 이 시기는 부엌/식당 공간의 입식생활과 함께 입식 생활과 좌식 생활이 절충되

어가는 시기이다. 아파트 내 시설로 보일러와 양변기가 량 보급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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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3 또한, 난방방식의 변화는 부엌 공간의 입식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난

방방식이 개별 연탄난방, 또는 연탄보일러와 같은 난방방식에서 1970년  이후 중

앙집중식으로 바뀌었다. 난방방식이 바뀌면서 재래식 아궁이가 점점 사라지고 부

엌 공간도 입식으로 변하였다. 식탁이나 소파와 같은 입식생활의 가구가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입식생활도 일반화되었다. 

부엌과 식당은 거실과 개방된 형태인 LDK구성의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방과 같은 사적 공간과 부엌, 거실과 같은 공적 공간이 분리된 배치였다면 LDK구

성의 평면은 거실 또는 화장실에 의해 방이 분리되는 배치로 변화하였다. 특히, 환

기팬과 같은 기계식 환기로 인해  화장실 위치가 외기에 면하지 않아도 되어 평면

상 중앙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형 평형 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안방에 부부

전용 욕실 또는 드레스룸과 같은 부속실이 계획되는 사례도 등장한다. 4LDK 평면

에서는 부엌/식당 공간과 인접하여 소규모 방이 위치한다. 

그림 5-52 신반포아파트 분양광고
경향신문 (1978.10.28; 3)

난방 방식이 바뀌면서 부엌의 공간 형식과 공간 위상은 크게 변화하였다. 부엌의 

바닥 높이가 마루와 같아지면서 부엌과 다른 공간과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또 부

엌이 반드시 안방과 나란히 붙어 있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허드렛일을 하는 장

소로 다용도실을 만들어 구분함으로써, 부엌은 깨끗한 공간이 되어 우선 식당과 

하나로 통합되고 마침내는 거실과도 바로 연결되는 통합적인 공간이 되었다.124

3LDK 평면의 공간구조 속성은 크게 부엌/식당의 중심성이 높은 경우와 거실의 

중심성이 높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두 흐름은 2기에서 시작하여 5기와 6기까

지 이어진다. 3LDK 평면에서 유형1과 유형3은 부엌/식당, 거실, 현관, 안방 순으

123 동아일보, 에필로그 70년 : 집, 도시계획 양적 시 , 1979.10.18., 3면

124 전봉희, 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녘, 2012,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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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다. 3LDK 평면의 유형2는 거실의 중심성이 높은 경우로 

분석항목의 중심성은 거실, 부엌/식당, 현관, 거실발코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

형1은 부엌/식당의 중심성이 높지만 거실과 그 차이가 적으나 유형2는 거실과 부

엌/식당을 포함한 다른 공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공간 간의 연결 관계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다. 방배동 소라아파트 사례에서 좌측 

3LDK 평면은 유형1에 해당이 된다. 거실과 안방이 맞닿아 있지만 안방의 문은 부

엌/식당 방향에 위치한다. 만약, 안방의 문이 거실 방향으로 위치한다면 중심성의 

순위 또는 각 공간의 편차는 달라질 것이다.

4LDK 평면은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거실의 중심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지속된

다. 유형1에 해당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유형1은 거실, 부엌/식당, 거실발코

니, 현관, 안방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는데, 거실과 다른 공간들 간의 중심

성 편차가 크다. 유형2는 거실과 다른 공간과의 중심성 편차가 적다. 앞의 유형별 

사례 표와 같이 압구정동 미성1차단지의 평면은 공사분리 원칙으로 계획된 사례로 

거실의 중심성이 높지만 부엌/식당의 중심성 수준과 유사하다. 2기의 4LDK 평면

에서 나타나는 공간배치의 전형적인 양상은 평면에서 거실이 중심에 위치하며 거

실과 부엌/식당을 중심으로 각 방들이 분리되는 형태이다. 유형3은 중심성이 부엌/

식당, 거실, 안방, 현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53 방배동 소라아파트 단위세대 평면
아파트백과 (1997) p.340

위 그림에서 우측은 4LDK 평면의 유형3에 해당된다. 4LDK의 유형3은 부엌/식

당의 중심성이 높은 경우로 그 비율이 낮다. 유형3은 안방의 중심성이 다른 유형보

다 높은 편이다. ‘그림5-57’을 보면, 여의도동 광장아파트의 4LDK 평면에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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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평형)은 유형1, 좌측(34평형)은 유형3에 해당된다. 두 평면 모두 부엌/식당과 

연결된 소규모 방이 존재한다. 이 방은 2기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 방은 부엌

/식당과 인접하여 배치되고 그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 방은 식모 방, 가사도

우미 방으로 표기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명칭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2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소규모 방의 출입이 주로 부엌/식당을 거치게 되어있다. 이 방

의 공간배치 속성과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2기의 후반, 3기부터이다. 

2기 이후에는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전이 공간과 연결되며 그 규모도 증가한다. 

그림 5-54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단위세대 평면
아파트백과 (1997) p.425

 

2기는 평면 중앙부에 화장실이 위치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계식 

환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화장실이 평면의 중앙에 위치함에 따라 화장실로은 

전이 공간, 거실, 부엌/식당 중에서 한 공간과 연결 관계에 놓인다. 어떤 공간과 링

크를 형성하느냐는 공간 간의 연결 관계에서 미세한 차이로 간주될 수 있으나, 단

위세  평면은 그 구조가 아파트단지보다 덜 복잡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각 공간의 

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밖에 현관의 공간구조 속성을 살펴보면, 4LDK 평면은 현관이 안방 또는 거실 

발코니보다 격리되어있다. 3LDK 평면에서는 거실 및 부엌/식당 다음으로 중심성

이 높아 4LDK 평면과 비교하였을 때 덜 격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위세  평

면에서 특정 공간이 구조적으로 통합되거나 격리된 정도는 다른 공간들로의 이동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현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3LDK에서 통합된 속성을, 4LDK

에서는 비교적 격리된 속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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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기 ( 19 86 -19 89 ) : 신시 가 지 개발 , 아 트 상설계

3기의 분석평면은 총 374개이다. 3LDK 평면은 285개, 4LDK 평면은 89개이다. 

이 시기는 목동주공단지(1986), 아시아선수촌단지(1986), 상계주공단지(1987), 올

림픽선수기자촌단지(1988) 등의 사례들이 포함된다.

그림 5-55 단위세대 평면의 분석 결과(3기)

구분
해당 비율

(해당 사례 수)
 주요 공간의 순위

3LDK

C1 45.3% (129)  KD > L > E > BR1 > BR_AVG > BAL_L > OUT > BAL_K

C2 27.7% (79)  KD > L > BR1 > BAL_L > E > BR_AVG > BAL_K > OUT

C3 27.0% (77)  L > KD > E > BAL_L > BR1 > BR_AVG > OUT > BAL_K

4LDK

C1 91.0% (81)  L > KD > BAL_L > E > BR1 > BR_AVG > OUT > BAL_K

C2 7.9% (7)  L > KD > BAL_L > E > BR1 > BR_AVG > OUT > BAL_K

C3 1.1% (1)  KD > L > E > BR1 > BR_AVG > BAL_L > OUT 

표 5-19 주요 공간의 중심성 순위(3기)

3기는 단지계획과 단위세  평면의 계획에서 이전의 시기보다 다양한 계획적 개

념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신시가지 개발, 아파트 현상설계 등 이

러한 시도는 주로 공공단지에서 실천되었다. 한강지구단지와 반포지구단지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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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었던 복층형 구조는 올림픽선수기자촌단지에 적용되었다. 평면에서 이루어진 

계획적 시도 중에는 목동·상계주공단지의 ‘3 가족형’ 평면, 상계주공단지에서 시

도된 거주자 요구를 반영하는 주문식 평면 등이 있다.125 단지계획에서의 새로운 

계획기법들이 단위세  평면 차원까지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 구성 다이어그램 실구성 원칙

▫ 1규모 다평면-같은 평형에서도 실구성을 다양화하여 가족

구성 수에 따라 선택가능토록 15평 이상 평형에서 시도

▫ 측세대/중앙세대-측세대에서 나타나는 불리한 조건을 극

복, 중앙세대에 비해 많은 서비스 면적제공(전후면발코니)

▫ 실별 계열화-실별로 계열화하여 조합설계방식 채택, 주호

내에서의 변화와 주호간의 변화 가능

▫ 주호규모에 따른 실구성

   

▫ 가족형과 침실수-핵가족 성장형으로서 15평, 17평은 

2LDK와 3DK, 3LDK로 다기능화될 수 있도록하여 가족수

의 증가에 대비

출처: 대한주택공사 (1989) 상계신시가지개발사1:계획편, p.94, 재편집

표 5-20 상계주공단지 단위세대 평면계획

3기에서 3LDK 평면은 전반적으로 부엌/식당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엌/

식당 중심의 공간배치가 고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3LDK 평면의 유형1은 부엌/

식당, 거실, 현관, 안방, 기타 방의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각 공간들 간의 

중심성 편차가 적은 편이다. 유형2는 부엌/식당, 거실, 안방, 거실발코니, 현관 순

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부엌/식당과 거실의 중심성이 다른 공간들보다 매

우 높은 점에서 유형1과 차이가 있다. 유형3은 거실의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경우로 

2기에 이어서 그 비율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5 상계신시가지계획에서는 건축계획의 방향 중 하나로 ‘주의식 및 주생활 양식의 변화에 부응’하

는 방안으로 ‘좌식과 입식의 혼용설계, 평형의 세분화와 다평면 시도’를 제시하였다. 

한주택공사, 상계신시가지개발사1:계획편, 19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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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LUSTER1 CLUSTER2 CLUSTER3

3
LDK

4
LDK

표 5-21 주요 공간의 중심성 비교(3기)

구

분
CLUSTER1 CLUSTER2 CLUSTER3

3
LDK

목동_주공12단지_27D 신림동_건영1차_31C1 오금동_올릭픽선수촌_43C1_S

4
LDK

송파구_문정동_올림픽훼미리_43 송파구_가락동_대림_42_S 양천구_목동_14단지_30C

표 5-22 유형별 단위세대 평면 사례(3기)

4LDK 평면의 공간구조 속성은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4LDK 평면이 3LDK 평면에 비해 공간구조 속성이 단일화, 또는 획일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LDK 평면은 3기 이후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가 유지되지만 그 내에

서 중심성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3LDK 평면과는 달리 전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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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는 유지되고 있으나 2기와 3기의 공간구조 속성은 4기, 5

기, 6기, 7기의 공간구조 속성과 차이가 있다. 단위세  평면은 형태, 전면 실 배

치, bay 수 등이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bay 구조는 4기 이전까지 3bay 구조가 일

반적이었으나 5기에서는 4bay 구조가 부분적으로 등장하였고 6기에서는 본격적으

로 적용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단위세  평면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공

간구조 상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변화는 근본적으로

는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과 동시에 주생활 요구와 같은 빠르

게 변화하는 생활양식도 반영된다. 따라서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라는 속성은 전 시

기에 걸쳐서 지속되지만 그 내에서의 차이는 존재한다. 아래 목동5단지의 사례는 

4LDK 평면에서 유형1에 해당되는 것으로 거실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그림 5-56 목동5단지 단위세대 평면 55B(좌), 45A(우)
아파트백과 (1997) p.492

1980년  후반의 한 아파트에서 보듯이, 부엌과 식당은 거실과 거의 하나의 공간

으로 통합되어 간다. 부엌과 거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따라서 공간적으로 

통합될 경우, 주부의 작업과 가족생활간의 구분 역시 모호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서 부엌이 주부만의 공간이라는 정의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126

그밖에 안방은 뚜렷한 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안방에 부속된 부부전용 

욕실, 드레스룸 또는 파우더룸은 전체 공간구조 상에서 격리된 양상을 보인다. 

3LDK·4LDK 평면에서 현관은 점점 격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6 실제로 3LDK 평면에서 부엌/식당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경향은 5기까지 지속된다.. 

최윤경, 주택평면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공간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9(1), 200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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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 19 9 0-19 9 5) : 아 트의 보편화  시  서막

4기는 총 435개의 단위세  평면 사례가 분석되었다. 3LDK 평면은 양재동 우성

아파트(1990), 잠원동 한신아파트(1991), 신정동 청구아파트(1992), 홍은동 극동

아파트(1994) 등 354개의 사례가 분석되었다. 4LDK 평면은 사당동 우성아파트

(1992), 신림동 현 아파트(1993), 신정동 삼성1·2차(1995) 등을 포함하여 81개

가 분석되었다. 3LDK 평면과 4LDK 평면에서 공간구조 속성의 변화가 명확하게 

관찰된다.

그림 5-57 단위세대평면의 분석 결과(4기)

구분
해당 비율

(해당 사례 수)
 주요 공간의 순위

3LDK

C1 51.1% (181)  KD > L > BR1 > BAL_L > E > BR_AVG > BAL_K > OUT

C2 30.2% (107)  L > KD > BAL_L > E > BR1 > BR_AVG > BAL_K > OUT

C3 18.6% (66)  KD > BR1 > L > E > BR_AVG > BAL_L_ > BAL_K > OUT

4LDK

C1 45.7% (37)  L > KD > BAL_L > E > BR_AVG > BR1 > OUT > BAL_K

C2 43.2% (35)  L > BAL_L > KD > E > BR_AVG > BR1 > OUT > BAL_K

C3 11.1% (9)  L > KD > BAL_L > BR1 > BR_AVG > E > BAL_K > OUT

표 5-23 주요 공간의 중심성 순위(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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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LUSTER1 CLUSTER2 CLUSTER3

3
LDK

4
LDK

표 5-24 주요 공간의 중심성 비교(4기)

구

분
CLUSTER1 CLUSTER2 CLUSTER3

3
LDK

삼성동_청구_35S_S 염창동_현대_35D_S 번동_주공1단지_31_S

4
LDK

관악구_사당동_현대_44_S 신내동_동성3차_131_S 중랑구_신내동_진로_49_S

표 5-25 유형별 사례(4기)

이 시기는 현재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

본이 해당되는 1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서울의 아파트 건설 붐이 신도시로 이동

한 것이다. 서울 지역은 재건축 및 재개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노후화된 아

파트를 상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 4기는 경제적 호황과 침체를 동시에 겪

은 시기이다. 아파트의 미분양 증가로 인해 단위세  평면에서 평면 유형이나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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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차별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방과 거실, 또는 방과 방 사이에 경량칸막

이를 사용한 사례가 등장하였고 실제 분양 시 제시되었다. 공간 활용의 가변성 측

면에서는 좋은 시도였으나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

다. 주거동의 코어 형태는 부분 계단식으로 계획되었으며 소형 평형 에서도 

3bay구조가 적용되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평면 개발의 붐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이다. 미분양 

증가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단위세  평면의 개발은 분양 시 과열된 경쟁 속에서 

차별화의 방안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경향은 5기에서도 심화되어 나타

난다. 새로운 평면의 개발은 주부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공모전이나 모니터제와 같

은 실제 공간의 사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평면에서 안방이 

작아지는 신 가족중심의 거실 공간에 큰 비중을 두는 경우가 있다. 필요에 의한 

특정 공간의 규모 조정과 함께 실내의 수납공간을 확 하기 위한 가변형 벽체 등 

아이디어는 실제 거주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단위세  평면계획에 적용된 사례들

이다.127 

1990년 이후 안방에는 부부전용 공간, 즉 욕실, 파우더룸, 드레스룸 등의 부속공

간 배치가 일반화되었다. 3LDK 평면은 화장실이 두 곳에 계획되고 형 평형 에

서만 계획되었던 안방의 부속된 공간들이 계획되기 시작한다. 1990년  중후반에

는 단위세  평면에서 안방과 별도로 부부침실이 계획되는 사례가 등장한다. 또한, 

안방이 평면에서 전면이 아닌 후면에 배치되는 사례도 등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4

기에서 단위세  평면의 계획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안방 전용욕실은 단순히 부부침실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욕구뿐 아니라 주택에 2

개의 욕실을 확보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욕실 사용 편리성을 증진시키려는 욕구도 

작용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욕실이 설치된 안방에서도 이를 부부전용공간

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가족 공용공간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병존하고 있

는 것이다.128 

3LDK 평면의 전반적인 공간구조 속성으로는 부엌/식당의 중심성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유형1은 부엌/식당 공간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거실, 안

127 강애진, 아파트 설계 주부아이디어 반영, 매일경제 부동산 27면, 1992.01.16.

128 공동주택연구회 1999,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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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거실발코니, 현관 순이다. 거실의 중심성은 부엌/식당의 중심성과 크게 차이나

지 않는다. 유형3은 부엌/식당, 안방, 거실, 현관 순으로 중심성이 높은데 특정 공

간의 중심성이 강화된 양상이 아닌 공간들 간의 편차가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 유

형2는 거실, 부엌/식당, 거실발코니, 현관, 안방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3LDK 평면에서 거실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LDK 평면에서는 3기의 공간구조 속성이 유지되고 있다. 몇몇 사례는 4Bay구

조로 거실 발코니의 중심성도 동시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안방의 중심성은 낮

아져 격리되는 양상을 보인다. 유형1과 유형2는 3기보다 안방의 중심성이 낮아지

는 공통점이 있으나 부엌/식당의 중심성 차이로 인해 구분이 된다. 이 시기의 

4LDK 평면은 가장 안쪽에 위치한 소규모 방과 부엌/식당의 연결 관계가 변화한다. 

이 방은 부엌/식당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었는데 사라지기 시작한다. 2기, 3

기에서 가사실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 잔재로 남아있는 공간의 연결 관계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소규모 방으로의 출입은 부엌/식당 공간을 거치는 것 

신 전이공간을 거쳐서 출입하는 배치가 일반화되기 시작한다.

거실을 서구적인 입식생활공간으로서의 가족공용공간이자 집안의 표공간으로 

확보하는 한편 안방은 전통적인 좌식생활공간으로서의 가족 공용공간이자 표공

간으로 확보하려는 욕구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129

거실 및 부엌/식당과 비교하였을 때, 상 적으로 안방의 중심성은 미세하게 변화

하여왔다. 안방은 평면에서 중심성이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으나 1기부터 4기까지

의 순위를 살펴보면 3위부터 6위까지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3LDK 평면에서는 

유형3과 같이 낮은 비율로 안방의 중심성이 거실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안방의 공간배치 양상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아파트가 되입되기 

이전의 공간배치 속성과도 연계되어 논의될 수 있다. 거실과 안방이 공용공간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입식생활 및 좌식생활이 각각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한국적 공

간배치 속성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변화로 볼 수 있다.

129 ibid.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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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 19 9 6 -2000) : 아 트의 보편화

5기는 총 1,289개의 단위세  평면이 분석되었다. 3LDK 평면은 985개로 둔촌

동 현 아파트(1996), 서초동 우성아파트(1996), 신림동 금호타운(1997), 가산동 

두산아파트(1998), 사당동 LG단지(1999) 등이 사례들이 포함된다. 4LDK 평면은 

상계동 한신아파트(1996), 오류동 동부골든(1997), 정릉동 쌍용아파트(1998), 상

계동 우방아파트(1999) 등을 포함하여 304개가 분석되었다. 5기는 3LDK 평면과 

4LDK 평면에서 단위세  평면의 공간배치 속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

그림 5-58 단위세대평면의 분석 결과 - 제5기

구분
해당 비율

(해당 사례 수)
 주요 공간의 순위

3LDK

C1 70.7% (696)  KD > BR1 > L >  E > BR_AVG > BAL_L > BAL_K > OUT

C2 20.9%  (206)  KD > L > BR1 > BR_AVG > BAL_K > BAL_L > E > OUT

C3 8.4% (83)  KD > L > BR1 > E >  BR_AVG > BAL_K > BAL_L > OUT

4LDK

C1 53.6% (163)  L > BAL_L > KD > BR1 > BR_AVG > E > BAL_K > OUT

C2 33.6% (102)  L > BAL_L > E > BR1 > BR_AVG > KD > OUT > BAL_K

C3 12.8% (39)  L > KD > BR1 > BAL_L > E > BR_AVG > BAL_K > OUT

표 5-26 주요 공간의 중심성 순위(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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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LUSTER1 CLUSTER2 CLUSTER3

3
LDK

4
LDK

표 5-27 주요 공간의 중심성 평균(5기)

구

분
CLUSTER1 CLUSTER2 CLUSTER3

3
LDK

이촌동_동아그린_33_S 당산동_현대3차_31C_S 정릉동_쌍용_26_S

4
LDK

사당동_신동아5차_43_S 구로구_구로동_태영_38_S 노원구_하계동_우방_42_S

표 5-28 유형별 사례(5기)

5기는 아파트가 보편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분양가 자율화 및 아파트미분양 

현상으로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맞는 평면개발이 강조되었고, 주상복

합아파트가 등장하였다.130



5장. 해석

215

부엌/식당 공간은 평면에서 전면 남향으로 배치되었고 부엌/식당 공간 내에서 오

픈형 주방과 같이 가구의 배치 또한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시도되었다. 부엌/식당

에서의 변화는 3LDK 평면은 4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면에 배치된 부엌/식

당은 거실보다 중심성이 낮게 분석되었으나 거실과 통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광주 ㈜라인건설의 광주첨단단지 주택지구 6-8차 아파트는 남향 전면에 거실, 주

방, 자녀방을 나란히 배치해 신개념 설계를 선보였다. (중략) 주부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공간인 주방을 안방 신 앞으로 내세웠다. 채광과 통풍이 좋아 위생에

도 좋고 밝은 분위기로 주부들의 생활에 쾌적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학교에서 돌

아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의 방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131

우건설이 짓는 광주첨단과 부산다 현장의 아파트에 적용한 혁신설계는 부엌을 

남향 전면에 배치해 주거공간을 주부동선에 맞췄다. 주부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 

부엌과 거실이라는 점에 착안해 전통적으로 북향에 배치됐던 부엌과 식당을 거실

옆으로 연결하고 발코니와의 이격거리를 최소화했다.132

그림 5-59 주택건설업체들의 평면 개발
아파트‘평면파괴’바람, 한겨례, 1997.03.17.15

3LDK 평면의 공간구조 분석 결과, 모든 유형에서 부엌/식당의 중심성이 가장 높

게 분석되었다. 이 시기는 안방과 현관의 중심성이 변화하고 거실·부엌/식당과 다

130 90년  후반 등장하기 시작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각 평형별로 거의 고정적이었던 규모와 방 개

수의 고정적 응관계가 깨졌다는 점’이 평면의 특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평면특성은 이후 6기 7기에서 일반화되는 탑상형 아파트의 평면으로도 이어진다. 

전남일 2010, 344.

131 동아일보, 전면에 주방설치 “설계파괴”, 부동산 23면, 1996.06.26

132 매일경제, 우건설 부엌 남향배치 주부동선 단축, 36면, 199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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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공간들 간 편차는 적은 공간구조 속성을 보이고 있다. 안방의 중심성이 높게 나

타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형1은 부엌/식당, 안방, 거실, 현관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지만 각 공간 간의 중심성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징

을 지닌다. 이 결과는 단위세  평면에서 한 공간의 중심성이 강조되기 보다는 전

반적으로 각 공간 간의 연결 관계가 강화되어 통합된 공간배치 속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유형2는 각 공간 간 중심성 편차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부엌/식당의 중심성이 강조되었다. 

1990년 에 들어서는 주방과 거실의 일체화가 심화되고 정착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에서의 남녀구분에 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사를 분

담하는 부부가 늘어난다던가 설거지를 하는 남편의 모습이 자주 TV 연속극에 등

장한다던가 하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주

부의 역할이 숨어서 하는 일에서 보여지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

다.133

4LDK 평면의 분석 결과, 모든 유형에서 거실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유형2(34%)와 유형3(13%)의 공간구조 속성은 4기에서 나타난 양상의 연장선이

다. 4기의 4LDK 평면에서 유형1과 유형2는 공용화장실이 평면의 중심부 위치한

다. 이로 인해 공용 화장실 뒤에 조리 가 위치한 부엌/식당은 ‘ㄱ’자 형태로 조성

된다. 그러나 유형1은 화장실이 평면 측면, 즉 방과 방 사이 또는 현관과 인접하여 

배치되어 다른 공간배치 형태를 보이고 있다. 4LDK 평면은 각 유형별로 현관의 중

심성 차이가 크다. 현관이 각 유형별로 격리된 정도가 다른 것은 평면의 형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4bay 구조의 장방형 평면과 그로 인해 생겨난 복도 공간에서 

비롯된 영향도 있다. 한편, 아파트 전면에 침실3개를 나란히 배치하는 형태는 남향

배치로 침실 채광효과가 크고 밀폐성을 배제하려는데 이유가 있다.134 이러한 공간

배치는 5기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6기, 7기에는 일반화되고 나아가 4.5bay 구조

133 최윤경 2003, 87.

134 당시 삼성물산은 주부설계아이디어공모전 및 자료조사 결과를 새로운 평면에 반영하였으며 개

방적인 주방, 또는 남향 배치된 주방은 실제 주부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이는 전문

가가 일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닌 실제 해당 공간의 사용자를 상으로 피드백을 반영한 결과

이다. 

매일경제, 삼성물산 침실3개 아파트전면에 배치, 36면, 1996.01.29.

이은형, 거실 쪽으로 돌려놓은 주방 ‘가족과 도란도란 설거지가 즐거워요’, 경향신문, 14면, 

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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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널리 적용된다.

안방의 기능 변화는 부엌/식당과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의 현상으로 인해 달라진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변화

하는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방의 중심성 변화를 살펴보

면, 3LDK 평면에서는 1기부터 5기까지 꾸준히 상승하지만 5기를 정점으로 크게 

하락한다. 4LDK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이는 

안방의 부부 침실화 현상과 그로 인한 안방의 후면배치와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3LDK 평면 중 많은 사례들이 거실과 부엌/식당의 중심성 편차 수준이 유사해지는 

것은 그 동안은 안방 또는 거실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수행되었다면 이제는 거실이 

다기능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안방은 부속공간 계획이 일반

화되고 해당 부속공간은 전체 공간구조 상에서 격리된다. 즉, 안방의 중심성이 하

락하는 것은 그 활용도가 낮아진 현상과 공간구조 속성이 부합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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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 비율

(해당 사례 수)
 주요 공간의 순위

3LDK

C1 52.0% (425)  L > KD > BR1 > E > BAL_L > BR_AVG > BAL_K > OUT

C2 39.2% (321)  L > KD > BR1 > E > BAL_L > BAL_K > BR_AVG > OUT

C3 8.8% (72)  KD > L > BR1 > BAL_KD > BR_AVG > BAL_L > E > OUT

4LDK

C1 88.8% (318)  L > BAL_L > KD > E > BR1 > BR_AVG > BAL_K > OUT

C2 10.3% (37)  L > BAL_L > KD > BR_AVG > BR1 > E > BAL_K > OUT

C3 0.8% (3)  BR1 > L > BR_AVG > E = KD > BAL_L > BAL_K = OUT 

표 5-29 주요 공간의 중심성 순위(6기)

제6 기 ( 2001-2005) : 아 트의 랜드화・고 화

6기는 총 1176개의 단위세  평면이 해당된다. 3LDK 평면은 이문동 우아파

트(2001), 휘경동 주공아파트(2002), 봉천동 벽산타운1·2(2003), 봉천동 관악푸르

지오(2004) 등을 포함하여 818개의 사례가 분석되었다. 4LDK 평면은 송파동 래

미안(2001), 림 삼호아파트(2002), 서초동 아이파크(2003), 마곡 금호어울림

(2005) 등 358개가 분석되었다.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3LDK 평면에서도 높은 비율로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가 이루어진다.

그림 5-60 단위세대 평면의 분석 결과(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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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LUSTER1 CLUSTER2 CLUSTER3

3
LDK

4
LDK

표 5-30 주요 공간의 중심성 평균(6기)

구

분
CLUSTER1 CLUSTER2 CLUSTER3

3
LDK

흑석동_동양메이져_109A 역삼동_e편한세상_106B12 남현동_한일유앤아이_76

4
LDK

서초동_롯데캐슬리버티_142A 이촌동_한강자이_251M 서초동_롯데캐슬리버티_152

표 5-31 유형별 단위세대 평면 사례(6기)

6기는 수도권 2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고, 서울지역에서는 재건축 및 재개발

이 확 되었다. 아파트의 브랜드가 건설사명을 신하여 알려졌으며 주거환경에서

도 친환경 및 웰빙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파트의 보편화에 

이어 브랜드화 및 고급화가 이루어진다.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하고 친환경,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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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개념들이 분양 시 홍보되었다. 이 시기에는 발코니확장 합법화를 위한 건축법

이 개정되었다.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이 강화되고 공동주택을 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실시되었다.

아파트 전면 폭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은 주택업체들이 분양 촉진을 위해 ‘전용

공간의 질’을 높이려 노력한 결과다. 그리고 그 ‘전용공간의 질’의 중심에는 발코

니 면적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전면 폭이 길어질수록 전면과 후면에 설치되는 발

코니 면적이 증가하고, 발코니 확장을 통해 전용공간 면적을 늘릴 수 있으니 말이

다. (중략) 문제는 이 발코니 면적이 건축법상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135

2005년에는 단위세  평면에서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

다. 주요 내용은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 피공간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 발코니 면

적 산정 기준의 일원화에 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위세  평면에서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는 발코니를 합법적으로 실내 공간화한 것으로 분양 평형의 규모에 

비해 높은 평형규모의 면적 확보가 가능해졌다. 피공간의 경우 평상시 창고의 용

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발코니 공간에 창고로 전용이 가능한 발코니 공간으로 설계

하였다. 발코니의 면적 산정은 전용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발코니 폭 기준을 1.5m

로 일원화하였다. 

전반적으로 5기 이후 3LDK 평면과 4LDK 평면은 거실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

는 경향이 우세하다. 3LDK 평면의 공간구조 속성은 부엌/식당 중심의 배치에서 거

실 중심의 배치 흐름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 사례

가 증가하고 부엌/식당 중심의 사례는 감소하였다. 4LDK는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 

속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라를 속성 내에서도 시기별로 

차이는 존재하였다.

3LDK 평면은 4LDK 평면의 공간배치는 거실 및 부엌/식당으로 방이 구분되는 

형태가 고정된다. 화장실은 2곳에 위치하고 안방의 부속실 계획은 일반화된다. 

3LDK 평면에서 유형1과 유형2는 거실, 부엌/식당, 안방, 현관 순으로 중심성이 높

게 분석되었다. 유형3은 부엌/식당, 거실, 안방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3LDK 평면에서 부엌/식당 중심의 공간배치는 감소한다. 유형3에 해당되는 사례는 

135 박인석, 아파트 한국사회: 단지 공화국에 갇힌 도시와 일상, 현암사, 2013,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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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감하는데 이 유형에는 2베이 구조의 단위세  평면이 부분이다. 부엌/식당의 

중심성이 높은 단위세  평면은 2기부터 4기까지는 일정 부분 차지하였다. 그러나 

5기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6기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단위세  평면의 분석 항목에서 부엌/식당의 중심성이 가장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높은 공간으로 분석된다. 이후, 3LDK 평면에서는 4베이가 일반적으로 적

용되기 시작한다. 

4LDK 평면에서 유형1은 거실의 중심성이 가장 높고 해당 시기에서 89%라는 높

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이전 시기에서 도출되었던 거실의 중심성이 높은 유

형과 공간구조 속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2기의 유형1과 3기

의 유형1에서는 거실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6기 유형1은 거실 중심성이 가장 

높게는 나타나지만 다른 공간들과 편차가 적었다. 거실의 중심성은 높지만, 다른 

공간들과의 통합 및 격리 정도의 패턴이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한 공간구조 속성이

라고 볼 수 없다. 3기는 거실의 중심성이 높은 유형1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

다. 4기와 5기는 유형1과 유형2의 비율에 변화가 있었으며 6기에서는 다시 유형1

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에서 선택된 평면형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한,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일지라도 공간 간의 연결 관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

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수용한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의 전통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중정은 아파트에서 거실로 다시 나타

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전통적 주생활양식이 성공적으로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략) 우리의 아파트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성공적

으로 도입된 후 이제는 우리의 주거형식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

형적으로는 근 화의 상징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내적으로는 우리 고유의 주생활

양식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136

4LDK 평면의 공간구조 속성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유형1과 같이 거실 중심의 공

간배치가 유지되는 것은 전형적인 공간구조 속성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전형적

인 공간구조 속성, 즉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으로 해석하는데 뒷받침이 된다. 이

와 관련하여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재필

136 최재필, 중정에서 거실로: 아파트 량생산에 있어서의 거주성 확보를 위한 시험적 고찰, 주택도

시, 1990,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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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은 단위세  평면에서 거실 공간은 위상학적 중심성이 높고 시각적으로도 

통합되어 가정생활에서의 초점이 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아파트가 도입되기 이

전의 생활양식이 아파트에서도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었던 이유로 중정이 사라지

는 신 거실이 생겨나게 된 ‘실(室)의 가감’과 한국 고유의 인교류 행태가 유지

되는 ‘실의 공간구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전봉희 외(2008)는 

거실이 도시한옥에서 안마당 및 청마루의 위상을 계승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

다.137

거실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된 사례들에서도 각 공간으로의 연결 방향(출입문 방

향)으로 인한 미세한 구조적 속성의 차이는 존재한다. 또한,  4LDK 평면에서 유형

2와 유형3과 같이 거실의 중심성이 약화된 공간구조 속성을 보이는 사례들도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외기에 면하는 면이 많을수록 전용공간 확보는 유리해진다. 박인석(2013)은 전

용공간을 중시하는 경향은 베이 수의 증가와 복층형 기피 현상을 초래했음을 지적

하고 있다.138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점도 유효하다. 항상 수요자의 판

단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용공간을 중시하는 태도가 강력하고 가격에서도 드

러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장에 의해 선택된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그것만

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수요자가 원하는 바를 계획에 반영한 결과라는 측면도 존

재한다. 실제로 목동주공단지와 올림픽선수기자촌단지에서 시도되었던 복층형 평

면의 경우 지속되지 못한 것은 주거환경에 한 수요자의 선호 여부도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37 전봉희 외(2008)는 한국주택의 변천과정을 온돌, 마루, 부엌이 ‘원형적 공간 요소’로 살펴보고 

있다. 세 공간은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되어왔는데 특히 아파트는 전통 한옥이 지니는 공간구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파트가 ‘한국 특유의 집합주택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화의 

가능성 또한 잠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봉희 외, 원형적 공간 요소로 본 한국주택 평면형식의 통시적 고찰, 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

계), 24(7), 2008, 190.

138 단위세  평면은 분양시장에서 수요자의 호불호가 반영된다. 박인석은 ‘전용공간을 최우선시하

는 태도’가 공용공간에 잠재된 가치를 외면하고 ‘전용공간의 성능과 품질’만을 고려하는 계획 관행

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박인석 201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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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 2006 -2013 ) : 아 트의 고 화・특화  

7기는 총 1,048개의 사례가 분석되었다. 3LDK 평면의 사례는 777개, 4LDK 평

면은 271개의 사례가 포함된다. 

그림 5-61 단위세대 평면의 분석결과(7기)

 

구분
해당 비율

(해당 사례 수)
 주요 공간의 순위

3LDK

C1 56.3% (446)  L > KD > BAL_L > BR1 > E > BR_AVG > BAL_K > OUT

C2 25.9% (205)  L > KD > BAL_L > E > BR1 > BR_AVG > BAL_K > OUT

C3 17.8% (126)  KD > BR1 > L > E > BR_AVG > BAL_L > BAL_K > OUT

4LDK

C1 44.6% (121)  L > BAL_L > KD > BR1 > E > BR_AVG > BAL_K > OUT

C2 41% (111)  KD > BAL_L > L > E > BR_AVG > BR1 > BAL_K > OUT

C3 14.4% (39)  BR1 > KD > BR_AVG > L > BAL_L > E > BAL_K > OUT

표 5-32 주요 공간의 중심성 순위(7기)

가장 최근에 해당되는 7기는 단위세  평면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화된 생활양식

을 파악하고 높아진 주생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7기는 

친환경 개념이 일반화되고 이를 포괄하는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이 확산되었다. 이

러한 개념들은 차별화 방안이 아닌 계획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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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LUSTER1 CLUSTER2 CLUSTER3

3
LDK

4
LDK

표 5-33 주요 공간의 중심성 평균(7기)

구

분
CLUSTER1 CLUSTER2 CLUSTER3

3
LDK

불광동_북한산힐스테이트7차_109A 잠실동_리센츠_110H 반포동_힐스테이트_115B

4
LDK

잠실동_리센츠_158A 반포동_반포GS자이_264 우면동_네이처힐3단지_151F

표 5-34 유형별 단위세대 평면 사례(7기)

아파트의 수직증측 리모델링이 합법화되면서 이에 한 단위세  평면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139 이와 관련하여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특화된 평면이나 저층 테

139 이전에는 층고를 유지하고 수평으로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수직증측 리모델링은 기

존 주거동에서 상부에 층수를 더하여 올리는 리모델링 방법이다. 관련 내용은 ‘주택법 제2조 등’의 

수직증측 리모델링 허용 부분에 명시되어있으며 2013년 12월 24일에 개정되었고 2014년 4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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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형 평면, 세 구분 평면형 등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단위세  평면

은 가족 구성과 생활양식이 복잡해지면서 수요맞춤형 성격으로 정착하였다. 이 시

기는 단위세  평면의 고급화와 동시에 이를 넘어서 ‘특화’가 시도되고 있다. 단지

계획에서 탑상형 주거동은 보편화되었다. 이는 평면의 형태적 구조적 속성과도 밀

접한 관련이 있다. 탑상형 주거동으로 인해 외기에 면하는 공간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전면 발코니와 후면발코니 외에 측면 발코니도 계획되었다. 탑상형 주거동에 

조합된 평면 중에서 ‘ㄱ자’형 평면은 그 내에서 공간배치가 양분화 양상을 보인다. 

공용 공간은 모서리 부분에 그리고 사적 공간은 양측으로 배치되는 경향이 일반적

이다. 세곡LH푸르지오, 우면네이처힐3단지 평면은 베이의 확장으로 인해 부득이하

게 통로 기능의 전이공간이 조성된다. 이 전이공간은 중심성이 가장 높게 분석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 그림은 강남보금자리 세곡지구의 평면사례이다.      

그림 5-62 세곡LH푸르지오단지 평면 80B, 113C
http://realestate.daum.net

  

3LDK 평면은 유형1과 유형2에서 거실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6기의 유형1 

공간구조 속성이 지속되는데, 다른 공간들과의 중심성 편차가 좁혀지는 것이 특징

이다. 3LDK 평면 내에서는 현관이 점점 격리되는 양상을 보인다.

4LDK 평면은 모든 유형에서 거실과 다른 공간들 간의 중심성 수준이 좁혀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거실 공간의 위계성 약화를 의미한다. 거실 공간의 위계성 약

화 현상은 실의 분화 및 공간들 간의 연결 관계에 변화에서 기인한다. 4LDK 평면

은 일찍이 현관이 격리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좌측은 유형 1에 해

당되는 사례, 우측은 유형2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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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DK 평면은 가시적으로 거실이 평면의 중심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여전히 거실의 중심성은 높게 분석되었다. 유형1(45%)는 거실, 거실발코니, 부엌/

식당, 안방, 현관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실의 중심성이 강조되는 

전형적인 공간구조 속성을 보여준다. 유형2(41%)는 부엌/식당, 거실발코니, 거실, 

현관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거실의 중심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이 유형에 해당되는 분석항목은 중심성 간의 차이가 매우 근소하게 나

타난다. 그러나 안방의 격리 정도가 심회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림 5-63 반포자이단지의 단위세대 평면 116A(좌), 165A(우)
http://realestate.daum.net

  

3 .2. 유  속성

앞 소절에서는 각 시기별로 공간구조 속성을 분석항목 간의 중심성 변화여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해당 시기의 사회적 배경과 평면계획 특성을 바탕으로 사례별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검토하였

다. 전반적인 공간구조 속성을 파악한 다음 각 시기별로 실천되었던 계획적 시도, 

또는 시기별 계획 경향이 공간구조 상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또는 무엇을 의

미하는지를 도출하였다. 아파트단지와 마찬가지로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중심성 

변화가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공간배치에서 중심이 되는 공간은 모든 시기

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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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절은 단위세  평면의 유전적 속성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단위세  평면

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도출된 공간구의 속성을 짚어본다. 다음으로 단위세  평면

에서 모든 시기동안 분석항목의 중심성 위계가 유지되는 현상이 공간구조의 유전

적 속성으로 해석되는 근거를 설명한다. 마지막 논의는 단위세  평면의 유전적 속

성과 표현적 속성에 한 관점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결과물이 지니는 계획적 의미

에 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단 세  평면의 공간구조가  지니는 속성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는 4LDK 평면의 분석 결과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유형

학적 분석 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4LDK 평면에서는 P1C1, P2C1, 

P3C1, P3C2, P4C1, P5C1, P5C2, P6C1, P7C1이 해당되며, 3LDK에서는 P2C2, 

P3C3, P4C2, P5C1, P6C1, P7C1, P7C2가 해당된다. 

시기별 분석 결과에서도  4LDK 평면의 경우 거실공간과 다른 공간과의 중심성 

편차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만, 전 시기에서 거실의 중심성이 강조되고 

있었으나 최근 약회된 경향으로 나타났다. 거실이 평면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조적 속성으로는 여전히 거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3LDK 평면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거실 공간의 중심성이 다른 공간과 비

교하였을 때 높게 분석되었고 최근까지 그 편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단위세  평면에서 거실은 위상학적 중심성이 가장 높은 공간이다. 

4LDK 평면에서는 전 시기에 걸쳐서 이러한 유전적 속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3LDK에서는 초반에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거실 중심의 공간

배치 경향이 나타났다. 3LDK 평면은 거실과 부엌/식당의 중심성이 각각 강조되는 

두 흐름이 있었으나 점점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로 수렴되는 양상을 도출할 수 있었

다. 3LDK 평면에서 거실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는 결과는 4LDK 평면에서 나타

나는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와 유사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3LDK의 4LDK화’ 현상을 의미한다. 다음 표는 앞 소절의 해석 내용을 정리한 것

이다. 각 시기별 분석결과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공간구조 속성과 변하는 공간구

조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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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공간구조 속성

제1기

1966-

1975

▫ 새로운 주거유형, 공사분리형 공간배치

▫ 3LDK·4LDK 모두거실 중심의 배치 → 거실의 중심성이 강조됨

▫ 유형별 부엌/식당과 거실의 중심성편차로 구분됨

▫ 안방의 중심성은 다른 방들보다높지만 거실, 부엌/식당, 현관, (또는 거실 발코니)보다 

낮음  → 안방의 공간배치 과도기

제2기

1976-

1985

▫ 난방방식의 변화, 부엌/식당 공간에서의 입식생활이 시작됨

▫ 3LDK는 부엌/식당 중심, 거실 중심 두 흐름으로 구분, 4LDK는거 실 중심성 강화된 경

향 지속 →부엌/식당의 중심성 강조, 거실로의 연결성 강화

제3기

1986-

1989

▫ 3대가족형, 주문식 등 다양한 평면계획 개념 등장

▫ 3LDK는 부엌/식당 중심의 공간배치, 거실과의 편차가 적음, 현관 중심성 높은 편, 

4LDK는 거실 중심성 강조 → 부엌/식당과 거실의 경계가 모호, 통합되는 양상

제4기

1990-

1995

▫ 미분양 증가로 인한 새로운 평면개발 붐, 주부들의 아이디어 반영

▫ 3LDK는 부엌/식당 또는거실 중심, 4LDK는거실 중심 → 공용공간으로 거실강조

▫ 안방의 부속공간들 계획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짐 → 부속 공간들, 격리된 공간

▫ 안방의 중심성 낮아짐, 안방의 후면 배치(안방의 침실기능)  → 실 배치 원리의 변화

제5기

1996-

2000

▫ 부엌/식당의 남향배치, 침실 3개의 전면배치(4bay 일반화)

▫ 3LDK는 부엌/식당 중심, 거실 중심, 4LDK는거실 중심

▫ 주요 공간의 중심성 편차가 적은 속성  → 한 공간의 중심성이 강조되기보다 각 실 간

의 연결관계가 강화되어 통합된 공간구조 속성을 보임

▫ 안방의 중심성 소폭 상승

제6기

2001-

2005

▫ 주상복합 등장, 탑상형주거동, 통로기능의 전이공간 

▫ 3LDK는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 흐름으로 수렴, 4LDK는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 유지 → 

3LDK의 4LDK화

▫ 3LDK는 안방의 중심성 상승, 4LDK는 감소

제7기

2006-

2013

▫ 3LDK는 부엌/식당 중심, 거실 중심, 4LDK는거실 중심, 현관은 격리됨

▫ 4LDK 유형2, 유형3에서 거실의 격리현상 �거실의 중심성 위계 약화, 다른 공간들과의 

연결관계 약화  → 실 배치 원리의 변화, 공간구조 속성의 다양화 조짐

모든 

시기

▫ 3LDK는 거실의 중심성이 높은 사례들이 증가, 4LDK에서는 전 시기에서 거실의 중심

성이 높게 나타남�평면의 주요 공간에서 전반적으로 거실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남

▫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 �단위세대 평면의 유전적 속성

▫ 아파트 도입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생활양식을 수용하고 있음

▫ 최근, 4LDK에서 나타나는 거실의 중심성 약화 경향은 유전적 속성의 변화 조짐

표 5-35 아파트단지의 시기별 공간구조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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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세  평면의 유  속성과 계획  의미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속성

아파트단지와 마찬가지로 단위세  평면에서도 유전적 속성은 다수의 사례들에

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어야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 속성이 유지되어야한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은 유전적 속성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단위세  평면에서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이 존재하였다. 이 유전적 속성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속성으로 동일한 속성 내에서의 변화는 존재하였다. 아파트

의 단위세  평면에서 우세적으로 나타나는 공간구조 속성으로는 ‘거실 중심의 공

간배치’였다. 거실 공간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어 이를 중심으로 다른 공간들이 

배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거실 중심

의 공간배치라는 속성은 유지하되 그 수준에 있어서는 3LDK 평면은 7기에서, 

4LDK평면은 6기와 7기에서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거실과 다른 공간

들 간의 중심성 수준이 좁혀지고 있다. 이는 최근 단위세  평면의 공간구조에서 

거실의 중심성 위계 수준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 세  평면의 유 ·표  속성

분석결과, 단위세  평면에서  공간배치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거실’이라는 결

과는 변하지 않았고 이러한 양상은 다수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전적 속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즉, 단위세

 평면에서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이 실제로 나타나고 존재함을 규명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서는 단위세  평면에서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이 

존재함을 규명할 수 있다. 단위세  평면은 1960년 부터 최근까지 실의 종류, 규

모, 형태 등 표면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단위세  평면에서 표현적 속성의 변

화는 겉으로 드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에 내재된 질서, 즉 공간구조 

관점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유전적 속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단위세

 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은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이다. 평면

의 유전적 속성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 그 내에서의 변화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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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시기에서 거실의 중심성이 약화되는 속성은 단위세  평면에서 거실 

공간과 다른 공간들 간 연결 관계의 정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실 중심

의 공간배치에서 거실과 다른 공간 간 중심성 편차는 거실을 제외한 다른 공간들 

간 연결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편차가 큰 경우는 거실과 평면에서 격리된 공

간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이는 거실의 중심성이 강화된 경우에 해당된다. 반 로 

거실의 중심성이 약화되는 현상은 평면에서 각 실 간의 연결 관계가 강화되고 이전

보다는 통합된 연계된 성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실이 분화되는 사례 중 안

방과 연결되는 부속 공간이 일반화되는 양상은 이전보다 다양한 행위가 가능해지

고 개인화된 생활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계획  함의

본 연구는 단위세  평면에서 거실 중심으로 공간배치가 지속되는 유전적 속성

을 규명하였다. 이는 평면에서 거실의 중심성이 가장 높아 다른 공간과의 연결 관

계가 강화되어있고, 다른 공간의 배치 또한 거실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단위세  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은 아파트라는 생활공간에

서 거실이 수행하는 공간적 기능이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유전적 속성은 우리의 생활양식을 무리 없이 수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렇게 때

문에 이러한 속성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사회문화적 관념이 물리적 

실체에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문제와도 논

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재필(1990)은 거실 공간은 위상학적 중심성이 높

고 시각적으로도 통합되어 생활공간에서 중점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아파트가 도

입되기 이전의 생활양식이 아파트에서도 문제없이 수용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중

정이 사라지는 신 거실이 생겨나게 된 ‘실(室)의 가감’과 한국 고유의 인교류 

행태가 유지되는 ‘실의 공간구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140 이 사실은 아파트가 보

편화된 지금도 통용된다.

단위세  평면의 유전적 속성은 계획적 측면에서 특정 시기의 표준화·획일화된 

140 최재필, 중정에서 거실로: 아파트 량생산에 있어서의 거주성 확보를 위한 시험적 고찰, 주택도

시, 1990,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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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계획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 요체는 계획기법의 관

행에서 비롯되어 평면만이 아닌 평면의 조합, 주거동, 나아가 단지 차원에서의 비

판에 가깝다. 따라서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아파트단지에 비해 단위세  평면은 거주자의 생활, 요구사항 등의 피드

백이 빠르게 이루어진 편이다. 그 동안 단위세  평면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발

이 되었는데 그 바탕에는 변화하는 주생활 양식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존재한다. 

즉, 유전적 속성 내에서는 다양한 계획적 노력이 존재하고 공간의 수용적 측면에서

도 큰 의미가 있다. 단위세  평면의 유전적 속성은 단지와 유사한 맥락에서 일반

적인 계획원리와의 관계를 문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위세  평면에서 나타나

는 유전적 속성은 아파트단지와는 그 맥락이 다르다. 유전적 속성은 한국에서 아파

트가 도입되기 이전의 생활양식이 절충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생활양

식 또한 무리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속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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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결  론

1.  연구의 요 약   의의

1.1. 연구의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에 한 비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서 시작되었다. 아파트의 보편화 현상과 사회문화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연구의 지형을 파악하였다. 한국에서 아파트가 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하

기까지 근저를 이루는 것으로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이 존재하고 이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관념에서 기인하였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한국 아파트의 물리적 공간

계획을 정량화하여 공간적 유전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범위로는 1966년

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에 건설된 아파트 중, 단지는 주거동 10개동 이상

을 보유한 곳과 3LDK, 4LDK 평면으로 한정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유전자형 개념에 한 접근 방법을 살펴보고 관련 연구

들을 검토하였다. 주거공간에서 유전자형이 지니는 의미와 한국 아파트에서 개념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아파트단지의 설계원리로 작용하였던 

근린주구이론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서의 도입 및 적용과정을 살펴보고, 단위세  

평면의 변화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유전자형 개념을 이해하고 공간구조의 유

전자형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국 아파트에서 공간적 유전구조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3장은 분석 방법에 한 내용으로, 공간구조의 시기별 변화 여부를 살펴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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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적 분석과 공간구조의 유형을 분류하는 유형학적 분석의 방법론을 서술하였

다. 자료수집의 범위 및 내용, 자료수집 결과의 요약을 분석 상 부분에서 제시하

였다. 분석의 틀은 시기의 구분, 공간분석 기법, 변수의 구성, 분석도구 및 분석지

표로 구성된다. 위상학적 분석은 7시기에 걸쳐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에서 

공간배치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각 시기별 특정 경향 또는 전 시기에 걸

쳐서 나타나는 경향을 파악하였다. 시기별 공간구조 분석을 토 로 아파트단지는 

심화분석을, 단위세  평면은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4장은 분석 및 결과 부분으로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의 공간구조를 분석하

여 시기별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아파트단지는 시기별 경향을 살펴본 후, 아파

트 단지의 개발 사업과 단지계획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쟁점을 토 로 재건

축, 분양주체(사업주체), 주동 형태, 주동 배치에 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지에

서 단지출입, 상가, 주동출입 순으로 중심성 위계는 모든 시기에서 동일하게 유지

되고 있었다. 단위세  평면은 3LDK와 4LDK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거실의 중심성이 가장 높은 공간배

치의 형태로 4LDK는 전 시기에 걸쳐서 이 속성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3LDK는 초

반에 부엌/식당 중심의 배치에서 거실 중심의 공간배치로 나타났다.

5장은 해석 부분으로 시기별 공간구조의 속성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공간구조

의 유전적 속성을 밝혔다. 아파트단지의 유전적 속성은 지속되었지만 그 내에서 중

심성 수준의 변화는 있었다. 단지의 공간구조는 단지출입 공간의 중심성은 하락하

고 기타 편의시설은 중심성 수준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단지 외부공간

으로부터는 단지가 격리되고 동시에 단지 내부에서는 공간들이 통합된 형태로 변

해가는 이중적 속성을 나타낸다. 이는 단지 고유의 공간구조가 유지되면서 외부에

는 닫힌, 게이티드 커뮤니티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단위세  평면의 

유전적 속성은 거실이 생활공간에서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의 생활양식을 무리 없이 수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단위세  평면의 공

간구조에 사회문화적 관념이 내재한 한국적 속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단위

세  평면에서 거실의 중심성이 높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시기별로 변화가 존재

한다. 3LDK 평면은 7기, 4LDK평면은 6기와 7기에서 거실과 다른 공간들 간 중심

성 수준이 좁혀졌다. 이는 거실의 위계성이 약회된 것으로 평면에서 각 실들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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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론은 연구의 요약과 함께 연구가 지니는 의의를 서술하였다. 또한, 연구의 

한계점을 짚어보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전체 구성에 따른 내용인 이론적 고찰, 방법, 결과, 해석 및 논의, 결론 순

으로 요약하였다. 본 연구는 주거 연구의 지형에서 한국 아파트에 한 실증적 연

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아파트의 공간배치에 중점을 두고 물리적 

환경에서 근본적인 변화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공간구조 상에서 유전적 속

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 의미를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유전자형을 발굴하

기 위한 방법론으로 물리적 공간계획을 정량화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거공간에 

한 객관적 분석 및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였다. 이상,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

는 주거공간에 한 새로운 개념적 판단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 아파트의 물리적 

환경 및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논의에서 단초가 될 것으로 기 한다. 

1.2 연구의 의의

한국에 아파트가 도입되고 약 50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건축계획 분야에서 

본 연구는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 아파트의 공간적 

유전구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시기별 변화 및 각 시기의 특성을 사회적 배경과 함

께 살펴보았다. 또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유전자

형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유형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

물은 아파트의 공간배치와 물리적 설계에서 시작하여 주거공간, 주거문화 분야에

서 주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본 연구가 지니는 중요성 및 가치를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개념, 연구의 상,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디자인 및 계획적 측면보다 더 근본적인 공간배치의 문제, 즉 공

간구조를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한국에 아파트가 도입된 이후

부터 현재까지의 물리적 환경에서 근본적인 변화 여부를 연구문제로 삼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공간구조 상에서 유전적 속성이 존재함을 규명하였다. 다시 말해, 한

국 아파트의 공간배치에서 생물의 우성적인 형질과 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강

력하게 작용하는 유전적 속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유전적 속성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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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문화적 관념에서 기인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한국 

아파트를 비판하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획일화’ 내용에 하여 

비판적 검토와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 연구 범위로 아파트의 내·외부 공간을 다루고 있으며 사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외부공간과 단위세  평

면을 통합하여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두 흐름으로 동시에 다루고 있다. 이미 생활영

역은 내부에서 외부공간까지 확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도 내·외부 공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상으로 모집단 목록 및 파

악을 위해 기술정보를 조사하는 1차 자료 수집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물리적 

설계를 정량화한 2차 자료의 구성은 3LDK·4LDK 구성의 단위세  평면과 주거동 

10개동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본 연구는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현상

을 해석하였다. 아파트의 내·외부 공간을 상으로 공간배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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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 계  추후 연구방향

2.1 연구의 한 계

위와 같은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이 존

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에 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연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계점이다. 연구의 

범위는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주생활의 범위를 내·외부로 구분하고 아파트단지 

내 외부공간과 단위세  평면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범위의 제한으로 단지 내에 

위치한 주거동 차원에서의 공용공간은 다루지 않았다.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물

리적 설계의 범위는 외부공간 및 단위세  평면 외에도 주거동 1층 현관, 엘리베이

터 홀을 포함한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공간도 포함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용면

적에 포함이 되는 공간의 일부를 다루지 못했는데, 위와 같은 부분은 단위세  평

면의 조합, 주거동의 형태, 코어계획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후속으로 진행되는 연

구에서는 이 부분에 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둘째, 분석 상의 표본구성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3LDK, 4LDK 구성

의 단위세  평면과 주거동 10개동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상으로 이루어졌다. 일

정 규모 이상을 분석의 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2LDK 구성의 단위세  평면, 

복층형 평면, 10개동 미만의 아파트단지는 제외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서 제외된 소규모 단위세  평면, 복층형 평면 및 주거동,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분

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셋째, 정량적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공간분석 이론인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유전적 속성을 도출하였다. 이는 실증적인 분석을 위하여 자료 구축과 함께 객관적

인 연구 방법론을 통해 한국 아파트에 한 학술적 논의의 상 및 목적을 명확하

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된 방법론

은 한계점을 지닌다. 주거 공간에서는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공간배치 외에도 다

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간구조 관점에서 분석하였기 때문

에 연구 방법론으로 활용된 공간분석 이론이 지니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

인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아파트단지와 단위세대 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238

2.2 추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계점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의 

방향 및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아파트 외에 다른 주거유형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 할 필요가 있다. 공간

구조의 유전적 속성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외에도 단독주택,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과 같은 다른 주거유형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한 아파트만을 상으로 하였다. 본 연

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거유형을 다루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

의 주거공간에 한 공간적 유전구조와 관련하여 발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주거공간 계획에서 주요 상이 되는 아파트단지와 단위세

 평면,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주거동 차원에서의 공용공간은 그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분석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단위세  평면의 조합 방식, 코어공간의 

계획, 주거동 저층부 등은 단위세  평면과 아파트단지의 외부공간의 접점에 해당

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단지 및 평면 외에도 물리적 공간계획의 범위를 좀 

더 세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 연구방법론과 연계하여 정성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아파트를 

상으로 문화기술적 방법을 통한 연구가 부족하다. 문화기술적 방법은 참여관찰 방

법이나 거주자 면접방법을 통해 한 문화를 서술하는 연구방법론이다.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하나의 ‘문화’적 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밝혔던 한국

의 사회문화적 관념과 물리적 공간, 공간적 유전구조의 관계 외에도 거주자의 경

험, 심리적 측면, 거주자 간 의사소통 등 생활양식을 연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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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starts with questioning the validity of the criticisms 

leveled against the physical environment of Korean apartment complexes 

and whether or not fundamental changes exist in the physical environment 

nature of thos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xistence of genetic characteristics found in spatial structure of apartment 

complexes. This is to find out what has changed and what has stayed the 

same i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apartment complexes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This research proceeds from the premise that an order, 

which is inherent i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apartment complexes, 

exists. This order speaks for the genetic characteristics of spatial 

structure,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phenomenon that apartments 

became the most common form of housing in Korea. The genetic 

characteristics are properties that persisted within the spatial structure 

which forms the framework of physical environment. These properties 

should be repeatedly and commonly gained from a wide range of case 

studies. The subjects of study are apartment complexes with more than 

ten apartment buildings, built in the city of Seoul from 1996 to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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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of 2013, and consist of 3LDK and 4LDK unit plans. The used 

research methods are the spatial analysis methodology i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Space Syntax, which was used for quantifying each physical 

plan, and the time-series analysis methodology, which was applied later 

on. Research periods were allocated into seven time blocks based on 

social background and issues of the time, changes in the relevant policies, 

and trends in neighborhood planning. Spatial structure properties are 

interpreted through the integration index which represents the topological 

centrality.

The analysis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or all of the research 

periods, the ranked order of centrality for apartment complex’s main 

spots was: complex entrance, retails, apartment buildings, and other 

amenities, the hierarchy of which persisted throughout all the time. This 

result is partly due to the universal design principle reflected in the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complexes' spatial structure. However, the 

universal design principle does not entirely correspond to the genetic 

characteristics. Although the genetic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complex 

partly came from the universal design principle, manifold design 

viewpoints have been reflected. While the hierarchy of the complex spots' 

centrality didn't change, their levels of centrality changed. The spatial 

structure of apartment complex changed over time where complex 

entrance's centrality dropped while the centrality level of other amenities 

tended to converge. This implies that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coexist 

in the way that the complex is segregated from the outside of the complex 

while being integrated within the complex itself. This duplicity of the 

complex’s spatial structure has means that while the unique spatial 

structure of complex has been maintained, its attribute of a gated 

community has been strengthened.

For apartment units, the living room-centric spatial layout has been 

maintained. In 3LDK unit plans, the kitchen/dining-centric spatial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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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d to be dominant. However, the percentage of this has decreased 

over time and that of the living room-centric spatial layout has increased 

instead. For 4LDK unit plans, all the periods showed a strong tendency of 

the living room-centric spatial layout. The genetic characteristics of unit 

plans reveal that the spatial function of the living room was still valued, 

while it has also well supported changing lifestyles of the times.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Korean quality where socio-cultural conceptions are 

inherent in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unit plan. While living rooms in unit 

plans showed a high-level of centrality, their levels of centrality changed 

over the periods. 3LDK plans in Period 7 and 4LDK plans in Period 6 and 

7 witnessed a narrowed gap of centrality level between the living room 

and other spaces. This implicates that the importance of the living room in 

the hierarchy was weakened as the connection between the rooms in a 

unit plan has been strengthened.

The genetic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complexes and unit plans have 

significance and value in that they provide viewpoints for reinterpreting 

apartment complexes' physical environment, and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 in respect of capacity that an apartment's living space can 

provide. The biggest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revealed the 

existence of the genetic characteristics through quantitative analyses 

based on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Also, this study has meaning 

that it addresses a fundamental issue of spatial layout, the spatial 

structure, and deals with the complexes and unit plans themselves which 

are the main subjects in designing residential space, while other 

researches have been focusing on design and planning.

Keyword: Apartment Complex, Unit Plan, Physical Environment, Spatial 

Structure, Genetic Characteristics, Genotype

Student Number: 2009-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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