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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구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최 재 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신 재 섭

우리나라는 1963년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아파트라는 주거양식이 처음 도입되

었다. 이후 40년이 지난 2002년 타워팰리스라는 50층이 넘는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

장하게 되었으며 2011년 부산에 80층, 300미터의 사례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

럼 우리나라의 주거건축은 점점 고층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의 고층화 현상은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인데 그 원인은 건축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도시

화, 주거의 고급화에 의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이전에는 미국의 뉴욕과 시카고, 홍콩을 중심으로 초고

층 주거건축이 나타났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 중동지역, 파나마 같이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적 부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

과 등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초고층 주거건축은 주거문화의 트렌드로 자

리잡아가고 있으며, 호텔식 고급주거와 비즈니스 공간과 문화시설이 결합된 ‘도시

안의 작은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고층화되는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를 해결

하기 위해 판상형보다 탑상형의 주동형태를 나타내고, 이 때문에 기존 국내 아파트

계획에서 나타나던 것과는 다른 평면구성원리를 가지게 된다.

특히 초고층 주거건축은 미국에서 약 1세기에 걸쳐 발전, 정착된 주거건축유형이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되었다고 이해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주

거건축형식이 등장하였을 때 이후 그것이 나타내는 변화, 발전과정은 매우 흥미로

운 주제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한 이후

주거평면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해 나갔는지를 공간구문론(Space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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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정량적 분석방법론으로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그 배경을 밝혀

내었다.

공간구문론을 통한 분석에 앞서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을 2007년을 기준으로

‘도입기’와 ‘확산기’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로는 2007년을 전후로 서울을 중심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이 본격화 되었으며 2007년을 전후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구성 양상이 눈에 띌 정도로 상이하여 두 시기의 평면구성 원리 자체가 다를

것이라 가정했기 때문이다.

주거평면의 공간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과 미국 각

각 17개의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주거평면을 거실과 부엌/식당, 부부침실, 침실, 부

부욕실, 욕실, 복도, 현관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 발코니나 창고 같은 부속공간은

분석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공간들을 공간구문론을 통해 실별 통합도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통합도를 T-test, ANOVA, 던컨의 사후검정 과정을 통해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에 건설된 초고층 주거건축 단위세대 평면

의 경우, 주거평면의 구성이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에 해당하는 2002-2006년 사

이에는 기존의 판상형 아파트에 나타나던 공간구성과 유사하던 것이 2008년 이후

에는 초고층 주거건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그것과 유

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거실에서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거실과

인접한 실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합리성과 환경적요인, 조망 선호도 증가에 원인이 있음을

찾아 낼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추후 한국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 변화를 예측하

기 위해 판상형 아파트의 50년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70년대 등장하여 10년 사이에 소멸한 복도중심형 평면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

다. 이 평면은 1970년 당시 합리적인 평면의 도입이라는 명분아래 현대화, 서구화를

추구하였지만 한국인의 주거행태와 부합되지 못하였으며 공간의 경제적 차원에서

불리하여 결국 소멸하였다.

판상형 아파트에서 복도 중심형 평면의 등장과 소멸과정을 보면 초고층 주거건

축의 평면변화와 많은 유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은 도

입 초기 기존 판상형 아파트에 고착화된 평면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도입된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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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기존 판상형 아파트에서 검증된 만큼 우리나라 행태와 공간의 경제적조건

도 매우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평면과 빌딩 시스템과의 괴리 그리고 고층화로 인한

구조적 합리성에 의해 평면이 미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변화했다. 1970년 복도중심

형 아파트 평면의 소멸과정에서 봤듯 주거에서 문화적 요인의 간과는 소멸로 이어

지며 한국의 초고층 주거평면의 변천은 이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변화는 수십년의 시간동안 변화를 통해 정착

해온 판상형 아파트평면의 변화양상을 역행하고 있다. 판상형 아파트평면의 변화과

정을 되짚어 본다면, 초고층 주거건축의 변화된 평면이 한국에서 거주자의 좋은 평

가와 거주생활을 적합하게 담을 수 있도록 잘 작동할지 의문이다. 때문에 주동의

변화를 수반한 다른 형태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개발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

하다.

주요어 : 한국 초고층주거건축, 미국 초고층주거건축, 평면구성, 공간구문론

학 번 : 2012-20557 성명 : 신 재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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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아파트 주거가 널리 확산되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02년, 50층이 넘는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하였고, 이후

2011년에는 300미터가 넘는 사례도 등장하였다. 이처럼 주거건축은 점점 고층화되

고 있다. 이렇게 고층화된 주거 건축은 기존의 판상형 아파트와 목적만 같을 뿐 완

전히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 예를 들어 60층 이상의 초고층 주거

건축은 단순히 20층 규모의 건물을 세 개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적, 법규적, 구조적

등 여러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물의

수명이 기존의 것보다 3배 이상 길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 뿐 아니라 사회, 문

화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1) 이러한 주거의 고층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건축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도시화, 주거의 고급화에 의한 현

상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미국의 뉴욕과 시카고, 홍콩 중심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이 나

타났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 중동과 같이 급격한 도시화가 일어나고

경제적 부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 초

고층 주거건축은 건축기술의 발달 및 부의 축적, 법규의 완화 등에 의한 고층화 과

정에서 생겨난 건축형식이다. 특히 2000년 이후 몇 년 사이에 주거문화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는 호텔식 고급주거와 비즈니스공간과 문화시설이 결합된 원

스톱 방식의 ‘도시안의 작은도시’를 의미한다.2)

점점 커지고, 높아지는 초고층 주거건축은 고층화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

해 판상형 보다는 탑상형의 주동형태를 나타내며, 이 때문에 기존 국내 아파트의

계획에서 나타나던 것과는 다른 평면구성원리가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

구에서 초고층 주거건축이 단지 탑상형이기 때문에 기존의 판상형아파트와 다른

평면구성원리가 나타날 것이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 초고층 주거건축이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화적, 법규적, 사회적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생성된 새로운 주거형태라 판단하였다.

1) 판상형 아파트의 재건축 전까지의 수명을 약 30년 정도로 산정하고 있고, 커튼월로 구성된 초고층 주거건축

의 경우 국내에서 아직 재건축된 사례는 없지만, 설계수명은 100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2) 전상인(2009), 아파트에 미치다, 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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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서구사회, 특히 미국에서는 약 1세기에 걸쳐 발전, 정착된 주거건축

유형이 국내에 새롭게 도입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새로운

건축형식이 등장하였을 때 이후 그것이 나타내는 발전방향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

이다. 요컨대, 새로운 건축형식의 도입 초기에는 외래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역성을 띠게 되거나, 반대로 주거건축과 같이

일상적인 건축은 도입 초기에 기존의 계획규범이 강하게 나타나다가 후기로 갈수

록 새로운 건축형식에 합리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한 이후 어떠

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해 나아갔는지를 정량적 분석 방법론으로 미국의 사례와 비

교해서 살펴보고 그 배경을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주요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 구성원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

내 초고층 주거건축에 나타나는 평면구성 원리의 시계열적 변천을 살피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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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초고층 주거건축물’ 이라함은 한국 건축법 2조 15항을 기

준으로 200미터 이상이거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본 논문 2.1. 초고층 주거

건축의 정의) 그리고 초고층 빌딩 중에 용도가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한

편, 초고층 건축물은 대개 포디엄 부분과 타워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포디엄 부분은

상업시설이 배치되고 타워 부분은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의 용도가 다양

한 방식으로 복합된다. 본 연구에서는 타워 부분 바닥면적의 85% 이상이 주거시설

로 구성되는 ‘주거전용’ 초고층 건축물로 연구대상을 한정한다.3)

[그림 1-1] 주상복합(Mixed-use)와 단일용도(Single function)의 구분 기준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원리의 변천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사례들을 전수

조사 하였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조군으로 미국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을 대조군으로 선정한 이유는 미국의 그것은 뉴욕 맨하탄

이나 시카고 도심에서 약 1세기동안 발전한 주거유형이라는 점에서 적합한 비교대

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한국

의 초고층 주거 평면이 어떻게 변하였고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2.2.2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에

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3) CTBUH에서는 특정용도의 비율이 85% 이상일 경우 단일용도 건축물(Single Function Building)으로 정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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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방법

1.3.1. 공간구문론의 이론적 고찰

(1)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은 1984년 영국 런던대학교의 빌 힐리어와 줄리엔 핸

슨(Bill Hillier & Julienne Hanson)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공간을 정량적으로 기술

하는 분석방법론이다. 이 둘은 건축물의 공간구조나 도시의 조직, 발생적 형태가 어

떻게 특정한 형상(Configuration)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건축물

의 공간 혹은 도시공간의 질서화는 실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행태에 기인한

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바로 건물, 도시의 공간 본질과 형태에 개입한다고 말한

다. 즉, 건축공간의 기능이나 장식적 요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배열과

관계를 통해 공간적 질서를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간의 배열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점유가 서로 만나고 교차하거나 분리되는 방법론적 이야기다.

공간구문론에서는 공간의 배치를 노드(node)와 엣지(edge)의 그래프로 표현하여

분석하며, 여기에 깊이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체적인 그래프 구조에서 개별 노드의

위상학적 중앙성을 지표화하는 분석 방법이다.

공간구문론에서는 대표적으로 축선도(Axial map)와 볼록공간도(Convex map)

두 가지 방법으로 공간을 재현한다. 축선도는 도시규모의 공간을 재현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반면, 볼록공간도는 건축물 규모의 공간을 재현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볼록공간도를 이용하여 주거 단위세대 평면을 재현하고 분석

하였다. 볼록공간도에서는 실(Room)을 재현한 2차원 볼록다각형(Convex space)이

노드가 되고 실 간의 개구부 연결이 엣지가 된다.

이처럼 공간을 노드로 이동 및 연결을 엣지로 표현함으로서 공간과 인간의 행태

를 분석, 예측 함으로서 사회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건축연구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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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지표 및 도구

공간의 정량화를 위해서 건물내부 공간을 여러 개의 공간으로 분할하고 도식화

하였다. 하지만 건축공간이라는 것이 명쾌하게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고 불

규칙한 공간의 조합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J-Graph로 표현하기 위해 평면

을 각각의 공간으로 정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힐리어는 볼록공간(Convex

Space)4)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J-Graph는 어느 하나의 공간에서 연결된 다

른 볼록공간들과 선택할 수 있는 동선들, 즉 각각의 경우마다 다음 공간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할 동선의 수를 나타낸다. 기준이 되는 공간에서 목표점이 되는 공간

으로 가는 동안 통과하는 동선의 수를 그 공간의 ‘깊이(Depth)’라고하고, 이렇게 구

해진 공간들이 깊이의 평균값을 ‘평균적이 깊이(Mean Depth)’ 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
아파트 단위세대평면의

Convex Map

아파트 단위세대평면의

J-Graph

[표 1-1] 단위평면, Convex map, J-Graph의 도식화 과정 (이상은,2002)

공간구문론에서 공간들 간의 위상학적 관계성을 분석하는 지표로는 통합도

(Integration)를 사용하였다. 통합도는 단위공간에서 다른 단위공간까지의 연결관계

의 평균적인 깊이(Mean Depth)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5) 어떤 공간의 통합도

4) 볼록(Convex)공간은 오목(Concave)공간과 구별되는 말이다.

5) 기본적으로 통합도는 평균적인 깊이(Mean Depth)에 반비례한다. 그러나 단순히 MD의 역수를 취하지는 않

고, 전체적인 공간구조의 규모(전체적인 공간구조를 구성하는 노드의 개수)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보정이

추가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공간구문론 원전(Hillier, B. & Hanson, J.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을 참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간구조의 규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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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높다는 것은 나머지 공간들로의 연결관계의 평균적인 깊이가 얕고, 따라서 해

당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최재필

(1996)의 연구를 보면 아파트 단위세대의 평면을 분석하였을 때, 거실의 통합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거실이 가족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교류가 많

이 발생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통합도의 계산법은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 가능한 노드로의 접근

가능한 평균 깊이를 구하고, 건물의 규모와 실의 개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로 평균깊이를 보정하여 0에서 1사이 값인 상대적 공간심도(Relative

Asymmetry)로 변환시킨다. 그러나 이 보정치의 값은 여전히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반적인 값의 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그래프의 개념을

도입하여 RRA(Real Relative Asymmetry)값을 구하고 표현의 객관성을 위하여

RRA의 역수를 취하여 통합도로 표시한다. 산출 과정은 아래와 같다.

지표이름 함수 비고

평균깊이

(Mean Depth)  


  



 한 기준영역이 다른 모든 영역

에 대해 갖는 깊이의 평균

RA

(Relative Symmetry)

  


 

  



  

평균깊이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준화 한 것

RRA

(Real Relative

Symmetry)

  

 

서로 다른 공간의 값을 비교하

기 위해 RA를 Dn(다이아몬드

그래프의 루트가 되는 노드의

RA값)으로 나눈 것

통합도

(Integration)
 


RRA값이 작을수록 중앙성이 높

은 반대되는 의미를 보정하기

위해 RAA를 역수 취한 것

[표 1-2] 공간구문론의 통합도 산출과정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모든 분석사례가 동일한 개수의 노드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앞서 언급한 사례선정 원칙 또한 노드의 개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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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실별 통합도 데이터 분석

 정리해보면, 통합도 값이 큰 공간은 전체 공간에서 위계가 높고 중심공간에 위

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체 공간 사용자에게 접근이 용이하며 점유하기 쉽다. 

반면 통합도 값이 작은 공간은 다른 공간과 동떨어져 공간의 사용자들의 접근이 불

리함을 의미한다. 

앞의 [표1-1]에서 제시했던 단위평면을 예로 들어 통합도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번호 용도
연결

(Connect)

통합도

(Integration)

1 침실 1 1.000036

2 현관 1 1.000036

3 침실 1 1.000036

4 복도 6 3.666800

5 주방 2 1.375050

6 화장실 1 1.000036

7 부부침실 3 1.833400

8 거실 2 0.916700

9 발코니 2 1.000036

10 부부욕실 1 0.785743

[그림 1-2] 아파트 단위평면의 통합도 분석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위 평면에서 가장 

통합도가 높은 공간은 복도이며 거실공

간은 안방보다 낮은 독립적인 공간이라

고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석의 도구로서 

공간구문론을 기반하여 개발된 S3 

Convex Analyzer v2.16)을 사용하였으

며, 분석지표의 유의함을 증명하기 위해 

실시한 통계분석은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인 IBM SPSS statics20을 활용하였다.

6) S3 Convex Analyzer v2.1 은 서울대학교 건축도시공간연구실(LAUS)에서 개발된 공간분석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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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흐름도

[그림 1-4]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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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초고층 주거건축의 정의

“초고층”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 법적 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다. 특히 초고층 빌딩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인

CTBUH7)에서는 초고층(Tall Building)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세 가지 평가기준을

사용한다. 첫 번째, 주변의 다른 빌딩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가. 두 번째 빌딩의

비례가 초고층 빌딩이라고 할 정도로 적당한가. 세 번째 수직 동선과 구조 기술이

초고층에 적합한가 이다. 이처럼 초고층에 대한 정의는 높이 뿐 아니라 상대높이,

비례, 기술 같이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초고층”에 대한 다양한 기준

과 정의들을 [표 2-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초고층 주거건축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한국 건

축법에 따라 ‘50층8)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을 “초고층”으로 정의한다.

기관 구분 정의

CTBUH

Tall Building
높이나 층수 개념이 아닌 빌딩이 지닌

사회, 문화, 기술적 영향이 큰 빌딩

Super Tall Building
300미터 (984피트) 이상

의 건축물

EMPORIS9)

High-rise Building

(ESN 18727)

35~100미터 이거나

12~39층의 건축물

Skyscraper

(ESN 24419)
100미터 이상의 건축물

NYCDB10)

Tall building
125피트 이상

(38미터 이상)의 건축물

Super Tall building
300피트 이상

(91미터 이상)의 건축물

한국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5항)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표 2-1] ‘초고층’에 대한 주요 기관의 정의

7)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 (세계초고층도시연합)

8) 중국문화권에서 4, 14, 24., ...은 층수를 제외하거나, 서양에서 13층을 제외하고 층을 산정하기도 한다. 또한

몇몇 유럽국가에서는 1층을 0층이라고 계산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의 층수 는 층의 총 개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9) www.emporis.com

10) New York City Department of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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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고층 주거건축의 역사

2.2.1. 초고층 주거건축의 역사 및 세계적 추세

초고층 주거건축물은 최근 10년 이전부터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200미터 이상의 주거건축물이 들어선 것은 1993년 홍콩의 Tregunter Tower Ⅲ이

최초이다. 이후 2000년까지 약 7년간 전 세계적으로 200미터이상 주거건축물의 준

공은 전무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

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홍콩을 중심으로, 그리고 약 10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중국 본토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등장이 빠르게

전파되어 갔다. 특히 미국과 유럽 같은 기존 선진국 보다는 빠르게 성장해나가는

신흥국으로 그 추세가 이어져 나갔다는 것은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부의 흐름과 무

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흐름은 2011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

어 세계적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잠시 주춤하는 상태이다.

[그림 2-1] 200미터 이상 주거건축물의 준공 수

( ~ 2012년)

[그림 2-2] Tregunter 

Tower Ⅲ (1993)

전 세계적으로 200미터 이상의 초고층 주거건축물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13년 6

월 기준으로 준공된 초고층 주거건축물의 수는 195개이다. 이중 60%인 117개가 한

국, 아랍에미레이트, 중국(홍콩포함)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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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홍콩의 초고층 주거건축 단지 

중국에서도 특히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초고층 건물이 밀집해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사실 홍콩은 세계 2차대전 이

전만 하더라도 5-8층 규모의 주택이 밀집해있었지만 전후로 초고층 빌딩들이 빠르

게 등장하면서 60-70층 이상의 초고

층 빌딩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

다. 현재 홍콩은 면적 1,068㎢에 약

700만 명으로 1㎢당 7000명으로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를 나타나고 있다. 하

지만 홍콩지역의 75%가 산으로 구성

되어있어 주택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당연히 홍콩정부는 주거지역

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주거문제

의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이한 점은 미국이나 아랍에미레이트엽합의 경우 초고층

주거건축은 도시에서의 고급화된 주거에 목적이 있다면 홍콩에서의 초고층 주거는

고급화된 경향도 분명 가지고 있지만 주택문제해결 측면에서의 접근이 더 주된 목

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초고층 주거건축의 거주성(Livability)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나라이기도 하다.11) 이런 이유로 홍콩의 초고층 주거건축물

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고, 지금도 점점 고층화, 고밀화 되는 추세에 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2008년도 까지 국가적 지원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띄고 있었고 주택가격이 연 40% 이상 폭등함에 따라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도 함

께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9년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부동산 폭락으로

그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대신 원유를 바탕으로 풍부한 자금력과 재정이 안정적인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눈에 띄는 나라는 파나마이다.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의 인구 330만 명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수가 눈에 띄고 많은 이

유는 파나마 운하 때문이다. 파나마 운하가 위치한 수도 파나마 시티를 중심으로

해운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사업상 이용하는 세컨드 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파나마운하의 2단계 확장사업에 따라 이러한 부의 집중도 가속화 되고 있

11) 거주성(Livability)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나라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거

주성의 의미에 부합하는 정의는 “사람들 혹은 그들의 조직이 높은 삶의 질과 오랫동안 이를 유지할 수 있도

록 하는 성질”(Lenanard,1997, Lynch,198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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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파마나 시티, 파나마 

기 때문에 고급화된 초고층 주거건축물

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12년에 준공된 Torre

Vitri (281m)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주거 건축물로 기록되었다.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상황에 대

해서는 ‘2.2.3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거건축이 고층화 되면서 초고층 빌딩에서의 주거의 비율이 점점 높아

지고 있다. 2000년 까지만 해도 세계 100대 초고층 빌딩에서 주거용도의 빌딩이 차

지하는 비율은 없었다. 하지만 2012년엔 세계 100대 초고층 빌딩 중 18개가 주거

빌딩이다. 이런 주거 빌딩의 고층화는 [그림 2-6]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2011년

준공된 초고층빌딩중 주거용도 빌딩의 비율이 오피스나 복합개발의 사례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 가 개수

중 국 48 인도네시아 6

아랍에미레이트 37 태 국 6

한 국 3212) 러시아 4

파나마 12 말레이시아 3

미 국 9 일 본 3

필리핀 8 베트남 2

호 주 8 인 도 2

사우디아라비아 7 카타르 1

싱가폴 6 터 키 1

총 195

[표 2-2] 국가별 200미터 이상 주거건축물 현황

(2013년 6월 기준)

[그림 2-5] Princess 

Tower, Dubai (413m, 

2012) 

12) [표 2-5] ‘국내 연도별 초고층 주거건축물 준공 건 수‘ 와는 연도별, 기준별 차이가 있음.

[표 2-2]는 2012년 기준으로 높이 200m 이상, [표 2-5]는 2013년 기준으로 200m 이상 혹은 50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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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세계 100대 초고층 

빌딩에서의 용도 비중 (사무 49%, 

복합용도 27%, 주거 18%, 호텔 6%)

[그림 2-7] 2011년 준공된 

초고층빌딩에서의 용도 비중 

(주거 36%, 사무 34%, 

복합용도 24%, 호텔 6%)

[그림 2-6], [그림 2-7] 출처 : A Year in Review ; Tall Trends of 2012

결론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향을 보면, 주거 건축은 점점 초고층화 되고 있고 이

런 현상은 급격히 부가 집중되는 신흥국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

기에도 불구하고 초고층의 빌딩의 건설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이 집중

되고 있고, 초고층 주거건축은 직주근접이라는 장점으로 도심에서 효율적인 주거방

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초고층 건축물이 오피스나 호텔에 국한되었

던 것에 비해, 2000년 이후 주거용도의 초고층 건축물의 등장이 시작, 가속화 되었

다. 이러한 이유는 도시화, 부의 집중, 건축기술의 발달에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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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Zoning  Code 에 의한 

고층화 과정 (출처 :www.uwec.edu)

2.2.2.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미국의 초고층 건축물의 탄생 배경에는

Zoning Code가 있다. 1916년 처음 Zoning 제

도가 입안되었을 때는 ‘Height’와 ‘Set-back’에

대한 항목이 상업지와 주거지역에 구분되어

적용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용자들의 일

조권의 보장에 목적이 있었다. 1916년 제정된

Zoning Code에 의하면 Set-back에 대한 항목

만 지키면 일정높이에 모두 다다를 수 있었다.

때문에 [그림 2-8]의 오른쪽 그림같이

“wedding cake”라고 표현되는 유사한 형태의

고층빌딩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심지어 건폐

율 25% 안에서 건축 할 경우 층수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지금도 뉴욕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크

라이슬러 빌딩도 당시 Zoning Code에 따라 건축되었다.

1916년 만들어진 Zoning Code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1961년에 수정안이 제정 되

었다. 이중 주목할 만한 제도는 FAR(Floor Area Ratio)이라 불리는 지역용적률 제

도이다. 이 제도는 대지에 대한 지상점유면적을 규제하는 점에서 한국의 용적률 제

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건축주나 설계자가 층수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FAR이 8.0인 지역에 건폐율 80%로 빌딩을 건설한다

면 10층의 규모의 빌딩을 건축 할 수 있지만, 대지의 40%만 사용하고 나머지 60%

를 공지로 만들면 높이 20층 규모의 빌딩을 건축 할 수 있다. 심지어 나머지 대지를

대중에게 개방한다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제(Bonus FAR)도 시행하였

다.13) 또한 이 제도에서 인접대지의 공중권을 차용할 수 있는 조항(Zoning Lot

Merge)도 있었다. 이 제도는 인접대지와 계획대지의 용적률중 인접대지에서 남는

용적률을 계획부지에 합산해서 개발 할 수 있는 제도였다.

이처럼 당시의 제도들이 도시에서 지구별, 개별적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 있

13) 미국의 FAR은 한국의 용적률 같은 의미이지만, 표현의 방법에서 차이를 가진다. 한국의 용적률은 건물연면

적/대지면적 x 100(%) 로 퍼센트로 표현하지만, 미국의 FAR은 건물연면적/대지면적으로 비율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100m²에 건물연면적 800m²까지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면 용적률은 800%, FAR는 

8.0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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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뉴욕과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 상징적인 초고층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은 1926년 건축된 Ritz Tower(165미터, 41층)로부터 시

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초고층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당시에는 “Grand Skyscraper”로 불릴 정도로 큰 규모의 건축물 이었고, 주

거건축물로서 뉴욕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였다. Ritz Tower의 경우 순수 주거용도

가 아닌 아파트먼트 호텔이었는데, 이는 뉴욕의 “Zoning Apartment Regulation14)”

에 의해 일반주거건축물이 아닌 상업복합용도로 계획하면 법적규제가 완화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일반 주거용도의 건물보다 더 높게 계획될 수 있었고, 이는 다음 절

에서 살펴볼 한국의 상업지구내에서의 주상복합 건축의 규제 완화와 같은 맥락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1964년부터 1000 Lake Shore Plaza, Marina City, Lake

Point Tower와 같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거건축물들이 등장하였고, 2011년엔

Frank Gehry가 설계한 76층 규모의 Eight Spruce Street가 준공되었다. 특히 2000

년 이전에는 시카고와 뉴욕 같은 고밀화된 도심지에 주로 건설되었다면, 최근 들어

서는 마이애미 같은 휴양도시에도 초고층 주거건축이 건설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에서의 초고층 주거건축은 1926년부터 약 90년간 꾸준히 등장하였으며 고밀화된

대도시에서 고급주거로서 발전되어 온 역사 깊은 주거유형이다.

Ritz Tower (1926) Lake Point Tower (1968) 8 Spruce Street (2011)

[표 2-3] 미국의 주요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

14) 1961년 뉴욕시에 의해 입안된 초고층 Zoning제도가 미국 전체의 초고층 개발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여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도시는 특별용도지역제(Special District), 밀도보너스제도(Density Bonus), 협정개발제

(Negotiated Development), 연계개발제도(Linkage System)등을 도입하여 초고층 건축을 계획적으로 유도하

고 있다.

[박창규, 초고층 건축과 국내법규의 현황, 월간 빌딩문화, 2003 Vol.1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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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1) 초고층 주거건축 등장의 법규적 배경

우리나라의 초고층 주거건축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택건

설촉진법의 주거비율 완화 정책에 의해 1997년 주상복합의 주거비율 기준이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되었고, 이후 1998년에는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다

시 완화되었다. 이때부터 사실상 아파트와 주상복합과의 구분이 모호해 지기 시작

하였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도심지의 타워형 주거빌딩을 주상복합, 비 도심지의

판상형 주거빌딩을 아파트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1999년 건축법 개정으로

상업용지 내 공동주택의 일조권 기준을 폐지함으로서 상업용지내 주거빌딩을 건축

하는데 일조의 제약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때문에 일조관련 제약이 거의 사라짐에

따라 한국에서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이 촉진되었다.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하게 된 관련 건축법 개정일지 및 내용은 아래 [표 2-4]와

같이 면적관련, 일조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 면적기준
개정 시기 개정 내용

1990년 4월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50% → 300% 로 상향

1990년 11월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300% → 400% 로 상향

1991년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립가능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

대,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비율을 50% 미만으로 확대

1995년 10월 주택비율 50% →70% 확대

1998년 4월 주택비율 70% →90% 확대 (아파트와 주상복합 과의 구분 모호해짐)

◾ 일조기준
개정 시기 개정 내용

1981년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면서 1976년에 도입된 일조기준을 그대로 유지

1993년 4월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채광방향에서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 그 높이의 1/4만 띄우게 완화

1996년 8월
준주거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채광방향에서 인접대지 경계

선까지 그 높이의 1/4만 띄우게 완화

1999년 5월 상업용지 내 공동주택의 일조권 기준 폐지

[표 2-4] 초고층 주거건축 촉진 관련 건축법 개정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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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해운대 

위브더제니스, 2011 (80층, 

300m)

이러한 초고층 주거건축의 등장에 유리한 법의

혜택을 받고 처음 등장한 것이 2002년 준공된 타

워팰리스Ⅰ로, 지상 66층, 234미터라는 당시 주거

건축으로서는 최고 높이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04년 준공된 타워팰리스Ⅲ는 20년간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던 여의도 63빌딩의 높이를

넘어섰고, 2011년 준공된 해운대 위브더제니스는

지상80층, 300미터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주거

건축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은 2002년 이후 약 10년 사이에 25

개 단지, 85개 동의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하였

고, 이러한 추세에 의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

로도 초고층 주거건축의 등장이 가장 활발한 나

라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총 계

단지 수
(개) 1 2 2 1 1 0 1 2 3 6 2 4 25

빌딩 수
(개)

3 5 2 10 1 0 6 6 8 12 10 22 85

[표 2-5] 국내 연도별 초고층 주거건축물 준공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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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초고층 주거건축의 시기적 구분 (‘도입기’와 ‘확산기’)

사실 한국에 초고층 주거건축물이 등장하게 된 원인은 위에서 밝혔듯이 일조, 면

적에 관련한 건축법 개정이 1차적 원인에 있다. 하지만 [표 2-5]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2002년부터 등장했던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은 2006-2007년을 지나면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2008년부터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런 증가세는 2000년 초기 제도적 규제 완화와 다른 원인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아래 [표 2-6]은 2004년을 전후해서 언론에 나타난 초고층 주거건축에 관련한 기사

의 일부이다.

[사설] 미친 주상복합 청약 열기

주상복합아파트에 투기붐이 거세다. 어제 청약 신청이 마감된 서울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 아파

트의 경우,신청 기간이 불과 이틀이었음에 불구하고 총 760가구 분양에 20만명 가까이 몰렸고 청

약증거금만도 6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그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

산 투기 열기는 전혀 식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일보] 2004.03.24.

주상복합 인기 계속될까

'더 넓고, 더 높고, 더 화려해진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주상복합아 파트 인기는 식

을 줄을 모른다.

[매일경제] 2005.08.30.

지방도시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 `붐`

서울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초고층타워 건설 바람이 지방도시로 확산되

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 대전, 울산, 창원 등 지방도시에 초고층 주거시설이 잇

따라 건립, 마천루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데일리] 2005.06.12.

전국에 초고층 주상복합 분양 붐

'높게,더 높게.' 초고층 주상복합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초고층 단지는 일단 조망권과 녹지공간 확보에서 유리하다. 또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하면

서 단지 인지도를 확실히 선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고급화 경쟁으로 분양가에 거품이 끼는

등 부작용도 생긴다.

[한국경제] 2006.02.07.

[표 2-6] 2004년 전후의 초고층 주거건축에 관한 기사

위의 언론 기사에 나타난 초고층 관련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2002년을 기점으

로 서울에서 시작했던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 붐이 2004년을 기준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상 계획에서 완공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4년 전후에 있었던 초고층주거건축의 개발 붐이

2007-2008년부터 실제 완공으로 이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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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도시 높이(m) 층수 준공년도

1 타워팰리스 Ⅰ 서울 209 59 2002

2 목동 하이페리온 서울 256 69 2003

3 타워팰리스 Ⅱ 서울 191 55 2003

4 아카데미 스위트 서울 167 51 2004

5 타워팰리스 Ⅲ 서울 264 73 2004

6 더 샵 센텀 파크 부산 158 51 2005

7 더 스타시티 서울 196 58 2006

2007년 준공사례 없음

8 센텀스타 부산 184 51 2008

9 수성 위브 더 제니스 대구 178 54 2009

10 포스코 더 퍼스트 월드 인천 237 67 2009

11 동탄 메타폴리스 화성 249 66 2010

12 수성 리더스 뷰 대구 225 57 2010

13 태화 리버이안 엑소디움 울산 201 51 2010

14 아산 SK 펜타포트 천안 215 66 2011

15 청라 엑슬루 타워 인천 190 55 2011

16 두산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 부산 300 80 2011

17 해운대 아이파크 부산 273 66 2011

18 서면 센트럴 스타 부산 207 58 2011

19 WBC 더 팰리스 부산 265 51 2011

20 부천 금호 리첸시아 부천 241 66 2012

21 금강 엑슬루 타워 대전 170 50 2012

22 탄현 위브 더 제니스 고양 230 59 2013

23 청라 포스코 더 레이크 파크 인천 190 58 2013

24 청라 대우 푸르지오 인천 189 58 2013

25 요진 Y-CITY 고양 - 59 2013

[표 2-7] 연도별 한국 초고층 주거건축 준공 사례

한국에서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한 2002년 이후 현재 2013년까지의 사례를 시계

열적으로 정리해보면 위의 [표 2-7]과 같다. [표 2-6]의 기사와 같이 2007년 이후에

서울에서 건설된 초고층 주거건축물은 단 한건의 사례도 없으며, 2007년 이후의 사

례는 모두 부산, 대전, 대구 등 지방에서 준공이 이루어졌다. 이는 [표 2-6]의 기사

의 내용과 일치하는 통계이다.

결론적으로 2007년을 전후로 서울을 중심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이 본격화

되어 2007년 이전을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로, 2007년 이후를 ‘초고층 주거

건축의 확산기’로 구분된다는 점, 나아가 ‘3.2.1 한국의 초고층 주거 사례 선정’의

사례들에서 2007년을 전후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구성 양상이 눈에 띌 정도로

상이하여 두 시기의 평면구성 원리 자체가 다를 것이라 가정하였다. 때문에 이 연

구에서는 2007년을 기준으로 전후를 한국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와 확산기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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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의 초고층 주거건축 현황

2002년 처음 서울에 초고층 주거건축의 등장은 법규적 완화에 있었다면 최근의

경향은 서울시의 건축조례를 통한 층수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때문에 과거

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엔 한강변 주거지역을 중심

으로 초고층 주거건축물들이 계획, 건설되고 있다. 특히 신축보다는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2000년 초기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 역 기존안 개정안 (2013년4월)

이촌동
15층 가장자리 15층, 중심 35층

반포, 현충원 주변

여의도 상업지역 최대 50층 상업지역 50층 이상 탄력적용

잠 실 주상복합 최대 50층 일반아파트도 50층

[표 2-8] 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

래미안 이촌 재건축 (이촌 렉스)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표 2-9] 최근 서울에 개발, 계획 중인 초고층 주거건축

2000-2006년, 즉 한국 초고층주거건축의 도입기에 서울에서 이루어졌던 초고층

주거건축물의 신축보다는 아파트의 재건축 대안으로 초고층 주거가 등장하고 있다

는 점은 추후 초고층 주거건축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 하다. 또한 초고층 주거건축의 등장 배경에는 관련 건축법의 개정이 있었듯 초

고층 관련 건축법의 추가적인 변화에 의해 서울에서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등장과

그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15)

15) 본 논문 2.2.3 (1) 초고층 주거건축 등장의 법규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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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 고찰

2.3.1. 연구동향

건축계획 부분에서 초고층 주거건축에 관한 연구는 크게 초고층주거건축에서의

‘공용부분’에 관한 연구와 단위세대 즉 ‘주거부분’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이 중 초고층 주거건축 주거부분의 계획특성 및 유형분석에 관한 국내 학위논

문은 아래의 [표 2-10]과 같다.

저자 논문제목

박병한 (2012)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다발형 초고층 주거복합건물 주동의 개방성에 관한 연구

김현수 (2010)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초고층 주거건축 단위평면의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고형석 (2008)

서울과기대, 석사학위 논문
초고층 아파트의 주거동 유형 분석 연구

김권 (2007)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도심형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기준층평면과 단위세대구

성과의 형태적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단위세대의 개방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김두식 (2002)

호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초고층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표 2-10]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고찰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병한(2012)은 타워형 초고층 주거건축물의 실내

에서 외부를 볼 때 나타나는 개방성을 뷰포인트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

하였으며, 뷰포인트와 관측된 대상간의 거리, 주 개구부의 유무 확인으로 프라이버

시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체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정량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현수(2010)는 초고층 주거건축물을 대상으로 그 단위

평면의 공간적 구성 및 형태적 상관관계의 특징을 단위공간의 평면적 특성에 초점

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간구성의 특성과 공간적 연계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유형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위상학적 분석방법

을 주요 분석틀로 사용하여 사례들을 유형화시켰다. 고형석(2008)은 국내의 초고층

주거건축물의 평면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미국, 홍콩, 일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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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와 비교하였다. 김권(2007)은 초고층 주거건축물의 기준층 평면은 8개의 유형으

로 분류하였고 각각 유형들에 나타나는 형태적 상관성, 개방성, 외기노출의 항목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기준층평면과 단위세대구성과의 행태적 상관성을 도출하였다.

김두식(2002)은 초고층 주거건축물을 대상으로 그 단위평면의 형태를 5개의 유형으

로 분류하고 단위세대의 면적, 향별로 나타나는 실의 종류 및 성격을 구분하였다.

2.3.2. 선행연구 고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초고층 주거건축이 기존 판상형 아파트와 다른 단위세대

의 형태와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이를 유형화시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김

두식(2002)은 단위세대의 평면 형태에 따라 매스중첩형, 가로형 다각형, 정방형 다

각형, 세로형 다각형, 특수형으로 유형화하였고, 김권(2007)의 논문에서는 ㄱ자형,

T자형, W자형, 결합형, 비정형, 정방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김현수(2010)의 논

문에서는 LDK의 위치에 따라 Type1부터 Type5까지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연구자

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세대평면과 주동평면을 유형화 하였다.

본 연구는 정성적 유형화가 아닌 정량적 분석을 통해 단위세대에서 실별 통합도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모든 사례를 분석하여 등장부터 현재까

지 어떤 변화과정이 있었으며 미국의 사례와 비교를 통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변

화하는지 분석하고, 그 원인을 도출하여 추후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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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교분석 대상 선정

3.1.1.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 선정 기준

(1) 평면 선정에 관한 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한국의 건축법 기준인 ‘50층 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의

사례 중 주거용도의 빌딩은 미국에 71개, 한국에 22개의 사례가 있다. 미국의 사례

들 중 한국과 비슷한 기후대에 속해 있으며 사례가 집중된 뉴욕과 시카고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간적 범위도 2000년 이후로 한정하여 26개의 사

례를 선정하였다.16) 이들을 한국의 22개의 사례와 동일한 조건하에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례별 1개씩의 단위세대 평면을 선정하였다.

①연속된 2면이 외기에 노출된 평면

②거실, 부엌/식당, 3개의 침실(부부침실 포함)로 구성된 평면

조건 ① 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고층 주거건축의 단위세대 평면의 대

부분의 대형평면은 외기와 2면을 접하고 있다. 1면이 외기와 접한 단위세대의 경우

평면구성 시 영향요소가 적어 모두 정형화된 평면구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객관

적인 실의 조직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평면구성의 다양성이 나타

나는 2면 외기노출 평면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조건 ②를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고층 주거건축은 판상형 아파트와 비교

해서 다양한 면적의 평면이 존재한다.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실

의 종류 및 개수를 기준으로 평면을 선별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세대 평면이 없는 사례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미국의 9사례, 한국의 3사례는 연속 2면이 외기와 접하는 평면이 없거

나, 모든 평면의 방이 2개 이하였기 때문에 사례에서 제외) 최종적으로 이상의 조

건을 만족시키는 한국과 미국(뉴욕, 시카고)의 초고층 주거 단위세대 사례는 다음

장의 [표 3-2], [표 3-3]과 같다.

16) 3.1.1. (2) 시간적 범위 설정에 관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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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의 사례 2000년 이후의 사례 J-Graph 및 거실통합도

1968

Lake point tower

2003

Grand Plaza Apartments

1974

Newberry Plaza

2010

The Legacy at Millennium Park

[표 3-1] 미국 사례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근거

(2) 시간적 범위 설정에 관한 근거

2000년 이후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한국의 경우 모든 초고층 주거건축

의 사례가 200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50층 이상의 주거

빌딩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사례와 동시대인 것을 선정하기 위해

2000년 이후라는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만약 1960-2000년대 사이에 등장했던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이 2000년 이후의 것과 많은 차이를 띈다면 사례선정

을 위한 시간적 범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시대별 평면의 변

화 없이 일관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와 동시대인 2000년 이후로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이 시대별 변화 없이 일관된 구성을 가진 근거는

아래 [표 3-1]과 같다. 평면의 실별 구성이 2000년도 이전과 이후의 것이 유사함을

밝히기 위해 J-Graph 와 거실(LV)의 통합도를 비교 지표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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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North Harbor Tower

2003

Millennium Centre

1990

401 East Ontario Street

2005

The Heritage at Millennium Park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의 평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4가지를 유형 별로

구분하였고 대표적으로 거실(LV)의 통합도를 살펴보았다. 사례들은 2000년을 전후

로 약 20-30년의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평면의 형태(design)의 차이만 있

었을 뿐, 앞장의 평면선정에 관한 기준 ‘②거실, 부엌/식당, 3개의 침실(부부침실 포

함)로 구성된 평면’에 의한 실들의 조직구성에는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즉,

1960,1970,1980,1990년대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변화 양상은 찾을 수 없었고 모두

2000년 이후의 사례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은 그 등장부터 약 한 세기가 지난 현재

까지 공간구성의 큰 흐름을 유지하며, 변화 없이 정착 되어온 주거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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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ump World Tower 

뉴욕 262/72 2001

ENT 0.6985 BR 0.7639 

LV 0.7373 MB 0.7806 

DK 0.7373 WC 0.8294 

CO 1.5167 MWC 0.5104 

2. River East Center

시카고 196 / 58 2001

ENT 1.3271 BR 0.6238 

LV 0.6319 MB 0.7806 

DK 0.4424 WC 0.7373 

CO 1.0677 MWC 0.5104 

[표 3-2]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선정 사례 

3.1.2.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 선정

기본적으로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도시의 중심

부에 위치하여있다. 즉,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로 가득 찬 시내 중심부에 주거공간을

마련함으로서 거주지와 근무지 간의 근접과 시내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본래

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심 부지의 협소함으로 인해 사례들은

모두 한 동 으로 배치되어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기준에 맞게 선정한 17개의 사례와 공간분석을 통한 통합도

결과 값은 다음과 같다.

건물이름

소재도시
높이(m)/

층수
준공년도

ENT

실 별
통합도  

RM

실 별
통합도

LV MB

DK WC

CO MWC

기준평면 빌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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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ark Millennium 

시카고 166 / 57 2002

ENT 0.6319 BR 0.7806 

LV 0.6635 MB 0.8847 

DK 0.6635 WC 0.7806 

CO 1.4131 MWC 0.5529 

4. Grand Plaza Apartments

시카고 195 / 57 2003

ENT 0.5500 BR 0.8462

LV 1.5715 MB 1.0000

DK 0.8462 WC 0.8462

CO 1.5584 MWC 0.5790 

5. Millennium Centre

시카고 186 / 58 2003

ENT 0.8847 BR 0.7373 

LV 0.9479 MB 0.7373 

DK 0.9479 WC 0.7373 

CO 1.6309 MWC 0.4915 

6. The Fordham

시카고 175 / 52 2003

ENT 1.1000 BR 0.6902

LV 1.0000 MB 0.6875

DK 0.7857 WC 0.7857

CO 1.5278 MWC 0.4584

7. 55 East Erie

시카고 197 / 56 2004

ENT 0.8294 BR 0.7309 

LV 0.9479 MB 1.0208 

DK 1.0208 WC 0.8847 

CO 1.6852 MWC 0.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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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 Heritage at 

Millennium Park

시카고 192 / 57 2005

ENT 0.7806 BR 0.7373 

LV 0.6635 MB 0.8294 

DK 0.6635 WC 0.6635 

CO 1.4466 MWC 0.5308 

9. The Orion

뉴욕 184 / 60 2006

ENT 0.9856 BR 0.8096

LV 1.2672 MB 1.2672

DK 0.9856 WC 0.9856

CO 4.4353 MWC 0.6336

10. 340 on the Park

시카고  205 / 64 2007

ENT 1.0208 BR 0.6508 

LV 0.5308 MB 0.6635 

DK 0.3903 WC 0.6985 

CO 1.0284 MWC 0.4576 

11. Sky House

뉴욕 197 / 54 2008

ENT 0.6875 BR 1.1000

LV 1.2223 MB 1.3751

DK 1.2223 WC 1.1000

CO 3.4376 MWC 0.6875

12. Trump Plaza 

Residences

저지시티 162 / 55 2008

ENT 0.5790 BR 0.7334

LV 1.2223 MB 0.8462

DK 0.4074 WC 0.7334

CO 1.2088 MWC 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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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One Museum Park

시카고 224 / 62 2009

ENT 1.1059 BR 0.5308 

LV 0.6319 MB 0.6635 

DK 0.6319 WC 0.5308 

CO 0.9570 MWC 0.4576 

14. Streeter Place

시카고 169 / 55 2009

ENT 1.1059 BR 0.5419 

LV 0.6032 MB 0.5770 

DK 0.4281 WC 0.6319 

CO 0.9117 MWC 0.4147 

15. The Legacy at Millennium 

Park

시카고 249 / 73 2010

ENT 0.7373 BR 0.8847 

LV 0.7806 MB 0.7373 

DK 0.7806 WC 0.8847 

CO 1.6309 MWC 0.4915 

16. The Brooklyner

뉴욕 162 / 52 2010

ENT 0.9167 BR 0.7857

LV 0.5500 MB 0.9167

DK 0.5500 WC 0.7857

CO 1.6042 MWC 0.5500

17. 215 West

뉴욕 155 / 50 2010

ENT 0.6319 BR 0.7806 

LV 0.6635 MB 0.8847 

DK 0.6635 WC 0.7806 

CO 1.4131 MWC 0.5529 



제3장. 한국과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비교분석

35

1. 타워팰리스Ⅰ

서울 234 / 66 2002

ENT 0.7334 BR 0.7334 

LV 1.5715 MB 0.6471 

DK 0.7334 WC 0.7334 

CO 1.2858 MWC 0.4400 

2. 목동 하이페리온

서울 256 / 69 2003

ENT 0.6875 BR 0.6471 

LV 1.5715 MB 0.7857 

DK 1.0000 WC 0.6471 

CO 1.2987 MWC 0.5000

[표 3-3]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선정 사례  

3.1.3.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 선정

앞장에서 선택한 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들을

보면 미국과 달리 많은 사례들이 도심의 중심부보다는 도심에서 떨어져 주거건물

이 밀집한 지역 중 법적으로 상업지역에 속하는 곳에 위치하여있다. 때문에 주변에

높은 상업빌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미국과 달리 도심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보다 넓은 대지에 위치하고 있어 한 동이 아닌 여러 동으로 단

지를 형성하고 있고 저층부에는 공통적으로 포디움(Podium)을 가지고 있다. 즉, 기

존 판상형 아파트가 위치해 있던 지역에 고지가화에 대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하게 된 원인인 상업지역내 주거건축의 허용 이유

인 직주근접과 도심공동화 방지의 목적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7)

17) 실제로 초고층 주거건축물의 등장 초기 서울에서 건설되었던 6개의 사례를 보면 서울의 3대 도심권역인 을

지로(CBD), 여의도(YBD), 테헤란로(GBD) 지역이 아닌 목동, 도곡동, 건대역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기존에 판상형 아파트가 밀집해 있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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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워팰리스Ⅱ

서울 191 / 55 2003

ENT 0.6471 BR 0.6471

LV 1.5715 MB 0.7334

DK 0.7334 WC 0.6471 

CO 1.2223 MWC 0.4783 

4. 타워팰리스Ⅲ

서울 264 / 73 2003

ENT 0.8064 BR 0.8064 

LV 1.7741 MB 0.8871 

DK 0.7392 WC 0.8064 

CO 2.2176 MWC 0.5218 

5. 아카데미 스위트

서울 167 / 51 2004

ENT 0.5770 BR 0.6652 

LV 1.8958 MB 0.7373 

DK 0.8294 WC 0.6319 

CO 1.1270 MWC 0.5104 

6. 더샵 스타시티

서울 196 / 58 2006

ENT 0.8462 BR 0.8462 

LV 0.9167 MB 1.0000 

DK 0.9167 WC 0.8462 

CO 2.2001 MWC 0.5790 

7. 센텀 스타

부산 212 / 60 2008

ENT 0.6111 BR 0.8021 

LV 1.3751 MB 1.1000 

DK 0.6875 WC 0.9167 

CO 1.9251 MWC 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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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더 퍼스트 월드

인천 237 /67 2009

ENT 1.4784 BR 0.6305 

LV 0.8871 MB 0.8871 

DK 0.8064 WC 0.7392

CO 1.7741 MWC 0.5218 

9. 수성 위브 데 제니스

대구 178 / 54 2009

ENT 0.7857 BR 0.7857 

LV 0.9167 MB 0.9167 

DK 0.5500 WC 0.7857 

CO 1.8334 MWC 0.5500 

10. 동탄 메타폴리스

화성 249 / 66 2010

ENT 0.8871 BR 0.8871 

LV 1.7741 MB 0.8871 

DK 1.2672 WC 0.8871 

CO 2.9569 MWC 0.5218 

11. 태화 리버 이안 엑소디움

울산 201 / 51 2010

ENT 0.8847 BR 0.7806 

LV 0.9479 MB 0.7806 

DK 0.9479 WC 0.7373 

CO 1.6309 MWC 0.4915 

12.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

부산 300 / 80 2011

ENT 0.8064 BR 0.8064 

LV 1.7741 MB 0.8871 

DK 0.7392 WC 0.8064 

CO 2.2176 MWC 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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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운대 아이파크

부산 292  72 2011

ENT 0.6111 BR 0.8021 

LV 1.3751 MB 1.1000 

DK 0.6875 WC 0.9167 

CO 1.9251 MWC 0.6111 

14. 아산 SK 펜타포트

천안 215 / 66 2011

ENT 0.7857 BR 0.8462 

LV 2.2001 MB 0.9167 

DK 1.2223 WC 0.5790 

CO 1.4164 MWC 0.5500 

15. 서면 센트럴 스타

부산 207 / 58 2011

ENT 0.6635 BR 0.5775 

LV 0.8847 MB 0.5770 

DK 0.5529 WC 0.5770 

CO 1.0867 MWC 0.4281 

16. 청라 엑슬루 타워

인천 190 / 55 2011

ENT 0.6471 BR 1.0000 

LV 1.2223 MB 1.2223 

DK 0.6471 WC 1.0000 

CO 2.4445 MWC 0.6471 

17. 부천 금호 리첸시아

부천 241 / 66 2012

ENT 0.6824 BR 0.6824 

LV 0.8871 MB 0.5914 

DK 1.2672 WC 0.6824 

CO 1.4784 MWC 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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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위세대 내 분석의 범위

단위세대 내 단위공간은 항상 거실(LV), 부엌/식당(DK), 부부침실(MB), 2개의

침실(BR), 욕실(WC), 부부욕실(MWC), 현관(ENT), 복도공간(CO)으로 구성된다.

침실의 부속공간으로 여겨지는 드레스룸이나 창고 등의 공간은 순전히 해당 침실

의 사용자만 사용하는 공간이며, 단위세대 평면의 전체적인 구성원리를 설명하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발코니 공

간은 국내 사례에서만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부속 공간의 성격이 강해 분석의 범

위에서 제외하였다. 아래의 [그림 3-1]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예를 볼 수 있다.

[그림 3-1] 단위세대 내 분석범위 예시

(Grand Plaza Apartment, Chicago, 2003)

[그림 3-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별 영역이 볼록(Convex)공간이 아닌 오목공간

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다.18) 이 부분은 실제 S3 Convex Analyzer로 분석을 수행하

였을 땐 볼록공간으로 설정하였지만, 단위세대 내에서 공간영역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

18)  

공간은 기본적으로 볼록공간(Convex spcae)과 오목공간(Concave space)의 구분된다.

볼록공간은 (a)와 같이 영역내 임의의점 A에서 B로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이 영역의 선을 거지지 않는

공간의 말하며, 임의의 두 점을 그은 선이 영역의 선을 관통하는 (b)와 같은 공간을 오목공간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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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국과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비교분석

3.3.1. 공간구문론(Space Syntax) 분석결과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구성 원리를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기에 앞서, 국내

사례를 다시 준공년도 2002-2006년과 2008-2012년으로 세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표 2-5]에서 나타나듯이 2007년을 전후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이 본격화되어

2007년 이전을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로, 2007년 이후를 ‘초고층 주거건축의

확산기’로 구분된다는 점, 나아가 2007년을 전후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구성 양

상이 눈에 띌 정도로 상이하여 두 시기의 평면구성 원리 자체가 다를 것이라 가정

하였기 때문이다.

초고층 주거건축 분석사례 집단별로 각 실의 통합도 평균은 아래의 [표 3-4]와

같다.19) 이 때, 복수의 단위공간으로 이루어진 복도(CO)20)와 침실(BR)은 그들의

평균으로 산정하였다.

구분

2002-2006

한국 사례

( N=6 )

2008-2012

한국 사례

( N=11 )

2000년-

한국 사례

( N=17 )

2000년-

미국 사례

( N=17 )

ENT 0.7163 0.8039 0.7730 0.8572

CO 1.4677 1.7835 1.5473 1.5071

LV 1.5502 1.2949 1.3850 0.8609

DK 0.8253 0.8523 0.8428 0.7157

BR 0.7242 0.7779 0.7589 0.7487

MB 0.8057 0.8953 0.8637 0.8619

WC 0.7187 0.7843 0.7611 0.7880

MWC 0.5049 0.5325 0.5228 0.5298

(ENT:현관, CO:복도 또는 전이공간, LV:거실, DK:부엌/식당, BR:침실, MB:부부침실,

WC:욕실, MWC: 부부욕실 )

[표 3-4] 한국, 미국 사례들의 통합도 비교

19) 각 사례의 실별 볼록공간도와 통합도 값에 대한 자료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20) 단위세대 평면의 형태에 따라 1-3개의 복도공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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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통계적 방법에 의한 변천 패턴 분석

(1)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전반적 비교

[그림 3-2] 2000년 이후 한국과 미국 사례들의 통합도 비교

위의 방사형 그래프는 2000년 이후 한국과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단위세대의

실별 통합도를 비교한 것이다. 한국 사례의 경우 현관(ENT)의 통합도가 미국의 사

례보다 낮은 반면 부엌/식당(DK), 거실(LV), 복도(CO) 부분의 통합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침실(BR), 부부침실(MB), 욕실(WC), 부부욕실(MWC)의 통합도

는 미국과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거실의 통합도가 다른 공간과 비교해

그 차이가 월등히 높아 한국과 미국의 평면구성원리가 거실부분에서 특히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초고층 주거평면 뿐 아니라 일반적인 주거

의 평면에서도 거실의 위치가 단위세대 평면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실의 구

성방식의 차이가 단위세대 평면 전반의 구성에도 차이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미국사례의 통합도 값의 유의성 검증 및 두 집단의 실별 평균차이를 알아

보고 해석하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다. 두 표본을 합한 전체 집단의 분산과 그

두 표본의 각 분산을 이용하여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가를 검

정하는 것으로 t값은 비교대상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로서 구할 수 있는데, 분석

을 통한 결과는 아래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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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는 단위세대의 통합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거실에

서 통합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국가 빈도 평균 표준편차

ENT
한국 17 0.7730 0.2066

미국 17 0.8572 0.2235

t값=-1.141 , df=32, P=0.262

CO
한국 17 1.7671 0.5225

미국 17 1.6749 0.9044

t값=0.364, df=32, P=0.718

LV**
한국 17 1.3850 0.4247

미국 17 0.8609 0.3043

t값=4.136, df=32, P=0.001

DK
한국 17 0.8428 0.2303

미국 17 0.7157 0.2377

t값=1.583 , df=32, P=0.123

BR
한국 17 0.7590 0.1087

미국 17 0.7487 0.1319

t값=-0.248 , df=32, P=0.806

MB
한국 17 0.8637 0.1770

미국 17 0.8619 0.2109

t값=0.027, df=32, P=0.979

WC
한국 17 0.7612 0.1253

미국 17 0.7880 0.1329

t값=-0.301, df=32, P=0.766

MWC
한국 17 0.5228 0.0659

미국 17 0.5298 0.0696

t값=-0.606df=32, P=0.549

( *:P<0.05, **:P<0.01 )

[표 3-5]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 사례들의 비교 T-test

 복도(CO)와 현관(ENT)의 경우 비록 T-test 분석결과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거 단위세대 평면에서 복도는 거실과 같이 중심에 위치하여

많은 실과 연결되어 있고, 현관은 거실 및 복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잇는 공간

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사례사이의 차이에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때문

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정석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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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 전후 한국과 미국의 시기별 비교

[그림 3-3] 2007년 전후 한국과 미국 사례들의 통합도 비교

위의 방사형 그래프는 한국 사례들을 2007년을 전후로 세분한 것을 보여준다. [표

3-5]에서 눈여겨본 단위공간들의 통합도를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사례들의 거

실 통합도가 2007년 이전에는 매우 높았던 것이 2007년 이후에는 거실(LV)의 통합

도가 낮아지고, 복도(CO)의 통합도가 높아지며 전체적인 통합도의 방사형 그래프

형상이 미국의 것과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은 세 사례집단에 대한 통합도를 비교한 ANOVA 분석으로, 앞선 t-test

와 마찬가지로 거실공간에서 유의미한 동질성 하위집단(homogeneous subset)이

도출되었다. 거실은 2007년을 기점으로 1.5502에서 1.2949로 그 값이 크게 낮아진 것

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거실의 공간구성의 변화가 다른 실의 통합도값 변화에 큰 영

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T-test 및 동질성 검증결과 유의미해지진 않았지만

모든 실에서 통합도가 높아지며 미국의 사례의 실들과 유사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거실은 동질성 검증의 결과 한국 후기의 사례는 초기의 사례보다 미국의

사례와 더 동질함을 알 수 있다. 욕실의 경우 한국의 두 시기 모두 미국의 사례보

다 낮은 통합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 [표 3-7] 참조.)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구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44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값 유의확률

ENT

2002-2006 한국 사례 6 0.7163 0.1003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0.962

　

　

　

0.393

　

　

　

2008-2012 한국 사례 11 0.8039 0.2455

2000- 미국 사례 17 0.8572 0.2235

합계 34 0.8151 0.2162

LV**

2002-2006 한국 사례 6 1.5502 0.3383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9.749

　

　

　

0.001　

　

　

2008-2012 한국 사례 11 1.2949 0.4540

2000- 미국 사례 17 0.8609 0.3043

합계 34 1.1230 0.4507

DK

2002-2006 한국 사례 6 0.8254 0.1124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0.432

　

　

　

0.653

　

　

　

2008-2012 한국 사례 11 0.8523 0.2798

2000- 미국 사례 17 0.7157 0.2377

합계 34 0.7792 0.2393

CO

2002-2006 한국 사례 6 1.5586 0.5074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0.432

　

　

　

0.653

　

　

　

2008-2012 한국 사례 11 1.8809 0.5174

2000- 미국 사례 17 1.6749 0.9044

합계 34 1.7210 0.7288

[표 3-6] 2007년 전후 한국과 미국 사례들의 비교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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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2002-2006 한국 사례 6 0.7242 0.0861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0.410

　

　

　

0.667

　

　

　

2008-2012 한국 사례 11 0.7779 0.1187

2000- 미국 사례 17 0.7487 0.1319

합계 34 0.7538 0.1191

MB

2002-2006 한국 사례 6 0.8057 0.1231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0.410
　
　
　

0.667
　
　
　

2008-2012 한국 사례 11 0.8954 0.1986

2000- 미국 사례 17 0.8619 0.2109

합계 34 0.8628 0.1918

WC

2002-2006 한국 사례 6 0.7187 0.0916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0.363

　

　

　

0.699

　

　

　

2008-2012 한국 사례 11 0.7843 0.1387

2000- 미국 사례 17 0.7880 0.1329

합계 34 0.7746 0.1279

MWC

2002-2006 한국 사례 6 0.5049 0.0464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0.685

　

　

　

0.511

　

　

　

2008-2012 한국 사례 11 0.5325 0.0747

2000- 미국 사례 17 0.5298 0.0696

합계 34 0.5263 0.0668

( *:P<0.05,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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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구분 빈도
Subset for alpha = 0.05

1 2

2002-2006 한국 사례 6 0.7162

2008-2012 한국 사례 11 0.8039

2000- 미국 사례 17 0.8572

LV

구분 빈도
Subset for alpha = 0.05

1 2

2002-2006 한국 사례 17 0.8609

2008-2012 한국 사례 11 1.2949

2000- 미국 사례 6 1.5501

CO

구분 빈도
Subset for alpha = 0.05

1 2

2002-2006 한국 사례 6 1.5585

2008-2012 한국 사례 11 1.6749

2000- 미국 사례 17 1.8808

DK

구분 빈도
Subset for alpha = 0.05

1 2

2002-2006 한국 사례 11 0.7157

2008-2012 한국 사례 6 0.8253

2000- 미국 사례 17 0.8522

BR

구분 빈도
Subset for alpha = 0.05

1 2

2002-2006 한국 사례 11 0.7242

2008-2012 한국 사례 6 0.7486

2000- 미국 사례 17 0.7778

MBR

구분 빈도
Subset for alpha = 0.05

1 2

2002-2006 한국 사례 11 0.8056

2008-2012 한국 사례 6 0.8618

2000- 미국 사례 17 0.8953

[표 3-7] 던컨의 사후검증에 의한 동질성 하위집단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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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존의 고착화된 아파트 평면구성 원리

판상형 아파트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단위세대의 평면구성에 있어서 일관된 특징들이 고착화된 것으로 확

인된 바 있다. (최재필, 2004) 해당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평면구성은

도입초기 공공기관의 시험적 아파트 평면의 개발이 점차 민영화되면서 소비자의

반응이 좋은 평면의 구성으로 고착화 되어 가는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다.

고착화된 아파트평면의 가장 큰 특징은 단위주호 내에서 차지하는 거실의 상대적

공간심도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즉 거실의 통합도가 다른 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거실의 통합도 값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거실이 생활의 중심공간

으로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도공간의 최소화(공간의 효율화), 주호 내 개방

감의 확대 등을 위해 거실중심의 공간구성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

착화된 판상형 아파트의 평면은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의 도입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아래 [표 4-1]은 198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의 판상형 아파트 사례들이다. 실

들의 면적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간의 구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거실을 중

심으로 복도 및 전이공간을 거쳐 침실 및 부엌으로 연결되는 공간 구조이다. 이는

[표 4-2]에서 보는 것 과 같이 공간구문론의 적용을 통해 정량적으로 고착화에 대

한 동일한 결론을 증명할 수 있다.

 

광장동 극동아파트

(1985년)

휘경동 현대베스트빌

(2000년)

판교 봇들마을 4단지

(2013년)

[표 4-1] 단위주호 평면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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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름 연결 수 통합도

현관 1 0.6529

화장실 1 0.6529

복도(2) 3/4 1.1192

식당 2 0.9793

부엌 2 0.6529

다용도실 1 0.4609

거실 3 1.5669

침실(2) 1/1 0.6529

부부침실 2 0.7122

부부욕실 1 0.4897

[표 4-2] 고착화된 아파트 평면의 공간분석 데이터 

(발코니의 경우 면적 및 구성의 변화가 다른 실과 달리 관련법규변천에 원인이 있어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고착화된 거실 중심의 평면구성이 초고층 주거건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고착화된 판상형 아파트의 평면

구성이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초기에 그대로 계승되는지, 아니면 초고층 주거건축

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평면구성이 그대로 도입되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거실 중심의 평면구성으로 ‘토착화’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앞의 3장 내용에서는 기존의 판상형 아파트에 적용되었던 거실중심의 평면구성

원리가 초고층 주거건축 도입기에 그대로 차용되었다가 점점 미국의 초고층 주거

건축과 유사해지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는데, 다음 절에서는 그것의 건축적

실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구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52

4.2.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구성의 변천

주거평면에서 실별 구성의 변천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림 4-1]에서 [그림 4-4]까지의

공간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통합도 값에 따라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표현하였다. 빨간색

은 통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 파란색은 낮은 실을 나타낸다. 그래서 통합도가 높은 곳

즉, 빨간색의 실은 다른 공간으로의 접근이 쉬우며 전체 공간구조에서 위계상 중심적인

공간을 나타낸다.21)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통합도가 낮은 실은 전체공간에서 그 공간

이 분리되어 다른 공간들에서 접근이 비교적 불리한 것을 의미한다.

4.2.1. 거실 및 복도의 구성 원리

2002-2006년 사이 국내에 나타난 평면([그림 4-1]의 좌측상단)의 거실은 기존의

고착화된 아파트 평면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실은 복도의 역할을 하고 있

고 단위평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위상학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공간이었다. 하지

만 2008-2012년에 나타는 사례([그림 4-1]의 우측상단)를 보면 거실의 위치는 중앙

이 아닌, 평면의 가장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그림

4-1]의 좌측하단)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방과 복도를 연결해주는 전이공간으로서 역

할을 하고는 있지만, 초기의 사례와 비교해서는 위상이 크게 낮아진 양상이다.22)

이처럼 거실이 점점 개실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은 가족생활이 일상적으로 이루

어지는 대신 하루 일과 중의 이벤트로서 이루어지는 서양의 주거 내지 가족생활 문

화가 유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초고층 주거건축에서 나타나는 라멘구

조의 특성 상 거실을 평면의 코너에 배치함으로써 거실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설계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1) 최재필(1996)의 연구에서 공동주택의 평면을 분석하였을 때, 거실의 통합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거실이 전체 평면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실은 그 기능상 가족

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일상생활을 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등의 사회적 교류가 발생하는 공간이기에 다른 공

간에 비해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거실의 통합도가 높게 나온다는 사실은 공간구

문론의 분석결과가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본 논문 ‘1.3.1 (2) 분석지표 및 도구‘ 참고] 

22)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확산기’ 사례 비교 시, 거실통합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후자의 사례에선 아직 

완벽한 실의 군집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실들이 모두 한쪽

으로 몰려 군집을 형성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자녀방과 부부침실 사이에 다른 공간으로 격리시켜 배치 한 

차이가 통합도의 차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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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 Palace Ⅱ(2004) Central Star (2011)

  

거실(LV) 통합도

Tower Palace Ⅱ 1.5715

Central Star 0.8844

The Legacy at 

Millennium Park
0.7806

The Legacy at Millennium Park

[그림 4-1] 집단별 거실의 공간구성 원리 비교

이렇게 거실이 복도의 역할을 겸하던 것이 하나의 독립된 실로 변해가는 양상은

복도공간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아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 4-2]은 복도공간의 변

화과정을 잘 나타낸 세 집단의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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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Sweet (2004) The First World (2009)

  

복도(CO) 통합도

Academy Sweet 1.1270

The First World 1.7741

The Brooklyner 1.6042

The Brooklyner

[그림 4-2] 집단별 복도의 공간구성 원리 비교

2002-2006년 국내 사례들([그림 4-2]의 좌측상단)의 복도는 진정한 의미의 복도

라기보다는 실과 실 사이에 존재하는 전이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2007년 이후의 사례에서는 복도의 성격이 강해지며, 통합도 값이 나타내듯 실과 실

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례는 평면상에서의 위상이 미국의 사례와 거

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거실이 겸하던 전이공간의 역할을 복도가 담당하게 되

고, 이러한 변천과정은 점점 미국의 사례와 유사해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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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현관의 위치에 따른 외부공간과의 연결성 증대

서양에서는 신발을 벗지 않고 바로 실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실내

공간이 외부와 긴밀히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단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의 유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평면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현관의 통합도가

높은 것으로도 나타난다. 이는 현관과 외부공간의 연결이 밀접해 짐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외부공간이란 공용복도 및 코어부를 의미한다. 초고층 주거건축 도입 초기

에는 현관의 통합도가 낮았던 것이 2007년 이후에는 그 이전 시기의 사례들과 미국

의 사례들 사이의 중간 단계까지 높아지는 것은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의 연결성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습관이 있으며, 이것에 의해 평면구성 전체에서 현관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더

라도 완전히 미국의 그것과 동일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Mokdong Hyperion (2003) Dongtan Metapolis (2010)

  

현관(ENT) 통합도

Mokdong Hyperion 0.6875

Dongtan Metapolis 0.8871

340 on the Park 1.0208

340 on the Park

[그림 4-3] 집단별 현관의 공간구성 원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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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부부침실과 거실의 연결성 증대

부부침실의 통합도 변화과정은 문화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표3-5]

에서 T-test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부부침실(MB)의 통합도 차이를 발견 하였다. 하지만

[표 3-7] ‘던컨의 사후검정’과정에서는 시기와 변화에 따른 차이에서 유의미한 하위집단이

도출되지 않았다. 즉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확산기 사례가 미국의 부부침실과 유사하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미약하지만 그 변화를 문화적 관점에서 생각해볼만 하다.

우리나라의 부부침실 역사를 살펴보면 안방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방은 안방의 중심으로 가장 폐쇄적인 주공간이며, 주택의 제일 안쪽에 위치한다.23) 즉

실의 폐쇄적인 성격 때문에 현관에서 가장 먼 쪽 에 배치되며 당연히 다른 실에 비해 낮

은 통합도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확산기’에서 ‘도입기’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합도가

높아지며 변화하였다. 이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실들이 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에

서 한국의 몇몇 사례들이 부부침실(MB)이 자녀들의 방(BR)과 격리를 위해 배치되다 보

니, 복도가 아닌 거실과 바로 근접한 위치에 배치되어 통합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Tower Palace Ⅱ (2003) Haeundae We’ve The Zenith (2011)

  

부부침실(MB) 통합도

Tower Palace II 0.7334

Haeundae We’ve The 

Zenith
0.8871

The Heritage at 

Millennium Park
0.8294

The Heritage at Millennium Park

[그림 4-4] 집단별 부부침실의 공간구성 원리 비교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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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이상으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에 건설된 초고층 주거건축 단위세대 평면

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사례들에서 나타난 평면구성 원리의 변천

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간구성 원리가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에 해당하는

2002-2006년 사이에는 기존의 판상형 아파트에 나타나던 공간구성 원리와 유사하

던 것이 2008년 이후에는 초고층 주거건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그것과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거실에서 극명하

게 나타났으며, 현관이 보다 생활영역에 가깝게 배치되고 단위세대 내의 복도공간

의 위상이 높아지는 등의 서구적인 주거문화의 도입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림 4-5]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구성 원리의 변천 다이어그램

불과 10여 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초고층 주거건축은 주거문화의

관점에 있어서 상당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즉, 2000년대 초 초고층주거건축이 처음

등장했던 당시 주거평면과 달리, 약 10여년의 정착화 과정을 거치면서 초고층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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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에 적합하게 변화하였다. 변화의 원인은 물리적, 문화

적, 환경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다.

앞의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공간구조의 비교 분석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 초고

층 주거건축의 등장 초기에는 수십 년에 걸쳐 고착화되었던 기존의 판상형 아파트

평면이 그대로 도입되었던 것이 이후 점점 사라져,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단위세

대평면과 유사한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초고층 주

거건축 단위세대의 공간위계가 거실중심에서 복도중심으로 변화한 것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주거평면의 공간구조 변화는 비단 외형의 문제만이 아니라, 단위세대의

평면구성에 내재된 주거문화적 의미에도 해당함을 밝힌 점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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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국내 초고층 주거 평면의 변천요인 분석 및 추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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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구조적 합리성에 의한 변천

    5.1.2. 환경적 요인(설비적 한계)에 의한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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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과거 판상형 아파트의 평면변화 추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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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의 변천요인 분석

앞 절에서 언급 했듯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구성은 도입기와 확산기에 복도, 거실, 현

관 등의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3, 4장에서 한

국과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차이를 비교하고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단위평면

을 공간구문론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평면의 변천요인을 물리적(구조적 합리성), 환경적(설비의 한계), 문화

적(조망선호도 증가) 세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앞장에서 분석하였던 정량적 변화를 규명

하기 위해 세 가지 요인을 설정한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위세대평면의 변화는 어

떤 독립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예

측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이 미국의 그것을 닮아가는 것

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거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인 거주성을 초월하는 물리적 제약이 발생했을 수 도 있고, 거주자의 거주 후 의

견들이 작용하여 개선되는 시행착오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24) 변천요인 분석을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물리적 측면에서 변천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단위세대 평면변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주동평면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사례는 도입기, 확산

기 각각 6개의 사례를 선정하였고 연도별 흐름을 파악하기 쉽도록 시계열적으로 균등히

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다음의 [표 5-1]과 같다.

24) 사회학자이자 건축가인 존 차이젤(John Zeisel)은 디자인을 ‘일련의 시행착오(trial and error)에 의해 최적

의 해를 찾아가는 과정’ 이라고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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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빌딩 명 높이(m) 층수 준공년도

도

입

기

1 타워 팰리스Ⅰ 234 66 2002

2 타워 팰리스Ⅱ 191 55 2003

3 목동 하이페리온 256 69 2003

4 타워 팰리스Ⅲ 264 73 2004

5 아카데미 스위트 167 51 2004

6 더샵 스타시티 196 58 2006

확

산

기

7 센텀 스타 212 60 2008

8 더 퍼스트 월드 237 67 2009

9 동탄 메타폴리스 249 66 2010

10 해운대 아이파크 292 72 2011

11 해운대 위브더 제니스 300 80 2011

12 부천 금호 리첸시아 241 66 2012

[표 5-1] 주동평면 분석 사례

도입기와 확산기의 초고층 주거건축을 비교해 보면 도입기엔 100미터 후반에서 200미

터 중반의 높이를 가졌었지만 확산기로 오면서 200미터 초반부터 300미터에 이르는 사

례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이는 최대 100미터 이상 차이가 나고

층수 또한 자연스럽게 많아져 최대 80층에 이르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자

연스럽게 물리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고 주동평면을 통해 이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표 5-1]에서 선정한 사례들의 주동평면은 다음의 [표 5-2]

와 같다.

두 번째로 환경적(설비적 한계)요인에 의한 변천을 분석하기 위해 [표 5-2]의 도입기,

확산기 각각 하나씩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주동평면의 면적과 형태가 가장 유사한 두 사

례를 선정하였으며, 분석 시에는 주거 평면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큰 요인이 발생할 수 있

는 부엌의 위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조망선호도 증가)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향과 조망에 대한 아파트와

초고층 아파트의 중요도 분석논문을 참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단위세대평면에서 거실

과 침실들의 조직구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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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

기

1. 타워팰리스Ⅰ, 2002

85.7% (유효면적 비율) /

13.9 (주거부분 세장비)

2. 타워팰리스Ⅱ, 2003

89.9% / 12.1

3. 목동 하이페리온, 2003

82.3% / 15.4

4. 타워팰리스Ⅲ, 2004

80.0% / 16.5

5. 아카데미 스위트, 2004

88.2% / 12.9

6. 더샵 스타시티, 2006

85.4% / 14.0

확

산

기

7. 센텀스타, 2008

76.5% (유효면적 비율) /

18.1 (주거부분 세장비)

8. 더샵 퍼스트 월드, 2009

80.0% / 16.5

9. 동탄 메타폴리스, 2010

77.6% / 17.6

10.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

2011

76.1% / 18.3

11. 해운대 아이파크, 2011

74.8% / 19.0

12. 부천 금호 리첸시아,

2012

79.3% / 16.7

[표 5-2] 변천요인 분석을 위해 선정된 사례의 주동평면도 및 

유효면적 비율 / 주동평면 주거부분의 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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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구조적 합리성에 의한 변천

(1) 유효면적 비율의 감소

구조적 합리성에 의한 변천은 가장 기본적으로 빌딩이 고층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코어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주동평면에서

주거부분의 유효면적(effective area)25)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의 초고층

주거건축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래의 [그림 5-1] 는 앞에서 선정한 12개의 사례에

대한 주거부분 유효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1] 주동평면의 유효면적 비율 변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례들의 유효면적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

례 5번인 아카데미 스위트의 경우 유효면적 비율이 88%에 이르는데 비하여 사례 11번

인 해운대 위브더제니스는 그 비율이 74%로 5번의 사례보다 14%나 낮은 비율을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유효면적 비율 = (주동평면의 전체면적 A – 코어면적 B) / 전체면적A X 100%

전체 연면적에 대한 유효면적의 비율은 비슷한 용어로는 랜터블비가 사용된다.

랜터블비(Ratio of rentable area) : 연면적에 대한 수익부분의 바닥면적 백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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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동평면 주거부분의 장․단변비 증가

주거부분의 장․단변비 산정은 사례별로 주동평면 및 단위세대의 형태가 상이하여 계

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모든 주동평면과 코어의 형태를 원이라고 가정하고 면적을

측정하고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26)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례별 장․단변비 변화는 아래의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주동평면 주거부분의 장․단변비 변천

사례별 차이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례들의 주거부분의 장․단변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고층 주거건축물 설계 시 외기와 접하는 면을 늘리고

자 주동평면의 형태를 비정형으로 계획하여 이 값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구

조적 합리성에 따라 코어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부분이 점점 줄어들어 장․단변비

가 증가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표 5-2]의 사례의 주동평면을 보면 두 시기별 주동평면

의 형태가 확연히 변하지 않았고, 평면계획 시 단순 비정형형태의 증가가 그 원인 이라면

26)  장․단변비(長․短邊比)란 건물의 주동평면에서 유효면적의 전체둘레(장변) 대비 유효면적의 반지름(단변)

을 지칭하여 사용하였다.

※ 주동평면의 장․단변비 = B (주동평면 전체 둘레) / A (평면반지름 – 코어반지름)



제5장. 국내 초고층 주거 평면의 변천요인 분석 및 추후전망

67

단위세대의 공간조직에는 큰 영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물리적 변화와 단위평면의 공간

조직에도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후자일 경우가 더 유력하다.

주동평면에서 코어부분의 면적증가와 주거부분 면적감소에 따른 단위세대의

장․단변비 증가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3] 단위세대 평면의 장․단변비 증가에 따른 공간조직의 변화

우선, 코어부의 면적이 증대된다.27) 이에 따라 단위세대 평면의 장․단변비가 증

가하면서 즉, 평면이 얇아지면서 기존에 거실과 부엌이 마주보고 배치되었던 평면

(Unit A)이 거실과 부엌이 나란히 배치되는 평면(Unit B)으로 변하게 된다. 때문에

전자(Unit A)에서 거실이 모든 실 간의 전이공간 역할을 했다면, 후자(Unit B)에서

는 공간조직의 변화로 복도공간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코어의 증

대로 인한 주거부분의 장․단변비 증가는 거실중심형 평면에서 복도중심형 평면으

로 변화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7) 본 논문, 5.1.1.(1) 유효비율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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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환경적 요인(설비적 한계)에 의한 변천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했을 때부터 거주성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내부 환기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환기시스템은 판상형 아파트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판상형 아파트는 큰 미닫이창과 거실, 부엌이 주동평

면의 전면과 배면에 배치되어 맞통풍이 가능한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초고층

주거건축은 고층빌딩의 특성상 풍압과 연돌효과에 의한 영향 때문에 큰 미닫이창이 아닌

일부만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창이 설치되고, 중앙코어를 중심으로 배치된 단위세대 평면

때문에 맞통풍이 불가능한 평면구조이다. 때문에 초고층 주거의 내부 환기 및 냄새 문제

는 대부분을 기계적 환기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음식문화 특성

상 실내에서의 냄새 확산과 실내 흡착 때문에 거주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

다.

[그림 5-4] 판상형 

아파트 주거세대의 통풍 

다이어그램 (부엌을 

통과하는 맞통풍)

[그림 5-5] 초고층 주거 

세대의 통풍 다이어그램

(초고층주거 도입기의 

사례)

[그림 5-6] 초고층 주거 

단위세대에서의 창 

(여닫이창) 

[그림 5-5] 과 같은 초고층 주거의 단위세대 평면에서는 맞통풍과 충분한 창의 개폐가

불가능하여 실내에서 기류의 유동경로가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는다. 때문에 음식냄새가

실내의 다른 실로 확산된다. 음식냄새를 주방 후드로 완벽하게 포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냄새의 확산과 인체 및 가구 등에의 흡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내의 공기 유

동경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환기 설비가 필요하다.28) 하지만 앞에서 언급

했듯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 사례 평면[그림 5-4]을 보면 중앙코어를 중심으로 배치

된 단위세대 평면은 부엌이 그 중심에 있다. 이것은 기계설비에 의존하여 환기문제를 해

28) 이중훈 외 3, 초고층 주상복합 환기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

문집 제25권 제1호, 2005.10



제5장. 국내 초고층 주거 평면의 변천요인 분석 및 추후전망

69

결하기 위해 코어와 가까운 쪽에 부엌을 위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배치일 수 있었다. 하

지만 도입기를 지나 확산기로 이르면서 기계적 환기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부엌이 외기와

면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림 5-6]와 같이 창의 개폐에 한계가 있고 이에 따른 환기능력

에도 한계점이 있지만 세대 내에서 음식냄새의확산과 흡착으로 인한 거주성에 문제는 수

년 동안 피드백 되어 평면구성에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29) 아래의 [표 5-3]은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와 확산기의 부엌 위치 변화를 잘 보여주는 두 사례이다. 비슷

한 주동형태의 두 사례를 선정하였는데, 2006년 완공된 The Star City의 경우 한 층의 7

세대 중 2세대를 제외한 5세대의 부엌이중앙 코어와 근접하여 배치되어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완공된 Metapolis의 주동평면을 살펴보면 6개의 세대의 부엌이

모두 외기와 면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he Star City tower, 2006 Hwaseong Metapolis, 2010

[표 5-3]  초고층 주거건축 도입기/확산기 주동평면의 부엌 위치 변화

앞 절에서 밝혔듯 초고층주거건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층화 되면서 코어면

적이 비대해지고, 단위평면 주거세대의 세장비 또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

게 부엌의 위치가 거실과 마주하여 배치할 수 없는 물리적 제약이 생겼을 수도 있

다. 하지만 환기로 인한 거주성의 문제나 계획 시의 물리적 합리성 둘 중 하나의 단

편적인 원인보다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9) 일반 판상형 아파트와 비교해서 초고층 주거건축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첫 번째, 맞통풍이 불가능

한 구조, 두 번째, 창호의 개폐방식의 한계로 꼽혔다.

[복나영 외, 아파트와 초고층 주거복합 건축물의 거주성 조사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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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층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일 조

(남향)

1. 매우적음 - 1 (0.8%)

2. 적 음 1 (0.8%) 4 (3.2%)

3. 보 통 7 (5.6%) 27 (21.6%)

4. 많 음 62 (49.6%) 55 (44.0%)

5. 매우많음 55 (44.0%) 38 (30.4%)

전 체 125 (100%) 125 (100%)

조 망

(자연조망,

도심지야경)

1. 매우적음 - -

2. 적 음 - 1 (0.8%)

3. 보 통 14 (11.2%) 2 (1.6%)

4. 많 음 51 (40.8%) 31 (24.8%)

5. 매우많음 60 (48.0%) 91 (72.8%)

전 체 125 (100%) 125 (100%)

[표 5-4] 단위세대 관련 항목의 구매 시 중요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고층

아파트
입지 일조, 조망

단지

규모
교통

브랜드

이미지

주차장

관리

초고층

아파트
조망

브랜드

이미지

시공사

A/S
입지

체육

시설
교통

주차장

관리

[표 5-5] 아파트 구매 시의 중요도

[ 한용태, 고층과 초고층아파트의 구매특성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계 21권11호, 2005 ]

5.1.3. 조망 선호도 증가로 인한 변천

기존의 판상형 아파트 보다 초고층 주거건축의 경우 조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는 최근 준공되고 있는 초고층 주거건축의 입지가 바닷가 혹은 강을 끼고 있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아래의 [표 5-4].[표 5-5]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판상형 아파

트의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입지였고, 일조에 대한 중요도도 초

고층 주거건축보다 14.4% 높은 중요도로 보였다. 하지만 초고층 주거건축에서의

구매 중요 요소는 조망이 1순위였으며 일반 판상형 아파트보다 24.8% 높은 선호도

를 보였다. 이러한 판상형 아파트와 초고층 주거건축의 선호 요인의 차이는 단위세

대 공간조직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 판상형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을 살펴보면 전면과 후면이 외기와 접하는

평면 구조를 띄고 있지만 초고층 주거건축의 경우 중앙 코어형 빌딩 시스템 때문에

전면과 측면이 외기과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빌딩 시스템이 변하면서

주거평면의 공간조직이 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공간은 외기와 2면이 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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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에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한 초기에는 기존 판상형 아파

트의 평면이 그대로 유입되다 보니 2면이 외기와 접하는 실은 부부침실(MB)이 차

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확산기의 사례에서는 2면이 접하는 공간은 거실(LV)이 위

치하게 되었다.

아카데미 스위트, 2004

청라 엑슬루 타워, 2011

[표 5-6] 2면 외기노출 면의 실별 사진 (부부침실, 거실)

조망에 대한 선호도 증가는 가족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가장 크고 중

요한 요인일 것이다. 또한 조망이 좋다는 것은 외부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프라이버시 노출에 덜 민감한 실이 2면 외기노출면에 위

치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30) 하지만 한국의 초고층주거건축 도입기에 프라이

버시 문제에 가장 민감한 실인 부부침실이 2면이 외기 노출된 공간에 위치해 있었

기 때문에 거주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면 외기노출 공

간에 가장 많은 구성원들이 사용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거실이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0)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은 단지형이 아닌 단독빌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적

은반면, 한국의 경우 단지형으로 구성되어 같은 단지의 다른 동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운대 아이파크의 경우 같은 단지 내 두 동(임의 A동은 주거동, 임의 B동은 주거동으로 설계하였으나 호텔

로 용도변경) 사이에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2013년 7월 법원이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여 건설사측에 세

대 당 15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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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의 추후 전망

앞의 장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의 초고층 주거건축은 2002년 등장이후 약 10

여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에 판상형 아파트(거실중심형 평면)에서 고착화되

었던 평면형이 미국의 평면(복도중심 평면)과 유사해지는 현상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이러한 원인에 구조적, 환경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 또한

밝혔다.

본 장에서는 초고층 주거건축에서의 합리적인 평면의 변화가 거주성에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지 반문해 보려한다.

본 논문 ‘2.2.3.(2)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시기적 구분’에서 2004년 전후의 한

국의 초고층주거건축의 인기가 매우 높았고 이에 따라 서울에서 시작했던 초고층

주거건축 건설 붐은 지방으로 확산되었다고 말하였다. 반면 현재 2013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10년 전의 반응은 찾아볼 수 없다. 지속적으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장은 하고 있지만 미분양과 식은 인기에 많은 건설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반응을 쉽게 접할 수 있다.

• 주상복합의 ‘아찔한 추락’ 어디까지? 세계일보 2013.1.28.

• [타워팰리스 10년] 타워팰리스의 굴욕? 헤럴드경제 2012.5.18

• [취재파일] 주상복합의 추락과 변신, SBS뉴스 2012.3.12.

• 타워팰리스 인기 이제는 ‘옛말’ 이투데이 2010.12.17.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도 관련 있는 기사이지만,

일반 아파트와 비교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아파트와 달리 건물이 노후화

되어도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점. 둘째, 일반아파트보다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

이 10~20% 정도 낮다는 점. 셋째, 주상복합에 거주해본 사람들은 한결 같이 통

풍, 환기, 단열, 높은 관리비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 넷째, 분양면적이 높아

고가주택인 만큼 거래가 힘들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31)

더 나아가 이번 장에서는 위의 네 가지 원인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면 변

화 측면에서 그 문제를 지적해 보려고 한다.

31) 취재파일 주상복합의 추락과 변신, SBS뉴스, 2012.3.12.

임호진, 고층 주상복합빌딩의 입주 후 거주성 및 실내환경평가, 한국FM학회, 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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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과거 판상형 아파트 평면변화 추이 고찰

(1) 복도중심형 평면의 등장과 소멸

본 논문 ‘4.1. 기존의 고착화된 아파트 평면 구성 원리’에서 언급했듯 1970년대 이

후 본격적으로 아파트 문화가 정착한 후부터, 거실중심형 평면은 오랫동안 그 평면

구성원리가 깨어지지 않았고, 그 의미는 대중에게 가장 선호되는 평면이었음을 의

미한다. 오랫동안 거실중심형 평면이 선호되었던 이유로는 문화 행태적 측면에서

1930년대 초 등장했던 도시형 한옥의 공간구조가 아파트로 계승되었다는 연구가

있다.32) 또한 공간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33)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의

제한된 평면에서 최대의 개방감을 얻기 위해 거실이 평면의 중심에 위치하고, 거실

의 반대편에 주방이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개방감에 대한 연구는 위에서 설명한 최

재필의 ‘중정형 아파트 구조’에 관한 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같은 맥락으

로 이를 경제적 차원으로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34) 이 연구에서는 거실중심형 평면

에서는 복도중심형 평면과 비교하여 복도로 소실되는 면적을 줄일 수 있고, 시각적

으로 거실에서 접근가능한 공간이 많아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가질 수 있다고 설명

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한국의 아파트 평면은 줄곧 같은 평면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거실과 침실군이 분리된 즉, 복도중심의

평면이 등장했던 시기가 있었다.35) 1970년대 한강맨션 아파트를 시작으로 73년 반

포아파트 1단지, 76년 방배동 삼호 아파트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당시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했던 아파트에서 등장하였었다.36)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32) 최재필, 우리나라의 근대주거의 변화, 대한건축학회, 1997

최재필의 논문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은 공간구문론(Space Syntax)과 시각적 접근과 노출 모형(Visual Access

and Exposure Model)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라는 변수를 수치화하여 도시형 한옥과 판

상형 아파트의 평면의 실별 변수 값 사이의 일관성을 발견하였다.

33) 공동주택연구회, 7장 단위주택계획의 변천과 한국적 계획원리의 성립, 한국공동주택계획의 연사, 1999

34) 강범준, 아파트 평면구성의 경제적 논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5) 1970년대 이후 중규모 이상 공영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에서는 거실중심형(거실이 평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침

실이 평면의 전후좌우에 분산되어 배치되는 방식)과 다른 평면형이 나타난다. 거실 및 부엌, 즉 공적영역을

사적영역인 침실들과 분리하여 평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침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서 복도가 생기는 평

면이다. 이를 공․·사영역 분리형이라 부를 수 있다. 이는 거실을 평면의 중앙에 배치하는 거실중심형과 함

께 평면계획의 큰 두줄기를 형성했다.

[전남일, 한국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0]

36) ‘복도중심 평면’은 아래와 같다

70년 한강맨션 32평형, 70년 한강맨션 37평형, 70년 한강맨션 32평형, 70년 한강맨션 51평형, 70년 한강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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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문화가 정착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이러한 아파트 평면의 등장은 서

양의 아파트 평면에서 영향을 받아 주 야간의 생활영역 구분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거실과 침실군이 분리되어있는 평면의 등장 배경이 설명되어있는 부분이

다. (대한주택공사 30년사, 1992년)

- 255쪽 한강맨션아파트 “특히 평면설계이 있어서 주 야간 생활별로 공간을

분리하고 ... 주택에서의 생활에 적절히 대응토록 각 실의 기능을 중시한 점이 큰

특징이었다.”

또한 서구의 합리적인 평면 도입과 함께 생활의 현대화에 대한 의도도 동반하였

고, 특히 이런 의도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 376쪽 한강아파트 “ 아파트 건설이래 줄곧 서민층에게만 주었던 혜택의 일부

를 중산층에게도 돌려주고 ... 한강맨션 건설로 공사의 설계진은 오랜만에 면적

과 비용의 제약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어 활기를 띄었다. 한강

맨션의 평면설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하였다. ... 침식분리를 기도하였다는

점인데 이것은 입주자의 생활을 현대화 시킬 의도에 의해서 였으며 침실등이

한쪽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었다.”

[그림 5-7] 한강맨션아파트 32, 55평형, 1970

55평형, 72년 반포1단지 32평형, 73년 반포 1단지 32평형, 74년 반포1단지 36평형, 72년 반포 1단지 42평형,

72년 반포 1단지 메조네트형 32평형, 76년 잠실 5단지 34평형, 76년 잠실 5단지 36평형, 74년 한강 현대 45평

형, 75년 압구정동 현대 1차 48평형, 76년 압구정동 현대 2~3차 48A형, 74년 한강현대 55평형, 76년 압구정

동 현대 1차 60평형, 76년 압구정동 현대2~3차 60평형, 76년 방배동 삼호 86평형.

[강범준, 아파트 평면구성의 경제적 논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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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한강맨션 아파트 

28평형, 1970

(자료출처: 대한주택공사 30년사)

하지만 이러한 평면구조는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침실군이 사라지면서 복도가 자연스럽게 거실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복도중심 세대

평면은 당시 아파트 평면형식의 큰 흐름이 아닌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시범

적인 아파트에서 등장하였다 사라지게 되었다.

(2) 향에 대한 규범을 벗어난 평면의 등장과 소멸

또 다른 과거의 아파트 평면 소멸과정을 되

짚어보면, 초고층 주거건축에서 조망에 대한

선호로 인해 향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향에 대한 선호, 특히

남향에 대한 집착은 세계적으로도 유별나다.

이런 선호를 무시하고 서구식 공간구성의 적

용했던 사례가 있다. 1970년대 초 한강맨션을

비롯한 일부 사례에서 남측면에 거실과 부엌

을 배치하고 안방을 비롯한 침실과 화장실을

북측면에 배치한 평면이 등장하였다. 이런 평

면의 등장은 공․사적 영역을 남북방향으로

분화하는데 주된 목적은 생활의 현대화였다.

앞의 복도중심형 평면과 달리 복도공간이 없어 효율적인 공간의 사용이 가능했지

만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실 중 하나인 부부침실을 북향에 배치함에 따라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평면은 한국인의 향에 대한 선호 정서를 반

영하지 못하였고 특히 부부침실은 남향이어야 한다는 규범을 벗어나 선호되지 못

하고 결국 소멸하게 되었다.37)

37) 전남일, 한국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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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변화 제안

앞장에서 본 1970년대의 복도중심형 아파트평면의 등장과 소멸과정을 현재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과 비교해 본다면, 현재의 초고층주거건축에 대한 소비자의

외면을 평면구조적 측면에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 등장했던 복도중심형 평면의 발생 원인은 생활별로 공간을 분리하는 기

능적 요인과 서구화, 현대화평면의 도입, 기존에 있던 주거평면에서 벗어나 창의적

인 평면개발에 있다. 하지만 새로운 평면이 한국인들의 생활방식에 적합하지 않았

으며 경제적 차원에서 불리한 평면형이었기 때문에 사라졌다.38) 또한 남북으로 공·

사적 영역을 분리하여 서구적 공간구성 방식을 도입했던 평면의 경우 한국인의 향

에 대한 규범이 작용하여 소멸되었다. 특이 이 평면의 경우 복도중심형 평면과 달

리 복도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 차원에서도 불리하지 않은 평면이었다.

[그림 5-9] 판상형 아파트에서 복도중심 평면의 등장과 소멸 과정

위의 복도중심형, 영역분리형 아파트 평면의 등장과 초고층 주거건축에서 복도중

38) 아파트의 도입(새로운 주거 스타일의 도입, 새로운 주거 평면의 도입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은 단순히 새로

운 건물유형(Buidling type)만의 도입이 아니고 그에 병행해서 새로운 주거의식과 주생활 형식이 유입된 것

이다. 즉 건물유형, 구조기술과 재료, 설계이론 등의 물리적 측면과 주거관, 가족관계, 가족구성, 프라이버시 

개념 등의 의식적 측면과 침식분리상태, 좌.입식 생활여부, 취침양식, 각 실의 사용성격 등의 행위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리적 측면은 직접적으로 쉽게 도입되는 반면 생활양식인 정신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은 더디게 선택적으로 

변해간다. 즉 전통적 주거의식과 서구적인 주거의식 사이의 변증법적 작용에 의해 현재의 주거의식이 형성

되고, 전통적인 주생활형식과 서구의 주생활 형식 사이의 작용에 의해 현재의 주생활 형식이 성립된다.

[천현숙, 아파트 주거문화의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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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 평면으로의 이동과정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평면의 변화, 등장 과정에서

전자의 경우 생활공간의 현대화 측면에서 공간의 합리성이라는 요인이 작용했다면

후자의 경우 구조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합리성이 작용했다. 하지만 두 변화 모두

공통적으로 간과한 것은 한국인 특유의 주거행태, 공간규범에 대한 이해와 주거평

면의 경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다.39)

[그림 5-10] 초고층 주거건축의 거실중심평면에서 복도중심평면으로의 변화과정

앞에서 언급한 원인들에 의해 초고층주거건축에서의 2007년 이후 평면변화 양상

은 결론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 예측 한다.

이 외에도 주택구매에 대한 보수적 성향과 환금성에 대한 기대 또한 거실중심형

평면으로의 회기를 기대하게 하는 요소이다. 초고층 주거건축은 일반 판상형 아파

트보다 기본적으로 분양면적이 넓어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에 있어 더욱 신

중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보수적이란 의미는 구매에 신중하고 과거 거주했던

혹은 구매했던 주택의 평면과 유사한 상품을 구매함으로 인해 안정적인 선택을 한

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환금성 측면에서, 주택 구매 후 다시 현금화 하거나

39)“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형태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아파트 평면의 공간구문론적 특성이 전통주거

에서의 그것과 유사함, 즉 유전자형의 유사함에 기인한다.” 즉 아파트가 전통주거의 생활양식과 접합되면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활양식을 성공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이런 이유에서 한국에서 아파

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로 설명한다.

최재필, Modernization and Its Impacts on the Internal Spatial Organization of the Tradiotional Korean

House, 1987

“아파트 보급 초기(1970년대 초반까지)에 공급된 침실군 분리 평면형이 사장된 배경은 이 평면형의 교환가치

가 거실중심형 평면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

강범준, 아파트 평면구성의 경제적 논리, 서울대학교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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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임대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즉, 대중적인 평면을 선택하는 것

이 환금성을 더 높이는 선택이다.40) 이 측면에서 1970년대 등장했던 복도중심형 아

파트 평면의 등장 배경중 하나인 ‘창의적인 설계’는 환금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극단적인 예로 단독주택과 비교해본다면 단독주택은 평면이 매우 다양하

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보편적인 시세가 없으며 매매도 땅값을 중심으로 가격이 형

성된다.

2000년대 초 타워팰리스를 시작으로 등장했던 초고층 주거건축의 인기는 부동산

활황기에 등장했던 영향이 컸다. 아니면 부동산 활황기의 중심에 있던 시기여서 고

급화를 전략으로 한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

게 기존 아파트에서 느꼈던 주거평면에서의 공간적 이질감도 적었을 것이다. 때문

에 판상형 아파트의 수요가 초고층주거건축으로 유입되는데 적어도 평면, 행태적으

로는 거부감 없이 다가왔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변해온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은 과거 판상형아파트에서 등장했던 복도중심형 평

면을 경험했던 같은 소비자의 반응으로 소멸되거나 다시 변형될 것이다. 그렇다고

도입기에 등장했던 중앙코어형 빌딩시스템의 거실중심형 평면으로 다시 회귀하지

는 않을 것이다.41) 왜냐하면 기존 판상형아파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익숙했던 평

면에 쉽게 유입했지만 거주성 측면에서 주거 평면과 빌딩시스템과의 괴리가 발견

되었기 때문이다.

40) 주택이 상품화함에 따라 주택의 소유가 거처의 소유보다는 상품의 소유로 의미가 바뀌었고 ‘살기 좋은 집’

보다는 ‘팔기 좋은 집’이 주거의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 상품화는 판매를 전제하기 때문에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특성이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품화된 주택에서는 일반인들이 주택에 

대한 보편적인 선호와 가치관이 공간구성에 강하게 반영된다. 

[강인호 한필원, 주거의 문화적 의미, 2000]

41) 초고층 주거건축에서 고층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코어형 빌딩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코어형 빌딩시스템에 단위주거평면이 적용되다보면 맞통풍 및 외기와 충분히 접하지 않는 세대가 필연

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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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판상형 아파트와 초고층 주거건축 주거평면의 변화 흐름

결론적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변화는 수십년의 시간동안 변화를 통해 정착

해온 판상형 아파트평면의 변화양상을 역행하고 있다. 판상형 아파트평면의 변화과

정을 되짚어 본다면, 초고층 주거건축의 변화된 평면이 한국에서 거주자의 좋은 평

가와 거주생활을 적합하게 담을 수 있도록 잘 작동할지 의문이다. 때문에 주동의

변화를 수반한 다른 형태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개발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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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구의 종합

본 논문은 2000년대 초반 도입되어 약 1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을 분석하였다. 점점 고층화되어가는 전 세계적 추세와 같이 우리

나라의 그것도 고층화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과정에 평면의 변화를 동반하

여 변한다고 가정하였고 그것을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약 1세기에

걸쳐 발전하고 도심에서의 고급주거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미국의 초고층 주거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우리나라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이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가지는지,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리성에 의해 미국의 그것과 유사하게 변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미국의 주요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의 구성원

리를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구성 원리의

시계열적 변천을 살피고 그 원인과 추후 전망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를 2006년을 기준으로 ‘도입기’와 ‘확산기’로

분류하였으며, 단위평면의 단위공간을 거실(LV), 부엌/식당(DK), 부부침실(MB), 2

개의 침실(BR), 욕실(WC), 부부욕실(MWC), 현관(ENT)로 구분하여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방법론으로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 Convex map)을 사용하여 평

면내부의 실들의 통합도를 도출하였고, 이 값들을 SSPC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

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를 시기적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

사례의 경우 복도(CO), 욕실(WC), 현관(ENT), 침실(BR)의 통합도가 미국의 사례

보다 낮은 반면 부엌/식당(DK), 거실(LV)부분의 통합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거실의 통합도가 다른 공간과 비교해 그 차이가 월등히 높았으며,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평면구성원리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T-tset를 통한 유의성

검토에서도 거실의 구성방식 차이가 현관, 부부침실, 욕실 등의 공간들의 통합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를 시기적으로 ‘도입기’와 ‘확산기’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거실의 통합도 평균값이 2007년을 기점으로 1.35에서 0.91로 그 값이 크게 낮

아 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흐름은 미국의 사례(0.73)와 유사하게 변화하였다.

동질성 검증의 결과에서도 한국의 ‘확산기’사례는 ‘도입기’의 사례보다 미국의 사례

와 더 동질함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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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를 유의미한 실들을 대표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실 구성원리의 변화이다. ‘도입기’의 사례에서는 거실이 기존의 고착화

된 아파트 평면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실은 복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단위평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위상학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확산기’에서는 거실이 평면의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로 옮겨졌다. 미국의 사례와 비

교해서는 여전히 방과 복도를 연결해 주는 전이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입기

의 사례와 비교해서는 그 위상이 크게 낮아진 양상이었다.

둘째, 복도 구성원리의 변화이다. ‘도입기’의 사례들의 복도는 진정한 의미의 복

도라기보다는 실과 실 사이에 존재하는 전이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도 고유의 성격이 강해졌으며 이 시기의 사례들은 미국의 사

례와 거의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거실이 겸하던 전이공간의 역할을 복도가

담당하게 되고, 이러한 변천과정은 점점 미국의 사례와 유사해지는 과정에 있었다.

셋째, 현관과 외부공간의 연결성 증대이다. 한국의 사례들이 ‘도입기’에서 ‘확산

기’로 지나면서 점점 현관의 통합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의 연결성이 높아지는 ‘서구화’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현관에

서 신발을 벗는 관습상 평면구성 전체에서 현관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더라고

미국의 그것과 동일해 지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넷째, 부부침실과 거실의 연결성 증대이다. 현관의 변화과정과 유사하게 ‘도입

기’에서 ‘확산기’로 지나면서 부부침실의 통합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와 같이 실들이 군집을 이루는 현상과 달리 자녀 침실군과 부부침실이

격리되어 배치되다보니 부부침실이 거실과 연결되어 통합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침실을 안방 즉, 가장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인식 때문에 미국의 사례와 완전히 동일한 위상을 가지게 변하진 않을 것이

라 예상한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공간구성의 원리가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

에 기존 판상형 아파트와 유사하였고, 2007년 이후 초고층 주거건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거실에서 극

명하게 나타났으며, 현관이 보다 생활영역에 가깝게 배치되고, 복도공간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부부침실과 거실의 연결성이 증대되는 등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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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변천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추후 평면변화를 전망하였다.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의 변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합리성에 의한 변천이다. 구조적 합리성에 의해 유효면적의 비율

과 주거부분의 세장비라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초고층 주거건

축이 점점 고층화 되면서 코어의 면적이 비대해 졌고 주동평면에서 주거부분의 유

효면적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동평면에서 주거부분의 세장비가 증가했으

며, 이런 변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대평면의 공간조직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환경적 요인(설비적 한계)에 인한 변천이다. 초고층 주거건축의 등장 초

기부터 거주성에 가장 큰 문제점이 내부 환기 문제였다. 초고층 주거의 평면에서는

판상형 아파트와 달리 맞통풍과 창의 개폐에 한계가 있어 실내 기류의 유동경로가

확실히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적 불리함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

해 ‘도입기’에서 ‘확산기’기로 지나면서 부엌의 위치가 외기와 접하는 사례가 늘어

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복합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주거부분의 세장비 증가에 따

라 거실과 부엌을 마주보며 배치가 불가능해진 것이 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셋째, 조망 선호도 증가에 의한 변천이다. 기존 판상형 아파트와 비교하여 초고

층 주거건축은 조망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도입기’의 사례에서는 이

러한 소비자의 고려 없이 평면 구성이 이루어 졌다. ‘확산기’로 지남에 따라 가족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조망에 대한 요구가 당연히 커졌을 것이고 이에 따라

평면에서 외기와 2면 접하는 곳에 거실이 위치하여 ‘도입기’의 사례와 다른 공간조

직으로 변화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앞에서 변천 과정과 변천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추후 한국 초고층 주

거건축의 평면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판상형 아파트의 50년간의 변화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70년대 등장하여 10년 사이에 소멸한 복도중심형 평

면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평면은 1970년 당시 합리적인 평면의 도입이라

는 명분아래 현대화, 서구화를 추구하였지만 한국인의 주거행태와 부합되지 못하였

으며 공간의 경제적 차원에서 불리하여 결국 소멸하였다.

판상형 아파트에서 복도 중심형 평면의 등장과 소멸과정을 보면 초고층 주거건

축의 평면변화와 많은 유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은 도

입 초기 기존 판상형 아파트에 고착화된 평면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도입된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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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기존 판상형 아파트에서 검증된 만큼 우리나라 행태와 공간의 경제적조건

도 매우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평면과 빌딩 시스템과의 괴리 그리고 고층화로 인한

구조적 합리성에 의해 평면이 미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변화했다. 1970년 복도중심

형 아파트 평면의 소멸과정에서 봤듯 주거에서 문화적 요인의 간과는 소멸로 이어

지며 한국의 초고층 주거평면의 변천은 이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을 추후 전망해 본다면, ‘도입기’의 거실중

심형 평면으로 다시 회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평면과 빌딩시스템과의 괴리가 발견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확산기’로 오면서 변해온 평면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

다. 한국인의 주거행태를 무시한 평면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기 때문이다. 즉, 짧은

시간동안 평면이 변천했듯 변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동의 변화를 수반한 새로

운 한국형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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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최근 등장한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원

인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미국의 사례와 정량적으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과거 판상형 아파트의 변화 과

정과 비교하여 추후의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의 변화를 예측하였다는 점에

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 된다.

하지만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 변화를 예측하면서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

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정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거평면의 변화와 함께 주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같

은 문화적인 부분을 담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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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s in Unit Planning of Korean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JAE SEOP, SHIN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JAE Pil, CHOI

Forty years after the very first apartments were built in Korea in the 

early 1960s,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witnessed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of over 50 stories in 2002. eventually leading 

to even higher residential buildings of over 300 meters in 2011. This is 

observ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world.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urbanization and gentrification of living have 

directly contributed to the phenomenon.

Before the 21st century, the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were mainly in 

New York, Chicago, and Hon Kong. However,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the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have emerged around the 

economic center and those cities and nations that rapidly urbanized - 

Korea, China, the Middle East and Panama. In particular, high-rise 

residential living is become a trend in today's residential culture. The 

combination of hotel-style luxury residence, business space, and cultural 

facilities pursues 'Small city within the city'.

For structural performance, such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come in 

the form of towers, as opposed to the flat, plate-like forms of the 

conventional apartments that have been built in Korea for nearly half a 

century. Because of this dramatic change in the building form, on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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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 the spatial layout of the inner spaces have changed accordingly.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already has an established success in 

constructing the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for a ling time. Relatively 

new to the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 development, Korea has adopted 

some of the traits from the United States. This introduction and adoption of 

characteristics of buildings from one nation to another is an interesting 

topic to explore.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layouts of unit plans of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between Korea and America, we were able to find 

dramatic changes in the planning principles of Korean projects. The early 

projects adopted planning principles of the previous plate-like apartments, 

whereas to the later projects more or less resembled the American 

projects. To objectively determine whether a unit plan resembles another or 

not, we used quantitative methods that utilize Space Syntax and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T-test and ANOVA.

The result from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onfiguration of Korea's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 plan between 2002 and 2006 looked very 

similar to the previous plate-like apartments, but after 2008, it became 

similar to those unit plan of the United States's. This change has shown 

clear distinction in the living room. More over the other rooms that are 

adjacent with living room were found to be affected by this change. In 

addition, the fact that this change had effects on structural rationalities, 

environmental factors, and view preferences was discovered. However, the 

change is the retrogression of the plate-like apartment process. 

Thus, it is questionable whether changed plan would receive positive 

reaction from the resident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plan for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 in Korea.

keywords : Korean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 American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 Unit planning, Space Syntax

Student Number : 2012-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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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n 연구 사례의 통합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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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초고층 주거건축 분석사례의 실별 통합도

Building name Compl
eted ENT CO(1) CO(2) CO(3) LV DK BR(1) BR(2) MB MWC WC

1 Trump World Tower  2001 0.6985 1.3271 1.8958 1.3271 0.7373 0.7373 0.6985 0.8294 0.7806 0.5104 0.8294 

2 River East Center  2001 1.3271 0.7806 1.4745 0.9479 0.6319 0.4424 0.5104 0.7373 0.7806 0.5104 0.7373 

3 Park Millennium  2002 0.6319 1.1059 1.4745 1.6588 0.6635 0.6635 0.7806 0.7806 0.8847 0.5529 0.7806 

4 The Fordham  2003 1.1000 1.2223 1.8334 - 1.0000 0.7857 0.7334 0.6471 0.6875 0.4584 0.7857 

5 Millennium Centre  2003 0.8847 1.2064 2.2118 1.4745 0.9479 0.9479 0.7373 0.7373 0.7373 0.4915 0.7373 

6 Grand Plaza Apartments  2003 0.5500 2.2001 0.9167 - 1.5715 0.8462 0.8462 0.8462 1.0000 0.5790 0.8462 

7 55 EastErie  2004 0.8294 1.8958 2.2118 0.9479 0.9479 1.0208 0.5770 0.8847 1.0208 0.6032 0.8847 

8 The Heritageat Millennium Park 2005 0.7806 1.6588 1.2064 1.4745 0.6635 0.6635 0.7373 0.7373 0.8294 0.5308 0.6635 

9 The Orion 2006 0.9856 4.4353 - - 1.2672 0.9856 0.6336 0.9856 1.2672 0.6336 0.9856 

10 340 on the Park  2007 1.0208 1.0208 1.3271 0.7373 0.5308 0.3903 0.6985 0.6032 0.6635 0.4576 0.6985 

11 Trump Plaza Residences  2008 0.5790 0.8462 1.5715 - 1.2223 0.4074 0.7334 0.7334 0.8462 0.5238 0.7334 

12 Sky House  2008 0.6875 1.3751 5.5002 - 1.2223 1.2223 1.1000 1.1000 1.3751 0.6875 1.1000 

13 Streeter Place  2009 1.1059 0.8847 0.8294 1.0208 0.6032 0.4281 0.5529 0.5308 0.5770 0.4147 0.6319 

14 One Museum Park  2009 1.1059 0.8294 1.0208 1.0208 0.6319 0.6319 0.5308 0.5308 0.6635 0.4576 0.5308 

15 The Legacy at Millennium Park  2010 0.7373 1.4745 1.2064 2.2118 0.7806 0.7806 0.8847 0.8847 0.7373 0.4915 0.8847 

16 The Brooklyner  2010 0.9167 1.3751 1.8334 - 0.5500 0.5500 0.7857 0.7857 0.9167 0.5500 0.7857 

17 215 West  2010 0.6319 1.1059 1.4745 1.6588 0.6635 0.6635 0.7806 0.7806 0.8847 0.5529 0.7806 

　평균 전체 0.8572 1.4555 1.7493 1.3164 0.8609 0.7157 0.7248 0.7726 0.8619 0.5298 0.7880 

ENT:현관, CO:복도 또는 전이공간(1-3개로 구성), LV:거실, DK:부엌/식당, BR:침실, MB:부부침실, WC:욕실, MWC: 부부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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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초고층 주거건축 분석사례의 실별 통합도

　 Building name Compl
eted ENT CO(1) CO(2) CO(3) LV DK BR(1) BR(2) MB MWC WC

1 Tower Palace One 2002 0.7334 1.5715 1.0000 - 1.5715 0.7334 0.7334 0.7334 0.6471 0.4400 0.7334 

2 Mokdong Hyperion  Tower 2003 0.6471 1.2223 1.2223 - 1.5715 0.7334 0.6471 0.6471 0.7334 0.4783 0.6471 

3 Tower Palace Two 2003 0.6875 1.2223 1.3751 - 1.5715 1.0000 0.6471 0.6471 0.7857 0.5000 0.6471 

4 Tower Palace Three 2004 0.8064 2.2176 - - 1.7741 0.7392 0.8064 0.8064 0.8871 0.5218 0.8064 

5 Academy Sweet  2004 0.5770 1.3271 0.9479 1.1059 1.8958 0.8294 0.6985 0.6319 0.7806 0.5104 0.6319 

6 Sharp StarCity Tower 2006 0.8462 2.2001 2.2001 - 0.9167 0.9167 0.8462 0.8462 1.0000 0.5790 0.8462 

7 Centum Star 2008 0.6111 1.1000 2.7501 - 1.3751 0.6875 0.6875 0.9167 1.1000 0.6111 0.9167 

8 The First World Tower 2009 1.4784 1.7741 - - 0.8871 0.8064 0.7392 0.5218 0.8871 0.5218 0.7392 

9 Suseong We've The  Zenith 2009 0.7857 1.8334 1.8334 - 0.9167 0.5500 0.7857 0.7857 0.9167 0.5500 0.7857 

10 Taehwa RiverIaan Exordium 2010 0.8847 2.2118 1.2064 1.4745 0.9479 0.9479 0.7373 0.7373 0.7373 0.4915 0.7373 

11 Hwaseong  Dongtan Metapolis 2010 0.8871 2.9569 - - 1.7741 1.2672 0.8871 0.8871 0.8871 0.5218 0.8871 

12 Seomyeon Central Star 2011 0.6635 1.1059 1.2064 0.9479 0.8847 0.5529 0.5770 0.5770 0.6032 0.4281 0.5770 

13 Haeundae I Park Marina Tower 2011 0.6111 1.1000 2.7501 - 1.3751 0.6875 0.9167 0.6875 1.1000 0.6111 0.9167 

14 Haeundae We've the Zenith Tower 2011 0.8064 2.2176 - - 1.7741 0.7392 0.8064 0.8064 0.8871 0.5218 0.8064 

15 Cheongna Exllu TowerAsan 2011 0.6471 1.2223 3.6668 - 1.2223 0.6471 1.0000 1.0000 1.2223 0.6471 1.0000 

16 Asan SK Pentaport Residential Tower 2011 0.7857 1.0000 1.8334 - 2.2001 1.2223 0.8462 0.8462 0.9167 0.5500 0.5790 

17 Bucheon Kumho Richencia 2012 0.6824 1.4784 - - 0.8871 1.2672 0.6824 0.6824 0.5914 0.4032 0.6824 

　평균 전체 0.7730 1.6330 1.8327 1.1761 1.3850 0.8428 0.7673 0.7506 0.8637 0.5228 0.7611 

ENT:현관, CO:복도 또는 전이공간(1-3개로 구성), LV:거실, DK:부엌/식당, BR:침실, MB:부부침실, WC:욕실, MWC: 부부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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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구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최 재 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신 재 섭

우리나라는 1963년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아파트라는 주거양식이 처음 도입되

었다. 이후 40년이 지난 2002년 타워팰리스라는 50층이 넘는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

장하게 되었으며 2011년 부산에 80층, 300미터의 사례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

럼 우리나라의 주거건축은 점점 고층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의 고층화 현상은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인데 그 원인은 건축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도시

화, 주거의 고급화에 의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이전에는 미국의 뉴욕과 시카고, 홍콩을 중심으로 초고

층 주거건축이 나타났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 중동지역, 파나마 같이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적 부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

과 등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초고층 주거건축은 주거문화의 트렌드로 자

리잡아가고 있으며, 호텔식 고급주거와 비즈니스 공간과 문화시설이 결합된 ‘도시

안의 작은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고층화되는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를 해결

하기 위해 판상형보다 탑상형의 주동형태를 나타내고, 이 때문에 기존 국내 아파트

계획에서 나타나던 것과는 다른 평면구성원리를 가지게 된다.

특히 초고층 주거건축은 미국에서 약 1세기에 걸쳐 발전, 정착된 주거건축유형이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되었다고 이해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주

거건축형식이 등장하였을 때 이후 그것이 나타내는 변화, 발전과정은 매우 흥미로

운 주제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한 이후

주거평면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해 나갔는지를 공간구문론(Space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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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정량적 분석방법론으로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그 배경을 밝혀

내었다.

공간구문론을 통한 분석에 앞서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을 2007년을 기준으로

‘도입기’와 ‘확산기’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로는 2007년을 전후로 서울을 중심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이 본격화 되었으며 2007년을 전후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구성 양상이 눈에 띌 정도로 상이하여 두 시기의 평면구성 원리 자체가 다를

것이라 가정했기 때문이다.

주거평면의 공간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과 미국 각

각 17개의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주거평면을 거실과 부엌/식당, 부부침실, 침실, 부

부욕실, 욕실, 복도, 현관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 발코니나 창고 같은 부속공간은

분석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공간들을 공간구문론을 통해 실별 통합도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통합도를 T-test, ANOVA, 던컨의 사후검정 과정을 통해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에 건설된 초고층 주거건축 단위세대 평면

의 경우, 주거평면의 구성이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에 해당하는 2002-2006년 사

이에는 기존의 판상형 아파트에 나타나던 공간구성과 유사하던 것이 2008년 이후

에는 초고층 주거건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그것과 유

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거실에서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거실과

인접한 실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합리성과 환경적요인, 조망 선호도 증가에 원인이 있음을

찾아 낼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추후 한국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 변화를 예측하

기 위해 판상형 아파트의 50년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70년대 등장하여 10년 사이에 소멸한 복도중심형 평면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

다. 이 평면은 1970년 당시 합리적인 평면의 도입이라는 명분아래 현대화, 서구화를

추구하였지만 한국인의 주거행태와 부합되지 못하였으며 공간의 경제적 차원에서

불리하여 결국 소멸하였다.

판상형 아파트에서 복도 중심형 평면의 등장과 소멸과정을 보면 초고층 주거건

축의 평면변화와 많은 유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은 도

입 초기 기존 판상형 아파트에 고착화된 평면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도입된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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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기존 판상형 아파트에서 검증된 만큼 우리나라 행태와 공간의 경제적조건

도 매우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평면과 빌딩 시스템과의 괴리 그리고 고층화로 인한

구조적 합리성에 의해 평면이 미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변화했다. 1970년 복도중심

형 아파트 평면의 소멸과정에서 봤듯 주거에서 문화적 요인의 간과는 소멸로 이어

지며 한국의 초고층 주거평면의 변천은 이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변화는 수십년의 시간동안 변화를 통해 정착

해온 판상형 아파트평면의 변화양상을 역행하고 있다. 판상형 아파트평면의 변화과

정을 되짚어 본다면, 초고층 주거건축의 변화된 평면이 한국에서 거주자의 좋은 평

가와 거주생활을 적합하게 담을 수 있도록 잘 작동할지 의문이다. 때문에 주동의

변화를 수반한 다른 형태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개발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

하다.

주요어 : 한국 초고층주거건축, 미국 초고층주거건축, 평면구성, 공간구문론

학 번 : 2012-20557 성명 : 신 재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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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아파트 주거가 널리 확산되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02년, 50층이 넘는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하였고, 이후

2011년에는 300미터가 넘는 사례도 등장하였다. 이처럼 주거건축은 점점 고층화되

고 있다. 이렇게 고층화된 주거 건축은 기존의 판상형 아파트와 목적만 같을 뿐 완

전히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 예를 들어 60층 이상의 초고층 주거

건축은 단순히 20층 규모의 건물을 세 개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적, 법규적, 구조적

등 여러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물의

수명이 기존의 것보다 3배 이상 길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 뿐 아니라 사회, 문

화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1) 이러한 주거의 고층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건축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도시화, 주거의 고급화에 의한 현

상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미국의 뉴욕과 시카고, 홍콩 중심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이 나

타났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 중동과 같이 급격한 도시화가 일어나고

경제적 부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 초

고층 주거건축은 건축기술의 발달 및 부의 축적, 법규의 완화 등에 의한 고층화 과

정에서 생겨난 건축형식이다. 특히 2000년 이후 몇 년 사이에 주거문화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는 호텔식 고급주거와 비즈니스공간과 문화시설이 결합된 원

스톱 방식의 ‘도시안의 작은도시’를 의미한다.2)

점점 커지고, 높아지는 초고층 주거건축은 고층화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

해 판상형 보다는 탑상형의 주동형태를 나타내며, 이 때문에 기존 국내 아파트의

계획에서 나타나던 것과는 다른 평면구성원리가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

구에서 초고층 주거건축이 단지 탑상형이기 때문에 기존의 판상형아파트와 다른

평면구성원리가 나타날 것이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 초고층 주거건축이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화적, 법규적, 사회적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생성된 새로운 주거형태라 판단하였다.

1) 판상형 아파트의 재건축 전까지의 수명을 약 30년 정도로 산정하고 있고, 커튼월로 구성된 초고층 주거건축

의 경우 국내에서 아직 재건축된 사례는 없지만, 설계수명은 100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2) 전상인(2009), 아파트에 미치다, 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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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서구사회, 특히 미국에서는 약 1세기에 걸쳐 발전, 정착된 주거건축

유형이 국내에 새롭게 도입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새로운

건축형식이 등장하였을 때 이후 그것이 나타내는 발전방향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

이다. 요컨대, 새로운 건축형식의 도입 초기에는 외래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역성을 띠게 되거나, 반대로 주거건축과 같이

일상적인 건축은 도입 초기에 기존의 계획규범이 강하게 나타나다가 후기로 갈수

록 새로운 건축형식에 합리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한 이후 어떠

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해 나아갔는지를 정량적 분석 방법론으로 미국의 사례와 비

교해서 살펴보고 그 배경을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주요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 구성원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

내 초고층 주거건축에 나타나는 평면구성 원리의 시계열적 변천을 살피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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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초고층 주거건축물’ 이라함은 한국 건축법 2조 15항을 기

준으로 200미터 이상이거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본 논문 2.1. 초고층 주거

건축의 정의) 그리고 초고층 빌딩 중에 용도가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한

편, 초고층 건축물은 대개 포디엄 부분과 타워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포디엄 부분은

상업시설이 배치되고 타워 부분은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의 용도가 다양

한 방식으로 복합된다. 본 연구에서는 타워 부분 바닥면적의 85% 이상이 주거시설

로 구성되는 ‘주거전용’ 초고층 건축물로 연구대상을 한정한다.3)

[그림 1-1] 주상복합(Mixed-use)와 단일용도(Single function)의 구분 기준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원리의 변천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사례들을 전수

조사 하였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조군으로 미국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을 대조군으로 선정한 이유는 미국의 그것은 뉴욕 맨하탄

이나 시카고 도심에서 약 1세기동안 발전한 주거유형이라는 점에서 적합한 비교대

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한국

의 초고층 주거 평면이 어떻게 변하였고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2.2.2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에

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3) CTBUH에서는 특정용도의 비율이 85% 이상일 경우 단일용도 건축물(Single Function Building)으로 정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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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방법

1.3.1. 공간구문론의 이론적 고찰

(1)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은 1984년 영국 런던대학교의 빌 힐리어와 줄리엔 핸

슨(Bill Hillier & Julienne Hanson)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공간을 정량적으로 기술

하는 분석방법론이다. 이 둘은 건축물의 공간구조나 도시의 조직, 발생적 형태가 어

떻게 특정한 형상(Configuration)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건축물

의 공간 혹은 도시공간의 질서화는 실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행태에 기인한

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바로 건물, 도시의 공간 본질과 형태에 개입한다고 말한

다. 즉, 건축공간의 기능이나 장식적 요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배열과

관계를 통해 공간적 질서를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간의 배열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점유가 서로 만나고 교차하거나 분리되는 방법론적 이야기다.

공간구문론에서는 공간의 배치를 노드(node)와 엣지(edge)의 그래프로 표현하여

분석하며, 여기에 깊이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체적인 그래프 구조에서 개별 노드의

위상학적 중앙성을 지표화하는 분석 방법이다.

공간구문론에서는 대표적으로 축선도(Axial map)와 볼록공간도(Convex map)

두 가지 방법으로 공간을 재현한다. 축선도는 도시규모의 공간을 재현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반면, 볼록공간도는 건축물 규모의 공간을 재현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볼록공간도를 이용하여 주거 단위세대 평면을 재현하고 분석

하였다. 볼록공간도에서는 실(Room)을 재현한 2차원 볼록다각형(Convex space)이

노드가 되고 실 간의 개구부 연결이 엣지가 된다.

이처럼 공간을 노드로 이동 및 연결을 엣지로 표현함으로서 공간과 인간의 행태

를 분석, 예측 함으로서 사회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건축연구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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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지표 및 도구

공간의 정량화를 위해서 건물내부 공간을 여러 개의 공간으로 분할하고 도식화

하였다. 하지만 건축공간이라는 것이 명쾌하게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고 불

규칙한 공간의 조합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J-Graph로 표현하기 위해 평면

을 각각의 공간으로 정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힐리어는 볼록공간(Convex

Space)4)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J-Graph는 어느 하나의 공간에서 연결된 다

른 볼록공간들과 선택할 수 있는 동선들, 즉 각각의 경우마다 다음 공간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할 동선의 수를 나타낸다. 기준이 되는 공간에서 목표점이 되는 공간

으로 가는 동안 통과하는 동선의 수를 그 공간의 ‘깊이(Depth)’라고하고, 이렇게 구

해진 공간들이 깊이의 평균값을 ‘평균적이 깊이(Mean Depth)’ 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
아파트 단위세대평면의

Convex Map

아파트 단위세대평면의

J-Graph

[표 1-1] 단위평면, Convex map, J-Graph의 도식화 과정 (이상은,2002)

공간구문론에서 공간들 간의 위상학적 관계성을 분석하는 지표로는 통합도

(Integration)를 사용하였다. 통합도는 단위공간에서 다른 단위공간까지의 연결관계

의 평균적인 깊이(Mean Depth)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5) 어떤 공간의 통합도

4) 볼록(Convex)공간은 오목(Concave)공간과 구별되는 말이다.

5) 기본적으로 통합도는 평균적인 깊이(Mean Depth)에 반비례한다. 그러나 단순히 MD의 역수를 취하지는 않

고, 전체적인 공간구조의 규모(전체적인 공간구조를 구성하는 노드의 개수)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보정이

추가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공간구문론 원전(Hillier, B. & Hanson, J.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을 참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간구조의 규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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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높다는 것은 나머지 공간들로의 연결관계의 평균적인 깊이가 얕고, 따라서 해

당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최재필

(1996)의 연구를 보면 아파트 단위세대의 평면을 분석하였을 때, 거실의 통합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거실이 가족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교류가 많

이 발생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통합도의 계산법은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 가능한 노드로의 접근

가능한 평균 깊이를 구하고, 건물의 규모와 실의 개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로 평균깊이를 보정하여 0에서 1사이 값인 상대적 공간심도(Relative

Asymmetry)로 변환시킨다. 그러나 이 보정치의 값은 여전히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반적인 값의 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그래프의 개념을

도입하여 RRA(Real Relative Asymmetry)값을 구하고 표현의 객관성을 위하여

RRA의 역수를 취하여 통합도로 표시한다. 산출 과정은 아래와 같다.

지표이름 함수 비고

평균깊이

(Mean Depth)  


  



 한 기준영역이 다른 모든 영역

에 대해 갖는 깊이의 평균

RA

(Relative Symmetry)

  


 

  



  

평균깊이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준화 한 것

RRA

(Real Relative

Symmetry)

  

 

서로 다른 공간의 값을 비교하

기 위해 RA를 Dn(다이아몬드

그래프의 루트가 되는 노드의

RA값)으로 나눈 것

통합도

(Integration)
 


RRA값이 작을수록 중앙성이 높

은 반대되는 의미를 보정하기

위해 RAA를 역수 취한 것

[표 1-2] 공간구문론의 통합도 산출과정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모든 분석사례가 동일한 개수의 노드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앞서 언급한 사례선정 원칙 또한 노드의 개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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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실별 통합도 데이터 분석

 정리해보면, 통합도 값이 큰 공간은 전체 공간에서 위계가 높고 중심공간에 위

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체 공간 사용자에게 접근이 용이하며 점유하기 쉽다. 

반면 통합도 값이 작은 공간은 다른 공간과 동떨어져 공간의 사용자들의 접근이 불

리함을 의미한다. 

앞의 [표1-1]에서 제시했던 단위평면을 예로 들어 통합도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번호 용도
연결

(Connect)

통합도

(Integration)

1 침실 1 1.000036

2 현관 1 1.000036

3 침실 1 1.000036

4 복도 6 3.666800

5 주방 2 1.375050

6 화장실 1 1.000036

7 부부침실 3 1.833400

8 거실 2 0.916700

9 발코니 2 1.000036

10 부부욕실 1 0.785743

[그림 1-2] 아파트 단위평면의 통합도 분석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위 평면에서 가장 

통합도가 높은 공간은 복도이며 거실공

간은 안방보다 낮은 독립적인 공간이라

고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석의 도구로서 

공간구문론을 기반하여 개발된 S3 

Convex Analyzer v2.16)을 사용하였으

며, 분석지표의 유의함을 증명하기 위해 

실시한 통계분석은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인 IBM SPSS statics20을 활용하였다.

6) S3 Convex Analyzer v2.1 은 서울대학교 건축도시공간연구실(LAUS)에서 개발된 공간분석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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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흐름도

[그림 1-4]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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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초고층 주거건축의 정의

“초고층”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 법적 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다. 특히 초고층 빌딩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인

CTBUH7)에서는 초고층(Tall Building)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세 가지 평가기준을

사용한다. 첫 번째, 주변의 다른 빌딩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가. 두 번째 빌딩의

비례가 초고층 빌딩이라고 할 정도로 적당한가. 세 번째 수직 동선과 구조 기술이

초고층에 적합한가 이다. 이처럼 초고층에 대한 정의는 높이 뿐 아니라 상대높이,

비례, 기술 같이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초고층”에 대한 다양한 기준

과 정의들을 [표 2-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초고층 주거건축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한국 건

축법에 따라 ‘50층8)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을 “초고층”으로 정의한다.

기관 구분 정의

CTBUH

Tall Building
높이나 층수 개념이 아닌 빌딩이 지닌

사회, 문화, 기술적 영향이 큰 빌딩

Super Tall Building
300미터 (984피트) 이상

의 건축물

EMPORIS9)

High-rise Building

(ESN 18727)

35~100미터 이거나

12~39층의 건축물

Skyscraper

(ESN 24419)
100미터 이상의 건축물

NYCDB10)

Tall building
125피트 이상

(38미터 이상)의 건축물

Super Tall building
300피트 이상

(91미터 이상)의 건축물

한국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5항)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표 2-1] ‘초고층’에 대한 주요 기관의 정의

7)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 (세계초고층도시연합)

8) 중국문화권에서 4, 14, 24., ...은 층수를 제외하거나, 서양에서 13층을 제외하고 층을 산정하기도 한다. 또한

몇몇 유럽국가에서는 1층을 0층이라고 계산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의 층수 는 층의 총 개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9) www.emporis.com

10) New York City Department of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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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고층 주거건축의 역사

2.2.1. 초고층 주거건축의 역사 및 세계적 추세

초고층 주거건축물은 최근 10년 이전부터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200미터 이상의 주거건축물이 들어선 것은 1993년 홍콩의 Tregunter Tower Ⅲ이

최초이다. 이후 2000년까지 약 7년간 전 세계적으로 200미터이상 주거건축물의 준

공은 전무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

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홍콩을 중심으로, 그리고 약 10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중국 본토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등장이 빠르게

전파되어 갔다. 특히 미국과 유럽 같은 기존 선진국 보다는 빠르게 성장해나가는

신흥국으로 그 추세가 이어져 나갔다는 것은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부의 흐름과 무

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흐름은 2011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

어 세계적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잠시 주춤하는 상태이다.

[그림 2-1] 200미터 이상 주거건축물의 준공 수

( ~ 2012년)

[그림 2-2] Tregunter 

Tower Ⅲ (1993)

전 세계적으로 200미터 이상의 초고층 주거건축물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13년 6

월 기준으로 준공된 초고층 주거건축물의 수는 195개이다. 이중 60%인 117개가 한

국, 아랍에미레이트, 중국(홍콩포함)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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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홍콩의 초고층 주거건축 단지 

중국에서도 특히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초고층 건물이 밀집해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사실 홍콩은 세계 2차대전 이

전만 하더라도 5-8층 규모의 주택이 밀집해있었지만 전후로 초고층 빌딩들이 빠르

게 등장하면서 60-70층 이상의 초고

층 빌딩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

다. 현재 홍콩은 면적 1,068㎢에 약

700만 명으로 1㎢당 7000명으로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를 나타나고 있다. 하

지만 홍콩지역의 75%가 산으로 구성

되어있어 주택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당연히 홍콩정부는 주거지역

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주거문제

의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이한 점은 미국이나 아랍에미레이트엽합의 경우 초고층

주거건축은 도시에서의 고급화된 주거에 목적이 있다면 홍콩에서의 초고층 주거는

고급화된 경향도 분명 가지고 있지만 주택문제해결 측면에서의 접근이 더 주된 목

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초고층 주거건축의 거주성(Livability)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나라이기도 하다.11) 이런 이유로 홍콩의 초고층 주거건축물

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고, 지금도 점점 고층화, 고밀화 되는 추세에 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2008년도 까지 국가적 지원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띄고 있었고 주택가격이 연 40% 이상 폭등함에 따라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도 함

께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9년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부동산 폭락으로

그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대신 원유를 바탕으로 풍부한 자금력과 재정이 안정적인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눈에 띄는 나라는 파나마이다.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의 인구 330만 명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수가 눈에 띄고 많은 이

유는 파나마 운하 때문이다. 파나마 운하가 위치한 수도 파나마 시티를 중심으로

해운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사업상 이용하는 세컨드 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파나마운하의 2단계 확장사업에 따라 이러한 부의 집중도 가속화 되고 있

11) 거주성(Livability)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나라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거

주성의 의미에 부합하는 정의는 “사람들 혹은 그들의 조직이 높은 삶의 질과 오랫동안 이를 유지할 수 있도

록 하는 성질”(Lenanard,1997, Lynch,198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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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파마나 시티, 파나마 

기 때문에 고급화된 초고층 주거건축물

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12년에 준공된 Torre

Vitri (281m)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주거 건축물로 기록되었다.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상황에 대

해서는 ‘2.2.3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거건축이 고층화 되면서 초고층 빌딩에서의 주거의 비율이 점점 높아

지고 있다. 2000년 까지만 해도 세계 100대 초고층 빌딩에서 주거용도의 빌딩이 차

지하는 비율은 없었다. 하지만 2012년엔 세계 100대 초고층 빌딩 중 18개가 주거

빌딩이다. 이런 주거 빌딩의 고층화는 [그림 2-6]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2011년

준공된 초고층빌딩중 주거용도 빌딩의 비율이 오피스나 복합개발의 사례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 가 개수

중 국 48 인도네시아 6

아랍에미레이트 37 태 국 6

한 국 3212) 러시아 4

파나마 12 말레이시아 3

미 국 9 일 본 3

필리핀 8 베트남 2

호 주 8 인 도 2

사우디아라비아 7 카타르 1

싱가폴 6 터 키 1

총 195

[표 2-2] 국가별 200미터 이상 주거건축물 현황

(2013년 6월 기준)

[그림 2-5] Princess 

Tower, Dubai (413m, 

2012) 

12) [표 2-5] ‘국내 연도별 초고층 주거건축물 준공 건 수‘ 와는 연도별, 기준별 차이가 있음.

[표 2-2]는 2012년 기준으로 높이 200m 이상, [표 2-5]는 2013년 기준으로 200m 이상 혹은 50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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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세계 100대 초고층 

빌딩에서의 용도 비중 (사무 49%, 

복합용도 27%, 주거 18%, 호텔 6%)

[그림 2-7] 2011년 준공된 

초고층빌딩에서의 용도 비중 

(주거 36%, 사무 34%, 

복합용도 24%, 호텔 6%)

[그림 2-6], [그림 2-7] 출처 : A Year in Review ; Tall Trends of 2012

결론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향을 보면, 주거 건축은 점점 초고층화 되고 있고 이

런 현상은 급격히 부가 집중되는 신흥국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

기에도 불구하고 초고층의 빌딩의 건설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이 집중

되고 있고, 초고층 주거건축은 직주근접이라는 장점으로 도심에서 효율적인 주거방

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초고층 건축물이 오피스나 호텔에 국한되었

던 것에 비해, 2000년 이후 주거용도의 초고층 건축물의 등장이 시작, 가속화 되었

다. 이러한 이유는 도시화, 부의 집중, 건축기술의 발달에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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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Zoning  Code 에 의한 

고층화 과정 (출처 :www.uwec.edu)

2.2.2.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미국의 초고층 건축물의 탄생 배경에는

Zoning Code가 있다. 1916년 처음 Zoning 제

도가 입안되었을 때는 ‘Height’와 ‘Set-back’에

대한 항목이 상업지와 주거지역에 구분되어

적용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용자들의 일

조권의 보장에 목적이 있었다. 1916년 제정된

Zoning Code에 의하면 Set-back에 대한 항목

만 지키면 일정높이에 모두 다다를 수 있었다.

때문에 [그림 2-8]의 오른쪽 그림같이

“wedding cake”라고 표현되는 유사한 형태의

고층빌딩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심지어 건폐

율 25% 안에서 건축 할 경우 층수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지금도 뉴욕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크

라이슬러 빌딩도 당시 Zoning Code에 따라 건축되었다.

1916년 만들어진 Zoning Code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1961년에 수정안이 제정 되

었다. 이중 주목할 만한 제도는 FAR(Floor Area Ratio)이라 불리는 지역용적률 제

도이다. 이 제도는 대지에 대한 지상점유면적을 규제하는 점에서 한국의 용적률 제

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건축주나 설계자가 층수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FAR이 8.0인 지역에 건폐율 80%로 빌딩을 건설한다

면 10층의 규모의 빌딩을 건축 할 수 있지만, 대지의 40%만 사용하고 나머지 60%

를 공지로 만들면 높이 20층 규모의 빌딩을 건축 할 수 있다. 심지어 나머지 대지를

대중에게 개방한다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제(Bonus FAR)도 시행하였

다.13) 또한 이 제도에서 인접대지의 공중권을 차용할 수 있는 조항(Zoning Lot

Merge)도 있었다. 이 제도는 인접대지와 계획대지의 용적률중 인접대지에서 남는

용적률을 계획부지에 합산해서 개발 할 수 있는 제도였다.

이처럼 당시의 제도들이 도시에서 지구별, 개별적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 있

13) 미국의 FAR은 한국의 용적률 같은 의미이지만, 표현의 방법에서 차이를 가진다. 한국의 용적률은 건물연면

적/대지면적 x 100(%) 로 퍼센트로 표현하지만, 미국의 FAR은 건물연면적/대지면적으로 비율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100m²에 건물연면적 800m²까지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면 용적률은 800%, FAR는 

8.0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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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뉴욕과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 상징적인 초고층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은 1926년 건축된 Ritz Tower(165미터, 41층)로부터 시

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초고층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당시에는 “Grand Skyscraper”로 불릴 정도로 큰 규모의 건축물 이었고, 주

거건축물로서 뉴욕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였다. Ritz Tower의 경우 순수 주거용도

가 아닌 아파트먼트 호텔이었는데, 이는 뉴욕의 “Zoning Apartment Regulation14)”

에 의해 일반주거건축물이 아닌 상업복합용도로 계획하면 법적규제가 완화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일반 주거용도의 건물보다 더 높게 계획될 수 있었고, 이는 다음 절

에서 살펴볼 한국의 상업지구내에서의 주상복합 건축의 규제 완화와 같은 맥락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1964년부터 1000 Lake Shore Plaza, Marina City, Lake

Point Tower와 같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거건축물들이 등장하였고, 2011년엔

Frank Gehry가 설계한 76층 규모의 Eight Spruce Street가 준공되었다. 특히 2000

년 이전에는 시카고와 뉴욕 같은 고밀화된 도심지에 주로 건설되었다면, 최근 들어

서는 마이애미 같은 휴양도시에도 초고층 주거건축이 건설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에서의 초고층 주거건축은 1926년부터 약 90년간 꾸준히 등장하였으며 고밀화된

대도시에서 고급주거로서 발전되어 온 역사 깊은 주거유형이다.

Ritz Tower (1926) Lake Point Tower (1968) 8 Spruce Street (2011)

[표 2-3] 미국의 주요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

14) 1961년 뉴욕시에 의해 입안된 초고층 Zoning제도가 미국 전체의 초고층 개발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여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도시는 특별용도지역제(Special District), 밀도보너스제도(Density Bonus), 협정개발제

(Negotiated Development), 연계개발제도(Linkage System)등을 도입하여 초고층 건축을 계획적으로 유도하

고 있다.

[박창규, 초고층 건축과 국내법규의 현황, 월간 빌딩문화, 2003 Vol.1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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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1) 초고층 주거건축 등장의 법규적 배경

우리나라의 초고층 주거건축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택건

설촉진법의 주거비율 완화 정책에 의해 1997년 주상복합의 주거비율 기준이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되었고, 이후 1998년에는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다

시 완화되었다. 이때부터 사실상 아파트와 주상복합과의 구분이 모호해 지기 시작

하였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도심지의 타워형 주거빌딩을 주상복합, 비 도심지의

판상형 주거빌딩을 아파트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1999년 건축법 개정으로

상업용지 내 공동주택의 일조권 기준을 폐지함으로서 상업용지내 주거빌딩을 건축

하는데 일조의 제약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때문에 일조관련 제약이 거의 사라짐에

따라 한국에서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이 촉진되었다.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하게 된 관련 건축법 개정일지 및 내용은 아래 [표 2-4]와

같이 면적관련, 일조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 면적기준
개정 시기 개정 내용

1990년 4월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50% → 300% 로 상향

1990년 11월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300% → 400% 로 상향

1991년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립가능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

대,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비율을 50% 미만으로 확대

1995년 10월 주택비율 50% →70% 확대

1998년 4월 주택비율 70% →90% 확대 (아파트와 주상복합 과의 구분 모호해짐)

◾ 일조기준
개정 시기 개정 내용

1981년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면서 1976년에 도입된 일조기준을 그대로 유지

1993년 4월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채광방향에서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 그 높이의 1/4만 띄우게 완화

1996년 8월
준주거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채광방향에서 인접대지 경계

선까지 그 높이의 1/4만 띄우게 완화

1999년 5월 상업용지 내 공동주택의 일조권 기준 폐지

[표 2-4] 초고층 주거건축 촉진 관련 건축법 개정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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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해운대 

위브더제니스, 2011 (80층, 

300m)

이러한 초고층 주거건축의 등장에 유리한 법의

혜택을 받고 처음 등장한 것이 2002년 준공된 타

워팰리스Ⅰ로, 지상 66층, 234미터라는 당시 주거

건축으로서는 최고 높이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04년 준공된 타워팰리스Ⅲ는 20년간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던 여의도 63빌딩의 높이를

넘어섰고, 2011년 준공된 해운대 위브더제니스는

지상80층, 300미터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주거

건축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은 2002년 이후 약 10년 사이에 25

개 단지, 85개 동의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하였

고, 이러한 추세에 의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

로도 초고층 주거건축의 등장이 가장 활발한 나

라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총 계

단지 수
(개) 1 2 2 1 1 0 1 2 3 6 2 4 25

빌딩 수
(개)

3 5 2 10 1 0 6 6 8 12 10 22 85

[표 2-5] 국내 연도별 초고층 주거건축물 준공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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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초고층 주거건축의 시기적 구분 (‘도입기’와 ‘확산기’)

사실 한국에 초고층 주거건축물이 등장하게 된 원인은 위에서 밝혔듯이 일조, 면

적에 관련한 건축법 개정이 1차적 원인에 있다. 하지만 [표 2-5]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2002년부터 등장했던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은 2006-2007년을 지나면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2008년부터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런 증가세는 2000년 초기 제도적 규제 완화와 다른 원인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아래 [표 2-6]은 2004년을 전후해서 언론에 나타난 초고층 주거건축에 관련한 기사

의 일부이다.

[사설] 미친 주상복합 청약 열기

주상복합아파트에 투기붐이 거세다. 어제 청약 신청이 마감된 서울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 아파

트의 경우,신청 기간이 불과 이틀이었음에 불구하고 총 760가구 분양에 20만명 가까이 몰렸고 청

약증거금만도 6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그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

산 투기 열기는 전혀 식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일보] 2004.03.24.

주상복합 인기 계속될까

'더 넓고, 더 높고, 더 화려해진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주상복합아 파트 인기는 식

을 줄을 모른다.

[매일경제] 2005.08.30.

지방도시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 `붐`

서울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초고층타워 건설 바람이 지방도시로 확산되

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 대전, 울산, 창원 등 지방도시에 초고층 주거시설이 잇

따라 건립, 마천루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데일리] 2005.06.12.

전국에 초고층 주상복합 분양 붐

'높게,더 높게.' 초고층 주상복합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초고층 단지는 일단 조망권과 녹지공간 확보에서 유리하다. 또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하면

서 단지 인지도를 확실히 선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고급화 경쟁으로 분양가에 거품이 끼는

등 부작용도 생긴다.

[한국경제] 2006.02.07.

[표 2-6] 2004년 전후의 초고층 주거건축에 관한 기사

위의 언론 기사에 나타난 초고층 관련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2002년을 기점으

로 서울에서 시작했던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 붐이 2004년을 기준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상 계획에서 완공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4년 전후에 있었던 초고층주거건축의 개발 붐이

2007-2008년부터 실제 완공으로 이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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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도시 높이(m) 층수 준공년도

1 타워팰리스 Ⅰ 서울 209 59 2002

2 목동 하이페리온 서울 256 69 2003

3 타워팰리스 Ⅱ 서울 191 55 2003

4 아카데미 스위트 서울 167 51 2004

5 타워팰리스 Ⅲ 서울 264 73 2004

6 더 샵 센텀 파크 부산 158 51 2005

7 더 스타시티 서울 196 58 2006

2007년 준공사례 없음

8 센텀스타 부산 184 51 2008

9 수성 위브 더 제니스 대구 178 54 2009

10 포스코 더 퍼스트 월드 인천 237 67 2009

11 동탄 메타폴리스 화성 249 66 2010

12 수성 리더스 뷰 대구 225 57 2010

13 태화 리버이안 엑소디움 울산 201 51 2010

14 아산 SK 펜타포트 천안 215 66 2011

15 청라 엑슬루 타워 인천 190 55 2011

16 두산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 부산 300 80 2011

17 해운대 아이파크 부산 273 66 2011

18 서면 센트럴 스타 부산 207 58 2011

19 WBC 더 팰리스 부산 265 51 2011

20 부천 금호 리첸시아 부천 241 66 2012

21 금강 엑슬루 타워 대전 170 50 2012

22 탄현 위브 더 제니스 고양 230 59 2013

23 청라 포스코 더 레이크 파크 인천 190 58 2013

24 청라 대우 푸르지오 인천 189 58 2013

25 요진 Y-CITY 고양 - 59 2013

[표 2-7] 연도별 한국 초고층 주거건축 준공 사례

한국에서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한 2002년 이후 현재 2013년까지의 사례를 시계

열적으로 정리해보면 위의 [표 2-7]과 같다. [표 2-6]의 기사와 같이 2007년 이후에

서울에서 건설된 초고층 주거건축물은 단 한건의 사례도 없으며, 2007년 이후의 사

례는 모두 부산, 대전, 대구 등 지방에서 준공이 이루어졌다. 이는 [표 2-6]의 기사

의 내용과 일치하는 통계이다.

결론적으로 2007년을 전후로 서울을 중심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이 본격화

되어 2007년 이전을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로, 2007년 이후를 ‘초고층 주거

건축의 확산기’로 구분된다는 점, 나아가 ‘3.2.1 한국의 초고층 주거 사례 선정’의

사례들에서 2007년을 전후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구성 양상이 눈에 띌 정도로

상이하여 두 시기의 평면구성 원리 자체가 다를 것이라 가정하였다. 때문에 이 연

구에서는 2007년을 기준으로 전후를 한국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와 확산기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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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의 초고층 주거건축 현황

2002년 처음 서울에 초고층 주거건축의 등장은 법규적 완화에 있었다면 최근의

경향은 서울시의 건축조례를 통한 층수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때문에 과거

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엔 한강변 주거지역을 중심

으로 초고층 주거건축물들이 계획, 건설되고 있다. 특히 신축보다는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2000년 초기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 역 기존안 개정안 (2013년4월)

이촌동
15층 가장자리 15층, 중심 35층

반포, 현충원 주변

여의도 상업지역 최대 50층 상업지역 50층 이상 탄력적용

잠 실 주상복합 최대 50층 일반아파트도 50층

[표 2-8] 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

래미안 이촌 재건축 (이촌 렉스)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표 2-9] 최근 서울에 개발, 계획 중인 초고층 주거건축

2000-2006년, 즉 한국 초고층주거건축의 도입기에 서울에서 이루어졌던 초고층

주거건축물의 신축보다는 아파트의 재건축 대안으로 초고층 주거가 등장하고 있다

는 점은 추후 초고층 주거건축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 하다. 또한 초고층 주거건축의 등장 배경에는 관련 건축법의 개정이 있었듯 초

고층 관련 건축법의 추가적인 변화에 의해 서울에서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등장과

그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15)

15) 본 논문 2.2.3 (1) 초고층 주거건축 등장의 법규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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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 고찰

2.3.1. 연구동향

건축계획 부분에서 초고층 주거건축에 관한 연구는 크게 초고층주거건축에서의

‘공용부분’에 관한 연구와 단위세대 즉 ‘주거부분’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이 중 초고층 주거건축 주거부분의 계획특성 및 유형분석에 관한 국내 학위논

문은 아래의 [표 2-10]과 같다.

저자 논문제목

박병한 (2012)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다발형 초고층 주거복합건물 주동의 개방성에 관한 연구

김현수 (2010)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초고층 주거건축 단위평면의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고형석 (2008)

서울과기대, 석사학위 논문
초고층 아파트의 주거동 유형 분석 연구

김권 (2007)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도심형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기준층평면과 단위세대구

성과의 형태적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단위세대의 개방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김두식 (2002)

호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초고층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표 2-10]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고찰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병한(2012)은 타워형 초고층 주거건축물의 실내

에서 외부를 볼 때 나타나는 개방성을 뷰포인트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

하였으며, 뷰포인트와 관측된 대상간의 거리, 주 개구부의 유무 확인으로 프라이버

시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체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정량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현수(2010)는 초고층 주거건축물을 대상으로 그 단위

평면의 공간적 구성 및 형태적 상관관계의 특징을 단위공간의 평면적 특성에 초점

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간구성의 특성과 공간적 연계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유형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위상학적 분석방법

을 주요 분석틀로 사용하여 사례들을 유형화시켰다. 고형석(2008)은 국내의 초고층

주거건축물의 평면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미국, 홍콩, 일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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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와 비교하였다. 김권(2007)은 초고층 주거건축물의 기준층 평면은 8개의 유형으

로 분류하였고 각각 유형들에 나타나는 형태적 상관성, 개방성, 외기노출의 항목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기준층평면과 단위세대구성과의 행태적 상관성을 도출하였다.

김두식(2002)은 초고층 주거건축물을 대상으로 그 단위평면의 형태를 5개의 유형으

로 분류하고 단위세대의 면적, 향별로 나타나는 실의 종류 및 성격을 구분하였다.

2.3.2. 선행연구 고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초고층 주거건축이 기존 판상형 아파트와 다른 단위세대

의 형태와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이를 유형화시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김

두식(2002)은 단위세대의 평면 형태에 따라 매스중첩형, 가로형 다각형, 정방형 다

각형, 세로형 다각형, 특수형으로 유형화하였고, 김권(2007)의 논문에서는 ㄱ자형,

T자형, W자형, 결합형, 비정형, 정방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김현수(2010)의 논

문에서는 LDK의 위치에 따라 Type1부터 Type5까지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연구자

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세대평면과 주동평면을 유형화 하였다.

본 연구는 정성적 유형화가 아닌 정량적 분석을 통해 단위세대에서 실별 통합도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모든 사례를 분석하여 등장부터 현재까

지 어떤 변화과정이 있었으며 미국의 사례와 비교를 통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변

화하는지 분석하고, 그 원인을 도출하여 추후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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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교분석 대상 선정

3.1.1.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 선정 기준

(1) 평면 선정에 관한 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한국의 건축법 기준인 ‘50층 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의

사례 중 주거용도의 빌딩은 미국에 71개, 한국에 22개의 사례가 있다. 미국의 사례

들 중 한국과 비슷한 기후대에 속해 있으며 사례가 집중된 뉴욕과 시카고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간적 범위도 2000년 이후로 한정하여 26개의 사

례를 선정하였다.16) 이들을 한국의 22개의 사례와 동일한 조건하에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례별 1개씩의 단위세대 평면을 선정하였다.

①연속된 2면이 외기에 노출된 평면

②거실, 부엌/식당, 3개의 침실(부부침실 포함)로 구성된 평면

조건 ① 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고층 주거건축의 단위세대 평면의 대

부분의 대형평면은 외기와 2면을 접하고 있다. 1면이 외기와 접한 단위세대의 경우

평면구성 시 영향요소가 적어 모두 정형화된 평면구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객관

적인 실의 조직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평면구성의 다양성이 나타

나는 2면 외기노출 평면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조건 ②를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고층 주거건축은 판상형 아파트와 비교

해서 다양한 면적의 평면이 존재한다.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실

의 종류 및 개수를 기준으로 평면을 선별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세대 평면이 없는 사례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미국의 9사례, 한국의 3사례는 연속 2면이 외기와 접하는 평면이 없거

나, 모든 평면의 방이 2개 이하였기 때문에 사례에서 제외) 최종적으로 이상의 조

건을 만족시키는 한국과 미국(뉴욕, 시카고)의 초고층 주거 단위세대 사례는 다음

장의 [표 3-2], [표 3-3]과 같다.

16) 3.1.1. (2) 시간적 범위 설정에 관한 근거



제3장. 한국과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비교분석

29

2000년 이전의 사례 2000년 이후의 사례 J-Graph 및 거실통합도

1968

Lake point tower

2003

Grand Plaza Apartments

1974

Newberry Plaza

2010

The Legacy at Millennium Park

[표 3-1] 미국 사례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근거

(2) 시간적 범위 설정에 관한 근거

2000년 이후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한국의 경우 모든 초고층 주거건축

의 사례가 200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50층 이상의 주거

빌딩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사례와 동시대인 것을 선정하기 위해

2000년 이후라는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만약 1960-2000년대 사이에 등장했던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이 2000년 이후의 것과 많은 차이를 띈다면 사례선정

을 위한 시간적 범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시대별 평면의 변

화 없이 일관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와 동시대인 2000년 이후로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이 시대별 변화 없이 일관된 구성을 가진 근거는

아래 [표 3-1]과 같다. 평면의 실별 구성이 2000년도 이전과 이후의 것이 유사함을

밝히기 위해 J-Graph 와 거실(LV)의 통합도를 비교 지표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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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North Harbor Tower

2003

Millennium Centre

1990

401 East Ontario Street

2005

The Heritage at Millennium Park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의 평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4가지를 유형 별로

구분하였고 대표적으로 거실(LV)의 통합도를 살펴보았다. 사례들은 2000년을 전후

로 약 20-30년의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평면의 형태(design)의 차이만 있

었을 뿐, 앞장의 평면선정에 관한 기준 ‘②거실, 부엌/식당, 3개의 침실(부부침실 포

함)로 구성된 평면’에 의한 실들의 조직구성에는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즉,

1960,1970,1980,1990년대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변화 양상은 찾을 수 없었고 모두

2000년 이후의 사례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은 그 등장부터 약 한 세기가 지난 현재

까지 공간구성의 큰 흐름을 유지하며, 변화 없이 정착 되어온 주거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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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ump World Tower 

뉴욕 262/72 2001

ENT 0.6985 BR 0.7639 

LV 0.7373 MB 0.7806 

DK 0.7373 WC 0.8294 

CO 1.5167 MWC 0.5104 

2. River East Center

시카고 196 / 58 2001

ENT 1.3271 BR 0.6238 

LV 0.6319 MB 0.7806 

DK 0.4424 WC 0.7373 

CO 1.0677 MWC 0.5104 

[표 3-2]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선정 사례 

3.1.2.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 선정

기본적으로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도시의 중심

부에 위치하여있다. 즉,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로 가득 찬 시내 중심부에 주거공간을

마련함으로서 거주지와 근무지 간의 근접과 시내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본래

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심 부지의 협소함으로 인해 사례들은

모두 한 동 으로 배치되어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기준에 맞게 선정한 17개의 사례와 공간분석을 통한 통합도

결과 값은 다음과 같다.

건물이름

소재도시
높이(m)/

층수
준공년도

ENT

실 별
통합도  

RM

실 별
통합도

LV MB

DK WC

CO MWC

기준평면 빌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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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ark Millennium 

시카고 166 / 57 2002

ENT 0.6319 BR 0.7806 

LV 0.6635 MB 0.8847 

DK 0.6635 WC 0.7806 

CO 1.4131 MWC 0.5529 

4. Grand Plaza Apartments

시카고 195 / 57 2003

ENT 0.5500 BR 0.8462

LV 1.5715 MB 1.0000

DK 0.8462 WC 0.8462

CO 1.5584 MWC 0.5790 

5. Millennium Centre

시카고 186 / 58 2003

ENT 0.8847 BR 0.7373 

LV 0.9479 MB 0.7373 

DK 0.9479 WC 0.7373 

CO 1.6309 MWC 0.4915 

6. The Fordham

시카고 175 / 52 2003

ENT 1.1000 BR 0.6902

LV 1.0000 MB 0.6875

DK 0.7857 WC 0.7857

CO 1.5278 MWC 0.4584

7. 55 East Erie

시카고 197 / 56 2004

ENT 0.8294 BR 0.7309 

LV 0.9479 MB 1.0208 

DK 1.0208 WC 0.8847 

CO 1.6852 MWC 0.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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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 Heritage at 

Millennium Park

시카고 192 / 57 2005

ENT 0.7806 BR 0.7373 

LV 0.6635 MB 0.8294 

DK 0.6635 WC 0.6635 

CO 1.4466 MWC 0.5308 

9. The Orion

뉴욕 184 / 60 2006

ENT 0.9856 BR 0.8096

LV 1.2672 MB 1.2672

DK 0.9856 WC 0.9856

CO 4.4353 MWC 0.6336

10. 340 on the Park

시카고  205 / 64 2007

ENT 1.0208 BR 0.6508 

LV 0.5308 MB 0.6635 

DK 0.3903 WC 0.6985 

CO 1.0284 MWC 0.4576 

11. Sky House

뉴욕 197 / 54 2008

ENT 0.6875 BR 1.1000

LV 1.2223 MB 1.3751

DK 1.2223 WC 1.1000

CO 3.4376 MWC 0.6875

12. Trump Plaza 

Residences

저지시티 162 / 55 2008

ENT 0.5790 BR 0.7334

LV 1.2223 MB 0.8462

DK 0.4074 WC 0.7334

CO 1.2088 MWC 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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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One Museum Park

시카고 224 / 62 2009

ENT 1.1059 BR 0.5308 

LV 0.6319 MB 0.6635 

DK 0.6319 WC 0.5308 

CO 0.9570 MWC 0.4576 

14. Streeter Place

시카고 169 / 55 2009

ENT 1.1059 BR 0.5419 

LV 0.6032 MB 0.5770 

DK 0.4281 WC 0.6319 

CO 0.9117 MWC 0.4147 

15. The Legacy at Millennium 

Park

시카고 249 / 73 2010

ENT 0.7373 BR 0.8847 

LV 0.7806 MB 0.7373 

DK 0.7806 WC 0.8847 

CO 1.6309 MWC 0.4915 

16. The Brooklyner

뉴욕 162 / 52 2010

ENT 0.9167 BR 0.7857

LV 0.5500 MB 0.9167

DK 0.5500 WC 0.7857

CO 1.6042 MWC 0.5500

17. 215 West

뉴욕 155 / 50 2010

ENT 0.6319 BR 0.7806 

LV 0.6635 MB 0.8847 

DK 0.6635 WC 0.7806 

CO 1.4131 MWC 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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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워팰리스Ⅰ

서울 234 / 66 2002

ENT 0.7334 BR 0.7334 

LV 1.5715 MB 0.6471 

DK 0.7334 WC 0.7334 

CO 1.2858 MWC 0.4400 

2. 목동 하이페리온

서울 256 / 69 2003

ENT 0.6875 BR 0.6471 

LV 1.5715 MB 0.7857 

DK 1.0000 WC 0.6471 

CO 1.2987 MWC 0.5000

[표 3-3]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선정 사례  

3.1.3.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 선정

앞장에서 선택한 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들을

보면 미국과 달리 많은 사례들이 도심의 중심부보다는 도심에서 떨어져 주거건물

이 밀집한 지역 중 법적으로 상업지역에 속하는 곳에 위치하여있다. 때문에 주변에

높은 상업빌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미국과 달리 도심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보다 넓은 대지에 위치하고 있어 한 동이 아닌 여러 동으로 단

지를 형성하고 있고 저층부에는 공통적으로 포디움(Podium)을 가지고 있다. 즉, 기

존 판상형 아파트가 위치해 있던 지역에 고지가화에 대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하게 된 원인인 상업지역내 주거건축의 허용 이유

인 직주근접과 도심공동화 방지의 목적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7)

17) 실제로 초고층 주거건축물의 등장 초기 서울에서 건설되었던 6개의 사례를 보면 서울의 3대 도심권역인 을

지로(CBD), 여의도(YBD), 테헤란로(GBD) 지역이 아닌 목동, 도곡동, 건대역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기존에 판상형 아파트가 밀집해 있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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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워팰리스Ⅱ

서울 191 / 55 2003

ENT 0.6471 BR 0.6471

LV 1.5715 MB 0.7334

DK 0.7334 WC 0.6471 

CO 1.2223 MWC 0.4783 

4. 타워팰리스Ⅲ

서울 264 / 73 2003

ENT 0.8064 BR 0.8064 

LV 1.7741 MB 0.8871 

DK 0.7392 WC 0.8064 

CO 2.2176 MWC 0.5218 

5. 아카데미 스위트

서울 167 / 51 2004

ENT 0.5770 BR 0.6652 

LV 1.8958 MB 0.7373 

DK 0.8294 WC 0.6319 

CO 1.1270 MWC 0.5104 

6. 더샵 스타시티

서울 196 / 58 2006

ENT 0.8462 BR 0.8462 

LV 0.9167 MB 1.0000 

DK 0.9167 WC 0.8462 

CO 2.2001 MWC 0.5790 

7. 센텀 스타

부산 212 / 60 2008

ENT 0.6111 BR 0.8021 

LV 1.3751 MB 1.1000 

DK 0.6875 WC 0.9167 

CO 1.9251 MWC 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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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더 퍼스트 월드

인천 237 /67 2009

ENT 1.4784 BR 0.6305 

LV 0.8871 MB 0.8871 

DK 0.8064 WC 0.7392

CO 1.7741 MWC 0.5218 

9. 수성 위브 데 제니스

대구 178 / 54 2009

ENT 0.7857 BR 0.7857 

LV 0.9167 MB 0.9167 

DK 0.5500 WC 0.7857 

CO 1.8334 MWC 0.5500 

10. 동탄 메타폴리스

화성 249 / 66 2010

ENT 0.8871 BR 0.8871 

LV 1.7741 MB 0.8871 

DK 1.2672 WC 0.8871 

CO 2.9569 MWC 0.5218 

11. 태화 리버 이안 엑소디움

울산 201 / 51 2010

ENT 0.8847 BR 0.7806 

LV 0.9479 MB 0.7806 

DK 0.9479 WC 0.7373 

CO 1.6309 MWC 0.4915 

12.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

부산 300 / 80 2011

ENT 0.8064 BR 0.8064 

LV 1.7741 MB 0.8871 

DK 0.7392 WC 0.8064 

CO 2.2176 MWC 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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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운대 아이파크

부산 292  72 2011

ENT 0.6111 BR 0.8021 

LV 1.3751 MB 1.1000 

DK 0.6875 WC 0.9167 

CO 1.9251 MWC 0.6111 

14. 아산 SK 펜타포트

천안 215 / 66 2011

ENT 0.7857 BR 0.8462 

LV 2.2001 MB 0.9167 

DK 1.2223 WC 0.5790 

CO 1.4164 MWC 0.5500 

15. 서면 센트럴 스타

부산 207 / 58 2011

ENT 0.6635 BR 0.5775 

LV 0.8847 MB 0.5770 

DK 0.5529 WC 0.5770 

CO 1.0867 MWC 0.4281 

16. 청라 엑슬루 타워

인천 190 / 55 2011

ENT 0.6471 BR 1.0000 

LV 1.2223 MB 1.2223 

DK 0.6471 WC 1.0000 

CO 2.4445 MWC 0.6471 

17. 부천 금호 리첸시아

부천 241 / 66 2012

ENT 0.6824 BR 0.6824 

LV 0.8871 MB 0.5914 

DK 1.2672 WC 0.6824 

CO 1.4784 MWC 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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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위세대 내 분석의 범위

단위세대 내 단위공간은 항상 거실(LV), 부엌/식당(DK), 부부침실(MB), 2개의

침실(BR), 욕실(WC), 부부욕실(MWC), 현관(ENT), 복도공간(CO)으로 구성된다.

침실의 부속공간으로 여겨지는 드레스룸이나 창고 등의 공간은 순전히 해당 침실

의 사용자만 사용하는 공간이며, 단위세대 평면의 전체적인 구성원리를 설명하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발코니 공

간은 국내 사례에서만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부속 공간의 성격이 강해 분석의 범

위에서 제외하였다. 아래의 [그림 3-1]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예를 볼 수 있다.

[그림 3-1] 단위세대 내 분석범위 예시

(Grand Plaza Apartment, Chicago, 2003)

[그림 3-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별 영역이 볼록(Convex)공간이 아닌 오목공간

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다.18) 이 부분은 실제 S3 Convex Analyzer로 분석을 수행하

였을 땐 볼록공간으로 설정하였지만, 단위세대 내에서 공간영역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

18)  

공간은 기본적으로 볼록공간(Convex spcae)과 오목공간(Concave space)의 구분된다.

볼록공간은 (a)와 같이 영역내 임의의점 A에서 B로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이 영역의 선을 거지지 않는

공간의 말하며, 임의의 두 점을 그은 선이 영역의 선을 관통하는 (b)와 같은 공간을 오목공간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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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국과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비교분석

3.3.1. 공간구문론(Space Syntax) 분석결과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구성 원리를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기에 앞서, 국내

사례를 다시 준공년도 2002-2006년과 2008-2012년으로 세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표 2-5]에서 나타나듯이 2007년을 전후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건설이 본격화되어

2007년 이전을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로, 2007년 이후를 ‘초고층 주거건축의

확산기’로 구분된다는 점, 나아가 2007년을 전후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구성 양

상이 눈에 띌 정도로 상이하여 두 시기의 평면구성 원리 자체가 다를 것이라 가정

하였기 때문이다.

초고층 주거건축 분석사례 집단별로 각 실의 통합도 평균은 아래의 [표 3-4]와

같다.19) 이 때, 복수의 단위공간으로 이루어진 복도(CO)20)와 침실(BR)은 그들의

평균으로 산정하였다.

구분

2002-2006

한국 사례

( N=6 )

2008-2012

한국 사례

( N=11 )

2000년-

한국 사례

( N=17 )

2000년-

미국 사례

( N=17 )

ENT 0.7163 0.8039 0.7730 0.8572

CO 1.4677 1.7835 1.5473 1.5071

LV 1.5502 1.2949 1.3850 0.8609

DK 0.8253 0.8523 0.8428 0.7157

BR 0.7242 0.7779 0.7589 0.7487

MB 0.8057 0.8953 0.8637 0.8619

WC 0.7187 0.7843 0.7611 0.7880

MWC 0.5049 0.5325 0.5228 0.5298

(ENT:현관, CO:복도 또는 전이공간, LV:거실, DK:부엌/식당, BR:침실, MB:부부침실,

WC:욕실, MWC: 부부욕실 )

[표 3-4] 한국, 미국 사례들의 통합도 비교

19) 각 사례의 실별 볼록공간도와 통합도 값에 대한 자료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20) 단위세대 평면의 형태에 따라 1-3개의 복도공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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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통계적 방법에 의한 변천 패턴 분석

(1)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전반적 비교

[그림 3-2] 2000년 이후 한국과 미국 사례들의 통합도 비교

위의 방사형 그래프는 2000년 이후 한국과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단위세대의

실별 통합도를 비교한 것이다. 한국 사례의 경우 현관(ENT)의 통합도가 미국의 사

례보다 낮은 반면 부엌/식당(DK), 거실(LV), 복도(CO) 부분의 통합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침실(BR), 부부침실(MB), 욕실(WC), 부부욕실(MWC)의 통합도

는 미국과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거실의 통합도가 다른 공간과 비교해

그 차이가 월등히 높아 한국과 미국의 평면구성원리가 거실부분에서 특히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초고층 주거평면 뿐 아니라 일반적인 주거

의 평면에서도 거실의 위치가 단위세대 평면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실의 구

성방식의 차이가 단위세대 평면 전반의 구성에도 차이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미국사례의 통합도 값의 유의성 검증 및 두 집단의 실별 평균차이를 알아

보고 해석하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다. 두 표본을 합한 전체 집단의 분산과 그

두 표본의 각 분산을 이용하여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가를 검

정하는 것으로 t값은 비교대상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로서 구할 수 있는데, 분석

을 통한 결과는 아래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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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는 단위세대의 통합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거실에

서 통합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국가 빈도 평균 표준편차

ENT
한국 17 0.7730 0.2066

미국 17 0.8572 0.2235

t값=-1.141 , df=32, P=0.262

CO
한국 17 1.7671 0.5225

미국 17 1.6749 0.9044

t값=0.364, df=32, P=0.718

LV**
한국 17 1.3850 0.4247

미국 17 0.8609 0.3043

t값=4.136, df=32, P=0.001

DK
한국 17 0.8428 0.2303

미국 17 0.7157 0.2377

t값=1.583 , df=32, P=0.123

BR
한국 17 0.7590 0.1087

미국 17 0.7487 0.1319

t값=-0.248 , df=32, P=0.806

MB
한국 17 0.8637 0.1770

미국 17 0.8619 0.2109

t값=0.027, df=32, P=0.979

WC
한국 17 0.7612 0.1253

미국 17 0.7880 0.1329

t값=-0.301, df=32, P=0.766

MWC
한국 17 0.5228 0.0659

미국 17 0.5298 0.0696

t값=-0.606df=32, P=0.549

( *:P<0.05, **:P<0.01 )

[표 3-5]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 사례들의 비교 T-test

 복도(CO)와 현관(ENT)의 경우 비록 T-test 분석결과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거 단위세대 평면에서 복도는 거실과 같이 중심에 위치하여

많은 실과 연결되어 있고, 현관은 거실 및 복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잇는 공간

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사례사이의 차이에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때문

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정석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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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 전후 한국과 미국의 시기별 비교

[그림 3-3] 2007년 전후 한국과 미국 사례들의 통합도 비교

위의 방사형 그래프는 한국 사례들을 2007년을 전후로 세분한 것을 보여준다. [표

3-5]에서 눈여겨본 단위공간들의 통합도를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사례들의 거

실 통합도가 2007년 이전에는 매우 높았던 것이 2007년 이후에는 거실(LV)의 통합

도가 낮아지고, 복도(CO)의 통합도가 높아지며 전체적인 통합도의 방사형 그래프

형상이 미국의 것과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은 세 사례집단에 대한 통합도를 비교한 ANOVA 분석으로, 앞선 t-test

와 마찬가지로 거실공간에서 유의미한 동질성 하위집단(homogeneous subset)이

도출되었다. 거실은 2007년을 기점으로 1.5502에서 1.2949로 그 값이 크게 낮아진 것

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거실의 공간구성의 변화가 다른 실의 통합도값 변화에 큰 영

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T-test 및 동질성 검증결과 유의미해지진 않았지만

모든 실에서 통합도가 높아지며 미국의 사례의 실들과 유사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거실은 동질성 검증의 결과 한국 후기의 사례는 초기의 사례보다 미국의

사례와 더 동질함을 알 수 있다. 욕실의 경우 한국의 두 시기 모두 미국의 사례보

다 낮은 통합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 [표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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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값 유의확률

ENT

2002-2006 한국 사례 6 0.7163 0.1003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0.962

　

　

　

0.393

　

　

　

2008-2012 한국 사례 11 0.8039 0.2455

2000- 미국 사례 17 0.8572 0.2235

합계 34 0.8151 0.2162

LV**

2002-2006 한국 사례 6 1.5502 0.3383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9.749

　

　

　

0.001　

　

　

2008-2012 한국 사례 11 1.2949 0.4540

2000- 미국 사례 17 0.8609 0.3043

합계 34 1.1230 0.4507

DK

2002-2006 한국 사례 6 0.8254 0.1124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0.432

　

　

　

0.653

　

　

　

2008-2012 한국 사례 11 0.8523 0.2798

2000- 미국 사례 17 0.7157 0.2377

합계 34 0.7792 0.2393

CO

2002-2006 한국 사례 6 1.5586 0.5074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0.432

　

　

　

0.653

　

　

　

2008-2012 한국 사례 11 1.8809 0.5174

2000- 미국 사례 17 1.6749 0.9044

합계 34 1.7210 0.7288

[표 3-6] 2007년 전후 한국과 미국 사례들의 비교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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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2002-2006 한국 사례 6 0.7242 0.0861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0.410

　

　

　

0.667

　

　

　

2008-2012 한국 사례 11 0.7779 0.1187

2000- 미국 사례 17 0.7487 0.1319

합계 34 0.7538 0.1191

MB

2002-2006 한국 사례 6 0.8057 0.1231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0.410
　
　
　

0.667
　
　
　

2008-2012 한국 사례 11 0.8954 0.1986

2000- 미국 사례 17 0.8619 0.2109

합계 34 0.8628 0.1918

WC

2002-2006 한국 사례 6 0.7187 0.0916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0.363

　

　

　

0.699

　

　

　

2008-2012 한국 사례 11 0.7843 0.1387

2000- 미국 사례 17 0.7880 0.1329

합계 34 0.7746 0.1279

MWC

2002-2006 한국 사례 6 0.5049 0.0464
집단간=2

집단내=31

합계=33

0.685

　

　

　

0.511

　

　

　

2008-2012 한국 사례 11 0.5325 0.0747

2000- 미국 사례 17 0.5298 0.0696

합계 34 0.5263 0.0668

( *:P<0.05,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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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구분 빈도
Subset for alpha = 0.05

1 2

2002-2006 한국 사례 6 0.7162

2008-2012 한국 사례 11 0.8039

2000- 미국 사례 17 0.8572

LV

구분 빈도
Subset for alpha = 0.05

1 2

2002-2006 한국 사례 17 0.8609

2008-2012 한국 사례 11 1.2949

2000- 미국 사례 6 1.5501

CO

구분 빈도
Subset for alpha = 0.05

1 2

2002-2006 한국 사례 6 1.5585

2008-2012 한국 사례 11 1.6749

2000- 미국 사례 17 1.8808

DK

구분 빈도
Subset for alpha = 0.05

1 2

2002-2006 한국 사례 11 0.7157

2008-2012 한국 사례 6 0.8253

2000- 미국 사례 17 0.8522

BR

구분 빈도
Subset for alpha = 0.05

1 2

2002-2006 한국 사례 11 0.7242

2008-2012 한국 사례 6 0.7486

2000- 미국 사례 17 0.7778

MBR

구분 빈도
Subset for alpha = 0.05

1 2

2002-2006 한국 사례 11 0.8056

2008-2012 한국 사례 6 0.8618

2000- 미국 사례 17 0.8953

[표 3-7] 던컨의 사후검증에 의한 동질성 하위집단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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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존의 고착화된 아파트 평면구성 원리

판상형 아파트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단위세대의 평면구성에 있어서 일관된 특징들이 고착화된 것으로 확

인된 바 있다. (최재필, 2004) 해당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평면구성은

도입초기 공공기관의 시험적 아파트 평면의 개발이 점차 민영화되면서 소비자의

반응이 좋은 평면의 구성으로 고착화 되어 가는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다.

고착화된 아파트평면의 가장 큰 특징은 단위주호 내에서 차지하는 거실의 상대적

공간심도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즉 거실의 통합도가 다른 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거실의 통합도 값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거실이 생활의 중심공간

으로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도공간의 최소화(공간의 효율화), 주호 내 개방

감의 확대 등을 위해 거실중심의 공간구성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

착화된 판상형 아파트의 평면은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의 도입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아래 [표 4-1]은 198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의 판상형 아파트 사례들이다. 실

들의 면적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간의 구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거실을 중

심으로 복도 및 전이공간을 거쳐 침실 및 부엌으로 연결되는 공간 구조이다. 이는

[표 4-2]에서 보는 것 과 같이 공간구문론의 적용을 통해 정량적으로 고착화에 대

한 동일한 결론을 증명할 수 있다.

 

광장동 극동아파트

(1985년)

휘경동 현대베스트빌

(2000년)

판교 봇들마을 4단지

(2013년)

[표 4-1] 단위주호 평면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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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름 연결 수 통합도

현관 1 0.6529

화장실 1 0.6529

복도(2) 3/4 1.1192

식당 2 0.9793

부엌 2 0.6529

다용도실 1 0.4609

거실 3 1.5669

침실(2) 1/1 0.6529

부부침실 2 0.7122

부부욕실 1 0.4897

[표 4-2] 고착화된 아파트 평면의 공간분석 데이터 

(발코니의 경우 면적 및 구성의 변화가 다른 실과 달리 관련법규변천에 원인이 있어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고착화된 거실 중심의 평면구성이 초고층 주거건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고착화된 판상형 아파트의 평면

구성이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초기에 그대로 계승되는지, 아니면 초고층 주거건축

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평면구성이 그대로 도입되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거실 중심의 평면구성으로 ‘토착화’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앞의 3장 내용에서는 기존의 판상형 아파트에 적용되었던 거실중심의 평면구성

원리가 초고층 주거건축 도입기에 그대로 차용되었다가 점점 미국의 초고층 주거

건축과 유사해지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는데, 다음 절에서는 그것의 건축적

실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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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구성의 변천

주거평면에서 실별 구성의 변천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림 4-1]에서 [그림 4-4]까지의

공간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통합도 값에 따라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표현하였다. 빨간색

은 통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 파란색은 낮은 실을 나타낸다. 그래서 통합도가 높은 곳

즉, 빨간색의 실은 다른 공간으로의 접근이 쉬우며 전체 공간구조에서 위계상 중심적인

공간을 나타낸다.21)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통합도가 낮은 실은 전체공간에서 그 공간

이 분리되어 다른 공간들에서 접근이 비교적 불리한 것을 의미한다.

4.2.1. 거실 및 복도의 구성 원리

2002-2006년 사이 국내에 나타난 평면([그림 4-1]의 좌측상단)의 거실은 기존의

고착화된 아파트 평면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실은 복도의 역할을 하고 있

고 단위평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위상학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공간이었다. 하지

만 2008-2012년에 나타는 사례([그림 4-1]의 우측상단)를 보면 거실의 위치는 중앙

이 아닌, 평면의 가장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그림

4-1]의 좌측하단)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방과 복도를 연결해주는 전이공간으로서 역

할을 하고는 있지만, 초기의 사례와 비교해서는 위상이 크게 낮아진 양상이다.22)

이처럼 거실이 점점 개실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은 가족생활이 일상적으로 이루

어지는 대신 하루 일과 중의 이벤트로서 이루어지는 서양의 주거 내지 가족생활 문

화가 유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초고층 주거건축에서 나타나는 라멘구

조의 특성 상 거실을 평면의 코너에 배치함으로써 거실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설계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1) 최재필(1996)의 연구에서 공동주택의 평면을 분석하였을 때, 거실의 통합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거실이 전체 평면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실은 그 기능상 가족

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일상생활을 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등의 사회적 교류가 발생하는 공간이기에 다른 공

간에 비해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거실의 통합도가 높게 나온다는 사실은 공간구

문론의 분석결과가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본 논문 ‘1.3.1 (2) 분석지표 및 도구‘ 참고] 

22)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확산기’ 사례 비교 시, 거실통합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후자의 사례에선 아직 

완벽한 실의 군집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실들이 모두 한쪽

으로 몰려 군집을 형성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자녀방과 부부침실 사이에 다른 공간으로 격리시켜 배치 한 

차이가 통합도의 차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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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 Palace Ⅱ(2004) Central Star (2011)

  

거실(LV) 통합도

Tower Palace Ⅱ 1.5715

Central Star 0.8844

The Legacy at 

Millennium Park
0.7806

The Legacy at Millennium Park

[그림 4-1] 집단별 거실의 공간구성 원리 비교

이렇게 거실이 복도의 역할을 겸하던 것이 하나의 독립된 실로 변해가는 양상은

복도공간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아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 4-2]은 복도공간의 변

화과정을 잘 나타낸 세 집단의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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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Sweet (2004) The First World (2009)

  

복도(CO) 통합도

Academy Sweet 1.1270

The First World 1.7741

The Brooklyner 1.6042

The Brooklyner

[그림 4-2] 집단별 복도의 공간구성 원리 비교

2002-2006년 국내 사례들([그림 4-2]의 좌측상단)의 복도는 진정한 의미의 복도

라기보다는 실과 실 사이에 존재하는 전이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2007년 이후의 사례에서는 복도의 성격이 강해지며, 통합도 값이 나타내듯 실과 실

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례는 평면상에서의 위상이 미국의 사례와 거

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거실이 겸하던 전이공간의 역할을 복도가 담당하게 되

고, 이러한 변천과정은 점점 미국의 사례와 유사해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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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현관의 위치에 따른 외부공간과의 연결성 증대

서양에서는 신발을 벗지 않고 바로 실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실내

공간이 외부와 긴밀히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단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의 유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평면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현관의 통합도가

높은 것으로도 나타난다. 이는 현관과 외부공간의 연결이 밀접해 짐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외부공간이란 공용복도 및 코어부를 의미한다. 초고층 주거건축 도입 초기

에는 현관의 통합도가 낮았던 것이 2007년 이후에는 그 이전 시기의 사례들과 미국

의 사례들 사이의 중간 단계까지 높아지는 것은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의 연결성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습관이 있으며, 이것에 의해 평면구성 전체에서 현관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더

라도 완전히 미국의 그것과 동일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Mokdong Hyperion (2003) Dongtan Metapolis (2010)

  

현관(ENT) 통합도

Mokdong Hyperion 0.6875

Dongtan Metapolis 0.8871

340 on the Park 1.0208

340 on the Park

[그림 4-3] 집단별 현관의 공간구성 원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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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부부침실과 거실의 연결성 증대

부부침실의 통합도 변화과정은 문화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표3-5]

에서 T-test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부부침실(MB)의 통합도 차이를 발견 하였다. 하지만

[표 3-7] ‘던컨의 사후검정’과정에서는 시기와 변화에 따른 차이에서 유의미한 하위집단이

도출되지 않았다. 즉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확산기 사례가 미국의 부부침실과 유사하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미약하지만 그 변화를 문화적 관점에서 생각해볼만 하다.

우리나라의 부부침실 역사를 살펴보면 안방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방은 안방의 중심으로 가장 폐쇄적인 주공간이며, 주택의 제일 안쪽에 위치한다.23) 즉

실의 폐쇄적인 성격 때문에 현관에서 가장 먼 쪽 에 배치되며 당연히 다른 실에 비해 낮

은 통합도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확산기’에서 ‘도입기’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합도가

높아지며 변화하였다. 이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실들이 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에

서 한국의 몇몇 사례들이 부부침실(MB)이 자녀들의 방(BR)과 격리를 위해 배치되다 보

니, 복도가 아닌 거실과 바로 근접한 위치에 배치되어 통합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Tower Palace Ⅱ (2003) Haeundae We’ve The Zenith (2011)

  

부부침실(MB) 통합도

Tower Palace II 0.7334

Haeundae We’ve The 

Zenith
0.8871

The Heritage at 

Millennium Park
0.8294

The Heritage at Millennium Park

[그림 4-4] 집단별 부부침실의 공간구성 원리 비교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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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이상으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에 건설된 초고층 주거건축 단위세대 평면

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사례들에서 나타난 평면구성 원리의 변천

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간구성 원리가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에 해당하는

2002-2006년 사이에는 기존의 판상형 아파트에 나타나던 공간구성 원리와 유사하

던 것이 2008년 이후에는 초고층 주거건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그것과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거실에서 극명하

게 나타났으며, 현관이 보다 생활영역에 가깝게 배치되고 단위세대 내의 복도공간

의 위상이 높아지는 등의 서구적인 주거문화의 도입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림 4-5]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구성 원리의 변천 다이어그램

불과 10여 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초고층 주거건축은 주거문화의

관점에 있어서 상당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즉, 2000년대 초 초고층주거건축이 처음

등장했던 당시 주거평면과 달리, 약 10여년의 정착화 과정을 거치면서 초고층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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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에 적합하게 변화하였다. 변화의 원인은 물리적, 문화

적, 환경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다.

앞의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공간구조의 비교 분석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 초고

층 주거건축의 등장 초기에는 수십 년에 걸쳐 고착화되었던 기존의 판상형 아파트

평면이 그대로 도입되었던 것이 이후 점점 사라져,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단위세

대평면과 유사한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초고층 주

거건축 단위세대의 공간위계가 거실중심에서 복도중심으로 변화한 것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주거평면의 공간구조 변화는 비단 외형의 문제만이 아니라, 단위세대의

평면구성에 내재된 주거문화적 의미에도 해당함을 밝힌 점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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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국내 초고층 주거 평면의 변천요인 분석 및 추후전망

5.1.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의 변천 요인 분석

    5.1.1. 구조적 합리성에 의한 변천

    5.1.2. 환경적 요인(설비적 한계)에 의한 변천

    5.1.3. 조망 선호도 증가로 인한 변천

5.2.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의 추후전망

    5.2.1. 과거 판상형 아파트의 평면변화 추이 고찰

    5.2.2.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변화 제안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구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62

5.1.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의 변천요인 분석

앞 절에서 언급 했듯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구성은 도입기와 확산기에 복도, 거실, 현

관 등의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3, 4장에서 한

국과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차이를 비교하고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단위평면

을 공간구문론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평면의 변천요인을 물리적(구조적 합리성), 환경적(설비의 한계), 문화

적(조망선호도 증가) 세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앞장에서 분석하였던 정량적 변화를 규명

하기 위해 세 가지 요인을 설정한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위세대평면의 변화는 어

떤 독립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예

측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이 미국의 그것을 닮아가는 것

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거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인 거주성을 초월하는 물리적 제약이 발생했을 수 도 있고, 거주자의 거주 후 의

견들이 작용하여 개선되는 시행착오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24) 변천요인 분석을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물리적 측면에서 변천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단위세대 평면변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주동평면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사례는 도입기, 확산

기 각각 6개의 사례를 선정하였고 연도별 흐름을 파악하기 쉽도록 시계열적으로 균등히

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다음의 [표 5-1]과 같다.

24) 사회학자이자 건축가인 존 차이젤(John Zeisel)은 디자인을 ‘일련의 시행착오(trial and error)에 의해 최적

의 해를 찾아가는 과정’ 이라고 이해하였다.



제5장. 국내 초고층 주거 평면의 변천요인 분석 및 추후전망

63

번호 　빌딩 명 높이(m) 층수 준공년도

도

입

기

1 타워 팰리스Ⅰ 234 66 2002

2 타워 팰리스Ⅱ 191 55 2003

3 목동 하이페리온 256 69 2003

4 타워 팰리스Ⅲ 264 73 2004

5 아카데미 스위트 167 51 2004

6 더샵 스타시티 196 58 2006

확

산

기

7 센텀 스타 212 60 2008

8 더 퍼스트 월드 237 67 2009

9 동탄 메타폴리스 249 66 2010

10 해운대 아이파크 292 72 2011

11 해운대 위브더 제니스 300 80 2011

12 부천 금호 리첸시아 241 66 2012

[표 5-1] 주동평면 분석 사례

도입기와 확산기의 초고층 주거건축을 비교해 보면 도입기엔 100미터 후반에서 200미

터 중반의 높이를 가졌었지만 확산기로 오면서 200미터 초반부터 300미터에 이르는 사

례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이는 최대 100미터 이상 차이가 나고

층수 또한 자연스럽게 많아져 최대 80층에 이르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자

연스럽게 물리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고 주동평면을 통해 이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표 5-1]에서 선정한 사례들의 주동평면은 다음의 [표 5-2]

와 같다.

두 번째로 환경적(설비적 한계)요인에 의한 변천을 분석하기 위해 [표 5-2]의 도입기,

확산기 각각 하나씩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주동평면의 면적과 형태가 가장 유사한 두 사

례를 선정하였으며, 분석 시에는 주거 평면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큰 요인이 발생할 수 있

는 부엌의 위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조망선호도 증가)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향과 조망에 대한 아파트와

초고층 아파트의 중요도 분석논문을 참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단위세대평면에서 거실

과 침실들의 조직구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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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

기

1. 타워팰리스Ⅰ, 2002

85.7% (유효면적 비율) /

13.9 (주거부분 세장비)

2. 타워팰리스Ⅱ, 2003

89.9% / 12.1

3. 목동 하이페리온, 2003

82.3% / 15.4

4. 타워팰리스Ⅲ, 2004

80.0% / 16.5

5. 아카데미 스위트, 2004

88.2% / 12.9

6. 더샵 스타시티, 2006

85.4% / 14.0

확

산

기

7. 센텀스타, 2008

76.5% (유효면적 비율) /

18.1 (주거부분 세장비)

8. 더샵 퍼스트 월드, 2009

80.0% / 16.5

9. 동탄 메타폴리스, 2010

77.6% / 17.6

10.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

2011

76.1% / 18.3

11. 해운대 아이파크, 2011

74.8% / 19.0

12. 부천 금호 리첸시아,

2012

79.3% / 16.7

[표 5-2] 변천요인 분석을 위해 선정된 사례의 주동평면도 및 

유효면적 비율 / 주동평면 주거부분의 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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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구조적 합리성에 의한 변천

(1) 유효면적 비율의 감소

구조적 합리성에 의한 변천은 가장 기본적으로 빌딩이 고층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코어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주동평면에서

주거부분의 유효면적(effective area)25)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의 초고층

주거건축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래의 [그림 5-1] 는 앞에서 선정한 12개의 사례에

대한 주거부분 유효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1] 주동평면의 유효면적 비율 변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례들의 유효면적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

례 5번인 아카데미 스위트의 경우 유효면적 비율이 88%에 이르는데 비하여 사례 11번

인 해운대 위브더제니스는 그 비율이 74%로 5번의 사례보다 14%나 낮은 비율을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유효면적 비율 = (주동평면의 전체면적 A – 코어면적 B) / 전체면적A X 100%

전체 연면적에 대한 유효면적의 비율은 비슷한 용어로는 랜터블비가 사용된다.

랜터블비(Ratio of rentable area) : 연면적에 대한 수익부분의 바닥면적 백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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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동평면 주거부분의 장․단변비 증가

주거부분의 장․단변비 산정은 사례별로 주동평면 및 단위세대의 형태가 상이하여 계

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모든 주동평면과 코어의 형태를 원이라고 가정하고 면적을

측정하고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26)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례별 장․단변비 변화는 아래의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주동평면 주거부분의 장․단변비 변천

사례별 차이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례들의 주거부분의 장․단변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고층 주거건축물 설계 시 외기와 접하는 면을 늘리고

자 주동평면의 형태를 비정형으로 계획하여 이 값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구

조적 합리성에 따라 코어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부분이 점점 줄어들어 장․단변비

가 증가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표 5-2]의 사례의 주동평면을 보면 두 시기별 주동평면

의 형태가 확연히 변하지 않았고, 평면계획 시 단순 비정형형태의 증가가 그 원인 이라면

26)  장․단변비(長․短邊比)란 건물의 주동평면에서 유효면적의 전체둘레(장변) 대비 유효면적의 반지름(단변)

을 지칭하여 사용하였다.

※ 주동평면의 장․단변비 = B (주동평면 전체 둘레) / A (평면반지름 – 코어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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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의 공간조직에는 큰 영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물리적 변화와 단위평면의 공간

조직에도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후자일 경우가 더 유력하다.

주동평면에서 코어부분의 면적증가와 주거부분 면적감소에 따른 단위세대의

장․단변비 증가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3] 단위세대 평면의 장․단변비 증가에 따른 공간조직의 변화

우선, 코어부의 면적이 증대된다.27) 이에 따라 단위세대 평면의 장․단변비가 증

가하면서 즉, 평면이 얇아지면서 기존에 거실과 부엌이 마주보고 배치되었던 평면

(Unit A)이 거실과 부엌이 나란히 배치되는 평면(Unit B)으로 변하게 된다. 때문에

전자(Unit A)에서 거실이 모든 실 간의 전이공간 역할을 했다면, 후자(Unit B)에서

는 공간조직의 변화로 복도공간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코어의 증

대로 인한 주거부분의 장․단변비 증가는 거실중심형 평면에서 복도중심형 평면으

로 변화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7) 본 논문, 5.1.1.(1) 유효비율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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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환경적 요인(설비적 한계)에 의한 변천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했을 때부터 거주성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내부 환기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환기시스템은 판상형 아파트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판상형 아파트는 큰 미닫이창과 거실, 부엌이 주동평

면의 전면과 배면에 배치되어 맞통풍이 가능한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초고층

주거건축은 고층빌딩의 특성상 풍압과 연돌효과에 의한 영향 때문에 큰 미닫이창이 아닌

일부만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창이 설치되고, 중앙코어를 중심으로 배치된 단위세대 평면

때문에 맞통풍이 불가능한 평면구조이다. 때문에 초고층 주거의 내부 환기 및 냄새 문제

는 대부분을 기계적 환기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음식문화 특성

상 실내에서의 냄새 확산과 실내 흡착 때문에 거주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

다.

[그림 5-4] 판상형 

아파트 주거세대의 통풍 

다이어그램 (부엌을 

통과하는 맞통풍)

[그림 5-5] 초고층 주거 

세대의 통풍 다이어그램

(초고층주거 도입기의 

사례)

[그림 5-6] 초고층 주거 

단위세대에서의 창 

(여닫이창) 

[그림 5-5] 과 같은 초고층 주거의 단위세대 평면에서는 맞통풍과 충분한 창의 개폐가

불가능하여 실내에서 기류의 유동경로가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는다. 때문에 음식냄새가

실내의 다른 실로 확산된다. 음식냄새를 주방 후드로 완벽하게 포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냄새의 확산과 인체 및 가구 등에의 흡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내의 공기 유

동경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환기 설비가 필요하다.28) 하지만 앞에서 언급

했듯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 사례 평면[그림 5-4]을 보면 중앙코어를 중심으로 배치

된 단위세대 평면은 부엌이 그 중심에 있다. 이것은 기계설비에 의존하여 환기문제를 해

28) 이중훈 외 3, 초고층 주상복합 환기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

문집 제25권 제1호,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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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위해 코어와 가까운 쪽에 부엌을 위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배치일 수 있었다. 하

지만 도입기를 지나 확산기로 이르면서 기계적 환기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부엌이 외기와

면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림 5-6]와 같이 창의 개폐에 한계가 있고 이에 따른 환기능력

에도 한계점이 있지만 세대 내에서 음식냄새의확산과 흡착으로 인한 거주성에 문제는 수

년 동안 피드백 되어 평면구성에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29) 아래의 [표 5-3]은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와 확산기의 부엌 위치 변화를 잘 보여주는 두 사례이다. 비슷

한 주동형태의 두 사례를 선정하였는데, 2006년 완공된 The Star City의 경우 한 층의 7

세대 중 2세대를 제외한 5세대의 부엌이중앙 코어와 근접하여 배치되어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완공된 Metapolis의 주동평면을 살펴보면 6개의 세대의 부엌이

모두 외기와 면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he Star City tower, 2006 Hwaseong Metapolis, 2010

[표 5-3]  초고층 주거건축 도입기/확산기 주동평면의 부엌 위치 변화

앞 절에서 밝혔듯 초고층주거건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층화 되면서 코어면

적이 비대해지고, 단위평면 주거세대의 세장비 또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

게 부엌의 위치가 거실과 마주하여 배치할 수 없는 물리적 제약이 생겼을 수도 있

다. 하지만 환기로 인한 거주성의 문제나 계획 시의 물리적 합리성 둘 중 하나의 단

편적인 원인보다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9) 일반 판상형 아파트와 비교해서 초고층 주거건축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첫 번째, 맞통풍이 불가능

한 구조, 두 번째, 창호의 개폐방식의 한계로 꼽혔다.

[복나영 외, 아파트와 초고층 주거복합 건축물의 거주성 조사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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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층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일 조

(남향)

1. 매우적음 - 1 (0.8%)

2. 적 음 1 (0.8%) 4 (3.2%)

3. 보 통 7 (5.6%) 27 (21.6%)

4. 많 음 62 (49.6%) 55 (44.0%)

5. 매우많음 55 (44.0%) 38 (30.4%)

전 체 125 (100%) 125 (100%)

조 망

(자연조망,

도심지야경)

1. 매우적음 - -

2. 적 음 - 1 (0.8%)

3. 보 통 14 (11.2%) 2 (1.6%)

4. 많 음 51 (40.8%) 31 (24.8%)

5. 매우많음 60 (48.0%) 91 (72.8%)

전 체 125 (100%) 125 (100%)

[표 5-4] 단위세대 관련 항목의 구매 시 중요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고층

아파트
입지 일조, 조망

단지

규모
교통

브랜드

이미지

주차장

관리

초고층

아파트
조망

브랜드

이미지

시공사

A/S
입지

체육

시설
교통

주차장

관리

[표 5-5] 아파트 구매 시의 중요도

[ 한용태, 고층과 초고층아파트의 구매특성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계 21권11호, 2005 ]

5.1.3. 조망 선호도 증가로 인한 변천

기존의 판상형 아파트 보다 초고층 주거건축의 경우 조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는 최근 준공되고 있는 초고층 주거건축의 입지가 바닷가 혹은 강을 끼고 있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아래의 [표 5-4].[표 5-5]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판상형 아파

트의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입지였고, 일조에 대한 중요도도 초

고층 주거건축보다 14.4% 높은 중요도로 보였다. 하지만 초고층 주거건축에서의

구매 중요 요소는 조망이 1순위였으며 일반 판상형 아파트보다 24.8% 높은 선호도

를 보였다. 이러한 판상형 아파트와 초고층 주거건축의 선호 요인의 차이는 단위세

대 공간조직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 판상형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을 살펴보면 전면과 후면이 외기와 접하는

평면 구조를 띄고 있지만 초고층 주거건축의 경우 중앙 코어형 빌딩 시스템 때문에

전면과 측면이 외기과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빌딩 시스템이 변하면서

주거평면의 공간조직이 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공간은 외기와 2면이 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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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에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한 초기에는 기존 판상형 아파

트의 평면이 그대로 유입되다 보니 2면이 외기와 접하는 실은 부부침실(MB)이 차

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확산기의 사례에서는 2면이 접하는 공간은 거실(LV)이 위

치하게 되었다.

아카데미 스위트, 2004

청라 엑슬루 타워, 2011

[표 5-6] 2면 외기노출 면의 실별 사진 (부부침실, 거실)

조망에 대한 선호도 증가는 가족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가장 크고 중

요한 요인일 것이다. 또한 조망이 좋다는 것은 외부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프라이버시 노출에 덜 민감한 실이 2면 외기노출면에 위

치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30) 하지만 한국의 초고층주거건축 도입기에 프라이

버시 문제에 가장 민감한 실인 부부침실이 2면이 외기 노출된 공간에 위치해 있었

기 때문에 거주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면 외기노출 공

간에 가장 많은 구성원들이 사용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거실이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0) 미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은 단지형이 아닌 단독빌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적

은반면, 한국의 경우 단지형으로 구성되어 같은 단지의 다른 동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운대 아이파크의 경우 같은 단지 내 두 동(임의 A동은 주거동, 임의 B동은 주거동으로 설계하였으나 호텔

로 용도변경) 사이에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2013년 7월 법원이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여 건설사측에 세

대 당 15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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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의 추후 전망

앞의 장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의 초고층 주거건축은 2002년 등장이후 약 10

여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에 판상형 아파트(거실중심형 평면)에서 고착화되

었던 평면형이 미국의 평면(복도중심 평면)과 유사해지는 현상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이러한 원인에 구조적, 환경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 또한

밝혔다.

본 장에서는 초고층 주거건축에서의 합리적인 평면의 변화가 거주성에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지 반문해 보려한다.

본 논문 ‘2.2.3.(2)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시기적 구분’에서 2004년 전후의 한

국의 초고층주거건축의 인기가 매우 높았고 이에 따라 서울에서 시작했던 초고층

주거건축 건설 붐은 지방으로 확산되었다고 말하였다. 반면 현재 2013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10년 전의 반응은 찾아볼 수 없다. 지속적으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장은 하고 있지만 미분양과 식은 인기에 많은 건설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반응을 쉽게 접할 수 있다.

• 주상복합의 ‘아찔한 추락’ 어디까지? 세계일보 2013.1.28.

• [타워팰리스 10년] 타워팰리스의 굴욕? 헤럴드경제 2012.5.18

• [취재파일] 주상복합의 추락과 변신, SBS뉴스 2012.3.12.

• 타워팰리스 인기 이제는 ‘옛말’ 이투데이 2010.12.17.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도 관련 있는 기사이지만,

일반 아파트와 비교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아파트와 달리 건물이 노후화

되어도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점. 둘째, 일반아파트보다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

이 10~20% 정도 낮다는 점. 셋째, 주상복합에 거주해본 사람들은 한결 같이 통

풍, 환기, 단열, 높은 관리비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 넷째, 분양면적이 높아

고가주택인 만큼 거래가 힘들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31)

더 나아가 이번 장에서는 위의 네 가지 원인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면 변

화 측면에서 그 문제를 지적해 보려고 한다.

31) 취재파일 주상복합의 추락과 변신, SBS뉴스, 2012.3.12.

임호진, 고층 주상복합빌딩의 입주 후 거주성 및 실내환경평가, 한국FM학회, 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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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과거 판상형 아파트 평면변화 추이 고찰

(1) 복도중심형 평면의 등장과 소멸

본 논문 ‘4.1. 기존의 고착화된 아파트 평면 구성 원리’에서 언급했듯 1970년대 이

후 본격적으로 아파트 문화가 정착한 후부터, 거실중심형 평면은 오랫동안 그 평면

구성원리가 깨어지지 않았고, 그 의미는 대중에게 가장 선호되는 평면이었음을 의

미한다. 오랫동안 거실중심형 평면이 선호되었던 이유로는 문화 행태적 측면에서

1930년대 초 등장했던 도시형 한옥의 공간구조가 아파트로 계승되었다는 연구가

있다.32) 또한 공간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33)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의

제한된 평면에서 최대의 개방감을 얻기 위해 거실이 평면의 중심에 위치하고, 거실

의 반대편에 주방이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개방감에 대한 연구는 위에서 설명한 최

재필의 ‘중정형 아파트 구조’에 관한 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같은 맥락으

로 이를 경제적 차원으로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34) 이 연구에서는 거실중심형 평면

에서는 복도중심형 평면과 비교하여 복도로 소실되는 면적을 줄일 수 있고, 시각적

으로 거실에서 접근가능한 공간이 많아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가질 수 있다고 설명

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한국의 아파트 평면은 줄곧 같은 평면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거실과 침실군이 분리된 즉, 복도중심의

평면이 등장했던 시기가 있었다.35) 1970년대 한강맨션 아파트를 시작으로 73년 반

포아파트 1단지, 76년 방배동 삼호 아파트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당시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했던 아파트에서 등장하였었다.36)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32) 최재필, 우리나라의 근대주거의 변화, 대한건축학회, 1997

최재필의 논문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은 공간구문론(Space Syntax)과 시각적 접근과 노출 모형(Visual Access

and Exposure Model)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라는 변수를 수치화하여 도시형 한옥과 판

상형 아파트의 평면의 실별 변수 값 사이의 일관성을 발견하였다.

33) 공동주택연구회, 7장 단위주택계획의 변천과 한국적 계획원리의 성립, 한국공동주택계획의 연사, 1999

34) 강범준, 아파트 평면구성의 경제적 논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5) 1970년대 이후 중규모 이상 공영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에서는 거실중심형(거실이 평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침

실이 평면의 전후좌우에 분산되어 배치되는 방식)과 다른 평면형이 나타난다. 거실 및 부엌, 즉 공적영역을

사적영역인 침실들과 분리하여 평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침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서 복도가 생기는 평

면이다. 이를 공․·사영역 분리형이라 부를 수 있다. 이는 거실을 평면의 중앙에 배치하는 거실중심형과 함

께 평면계획의 큰 두줄기를 형성했다.

[전남일, 한국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0]

36) ‘복도중심 평면’은 아래와 같다

70년 한강맨션 32평형, 70년 한강맨션 37평형, 70년 한강맨션 32평형, 70년 한강맨션 51평형, 70년 한강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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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문화가 정착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이러한 아파트 평면의 등장은 서

양의 아파트 평면에서 영향을 받아 주 야간의 생활영역 구분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거실과 침실군이 분리되어있는 평면의 등장 배경이 설명되어있는 부분이

다. (대한주택공사 30년사, 1992년)

- 255쪽 한강맨션아파트 “특히 평면설계이 있어서 주 야간 생활별로 공간을

분리하고 ... 주택에서의 생활에 적절히 대응토록 각 실의 기능을 중시한 점이 큰

특징이었다.”

또한 서구의 합리적인 평면 도입과 함께 생활의 현대화에 대한 의도도 동반하였

고, 특히 이런 의도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 376쪽 한강아파트 “ 아파트 건설이래 줄곧 서민층에게만 주었던 혜택의 일부

를 중산층에게도 돌려주고 ... 한강맨션 건설로 공사의 설계진은 오랜만에 면적

과 비용의 제약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어 활기를 띄었다. 한강

맨션의 평면설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하였다. ... 침식분리를 기도하였다는

점인데 이것은 입주자의 생활을 현대화 시킬 의도에 의해서 였으며 침실등이

한쪽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었다.”

[그림 5-7] 한강맨션아파트 32, 55평형, 1970

55평형, 72년 반포1단지 32평형, 73년 반포 1단지 32평형, 74년 반포1단지 36평형, 72년 반포 1단지 42평형,

72년 반포 1단지 메조네트형 32평형, 76년 잠실 5단지 34평형, 76년 잠실 5단지 36평형, 74년 한강 현대 45평

형, 75년 압구정동 현대 1차 48평형, 76년 압구정동 현대 2~3차 48A형, 74년 한강현대 55평형, 76년 압구정

동 현대 1차 60평형, 76년 압구정동 현대2~3차 60평형, 76년 방배동 삼호 86평형.

[강범준, 아파트 평면구성의 경제적 논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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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한강맨션 아파트 

28평형, 1970

(자료출처: 대한주택공사 30년사)

하지만 이러한 평면구조는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침실군이 사라지면서 복도가 자연스럽게 거실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복도중심 세대

평면은 당시 아파트 평면형식의 큰 흐름이 아닌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시범

적인 아파트에서 등장하였다 사라지게 되었다.

(2) 향에 대한 규범을 벗어난 평면의 등장과 소멸

또 다른 과거의 아파트 평면 소멸과정을 되

짚어보면, 초고층 주거건축에서 조망에 대한

선호로 인해 향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향에 대한 선호, 특히

남향에 대한 집착은 세계적으로도 유별나다.

이런 선호를 무시하고 서구식 공간구성의 적

용했던 사례가 있다. 1970년대 초 한강맨션을

비롯한 일부 사례에서 남측면에 거실과 부엌

을 배치하고 안방을 비롯한 침실과 화장실을

북측면에 배치한 평면이 등장하였다. 이런 평

면의 등장은 공․사적 영역을 남북방향으로

분화하는데 주된 목적은 생활의 현대화였다.

앞의 복도중심형 평면과 달리 복도공간이 없어 효율적인 공간의 사용이 가능했지

만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실 중 하나인 부부침실을 북향에 배치함에 따라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평면은 한국인의 향에 대한 선호 정서를 반

영하지 못하였고 특히 부부침실은 남향이어야 한다는 규범을 벗어나 선호되지 못

하고 결국 소멸하게 되었다.37)

37) 전남일, 한국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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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변화 제안

앞장에서 본 1970년대의 복도중심형 아파트평면의 등장과 소멸과정을 현재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과 비교해 본다면, 현재의 초고층주거건축에 대한 소비자의

외면을 평면구조적 측면에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 등장했던 복도중심형 평면의 발생 원인은 생활별로 공간을 분리하는 기

능적 요인과 서구화, 현대화평면의 도입, 기존에 있던 주거평면에서 벗어나 창의적

인 평면개발에 있다. 하지만 새로운 평면이 한국인들의 생활방식에 적합하지 않았

으며 경제적 차원에서 불리한 평면형이었기 때문에 사라졌다.38) 또한 남북으로 공·

사적 영역을 분리하여 서구적 공간구성 방식을 도입했던 평면의 경우 한국인의 향

에 대한 규범이 작용하여 소멸되었다. 특이 이 평면의 경우 복도중심형 평면과 달

리 복도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 차원에서도 불리하지 않은 평면이었다.

[그림 5-9] 판상형 아파트에서 복도중심 평면의 등장과 소멸 과정

위의 복도중심형, 영역분리형 아파트 평면의 등장과 초고층 주거건축에서 복도중

38) 아파트의 도입(새로운 주거 스타일의 도입, 새로운 주거 평면의 도입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은 단순히 새로

운 건물유형(Buidling type)만의 도입이 아니고 그에 병행해서 새로운 주거의식과 주생활 형식이 유입된 것

이다. 즉 건물유형, 구조기술과 재료, 설계이론 등의 물리적 측면과 주거관, 가족관계, 가족구성, 프라이버시 

개념 등의 의식적 측면과 침식분리상태, 좌.입식 생활여부, 취침양식, 각 실의 사용성격 등의 행위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리적 측면은 직접적으로 쉽게 도입되는 반면 생활양식인 정신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은 더디게 선택적으로 

변해간다. 즉 전통적 주거의식과 서구적인 주거의식 사이의 변증법적 작용에 의해 현재의 주거의식이 형성

되고, 전통적인 주생활형식과 서구의 주생활 형식 사이의 작용에 의해 현재의 주생활 형식이 성립된다.

[천현숙, 아파트 주거문화의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제5장. 국내 초고층 주거 평면의 변천요인 분석 및 추후전망

77

심형 평면으로의 이동과정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평면의 변화, 등장 과정에서

전자의 경우 생활공간의 현대화 측면에서 공간의 합리성이라는 요인이 작용했다면

후자의 경우 구조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합리성이 작용했다. 하지만 두 변화 모두

공통적으로 간과한 것은 한국인 특유의 주거행태, 공간규범에 대한 이해와 주거평

면의 경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다.39)

[그림 5-10] 초고층 주거건축의 거실중심평면에서 복도중심평면으로의 변화과정

앞에서 언급한 원인들에 의해 초고층주거건축에서의 2007년 이후 평면변화 양상

은 결론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 예측 한다.

이 외에도 주택구매에 대한 보수적 성향과 환금성에 대한 기대 또한 거실중심형

평면으로의 회기를 기대하게 하는 요소이다. 초고층 주거건축은 일반 판상형 아파

트보다 기본적으로 분양면적이 넓어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에 있어 더욱 신

중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보수적이란 의미는 구매에 신중하고 과거 거주했던

혹은 구매했던 주택의 평면과 유사한 상품을 구매함으로 인해 안정적인 선택을 한

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환금성 측면에서, 주택 구매 후 다시 현금화 하거나

39)“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형태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아파트 평면의 공간구문론적 특성이 전통주거

에서의 그것과 유사함, 즉 유전자형의 유사함에 기인한다.” 즉 아파트가 전통주거의 생활양식과 접합되면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활양식을 성공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이런 이유에서 한국에서 아파

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로 설명한다.

최재필, Modernization and Its Impacts on the Internal Spatial Organization of the Tradiotional Korean

House, 1987

“아파트 보급 초기(1970년대 초반까지)에 공급된 침실군 분리 평면형이 사장된 배경은 이 평면형의 교환가치

가 거실중심형 평면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

강범준, 아파트 평면구성의 경제적 논리, 서울대학교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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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임대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즉, 대중적인 평면을 선택하는 것

이 환금성을 더 높이는 선택이다.40) 이 측면에서 1970년대 등장했던 복도중심형 아

파트 평면의 등장 배경중 하나인 ‘창의적인 설계’는 환금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극단적인 예로 단독주택과 비교해본다면 단독주택은 평면이 매우 다양하

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보편적인 시세가 없으며 매매도 땅값을 중심으로 가격이 형

성된다.

2000년대 초 타워팰리스를 시작으로 등장했던 초고층 주거건축의 인기는 부동산

활황기에 등장했던 영향이 컸다. 아니면 부동산 활황기의 중심에 있던 시기여서 고

급화를 전략으로 한 초고층 주거건축이 등장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

게 기존 아파트에서 느꼈던 주거평면에서의 공간적 이질감도 적었을 것이다. 때문

에 판상형 아파트의 수요가 초고층주거건축으로 유입되는데 적어도 평면, 행태적으

로는 거부감 없이 다가왔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변해온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은 과거 판상형아파트에서 등장했던 복도중심형 평

면을 경험했던 같은 소비자의 반응으로 소멸되거나 다시 변형될 것이다. 그렇다고

도입기에 등장했던 중앙코어형 빌딩시스템의 거실중심형 평면으로 다시 회귀하지

는 않을 것이다.41) 왜냐하면 기존 판상형아파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익숙했던 평

면에 쉽게 유입했지만 거주성 측면에서 주거 평면과 빌딩시스템과의 괴리가 발견

되었기 때문이다.

40) 주택이 상품화함에 따라 주택의 소유가 거처의 소유보다는 상품의 소유로 의미가 바뀌었고 ‘살기 좋은 집’

보다는 ‘팔기 좋은 집’이 주거의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 상품화는 판매를 전제하기 때문에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특성이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품화된 주택에서는 일반인들이 주택에 

대한 보편적인 선호와 가치관이 공간구성에 강하게 반영된다. 

[강인호 한필원, 주거의 문화적 의미, 2000]

41) 초고층 주거건축에서 고층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코어형 빌딩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코어형 빌딩시스템에 단위주거평면이 적용되다보면 맞통풍 및 외기와 충분히 접하지 않는 세대가 필연

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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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판상형 아파트와 초고층 주거건축 주거평면의 변화 흐름

결론적으로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변화는 수십년의 시간동안 변화를 통해 정착

해온 판상형 아파트평면의 변화양상을 역행하고 있다. 판상형 아파트평면의 변화과

정을 되짚어 본다면, 초고층 주거건축의 변화된 평면이 한국에서 거주자의 좋은 평

가와 거주생활을 적합하게 담을 수 있도록 잘 작동할지 의문이다. 때문에 주동의

변화를 수반한 다른 형태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개발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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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구의 종합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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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구의 종합

본 논문은 2000년대 초반 도입되어 약 1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을 분석하였다. 점점 고층화되어가는 전 세계적 추세와 같이 우리

나라의 그것도 고층화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과정에 평면의 변화를 동반하

여 변한다고 가정하였고 그것을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약 1세기에

걸쳐 발전하고 도심에서의 고급주거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미국의 초고층 주거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우리나라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이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가지는지,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리성에 의해 미국의 그것과 유사하게 변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미국의 주요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의 구성원

리를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구성 원리의

시계열적 변천을 살피고 그 원인과 추후 전망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를 2006년을 기준으로 ‘도입기’와 ‘확산기’로

분류하였으며, 단위평면의 단위공간을 거실(LV), 부엌/식당(DK), 부부침실(MB), 2

개의 침실(BR), 욕실(WC), 부부욕실(MWC), 현관(ENT)로 구분하여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방법론으로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 Convex map)을 사용하여 평

면내부의 실들의 통합도를 도출하였고, 이 값들을 SSPC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

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를 시기적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

사례의 경우 복도(CO), 욕실(WC), 현관(ENT), 침실(BR)의 통합도가 미국의 사례

보다 낮은 반면 부엌/식당(DK), 거실(LV)부분의 통합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거실의 통합도가 다른 공간과 비교해 그 차이가 월등히 높았으며,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평면구성원리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T-tset를 통한 유의성

검토에서도 거실의 구성방식 차이가 현관, 부부침실, 욕실 등의 공간들의 통합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사례를 시기적으로 ‘도입기’와 ‘확산기’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거실의 통합도 평균값이 2007년을 기점으로 1.35에서 0.91로 그 값이 크게 낮

아 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흐름은 미국의 사례(0.73)와 유사하게 변화하였다.

동질성 검증의 결과에서도 한국의 ‘확산기’사례는 ‘도입기’의 사례보다 미국의 사례

와 더 동질함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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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를 유의미한 실들을 대표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실 구성원리의 변화이다. ‘도입기’의 사례에서는 거실이 기존의 고착화

된 아파트 평면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실은 복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단위평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위상학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확산기’에서는 거실이 평면의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로 옮겨졌다. 미국의 사례와 비

교해서는 여전히 방과 복도를 연결해 주는 전이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입기

의 사례와 비교해서는 그 위상이 크게 낮아진 양상이었다.

둘째, 복도 구성원리의 변화이다. ‘도입기’의 사례들의 복도는 진정한 의미의 복

도라기보다는 실과 실 사이에 존재하는 전이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도 고유의 성격이 강해졌으며 이 시기의 사례들은 미국의 사

례와 거의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거실이 겸하던 전이공간의 역할을 복도가

담당하게 되고, 이러한 변천과정은 점점 미국의 사례와 유사해지는 과정에 있었다.

셋째, 현관과 외부공간의 연결성 증대이다. 한국의 사례들이 ‘도입기’에서 ‘확산

기’로 지나면서 점점 현관의 통합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의 연결성이 높아지는 ‘서구화’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현관에

서 신발을 벗는 관습상 평면구성 전체에서 현관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더라고

미국의 그것과 동일해 지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넷째, 부부침실과 거실의 연결성 증대이다. 현관의 변화과정과 유사하게 ‘도입

기’에서 ‘확산기’로 지나면서 부부침실의 통합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와 같이 실들이 군집을 이루는 현상과 달리 자녀 침실군과 부부침실이

격리되어 배치되다보니 부부침실이 거실과 연결되어 통합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침실을 안방 즉, 가장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인식 때문에 미국의 사례와 완전히 동일한 위상을 가지게 변하진 않을 것이

라 예상한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공간구성의 원리가 초고층 주거건축의 도입기

에 기존 판상형 아파트와 유사하였고, 2007년 이후 초고층 주거건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거실에서 극

명하게 나타났으며, 현관이 보다 생활영역에 가깝게 배치되고, 복도공간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부부침실과 거실의 연결성이 증대되는 등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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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변천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추후 평면변화를 전망하였다.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의 변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합리성에 의한 변천이다. 구조적 합리성에 의해 유효면적의 비율

과 주거부분의 세장비라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초고층 주거건

축이 점점 고층화 되면서 코어의 면적이 비대해 졌고 주동평면에서 주거부분의 유

효면적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동평면에서 주거부분의 세장비가 증가했으

며, 이런 변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대평면의 공간조직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환경적 요인(설비적 한계)에 인한 변천이다. 초고층 주거건축의 등장 초

기부터 거주성에 가장 큰 문제점이 내부 환기 문제였다. 초고층 주거의 평면에서는

판상형 아파트와 달리 맞통풍과 창의 개폐에 한계가 있어 실내 기류의 유동경로가

확실히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적 불리함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

해 ‘도입기’에서 ‘확산기’기로 지나면서 부엌의 위치가 외기와 접하는 사례가 늘어

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복합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주거부분의 세장비 증가에 따

라 거실과 부엌을 마주보며 배치가 불가능해진 것이 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셋째, 조망 선호도 증가에 의한 변천이다. 기존 판상형 아파트와 비교하여 초고

층 주거건축은 조망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도입기’의 사례에서는 이

러한 소비자의 고려 없이 평면 구성이 이루어 졌다. ‘확산기’로 지남에 따라 가족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조망에 대한 요구가 당연히 커졌을 것이고 이에 따라

평면에서 외기와 2면 접하는 곳에 거실이 위치하여 ‘도입기’의 사례와 다른 공간조

직으로 변화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앞에서 변천 과정과 변천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추후 한국 초고층 주

거건축의 평면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판상형 아파트의 50년간의 변화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70년대 등장하여 10년 사이에 소멸한 복도중심형 평

면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평면은 1970년 당시 합리적인 평면의 도입이라

는 명분아래 현대화, 서구화를 추구하였지만 한국인의 주거행태와 부합되지 못하였

으며 공간의 경제적 차원에서 불리하여 결국 소멸하였다.

판상형 아파트에서 복도 중심형 평면의 등장과 소멸과정을 보면 초고층 주거건

축의 평면변화와 많은 유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은 도

입 초기 기존 판상형 아파트에 고착화된 평면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도입된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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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기존 판상형 아파트에서 검증된 만큼 우리나라 행태와 공간의 경제적조건

도 매우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평면과 빌딩 시스템과의 괴리 그리고 고층화로 인한

구조적 합리성에 의해 평면이 미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변화했다. 1970년 복도중심

형 아파트 평면의 소멸과정에서 봤듯 주거에서 문화적 요인의 간과는 소멸로 이어

지며 한국의 초고층 주거평면의 변천은 이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을 추후 전망해 본다면, ‘도입기’의 거실중

심형 평면으로 다시 회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평면과 빌딩시스템과의 괴리가 발견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확산기’로 오면서 변해온 평면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

다. 한국인의 주거행태를 무시한 평면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기 때문이다. 즉, 짧은

시간동안 평면이 변천했듯 변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동의 변화를 수반한 새로

운 한국형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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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최근 등장한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원

인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미국의 사례와 정량적으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과거 판상형 아파트의 변화 과

정과 비교하여 추후의 한국의 초고층 주거건축 평면의 변화를 예측하였다는 점에

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 된다.

하지만 초고층 주거건축의 평면 변화를 예측하면서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

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정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거평면의 변화와 함께 주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같

은 문화적인 부분을 담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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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JAE Pil, CHOI

Forty years after the very first apartments were built in Korea in the 

early 1960s,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witnessed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of over 50 stories in 2002. eventually leading 

to even higher residential buildings of over 300 meters in 2011. This is 

observ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world.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urbanization and gentrification of living have 

directly contributed to the phenomenon.

Before the 21st century, the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were mainly in 

New York, Chicago, and Hon Kong. However,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the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have emerged around the 

economic center and those cities and nations that rapidly urbanized - 

Korea, China, the Middle East and Panama. In particular, high-rise 

residential living is become a trend in today's residential culture. The 

combination of hotel-style luxury residence, business space, and cultural 

facilities pursues 'Small city within the city'.

For structural performance, such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come in 

the form of towers, as opposed to the flat, plate-like forms of the 

conventional apartments that have been built in Korea for nearly half a 

century. Because of this dramatic change in the building form, on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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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 the spatial layout of the inner spaces have changed accordingly.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already has an established success in 

constructing the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for a ling time. Relatively 

new to the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 development, Korea has adopted 

some of the traits from the United States. This introduction and adoption of 

characteristics of buildings from one nation to another is an interesting 

topic to explore.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layouts of unit plans of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between Korea and America, we were able to find 

dramatic changes in the planning principles of Korean projects. The early 

projects adopted planning principles of the previous plate-like apartments, 

whereas to the later projects more or less resembled the American 

projects. To objectively determine whether a unit plan resembles another or 

not, we used quantitative methods that utilize Space Syntax and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T-test and ANOVA.

The result from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onfiguration of Korea's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 plan between 2002 and 2006 looked very 

similar to the previous plate-like apartments, but after 2008, it became 

similar to those unit plan of the United States's. This change has shown 

clear distinction in the living room. More over the other rooms that are 

adjacent with living room were found to be affected by this change. In 

addition, the fact that this change had effects on structural rationalities, 

environmental factors, and view preferences was discovered. However, the 

change is the retrogression of the plate-like apartment process. 

Thus, it is questionable whether changed plan would receive positive 

reaction from the resident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plan for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 in Korea.

keywords : Korean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 American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 Unit planning, Space Syntax

Student Number : 2012-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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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n 연구 사례의 통합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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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초고층 주거건축 분석사례의 실별 통합도

Building name Compl
eted ENT CO(1) CO(2) CO(3) LV DK BR(1) BR(2) MB MWC WC

1 Trump World Tower  2001 0.6985 1.3271 1.8958 1.3271 0.7373 0.7373 0.6985 0.8294 0.7806 0.5104 0.8294 

2 River East Center  2001 1.3271 0.7806 1.4745 0.9479 0.6319 0.4424 0.5104 0.7373 0.7806 0.5104 0.7373 

3 Park Millennium  2002 0.6319 1.1059 1.4745 1.6588 0.6635 0.6635 0.7806 0.7806 0.8847 0.5529 0.7806 

4 The Fordham  2003 1.1000 1.2223 1.8334 - 1.0000 0.7857 0.7334 0.6471 0.6875 0.4584 0.7857 

5 Millennium Centre  2003 0.8847 1.2064 2.2118 1.4745 0.9479 0.9479 0.7373 0.7373 0.7373 0.4915 0.7373 

6 Grand Plaza Apartments  2003 0.5500 2.2001 0.9167 - 1.5715 0.8462 0.8462 0.8462 1.0000 0.5790 0.8462 

7 55 EastErie  2004 0.8294 1.8958 2.2118 0.9479 0.9479 1.0208 0.5770 0.8847 1.0208 0.6032 0.8847 

8 The Heritageat Millennium Park 2005 0.7806 1.6588 1.2064 1.4745 0.6635 0.6635 0.7373 0.7373 0.8294 0.5308 0.6635 

9 The Orion 2006 0.9856 4.4353 - - 1.2672 0.9856 0.6336 0.9856 1.2672 0.6336 0.9856 

10 340 on the Park  2007 1.0208 1.0208 1.3271 0.7373 0.5308 0.3903 0.6985 0.6032 0.6635 0.4576 0.6985 

11 Trump Plaza Residences  2008 0.5790 0.8462 1.5715 - 1.2223 0.4074 0.7334 0.7334 0.8462 0.5238 0.7334 

12 Sky House  2008 0.6875 1.3751 5.5002 - 1.2223 1.2223 1.1000 1.1000 1.3751 0.6875 1.1000 

13 Streeter Place  2009 1.1059 0.8847 0.8294 1.0208 0.6032 0.4281 0.5529 0.5308 0.5770 0.4147 0.6319 

14 One Museum Park  2009 1.1059 0.8294 1.0208 1.0208 0.6319 0.6319 0.5308 0.5308 0.6635 0.4576 0.5308 

15 The Legacy at Millennium Park  2010 0.7373 1.4745 1.2064 2.2118 0.7806 0.7806 0.8847 0.8847 0.7373 0.4915 0.8847 

16 The Brooklyner  2010 0.9167 1.3751 1.8334 - 0.5500 0.5500 0.7857 0.7857 0.9167 0.5500 0.7857 

17 215 West  2010 0.6319 1.1059 1.4745 1.6588 0.6635 0.6635 0.7806 0.7806 0.8847 0.5529 0.7806 

　평균 전체 0.8572 1.4555 1.7493 1.3164 0.8609 0.7157 0.7248 0.7726 0.8619 0.5298 0.7880 

ENT:현관, CO:복도 또는 전이공간(1-3개로 구성), LV:거실, DK:부엌/식당, BR:침실, MB:부부침실, WC:욕실, MWC: 부부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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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초고층 주거건축 분석사례의 실별 통합도

　 Building name Compl
eted ENT CO(1) CO(2) CO(3) LV DK BR(1) BR(2) MB MWC WC

1 Tower Palace One 2002 0.7334 1.5715 1.0000 - 1.5715 0.7334 0.7334 0.7334 0.6471 0.4400 0.7334 

2 Mokdong Hyperion  Tower 2003 0.6471 1.2223 1.2223 - 1.5715 0.7334 0.6471 0.6471 0.7334 0.4783 0.6471 

3 Tower Palace Two 2003 0.6875 1.2223 1.3751 - 1.5715 1.0000 0.6471 0.6471 0.7857 0.5000 0.6471 

4 Tower Palace Three 2004 0.8064 2.2176 - - 1.7741 0.7392 0.8064 0.8064 0.8871 0.5218 0.8064 

5 Academy Sweet  2004 0.5770 1.3271 0.9479 1.1059 1.8958 0.8294 0.6985 0.6319 0.7806 0.5104 0.6319 

6 Sharp StarCity Tower 2006 0.8462 2.2001 2.2001 - 0.9167 0.9167 0.8462 0.8462 1.0000 0.5790 0.8462 

7 Centum Star 2008 0.6111 1.1000 2.7501 - 1.3751 0.6875 0.6875 0.9167 1.1000 0.6111 0.9167 

8 The First World Tower 2009 1.4784 1.7741 - - 0.8871 0.8064 0.7392 0.5218 0.8871 0.5218 0.7392 

9 Suseong We've The  Zenith 2009 0.7857 1.8334 1.8334 - 0.9167 0.5500 0.7857 0.7857 0.9167 0.5500 0.7857 

10 Taehwa RiverIaan Exordium 2010 0.8847 2.2118 1.2064 1.4745 0.9479 0.9479 0.7373 0.7373 0.7373 0.4915 0.7373 

11 Hwaseong  Dongtan Metapolis 2010 0.8871 2.9569 - - 1.7741 1.2672 0.8871 0.8871 0.8871 0.5218 0.8871 

12 Seomyeon Central Star 2011 0.6635 1.1059 1.2064 0.9479 0.8847 0.5529 0.5770 0.5770 0.6032 0.4281 0.5770 

13 Haeundae I Park Marina Tower 2011 0.6111 1.1000 2.7501 - 1.3751 0.6875 0.9167 0.6875 1.1000 0.6111 0.9167 

14 Haeundae We've the Zenith Tower 2011 0.8064 2.2176 - - 1.7741 0.7392 0.8064 0.8064 0.8871 0.5218 0.8064 

15 Cheongna Exllu TowerAsan 2011 0.6471 1.2223 3.6668 - 1.2223 0.6471 1.0000 1.0000 1.2223 0.6471 1.0000 

16 Asan SK Pentaport Residential Tower 2011 0.7857 1.0000 1.8334 - 2.2001 1.2223 0.8462 0.8462 0.9167 0.5500 0.5790 

17 Bucheon Kumho Richencia 2012 0.6824 1.4784 - - 0.8871 1.2672 0.6824 0.6824 0.5914 0.4032 0.6824 

　평균 전체 0.7730 1.6330 1.8327 1.1761 1.3850 0.8428 0.7673 0.7506 0.8637 0.5228 0.7611 

ENT:현관, CO:복도 또는 전이공간(1-3개로 구성), LV:거실, DK:부엌/식당, BR:침실, MB:부부침실, WC:욕실, MWC: 부부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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