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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도시 공간을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 언급되고 있는 도시 개발 의제의 

저변에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을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 ‘ (Sustainability)’

목표가 공존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다양한 도시 계획 방법들이 제시되었. 

는데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보행친화적인 근린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공통, 

적인 주제가 존재한다 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린계획을 구축. 

하는 것이 환경적 측면은 물론 사회적 측면 건강적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의 ,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여 국내외 도시 설계 분야에서는 년대를 전후로 · , 1990

새로운 근린계획 모형 이 활발히 모색됐다 페리의 근린주구론 으로 잘 ‘ ’ . (1929)

알려진 근린계획 모형은 거주자가 보행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 

적인 공간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시설물을 배치하고 가로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도시 형태를 조직하는 공간구성기법으로 볼 수 있다 근린계획 모. 

형은 세기 초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그동안 주거지 개발의 공간 계획단위, 20

로써 동서양을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모형. 

들이 양산되었으나 주거지를 관통하는 넓은 도로나 용도 분리 등 근대주의의 , 

효율성을 반영한 계획방식이 관행처럼 지속되었고 이는 현대의 도시가 자동, 

차 중심의 도시 골격구조로 재편되는데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낳았다 이에 . 

따라 북미를 중심으로 보행친화적인 근린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 

근린계획 모형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었으며, TODs(Transit Oriented 

뉴 어바니즘 등을 시작으로 가Development, 1986), (New Urbanism, 1999) , 

장 최근에는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 과 (Fused Grid System, 2002) Farr(2008)

의 모형까지 새로운 근린계획 모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여러 나라에서 지, 

속적으로 실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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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의 근린계획 모형 개발 및 활용상황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제기

되었다 첫째는 새롭게 제시된 근린계획 모형이 근린 내 걷기를 강조하며 이. ,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계획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보행논의가 , 

제기되었던 종전의 계획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이 발견되며 보행친화를 , 

내세운 계획방식의 개선 가능성에 관한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둘째 그동안 싱가포르 한국과 같은 아시아 신흥개발국은 고밀도 고층주거, , , 

형태 중심의 주거지 조성계획에 북미와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 발전된 근린계, 

획 모형을 중요한 참고대상으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저밀도 저층주거 형태 . , 

중심의 서구의 계획방식을 적용하며 해석과 변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 , 

과정에서 보행활동과 관련한 쟁점사안들이 발생하였다 서울과 싱가포르의 최. 

근 신도시 계획에서도 보행환경 향상을 담보로 한 서구 계획방식의 활용 사례

가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미루어 보아 그 결과가 보행증진, , 

이라는 결과로 이어질지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행의 관점에서 근린계획 모형의 계획방식을 꼼꼼히 따, 

져봄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직방법의 변화양상을 추적하고 서구 계획, , 

방식이 아시아 지역 계획에 적용되며 벌어진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 

궁극적으로 향후 보다 개선된 보행을 고려한 근린계획 설계방법론 구축을 위, 

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근린계획 모형을 주거지 개발의 도구로 적극 활용한 북미 영‘ ’ , 

국 싱가포르 서울의 시기별 대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 , . 

그동안 선행연구를 통해 근린계획 모형의 설계 계획요소로서 그 조직방법에 

따라 보행을 유발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규명된 물리적 환경요소를 추출하

여 분석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분석항목에 해당하는 조직방법이 시기별 대표 .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형태적 특성을 도식화된 다이어그램화된 자( ) 

료로 구축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개의 분석항목 은 세 가지 범주 즉 근린 공간구조 근린 가, 8 (a~h) , 1. , 2.

로 근린 시설물로 분류되며 근린 공간구조 에서는 커뮤니티 구조 블, 3. , < > (a), 

록 구조 를 근린 가로 에서는 도로망 위계 국지도로 보행축 을(b) , < > (c), (d),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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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시설물 에서는 녹지시설 상업 및 서비스시설 학교시설 에 관< > (f), (g), (h)

한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첫째 근린 공간구조 의 커뮤니티 구조 근린 시설물 의 녹지시설 상, < > ‘ ’, < > ‘ ’, ‘

업 및 서비스시설 학교시설 의 경우 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이 ’, ‘ ’ , 90

강조되며 네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직방법이 발견되었다 이. 

들은 적극적인 보행친화 개념을 적용하여 그동안 근린계획 모형의 문제점으, 

로 지적되었던 근린 단위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성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근린 가로 의 가로망 위계 국지도로 보행축의 경우. < > ‘ ’, ‘ ’, ‘ ’ , 

조직방법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네 나라에서 지, 

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직방법들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근린 내 보행 안전. 

성을 구축하기 위해 보행자와 자동차와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방식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방식이 근린 내 보행활동을 위축한 측면. , 

이 크다는 논의가 많은 문헌연구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는 향후 보행측면에, . , 

서 보다 개선된 계획방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근린 가로 와 관련된 설계 계< >

획요소에서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근린 가로 의 보행축 근린 시설물 의 녹지시설 상업 및 서비, < > ‘ ’, < > ‘ ’, ‘

스 시설의 경우 동서양간 동일한 조직방법이 활용되었지만 그 양상은 서로 ’ , , 

다르게 나타났다 북미와 영국의 계획방식이 싱가포르와 서울의 도시 환경에 . 

적용되며 조직방법이 작동하는 공간 위계가 근린 단위에서 블록 및 단지 단, 

위의 특성으로 전환되었고 적용결과의 형태적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변, . 

화로 인해 본래의 계획의도가 보행 측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 

모습도 발견되었다 예로 대규모 블록의 중심을 관통하도록 배치된 보행축은 . 

인접한 아파트 단지 경계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보행 연속성이 감소되거나, 

대규모 블록의 구성요소로써 반사적 공간으로 배치된 녹지시(semi-private) 

설 그리고 고층건물에 수직으로 적층된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은 보행 접근성, 

을 약화시키는 부분 등이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서구의 계획방식을 활용하. , 

는 데에 있어 우리의 도시환경에 적합한 보다 섬세한 접근방식이 마련되어야 ,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싱가포르와 서울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적용양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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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나타났다 즉 싱가포르의 주거정책과 기후 특성을 반영한 도시 건축. , , 

공간의 형태적 특성 차이가 보행축과 도시가로와의 연계성을 상대적으로 향

상시키고 녹지시설의 수직방향에서의 접근성을 구축하였으며 주거공간과 상, , 

업시설과의 공간적 분리를 완화하여 보행 편의성을 도모한 특성도 발견되었

다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행논의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 , 

의 계획방식을 참고해 볼 수 있겠으나 나라별 고유한 주거정책과 자연문화, ·

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근린 공간구조 의 커뮤니티 구조 블록 구조의 경우 싱가포르와 , < > ‘ ’, ‘ ’ , 

서울에서 북미 영국과는 차별화된 조직방법이 두드러졌다 이는 대규모 블록, . 

과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도시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행 관점에서 , 

여러 가지 해석이 공존한다 즉 커뮤니티 구조의 조직방법으로 대단위 아파. , , 

트 단지를 하부 생활단위로 구축하고 이를 반복시키는 계획방식은 보다 작은 

위계의 공간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유발하고 근린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

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블록 구조의 조직방법으. 

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여러 개 묶어 대규모 블록으로 구획하는 계획방식, 

이 지속되었는데 이로 인해 보행 이동성과 안전성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는 , 

측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싱가포르는 동일한 조직방법을 활용하. , 

였어도 근린 내 더 많은 하부 생활단위를 구축하고 블록 내 더 작은 아파트 , , 

단지를 구획하는 등 공간계획 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식이 발견되는데 다시 말, 

해 싱가포르의 계획방식은 대규모 블록 구조의 단점을 극복하는 좋은 참고사

례로 활용가능하다. 

그동안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경향은 보행친화적인 근린계획 , 

설계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보행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소와 , 

결합특성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물리적 개별요소. 

들의 보행친화성이 밝혀져도 연구방법이나 연구결과가 실제 도시 설계 작업, 

에서 참고가능한 설계언어로 도출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보행의 관점에서 근린계획 모형의 계획방식을 꼼꼼히 분석해 봄

으로써 보행과 관련한 근린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물리적 환경요소의 조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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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선정한 분석사례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계획모델로 반복

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의 유일한 설계방식으로 단정하, 

기에 표본의 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향후 보행친화를 위한 새로. 

운 근린계획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지속가능한 개발 보행친화 주거지 근린 주거환경 근린계획 모형: , , , , , 

페리 북미 영국 싱가포르 서울 , , , , 

학번: 2015-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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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내용과 방법 1.2. 

용어의 의미       1.3. 

  

연구배경과 목1.1. 적

개발과 성장을 중요시하던 이전 시기의 도시개발정책이 힘을 잃고 사람 중

심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개발방식으로 전환되며 친환경 도시‘

살기좋은 도시 건강 도시 등이 (Eco-city)’, ‘ (Liveable city)’, ‘ (Healthy city)’ 

도시 공간을 새롭게 개편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시 개발 의제로서 꾸준히 언급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도시 개발 의제의 저변에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 ‘

을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공존한다(Sustainability)’ (Barton, 2000; 

Shamsuddin et al, 2012; UN Habitat, 2018). 

미래 도시 사회와 계획 조성 방향 및 관련 정책제시를 선도하고 있는  UN 

에서 발표한 Habitat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1’1)에서도 밝힌 

1) 년 열린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미래사회의 빈곤 근절과 기후대책 인류 번영을 위해  2015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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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도시로부터 유발되는 각종 환경사회건강, ‘ ’ · ·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가치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

성 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

다채로운 도시 계획 방법들이 

제시되었는데 무엇보다 그 중심, 

에는 걷기 좋은 도시환경 을 구’ ’

축한다는 공통적인 주제가 존재

한다 그림 참조 걷기를 장( 1-1 ). 

려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

린 계획을 구축하는 것이 에너

지절약 탄소배출 절감과 같은 , 

환경적 측면은 물론 해체된 공

동체 회복 소규모 지역상권 회복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의 각종 현, 

안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소현 외 또한 (International Charter for Walking, 2006; , 2008). 

걷기가 비만 당뇨 등 각종 성인병으로 인한 공공의 건강부담 및 의료비 감축, 

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걷기 좋은 근린계획 계획은 건강과 

공중보건의 측면에서도 가속화되었다(�������	
��� 다시 말해 보행친화적. , 

인 근린 계획 설계는 우리 도시 및 주거논의의 당면 과제로 해석할 수 있다

(Shamsuddin et al, 2012). 

개의 목표와 개의 세부전략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의제169 ‘2030 (2030 Agenda for Sustainable 
를 채택하였다 개 목표 중 번째 목표인 Development)’ . 17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는 도시와 인간 정주지를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 (inclusive), (safe), (resilient),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sustainable) , (economical), (social), 

측면에서의 통합과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도시문제의 해결을 촉구하(environmental) 
고 있다.     

그림 1-1 Sustainability, Liveability and Walkability 
connection (University of Wisconsin 
Transportation Analysis Tea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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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페리의 근린주구론 1-2 (Perry, 1929)

최근 국내외의 도시 설계분야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근린· ‘

계획 모형 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페리 의 근(Neighborhood Model)’ . (Perry)

린주구론 으로(Neighborhood Unit) 2) 잘 알려진 그림 참조 ( 1-2 ) ‘근린계획 모

형 은 거주자가 보행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범위를’ , 3)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시설물을 배치하고 가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 , 

형태를 조직하는 공간구성기법을 의미하며 세기 초 처음 등장한 이래 지금, 20

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거지의 공간 계획단위로 적극 활용되었다, 

권혁삼 외(Muhammad et al, 2003; , 2008; Alexander, 2009; Brody,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모형들이 양산되었으나 계획의 원칙에는 주거2013). , 

지를 관통하는 넓은 도로나 용도 분리 등 근대주의의 효율성을 반영한 계획방

식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보행활동을 위축시켜 현대의 . 

도시가 자동차 중심의 도시 골격구조로 재편되는데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과 

논의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며 새로운 근린계획 모형 개발은 가속화되었다

2) 한 개의 초등학교가 유지가능한 인구수인 명 명이 거주하는 면적 약 규모의 주 3000 ~10000 65ha 
거지 계획 모형오병록( , 2009) 

3) 많은 연구에서 보행으로 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최대 거리 즉 보행권을 근린계획 모형의 공간 5 , 
범위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보편적으로 반경 를 기준으로 한 내외의 공간을 의미, 400~500m 1km 
한다(Mehaffy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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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s, 2010; Mehaffy et al, 2010). 

그림 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보행친화모형 1-3 2016
슈퍼블록‘ (Superblock)’ (theguardian.com) 

  
그림 년 래드번1-4 1928 (Radburn) 

모형의 슈퍼블록‘ (Superblock)’
(Birch, 1980)

그러나 최근의 모형에 적용된 계획방식이 그림 처럼 형태는 상이하더1-3 , 

라도 계획의 원칙 측면에서 종전 사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외( , 2015; Lee et al, 2018).4) 즉 새롭게 개발된 근린계획 모형이 보 , 

행친화적인 근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계획방식을 적

용한 것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보행논의가 있는 이전의 조직방법이 그대로 반, 

복되고 있는 측면이 발견되었다 이는 새로운 계획방식이 결국 보행측면에서 .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향후 보행친화적인 근린계획을 조성하기 위한 보다 개선된 설계,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행관점에서 근린계획 모형에 대한 연구기반이 ,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시간이 지나며 새롭게 제시되었던 근린계획 모형. 

을 보행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양상에 대해 

4) 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보행친화적인 계획을 조성하기 위해 슈퍼블록 이라 2016 ‘ (Superblock)’
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북미의 초기 모형인 래드번 과 유사한 계획방식을 , (Radburn, 1928)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참조 즉 래드번 에서는 근린 내 보행 안전성을 구축하기 ( 1-4 ). , (1928)
위해 근린 내부로 향하는 통과교통을 제어하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 개의 블록을 그룹, 
화시킨 슈퍼블록 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방식은 가‘ (Superblock)’ (Birch, 1980). 
로 위 보행활동과 보행자의 이동성을 감소시켜 자동차 중심의 도시환경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받
고 있다(Barton, 2000; Mehaffy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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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근린계획 모형의 형태적 특성을 도식화함으. , 

로써 계획방식의 원칙을 도출 비교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  

한편 북미와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 발전된 근린계획 모형은 서양에 비해 , , 

근대적 도시개발이 상대적으로 뒤늦게 이루어진 아시아 지역의 주거지 조성

에 있어 중요한 참고대상이 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아시아 신흥 개발국으로서 . 

서울이나 싱가포르는 고밀도 고층주거 형태 중심의 주거지 개발에 저밀도, , 

저층주거 형태 중심의 북미와 영국의 계획방식을 적용하며 해석과 변용의 과

정을 더하면서도 지역 나름의 고유한 계획방식을 구축해왔는데 이러한 과정 , , 

속에서 보행활동과 관련한 문제점이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연구회( , 

1999; Hongyu, 2014).5) 

서울과 싱가포르의 최근 신도시 계획에서도 대규모의 고밀도 공동주택단지 

개발 특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행환경 향상을 담보로 한 서구 계획방, 

식의 활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미루어보아. , 

그 결과가 보행활동 증가라는 성과로 반드시 나타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즉 보행관점에서 근린계획 모형에 대한 연구기반 마련은 그동안 서구 계획, 

방식이 아시아 지역 계획에 적용되며 벌어진 양상을 보행 관점에서 해석하는 

측면도 필요하다 이는 북미와 영국의 계획방식이 싱가포르와 서울에서 어떻. 

게 변용되었는지 또한 싱가포르와 서울에서 두드러지는 계획방식은 없는지 , 

등을 파악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아시아 신흥 개발국이어도 싱가포르와 우리, 

의 차이점은 없는지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보행의 관점에서 근린계획 모형의 계획방식을 꼼꼼히 , 

5) 공동주택연구회 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거지 계획에 관한 시기별 특성을 설명 (1999)
하였다 잠실 등 년대의 주거지의 경우 모형을 계획의 근간으로 활용하며 . (1975) 70-80 , Perry(1929) 
근린의 범위를 블록 및 단지 단위와 동일시하고 자족적인 공간으로 해석하였는데 이에 따라 대규모 , 
블록구조로 이루어진 도시환경이 구축되며 보행의 이동성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는 싱가포르 신도시의 상업시설 배치 방식이 사회적 교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 Hongyu(2014)
대해 연구하였다 년대 후반 신도시의 경우 북미의 모형을 적용하며 근린의 중심에 . 90 TODs(1986) 
상업시설을 집중배치하는 계획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가로 위 보행활동을 감소시켜 보행의 경험, 
적 측면에서 최근의 사례가 이전의 사례보다 후퇴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 6 -

따져본 연구는 흔치 않았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근린 내 보. , 

행은 근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물리적 환경요소의 조직방법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소현 외(Moudon et al, 2003; , 2008; 

이지은 외 이는 근린계획 모형과 깊은 관계가 있다 무엇보다 본 연, 2015), . , 

구주제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경향은 보행친화적인 근린계획 설계에 대한 해, 

답을 찾기 위해 보행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소와 결합특성을 규, 

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물리적 개별요소들의 보행친화. 

성이 밝혀져도 연구방법이나 연구결과가 요소들의 설계특성 등 실제 도시 설, 

계 작업에서 참고가능한 결과로 도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근린계획 모형을 주거지 개발의 도구로 적극 , ‘ ’

활용한 북미 영국 싱가포르 서울, , , 6)의 시기별 대표 사례를 분석하고 보행논, 

의와 관련이 깊은 물리적 계획요소의 조직방법 특성을 파악하여 그 형태적 특

성을 도식화된 다이어그램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다음의 연구목적을 달성( ) 

하고자 하였다. 

첫째 네 나라에서 발견되는 시기별 맥락에 따른 조직방법의 변화양상을 추, 

적하여 보행 관점에서 계획방식의 진보가 이루어졌는지 그 실체를 파악한다.  

둘째 북미 영국의 계획방식이 싱가포르 서울의 계획에 적용되며 변용되고  , , , 

차별화된 특성을 분석하여 서구의 계획방식이 아시아 신흥 개발국 계획에 적

용되는 양상에 대한 보행측면에서의 해석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향후 보행을 고려한 근린계획 설계방법론 구축을 위한 근 

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6)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북미의 경우 캐나다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을  ,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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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과 방법1.2.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근린계획 모형 과 보행에 대한 이해를 2 ‘ ’ ‘ ’

도모하기 위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네 부. 

분으로 나뉘며 근린계획 모형에 관한 연구 에서는 근린계획 모형의 개념과 , ‘ ’

근린계획 모형이 활용된 각 나라의 주거지 개발 특성에 대해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근린 주거환경과 보행활동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 ‘ ’

서는 근린 내 보행의 의미와 근린 내에서 보행이 어떤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

는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관점과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구축하였다 근린계획 모형에 대한 비판과 보행논의에 관한 연구 그리고 . ‘ ’, 

새로운 근린계획 모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연구배경에 ‘ ’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본 연구주제와 가장 유사한 기존의 선행연구 고찰, 

을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구체화하였다 장에서 분석된 연구내. 2

용은 장의 분석의 틀 설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3 .  

장에서는 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부분으로 장에서 근린계획 모형의 조직3 , 4

방법을 보행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분석항목 에서. ‘ ’

는 문헌고찰을 통해 조직방법에 따라 보행증진과 관련이 깊은 가지 물리적 8

계획요소를 분석항목으로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분석기준 은 각각의 , ‘ ’

분석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보행측면에서의 관련성을 밝혔다 분석방. ‘

법 에서는 개 항목별로 각 나라에서 나타나는 조직방법을 조사 비교하기 위’ 8 , 

한 네 가지 분석순서 조직방법 계획개념 적용결과 보행관점 해석 와 조직방( - - - )

법의 형태적 특징을 도식화하는 과정을 구축하였다 분석대상 에서는 북미. ‘ ’ , 

영국 싱가포르 서울의 시기별 대표사례를 선정하는 기준과 각 나라별로 개, , 5

씩 선정된 총 개의 근린계획 모형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실시하였20

다.  

장에서는 장에서 마련한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분석항목별로 분석대상4 3 , 

에서 발견되는 조직방법과 그 형태적 특징을 도식화된 자료로 밝히고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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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계획개념과 적용된 결과 분석 보행관점에서의 해석을 실시하였다 분, . ‘

석결과 종합 에서는 각각의 계획요소별로 도출한 조직방법을 모두 통합하고’ , 

나라별로 나타나는 조직방법의 특성변화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였다.    

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분석결과를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5

대한 해답의 형태로 재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보행을 고려한 근린 계획 설, 6

계방법론 구축에 있어 어떤 의미와 시사점을 갖는지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부록에서는 장의 분석과정을 통해 얻은 모든 조직방법을 종합, 4

하여 이를 위계별 설계항목 특성으로 재정리함으로써 향후 개선된 설계방법

론을 수립하기 위한 시각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특별히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우리의 도시와 유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드물었던 싱가포르7)의 주거

지 계획에 대한 심층이해를 통해 고밀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행 계획을 

더욱 보완하고, 또한 보행을 고려한 근린계획 설계방법론을 세분화된 공간단

위의 도식화된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위계의 주거지 개발에 적용 가능

한 계획근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용어의 의미1.3. 

본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는 다음의 표 과 같다definition) 1-1 .

7) 싱가포르는 년대부터 고밀도 개발 중심의 주거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주택의 대부분 1960 , 
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프로 이상이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80 (HDB:Housing Development 

에서 개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경우 국토해Board) , (Hongyu, 2013). , 
양부의 년 서울시 주택유형별 거주형태 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년을 기준으로 아파<2015 > , 2010
트의 비율약 이 단독주택 비율 약 을 앞질렀으며 년에는 아파트와약 과 ( 41.25%) ( 39.5%) , 2014 ( 43%)
단독주택의 비율약 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6%) . 



- 9 -

용어 개념

보행권

보행자가 걷기 편한 최대거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분 분 동안 보행으로 도달 가능한 5 ~10
최대 거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근린계획 (a 5-minute walking distance) . 
모형은 이를 기준으로 근린의 공간범위를 설정하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는 , 

로 모형마다 다양한 것으로 분석된다400m~500m .  

근린 
(Neighborhood)

이웃한 공간으로 주로 보행권 내 공간을 의미하며 시설물을 공유하는 공간단위, 
이다. 

계획원칙 계획에 내제되어 있는 기준을 의미한다. 

계획방식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과 개념들을 포함한 형식을 의미한다. 

조직방법 공간을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의미한다. 

설계방법론 설계를 통해 공간을 구성하는 기법들을 의미한다. 

주거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구축하여 만든 일정한 
공간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간주하는 주거지의 공간 규모는 나라별로 다음과 같다.  
북미 주- : (state)> 자치구(borough) 
영국 주- : >자치구 
싱가포르- : region > town(planning area)
서울 시 구- : > >동   

단지
(Housing Cluster)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을 그룹화시켜 구축한 하나의 주거공간단위를 의미한다.
아파트 단지 는 가장 작은 하나의 소규모 개별 단지를 의(Apartment Complex)
미한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지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주거공간을 개발하는 행위. 
를 주거 단지 라 지칭한다(Residential Area) .

근린 단위 근린을 기준으로 한 공간 단위를 의미한다. 

물리적 환경요소
도시를 구성하는 건조환경 요소로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지(built environment) 
는 산물을 의미한다. 

계획요소 근린계획 모형의 설계에 활용된 물리적 환경요소를 의미한다. 

블록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의해 구획된 최소 공간단위를 의미한다.
아시아권은 보편적으로 복수의 아파트 단지를 하나의 대규모 블록으로 구획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중소규모 집합주택을 하나의 블록으로 구획하는 서양권에 
비해 그 규모가 크다. 

도로망

근린 내 배치된 전반적인 도로의 체계
도로의 기능에 따른 구분1) 
간선도로 대량의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 인접한 근린을 연결하는 도로 - : 
집산도로 근린의 교통을 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 : 
국지도로 블록을 구획하는 도로- : 
도로의 규모에 따른 구분2) 
대로 차선 이상 최소 도로폭을 기준으로 보통 이상의 도로- : 8 ( 24 )
중로 차선 최소 도로폭을 기준으로 보통 이상 이하의 도로- : 4~6 ( 12m 18m )
소로 차선 최소 도로폭을 기준으로 보통 이하의 도로- : 2 ( 6m )

표 용어정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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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축
자동차 동선으로부터 보행자 동선을 분리시켜 보행자만 통행 가능하도록 만든 보
행자 중심의 가로를 의미한다. 

보행목적시설 주거지 내 보행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통칭한다. 

공원

도시계획시설로서 녹지공간으로 계획된 곳으로 주거지 내 위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소규모 공원 근린 내 가장 작은 위계의 공원 어린이 공원 - : ex) 
근린공원 소규모 공원보다 위계가 큰 근린 중심의 공원 - : 
중앙공원 근린공원보다 위계가 큰 주거지 중심의 공원 센트럴파크- : ex) 

오픈스페이스
레크레이션 활동 목적이나 휴식을 위해 인공 구조물이 구축된 녹지공간으로 주로 
광장으로 활용되는 녹지공간을 의미한다.   

상업시설

상업시설은 주거지 내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설물로 보통 근린 내 위계와 위치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소규모 상업시설 이용빈도가 높은  위계가 가장 작은 상점 세탁소 약국- : ex) , , 

슈퍼 편의점 등  , 
근린상업시설 여러 종류의 상가를 종합한 시설물군으로 근린의 중심에 배치되- : 

며 보다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함 학원 마트 커피전문점 소규모 음식점 등 ex) , , , 
보다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한다. 
중심상업시설 위계가 가장 큰 상점 백화점 대형상가 큰 음식점 병원- : ex) , , ,  

등

주거유형
(Housing Unit Type)

주택의 형식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의 유형구분에 따르면 단독주택 아파트 연, , , , 
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

커뮤니티시설 거주민의 사회적 교류활동을 위한 시설물을 의미하며 교회 노인정 등이 있다, . 

주민시설물
주로 아파트 단지 내 배치되는 시설물로 주민광장 놀이터 농구장 소규모 , , , 
식음료 판매공간 등이 있다. 

근린생활시설 상업 서비스 커뮤니티와 관련된 시설물을 모두 포함한다, , . 

보행 연결성
목적지로의 쉬운 접근성을 의미하며 보행로 네트워크의 연결정도 보행목적지의 , , 
수나 연결 정도 보행목적지까지의 거리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작(Proximity), 
동하며 목적보행 과의 연계성이 강하다(Destination Walking) .

보행 편의성

보행의 편리한 정도를 의미하며 도시환경의 질적수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다 특히 자동차와 보행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예로 통과교통 제. , , , 
한 자동차 속도제한 도로의 길이나 넓이 등이 이에 속하며 블록 길이 보도 상, , , , 
태 극심한 날씨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캐노피나 아케이드 스트릿 퍼니쳐, , (street 

의 포함 정도가 있다furniture) . 

보행 쾌적함 
감각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며 다양성 복잡성 매력적인 가로환경 건물의 시, , , , 
각적 조화나 규모 가로수길 오픈스페이스 카페가로 등이 이에 속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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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 

근린계획 모형에 관한 연구 2.1. 

근린 주거환경과 보행활동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2.2. 

근린계획 모형에 대한 비판과 보행논의에 관한 연구2.3. 

새로운 근린계획 모형에 관한 연구 2.4. 

본 연구의 차별성 2.5. 

 

근린계획 모형에 관한 연구  2.1. 

근린계획 모형 은 산업화가 완성단계에 이른 세‘ (Neighborhood model)’  20

기 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 발전되었다 근대화 이전 시기의 도시공, , . 

간이 높은 건물 밀집도와 교통 혼잡 등으로 주거 및 근무환경 문제를 일으킴, 

에 따라 저밀도 저층주거 형태 중심의 새로운 주거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 

대두되며 이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개념 및 계획안으로 등장하였다, (Patricios, 

2001; Alexander, 2009).

년 영국의 하워드 가 제시한 전원도시 는 그1898 , (Howard) ‘ (Garden City)’ (

림 참고 근린계획 모형의 시초로 언급된다2-1 ) (Barton, 2000; Patricios, 

그는 산업혁명 이후의 열악한 주거 및 근무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2002). 

는 이상적인 도시 형태로 전원과 도시가 공존된 공간을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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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근린의 자족 기능 즉 일과 생활이 균형잡힌 공간. (self-containment) , 

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근린을 통학권을 기반으로 한 공간영역으로 구, 

상하였다(Howard, 1902). 

그림 영국 하워드의 전원도시 2-1 (Mentz, 2014)

이는 년과 년 미국에서 각각 발표된 래드번 과 페리1928 1929 (Radburn)

모형에 의해 계승되어 보다 구체적인 공간구성기법으로 나타났다 래(Perry) . 

드번과 페리 모형의 전반적인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두 모형 모두 근린의 공, 

간적 범위 즉 근린 단위를 아이들이 걸어서 안전하게 통학 가능한 거리로 설, 

정하였으며 근린을 조직하는 계획원칙으로 근린의 규모 근린의 경계, ‘ (Size), 

도로체계 오픈스페이스(Boundaries), (Internal street system), (Open spaces), 

학교 및 커뮤니티 시설 상업시설 을 제시하였다(Institutions), (Local shops)’

(Brody, 2013). 

래드번과 페리에서 제시된 개념과 계획원칙은 이후 양산된 수많은 근린계

획 모형의 설계 근간에 그대로 활용되거나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변용되

었으며 근린계획 모형은 주거지 계획의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잡게 된다, 

다시 말해 근린계획 모(Patricios, 2001; Alexander, 2009; Brody, 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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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은 거주자가 보행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범위를’ 8)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시설물을 배치하고 가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 , 

형태를 조직하는 공간구성기법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근린계획 모형의 개념에는 하나의 모형을 복수로 배치해 보다 큰 , 

위계의 주거공간을 형성하는 방안 이른바 단계적 구성방식, 9)에 대한 고려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강인호 이와 같은 배경에( , 2000; Patricios, 2002). 

서 근린계획 모형은 세기 중반 세계 도처에서 시작된 대규모의 신도시 개, 20

발에서 주거지 계획의 기본단위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각국의 도시 주거지 , 

골격구조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Patricios, 2001; Alexander, 2009; 

Brody, 2013; Mehaffy et al, 2014).  

이러한 영향은 서양에 비해 근대적 도시개발이 상대적으로 뒤늦게 이루어

진 아시아 지역의 주거지 조성에서도 두드러진다(Muhammad et al, 2003; 

권혁삼 외 예로 년대 년대의 압축적인 경, 2008; Alexander, 2009). , 1960 , 70

제성장과 도시화를 경험하며 고밀도 도시 개발을 추진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개발에서도 미국과 영국의 근린계획 모형을 적극적으로 , 

변용 적용한 사례를 볼 수 있다 공동주택연구회, ( , 1999; Muhammad et al, 

2003; Hongyu, 2013). 

따라서 근린계획 모형을 주거지 개발의 도구로 적극 활용한 북미 영국 싱 , , 

가포르 서울에서는 근린계획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통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첫째 근린계획 모형, . , 

이 도입된 배경과 서로 간의 영향관계를 밝히고 둘째 근린계획 모형이 활용, , 

된 주거지 계획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한다 셋째 주거지 조성 시기별로 근. , 

린계획 모형의 특성을 살피며 주거지 개발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쟁점사안이

8) 많은 연구에서 보행으로 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최대 거리 즉 보행권을 근린계획 모형의 공간 5 , 
범위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보편적으로 반경 를 기준으로 한 내외의 공간을 의미, 400~500m 1km 
한다(Mehaffy et al, 2010).  

9) 주거지 공간구조를 위계적인 공간단위들의 조합으로 설정하는 공간구성기법을 의미한다강인호 (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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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적 장치와의 상관관계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이는 장 절의 분석대. 3 4

상 선정과 구체적인 배경설명에 좋은 참고가 되었으며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북미의 경우(Birch, 1980; Patricios, 2001; Grammenos, 2008; Jin, 2010; 

Mehaffy et al, 2010; 전원도시의 개념을 계승한 래드번Brody, 2013), 

과 페리 모형이 근린계획 모형의 시초이자 원형으로 언급되고 (1928) (1929) 

있다 이들은 세기 초 자동차 대중화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지 개발. 20 , 

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며 관련 설계방법론으로써 주목받기 시작했다 근린. 

계획 모형은 년 대공황 이후의 본격적인 주택공급 시기부터 년까지 , 1931 1968

이어진 전후 의 교외개발까지 주거지 공간구성의 기본단위로 활용(Post-war) , 

되며 다양한 형태로 양산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페리 모, . (1929) 

형을 설계의 근간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Brody, 2013; Mehaffy et 

년대 후반부터는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이 중요한 도시개발 의al, 2014). 1980 , 

제로 언급되며 근린계획 모형의 계획개념이 자동차 중심의 생활공간에서 보, 

행과 대중교통 활용을 강조하는 주거공간 구축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 

의 TODs(1986), New Urbanism Form Based Code(1999), Fused Grid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가 제시한 모형까지 새로운 System(2002), Farr(2008) , 

조직방법을 강조한 모형들이 개발되며 다양한 주거지 개발에 활용되었다. 

영국은(Barton, 2000; DCLG, 2006; Alexander, 2009; NWBicester, 

년 발표된 더들리 리포트 에서 주거지의 커뮤니2014), 1944 (Dudley Report)

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의 근린계획 모형 방식을 활용할 것, 

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년부터 년까지 이어진 대규모의 . 1945 1970

신도시 개발에서 여러 가지 근린계획 모형들이 집중적으로 개발(New Town) 

되며 신도시 공간구성의 기본단위로 활용되었다 이들은 래드번과 페리 모형, . 

에서 제시된 근린 단위에 대한 개념과 계획원칙들을 근린계획 모형 설계에 반

영하면서도 다른 계획방식을 구상하였다 예로 상업시설을 근린의 외곽이 아, . , 

닌 중심에 배치하거나 전원도시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업무시설을 주거지 , 

근처에 배치하고 공원을 근린의 경계를 따라 둘러쌓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이. 

후에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지양되고 어반 빌리지 운동처, (Urban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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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었다 년대 들어 신도시 개발이 재개되며 근린계획 모형 방식이 지속. 2000

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지구환경문제를 고려해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 

는 계획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Eco-town . 

싱가포르의 경우(Field, 1992; Teo, 1996; Muhammad et al, 2003; 

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사업Hongyu, 2013; Yuen, 2013), 1950

이 착수되며 체계적으로 계획된 주거지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신도시 개발 , ‘

모형 이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하워드와 페리 모(Initial New Town Model)’ , 

형의 근린 개념이 일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주택개발청. , 

(HDB:Housing Development Board)10)에서 정립한 새로운 신도시 위계적 ‘

구조 모형 은 주거지의 공간위(Structural Model of Singapore New Town)’ , 

계를 단계 하부 생활단위 근린 단위 주거지 단위 로 명확히 구분하고 근3 - / / - , 

린을 세분화된 생활단위가 모인 복합적인 공간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년. 1970

대부터 년대까지 이어진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프로토타입 으1980 (prototype)

로 활용되며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도시 골격구조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

쳤다 특히 이 시기의 주거지 계획에는 하워드가 제시한 근린의 자족기능에 . 

대한 개념이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직주 근접의 특성도 나타난다 년대부, . 1990

터는 근린 내 보행과 대중교통 활용이 강조되며 미국의 개념이 TODs(1986) 

유입되었고 이는 년대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이 강조되며 실행된 , 2000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유기적인 형태의 이전 시Eco-town . 

기 모형은 대중교통 체계 적용에 용이한 격자형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서울은 공동주택연구회 강인호 권혁삼 외 이종화( , 1999; , 2000; , 2008; , 

공동주택연구회 오성훈 외 이지은 외 근린계획 2009; , 2010; , 2014; , 2017), 

모형이 생활권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 일제시기부터 근린계획 모형과 단‘ ’ . 

계적 구성방식에 대한 유사한 개념이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년에는 페리의 근린주구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1956 . 

나 근린계획 모형의 개념과 계획원칙이 실제 주거지 계획에 나타나기 시작한 

10)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은 공영주택 개발을 전략적으로 진행 (HDB: Housing Development Board)
하기 위해 년에 처음으로 조직되었다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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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년대 중반 이후로 여기는 경향이 발견되며 페리 모형의 개념과 계1960 , 

획원칙들이 직접적으로 반영 활용된 것은 년대에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 1970

된 아파트 단지 개발로 부터이다 특히 자족적인 근린 단위에 대한 개념이 대. , 

규모 필지공간으로 해석되며 이후의 주거지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면서 

도시의 골격 구조가 대규모의 블록으로 구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 

년대의 목동 개발에서는 영국 후크 모형이 참고대상1980 (1983) (Hook,1957) 

으로 활용되며 주거지의 전체적인 형태가 선형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

었다 이후 년대부터 년 초까지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 1990 2000

데 근린계획 모형은 각 시기의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신도시 공간구, , 

성의 기본단위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근린 주거환경과 보행활동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2.2. 

근린 내 보행에 관한 고찰은 보행의 의미 해석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Jan Gehl 은 근린 내 옥외공간(2010)

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유형을 필수적 활동 선택적 활동 사회적 활, , 

동11)으로 분류하였는데 보행은 일련의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한 신체적 움직, 

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근린 내 보행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고 개개인 마다 보행, 

의 구체적인 특성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보행의 종류는 앞. , 

서 언급한 옥외활동 유형과 관련해 특정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목적보행 필, (

수적 활동 휴식과 즐거움을 위한 여가보행 선택적 활동 두 가지가 조합된 ), ( ), 

결합보행 등으로 차별화된다 서한림 강현미(Alfonzo, 2005; , 2013; , 2015; 

최이명 또한 보행 시간이나 속도 거리 등 보행의 구체적인 특성 차이; 2013). , 

11) 필수적 활동 등교 출근 쇼핑 사람이나 버스 기다리기 심부름 우편물 부치러 가기 등의 선- : , , , , , 
택의 여지가 없는 활동을 의미한다. 
선택적 활동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걷는다거나 길을 서성이거나 잠시 앉기 햇볕 쐬기 등 - : , 

옥외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은 대부분 선택적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활동 아이들의 놀이 인사와 대화 여러 종류의 집단활동 등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있음으- : , , 

로 해서 야기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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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행자가 걷기 중 잠시 쉬거나 주변을 관찰하기도 하고 최단 거리가 아닌 , , 

다른 경로로 우회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한림 강현미(Alfonzo, 2005; , 2013; ,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보행의 특성 차이와 그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발달하였는

데 그 원인으로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징이나 개인적 성향 그리고 물리적 , , 

환경요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Alfonzo, 2005; 최이명, 

이 중에서 건축 및 도시 설계분야에서는 물리적 환경요소 즉 도시를 2013). , , 

구성하는 건조환경 요소들과 근린 내 보행활동과의 상관(built environment)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오랜 시간동안 물리적 대, 

상에 대한 디자인이 인간 행동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

문이다(Cooley, 1909; Patricios, 2002). 

해당 연구는 북미의 전통적인 컬데삭 형 교외 주거지와 격자형 (Cul-de-sac)

주거지에서 거주민들의 보행활동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도시형태적 관점에

서 밝혀내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본격화되었다 최이명(Handy, 1996; , 2013). 

연구의 주된 초점은 보행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소와 그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응답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 , 

함께 주거밀도 블록 크기 거리 등 도시형태를 계량화한 조건들이 복합적으, , 

로 사용되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보다 실증적인 자료로써 나 스마트 . , GPS

폰의 건강관리 앱 에서 도출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Healthcare Application)

향도 두드러진다 최이명( , 2013; Kang et al, 2013; Rundle et al, 2016). 

북미를 중심으로 한 초창기의 해외선행연구는 높은 주거밀도, (residential 

와 용도혼합 조밀한 가로 네트워크 가 density) (mixed land uses), (connectivity)

보행활동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물리적 환경요소인 것으로 밝혀냈다

이 세 가지 핵(Handy, 1996; Frank et al, 2005; Macdonald et al, 2018). 

심요소는 연구 방법론이 심화됨에 따라 가지가 넘는 도시형태 요소들로 200

더욱 세분화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보행은 , , 근린을 구성

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부터 목적지로의 접근성 가로패턴의 구체적인 특성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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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박소현 외 최이명(Moudon et al, 2006; , 2008; , 2013). 이후

의 연구들은 유사한 공간 규모와 물리적 속성 측면에서 개별 요소의 구체적, , 

인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연구의 심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다음의 논문은 본 , 

연구와 같이 근린의 규모 측면에서 보행친화적인 물리적 환경요소와 그 특성

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박소현 의 연구는 주거환경의 보행친화도 를 정량적으로 (2008) (Walkability)

평가하기 위해 개의 보행환경 측정항목과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하였다 무, 20 . 

엇보다 해당 연구에서 밝힌 개의 측정항목은 주거지의 도시형태 및 보행, 20 , 

환경에 관련된 국내외의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도출한 ,

결과로 지금까지 언급된 보행친화적인 물리적 환경요소를 총체적으로 이해 , 

가능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의 측정항목은 물리적 환경 요소의 특징에 따. 21

라 크게 지역환경 네트워크 환경 가로환경으로 분류되며 구체적으로는 지역, , , 

환경 항목 개 세대수 밀도 인구밀도 필지크기 블록크기 근린공원의 유무 9 ( , , , , 

및 면적비율 학교근린 및 중심상업시설 개수 네트워크 환경 항목 개 교차, · ), 6 (

로 밀도 학교까지 경로의 직접성 근린상업시설생활가로정류장전철역 등 , , · · ·

시설물까지의 거리 가로환경 항목 개 유효폭 이상 혹은 미만의 보차병), 5 ( 1.5m

행 가로보차혼용 가로보행전용 가로의 비율 경사도 로 구성되어있음을 밝혔· · , )

다. 

최이명 의 연구는 동네 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행행태의 특성을 (2013)

밝히고 차별적인 보행행태를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의 복합적인 속성을 도출, 

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아파트 단지라는 주거유형이 발달한 한. , 

국의 근린형태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보행친화적인 물리, 

적 환경요소 중 가지 요소 인구밀도 주거유형 매력적인 목적지 대중교통10 ( , , , , 

가로패턴 가로위계 분포 교차로 밀도 혼합용도분포 가로유형별 특성 를 분, , , , )

석기준으로 추출하였고 이를 기기와 통행일지 분석에서 나타나는 실제 , GPS

이동경로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내외. , 20km

의 가로에 형성된 보행중심공간과 이를 다양한 경로로 확장시킬 수 있는 소로

의 존재가 근린 내 보행을 원활하게 하는 기본 여건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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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의미있는 시사점들이 발견되었으며 본 연구의 , 분석

항목 설정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 여전히 보행유발과 관련된 개

별 물리적 요소 도출과 결합특성에 대한 분석으로 그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시 말해. , 우리의 주거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

는 보행을 고려한 근린계획 설계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시 설, , 

계 작업에서 요구되는 접근방식이 규명되어야 한다. 

근린계획 모형에 대한 비판과 보행논의에 관한 연구  2.3. 

본 연구주제와 가장 유사한 연구로는 근린계획 모형에 대한 오래된 비판으

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근린계획 모형은 자연스럽게 발생했던 전통적인 주거지의 공간구조를 도시 , 

계획가의 의도에 의해 체계적으로 계획된 형태로 탈바꿈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근린 계획 모형을 적용한 근대시기의 주거환경은 여러 가지 . 

문제점을 유발하였고 서구에서는 근린 계획 모형의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의, 

문과 논의가 오랜 시간동안 제기되었다(Mehaffy et al, 2010). 

대표적인 논의로는 근린계획 모형이 공동체 해체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에 , 

관한 것이다 근린계획 모형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근린의 공간적 . 

범위를 커뮤니티 즉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과 동일시하였다 그러, . 

나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 범위를 규정하는(physical 

계획방식이 오히려 이웃 간 그리고 계층 간의 사회적 교류를 determinism) , 

단절하여 공동체를 파괴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bobs, 1961; 

오병록 또 다른 논의는 근린계획 모형의 보편Banjerjee et al, 1984; , 2009). 

화되고 표준화된 단위 설정에 관한 비판이다 근린 내에서는 인종 종교 경제. , , 

적 요건 등 거주민들의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가 구축되는

데 이는 근린 조성시 계획적으로 의도하는 커뮤니티의 공간적 범위와 반드시 ,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병록(Gans, 1968; , 2009; Talen, 2000; 

Greenharlgh, 2016; Jabaree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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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린계획 모형의 한계점이 형태적 특성 즉 공간구성기법 측면에서  , ,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된 것은 관행적으로 지속된 근린계획 모형의 조직방법, 

이 보행활동을 위축한 원인으로 분석되며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것과 관

련이 깊다 즉 년대 후반부터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이 강조되며. , 1990 ,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 근대화 이후 근린계획 모형을 적용하여 양산된 

도시의 구조가 자동자 중심의 도시환경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즉 페리의 근린주구론이 제시하는 기본 원칙을 계승한 이후의 많은 근린계획 . 

모형들은 큰 위계의 간선도로로 근린을 둘러쌓거나 상업시설을 주거공간으, , 

로부터 분리하는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계획방식이 결국 이동수단으로서 , 

자동차를 선호하게 만드는 단초가 된 것으로 해석되었다(Parolek et al, 2008; 

Mehaffy et al, 2010; Jacobs, 2010). 

특히 북미 영국 싱가포르 서울에서는 근린계획 모형의 한계점이 다양한 , , , 

설계 계획요소와 조직방법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쟁점사안은 설계 계획요. 

소의 물리적 속성에 따라 크게 공간구조 가로 시설물1. , 2. , 3. 과 관련하여 다양

한 논의가 다뤄지고 있는데 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세 가지 항목별, , 

로 네 나라에서 유사하게 언급되고 있는 사항이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구조는 근린 단위와 하부 생활단위 구획과 관련된 설계 계획요소

들을 의미하며, 북미와 영국을 중심으로 근린의 경계를 조직하는 방법이 비 , ‘ ’

판적으로 고찰되고 있다 즉 커뮤니티의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간선. , 

도로를 근린의 경계를 따라 둘러쌓는 조직방법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

나 이러한 계획방식이 인접한, 근린과의 연계성 을 차단하여 이 (permeability)

웃 간 교류활동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미( - 

영국Calthorpe, 1993; Talen, 2000/ -Bart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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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로는 도로체계와 관련된 설계 계획요소들을 의미하며 도로망 위, ‘

계 와 보행축 의 조직방법에 대한 비판이 주로 발견된다’ ‘ ’ . 

도로망 위계의 경우 자동차의 이동성 증진을 목적으로 위계가 큰 간선도로, 

를 근린의 경계에 배치하고 통과교통을 배제하기 위해 근린 내부의 도로망을 , 

낮은 위계의 도로로 구축하는 조직방법이 관행처럼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계획방식은 간선도로로의 보행자 접근성 을 차단하고 안전성(accessibility)

을 위협하여 가로 위 보행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가로가 사회적 교류장소로, 

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북미(

영국-Gehl, 2002; Murrain, 2002; Mehaffy et al, 2010; Speck, 2015/ 

서울 주현태 외 이주아 외-Barton, 2000 / - , 2009; , 2013). 

보행축의 경우 그동안 보행 안전성과 편리성을 구축하기 위해 자동차 동선, 

으로부터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여 별개의 공간으로 구축하는 조직방법이 꾸

준히 활용되었다 그러나 보행축의 물리적 환경 채광 이 열악하게 조성되었고. ( ) ,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목적지가 없어 비활성화되거나 보행축을 이, 

용하는 것이 길 찾기를 오히려 더욱 방해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영국 특히 아파트 단지라는 ( -House of Commons, 2002; Alexander, 2009). , 

보행논의 

항목 계획요소 조직방법에 관한 나라별 구체적 내용

공간
구조

경계

커뮤니티의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간선도로를 근린의 경계를 따라 둘러쌓는 
조직방법이 활용되었으나, 이웃한 근린과의 교류활동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북미

- Permeability between localities is vital and the city is a 
seamless web(Calthorpe, 1993).
- Throughfares are not perceived as boundaries between 
neighborhoods. People's images of their city also reflect their 
neighborhood's access to the larger movement and social 
networks of the entire city (Talen, 2000).

영국

- Even where there are recongnisable boundaries, the fuzzy 
neighborhood model emphasizes permeability. Openness and 
flexibility supports a wider range of relatively local 
services(Barton, 2000).

표 공간구조와 관련된 근린계획 모형의 보행논의에 관한 연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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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 비율이 높은 서울의 경우 블록축이 단지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문제, 

도 드러났다 박광재 최이명 이지은 외( , 1997; , 2013; , 2017).  

셋째. 시설물은 보행의 목적이 되는 장소와 관련된 설계 계획요소들을 의미

하며, 녹지시설과 상업 및 서비스 시설 의 배치방법에 대한 비판을 확인할  ‘ ’ ‘ ’

수 있다.   

보행논의

항목 계획요소 조직방법에 관한 나라별 구체적 내용

가로

도로망 
위계

자동차 이동증진을 목적으로 위계가 큰 간선도로를 근린의 경계에 배치하고 통과교통 , 
배제를 위해 도로망의 위계를 차등화하는 계획방식이 가로 위의 보행자 활동을 위축
시켜 가로의 사회적 교류장소 역할을 상실하게 함.  

북미

- Present-day streets fail to become social spaces(Gehl, 2002).
- The functional hierarchy of streets has been damaging to the 
city(Murrain, 2002).
- thoroughfares must allow transversal permeability by 
pedestrians and  all other kinds of road users(Philibert-Petit, 
2006).
- by separating movement from accessibility, and by closing 
major urban streets to their immediate surroundings, their role 
as meeting places and urban economic generators is 
thwarted(Mehaffy et al, 2010)
큰 위계의 가로가 주거지에 배치될 경우 보행활동의 안전성이 감소됨- , 

(Speck, 2015). 

서울

강남권역의 경우 사방의 간선도로와 내부 통과 교통을 배제하는 근린주구- , 
이론을 적용하여 대부분 슈퍼블록 구조로 개발되었고 도로 위계의 양극화와 , 
내부의 복잡한 패턴 은 교통 및 보행 측면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주현태 외 이주아 외( , 2009; , 2013)

보행축

자동차 동선으로부터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여 보행축을 구축하는 조직방법이 보행축을 
비활성화시키거나 및 길찾기 문제를 초래함. 

영국

- Whilst all the villages are interlinked with footpaths, these are 
often poorly lit and fail to create an attractive environment 
conducive to encouraging more people to walk. The separation 
of roads from pedestrians means that the town is difficult and 
confusing to navigate(House of Commons, 2002).

서울

위계가 가장 높은 도로에 모든 중심생활시설을 배치하고 나머지 가로에서- , 
는 생활보행을 위한 목적지들이 없어 보행활동이 유발되지 않음 최이명( , 
2013).
블록과 단지의 위계를 동일시하여 대규모의 단지가 구획됨에 따라 블록 보- 

행축은 단지 내부공간에서만 작동하였고 외부의 도시공간이 단지 내부로 확
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박광재 외 이지은 외( , 1997; , 2017).

표 가로와 관련된 근린계획 모형의 보행논의에 관한 연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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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시설의 경우 북미에서 대규모의 공원을 근린의 중심에 배치하는 조직, 

방법이 주로 활용되었는데 이러한 계획방식은 공원이 잠재적 범죄의 장소로 , 

활용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소규모의 공원을 근린에 분산배치하는 방식이 , 

보행활동 유발 측면에서 더욱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이와 반대로 소규모 (Jacobs, 1961). , , 근린공원이 여러 개로 

분산되는 점적 공간구성으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먼 거리로의 보행 유발측면, 

에서 근린 중심에 집중된 큰 규모의 근린공원 배치가 보다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김보아 오병록 정성( , 2006; , 2009; 

원, 2010).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의 경우 모든 위계의 시설물을 근린의 중심에 집중배, 

치시켜 근린을 단핵구조의 자체 완결적인 공간으로 구축하는 조직방법이 주

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거주민의 활동범위가 근린 외부로 확장되는 것을 막고 , 

결국 도시공간을 분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미( : 

영국Mehaffy et al, 2010/ :Breheny et al, 1993; Barton, 2000; Alexander, 

싱가포르 서울 공동주택연구회 특히 가로에2009/ : Hongyu, 2013/ : ;1999). , 

서는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이 주거공간으로부터 완전히 없어지는 형태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계획방식이 가로 위 커뮤니티 활동을 감소시켜 주거지역의 , , 

보행활동 유발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나타났다 북미(

영국 싱가포르-Parolek et al, 2008/ : Greenharlgh, 2016/ - Hongyu, 2013 

서울 최이명 서한림/ - , 2013; , 2013). 

보행논의 

항목 계획요소 조직방법에 관한 나라별 구체적 내용

시설물 녹지시설

북미에서는 대규모의 공원을 근린의 중심에 배치하는 조직방법이 주로 활용되었는
데 공원이 잠재적 범죄의 장소로 활용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소규모의 공원을 근, , 
린에 분산배치하는 방식이 보행활동 유발 측면에서 더욱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
으로 평가됨 그러나 서울에서는 근린의 중심에 대규모의 공원을 배치하는 것이 먼 . 
거리로의 보행유발측면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됨.

북미

- Conventionally, neighborhood parks or parklike open spaces 
are considered boons conferred on the deprived populations 

중략of cities...( ) turn this thought around, and consider city 
parks deprived places that need the boon of life conferred 
on them. This is more nearly in accord with reality, for  

표 시설물과 관련된 근린계획 모형의 보행논의에 관한 연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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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do confer use on parks and make them successes-or 
else withhold use and doom parks to rejection and 
failure(Jacobs, 1961).

서울

휴식시설의 이용이 계획생활권 외부의 이용이 두드러지는데 잠실과 - , 
목동에서 석촌호수 및 한강둔치 양천공원이 사례대상지와 인접하여 대규, 
모의 공원시설이 입지하고 있어서 많은 이용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권 . 
인식영역이 클수록 이용권역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병록, ( , 
2009).
분당과 일산 신도시 모두 중앙공원 즉 지구중심 생활편익시설의 이용- , 

률이 높았는데 이는 두 신도시 모두 근린공원의 배치가 공동주택 단지, 
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중앙공원 역시 약 내로 근접하였기 때문, 500m
에 두 신도시 간의 공원시설의 이용행태가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정성원( , 2010).

상업 
및 
서비스 
시설

모든 위계의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을 근린의 중심에 집중배치시켜 근린을 단핵구조
의 자체 완결된 영역으로 구축하는 조직방법이 활용되었는데 이는 거주민의 활동범, 
위가 근린 외부로 확장되는 것을 막고 결국 도시공간을 분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특히 가로에서는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이  주거공간으로부터 완전히 없어지는 형태,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계획방식이 가로 위 커뮤니티 활동을 감소시켜 주거지역의 , 
보행활동 유발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됨.

북미

- a zoning system that entirely separated workplaces and 
shopping from exclusively residential areas. The segregation 
of uses inevitably required travel between them, and the 
dominance of single-family housing in expansive, 
decentralized residential areas inevitably consumed large 
amounts of land while increasing travel distances and making 
the provision of public transportation more expensive and 
inefficient(Parolek et al, 2008).
- The importance of shops to inhabitant’s lives, especially in 
an age before mass ownership of refrigerators, is borne out 
by the amount of ink devoted to complaints about the lack 
of shops in minutes of Manchester’s Wythenshawe Estate 
Special Committee(Greenharlgh, 2016).

영국

- The traditional pattern of neighborhoods in older 
settlements is not normally one of discreet enclaves but of 
interconnected districts-more an urban continuum than a 
series of cells(Breheny et al, 1993).
- The Single cell model, with the nucleus of services at its 
heart and limited main road or public transport connectivity, 
risks isolation for the transport poor and non-viability for 
local businesses(Barton, 2000)
- The impact of these retail centres and their separation 
from the surrounding areas has become one of the most 
unique and contentious factors of the design of the New 
Towns(Alexander, 2009).

싱가포르

- Planning of the more recent new towns such as Sengkang 
and Punggol. The shop types in the air-conditioned and 
elaborately decorated shopping malls are also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ones in a shopping street. At the same time, 
the residents in Bedok, Jurong East, Bishan new towns have 
a higher satisfaction on their social lives compared to those 
residing in Sengkang and Punggol new towns(Hongyu,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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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싱가포르와 서울은 근린계획 모형이 아파트 단지 중심의 도시환경에 , , 

적용된 까닭에 근린계획 모형의 평가와 관련해 아파트 단지의 조직방법이 중, 

요한 쟁점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경계 와 단지 소로의 조직방법이 비판적으로 , ‘ ’ ‘ ’

검토되고 있다 단지 경계의 경우 사적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수목이나 담 등. , 

을 활용해 패쇄적으로 구축하는 조직방법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대규, 

모 블록으로 이루어진 싱가포르와 서울의 도시공간에서 사람들의 이동경로를 

제한적으로 만드는 원인으로 여겨졌다 박광재 공동주택연구회( , 1997; , 1999; 

조민선 공동주택연구회, 2009; , 2010; Li, 2017).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소로의 경우 소로가 단지 내부에만 소극적으로 배치, 

된 사례에서 보행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단지 . 

소로를 외부 공간과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근린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인

식될 수 있는 조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거주지로부터 주요 시설로까지 연계

성을 갖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박소현 외(Yuen, 1996; , 

정성원 최이명 서2008; Curtis, Renne, and Bertolini, 2009; , 2010; , 2013; 

한림 이지은 외, 2013; , 2017; Menz, 2014).  

서울

잠실단지를 정점으로 각 가구들은 중앙에 위치하는 상가 및 학교를 구- 
심점으로 내향적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가구가 완결적 단위로 구성되는 
방식이 일반화하기 시작했다 완결적 구성을 지향하는 개별가구들을 병렬. 
적으로 연결해 주거지를 형성한 결과 각 가구는 폐쇄적으로 구성되어 가
로의 활력 저하 도시공공공간의 황폐화 현상이 나타났다 공동주택연구, (
회, 1999).
한 가로에 모든 위계의 근린 상업시설을 집중배치하는 계획형태가 보- 

행활동 유발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최이명( , 2013)
근린상업 중심가로를 너무 큰 위계위 가로에 배치하는 것 보행 목적- , 

지를 고층빌딩에 적층시켜 배치하는 계획행위는 보행자의 이동경로와 시
설이용형태의 공간을 분리시키고 상업가로에서의 보행량을 축소시킴 서, (
한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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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논의 

항목 계획요소 조직방법에 관한 나라별 구체적 내용

공간
구조

단지
경계

아파트 단지 경계의 폐쇄성은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의 이동경로를 제한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음.

싱가포르

- In Kampong Bugis, we are looking to introduce more porosity 
in the design of the precinct to make it a more open and 
inclusive neighbourhood. For example, the traditional fences you 
see in private condominiums can be replaced by softer 
boundaries, so that the overall area looks more open and 
accessible(Li, 2017)
- Former URA urban planner Chua Yang Liang said a push for 
fenceless condominiums would be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nd noted that a lower and more "visually porous" boundary 
could make the environment appear more spacious(Li, 2017)

서울

우리의 주거단지들은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주거단지로 구성되고 있다는 비- 
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광재 외( , 1997)
폐쇄적 단지를 해체하고 단지와 단지 간에 서로 활발한 교류를 유발하기 - 

위해 도시가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남(
훈, 2005)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접주거지와 바로 면하게 되는 경계부가 발생하며- ‘ ’ , 
경계부에서는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구역단위로 진행된 사업의 면‘ ’

모가 극적으로 나타남 조민선( , 2009)
아파트 단지 커뮤티니 활성화를 내건 설계들은 대부분 단지 내부공간에 설- 

계범위를 국한한 설계로 전개되었을 뿐 단지를 주변 도시공간과 격리된 폐쇄
적 형태로 설계하는 관행은 강고하게 지속되었다 연접한 도시가로에 대해서. 
는 녹지 조경석 담장 등으로 폐쇄적으로 설계하고 단지 내부에 별도로 보, , 
행축과 보행광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동주택연구회( , 2010) 
블록과 단지의 위계를 동일시하여 대규모의 단지가 구획됨에 따라 블록 보- 

행축은 단지 내부공간에서만 작동하였고 외부의 도시공간이 단지 내부로 확
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지은 외( , 2017)

가로
단지
소로

아파트 단지 내 소로와 도시가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보행 연결성 측면에서 
중요함.  

싱가포르

- Through a network of tree-lined footpaths, the precinct 
gardens are linked to each other, and to the neighbourhood 
parks and town park(Yuen, 1996) 
- The recent redevelopment projects intensified the station area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oint block typology with better 
gound level porosity and more pedestrian friendly landscape 
quality(Curtis et al, 2009)
- The new focus of HDB developments shifted from the urban 
network and connectivity to New Town neighbourhoods that 
were developed in mid-80s to increase residents' sense of 
privacy through their separation(Menz, 2014) 

서울
가로네트워크가 조밀하고 소로가 발달해 있으며 용도혼합이 낮은 위계의 - , 
가로까지 고루 침투해 있는 특성을 지닌 단독다세대 지역의 보행활동이 아
파트 단지로 구성된 지역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최이명( , 2013)

표 싱가포르와 서울에서 발견되는 근린계획 모형의 보행논의에 관한 연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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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린계획 모형에 관한 연구  2.5. 

 

근린계획 모형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년을 전후로 , 2000

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를 막론, 

하고 새로운 근린계획 모형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Jin, 

이지은 외2010; Yuen, 2013; , 2015). 

새로운 근린계획 모형에는, 이전 시기의 모형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된  계획

방식에 큰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상업시설의 경우 년대 후반 . , , 90

이후 등장한 걷기를 강조한 모형 나 -TODs(Transit Oriented Developments)

뉴 어바니즘 등 에서 적극적인 보행유발 계획요소로 간주되(New Urbansm) -

었다 이에 따라 페리의 근린주구론 에서 근린의 외곽에 배치되던 상업. (1929)

시설이 근린의 중심으로 이전 배치되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근린 . 

내 통과교통을 제안하였던 이전 시기의 계회방식은 교통수단이 보행자의 이, 

동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간주됨에 따라 근린을 관통하는 격자형 도로체계 , 

등 통과교통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사례도 발견된다(Carlton, 2007;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행목적시설을 조합배치하고 녹지Parolek et al, 2008). 

시설을 네트워크화하여 시설물과 연계시킨 계획방식은 시설물을 개별적으로 , 

배치시키던 이전의 방식과도 다른 부분이다 이지은 외 이지은 외( 2015; , 

2017; Lee et al, 2018).

한편 근린계획 모형의 조직방법을 보행논의와 관련지어 고찰하며 새로운 , 

모형을 제시한 저서 및 논문도 발견된다.   

의 연구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경계의 형Barton(2000) , 

보행통로로 사용되는 소로 단위 가로에 일상편의시설이 가로대응형식으로 - 
입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아파트의 경우 주변 도시조직과의 연계성이 , 
강화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서한림( , 2013).
단지 내 소로는 작은 오솔길이나 산책로로 주동과 커뮤니티 시설물을 연계- 
시켜주며 주로 단지 외곽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초기에 보조적. 
인 통로 수단에 그치던 소극적인 계획형태에서 이후 단지 내에 보행자 공
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됨에 따라 그 역할과 규모 및 배치장소가 확대
되었다 이지은 외(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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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중심시설물의 배치 측면에서 새로운 근린계획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

참조 그는 기존의 근린계획 모형과 도시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경계의 2-2 ). , 

구분이 뚜렷한 유형보다 흐릿한 유형이 주변 공간과의 연(Discernible) (fuzzy) 

계성과 이웃 간 보행활동의 유발 측면에서 더욱 유리한 형태인 (permeability)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근린이 다양한 위계의 활동 중심공간을 가진 구조일수록 . 

거주민들이 인식하는 근린의 영역이 내부지향적 인 방향에서 (inward looking)

외부지향적 인 방향으로 형성되어 보다 먼 거리로의 보행을 (outward looking)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중심시설물이 가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배치, 

된 형태를 이상적인 근린의 형태로 간주하였다 즉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구. , 

축을 위한 근린계획 모형의 핵심속성을 경계의 불명확성 과 근린의 연(Fuzzy)

속성 으로 해석한 것이다(continuum) . 

그림 2-2  Idealized Model for a Linear Township of 30000 People
(Barton, 2000)

의 연구는 중심시설물과 중심가로Meffay et al(2010) , (throughfare system)

의 배치를 새로운 조직방법으로 재해석한 모형(the emergent neighborhood 

을 제시하였다 그림 참조 그는 중심시설물의 근린 내 배치위치model) ( 2-3 ). 

에 따라 중심형 과 외곽형 으로 나누고‘ (centered nucleus)’ ‘ (edged nucleus)’ , 

중심시설물과 중심가로와의 관계에 따라 노출형 과 보호‘ (exposed nucle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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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조합방법에 따라 도출가능한 (shielded nucleus)’ . 

근린계획 모형의 가지 유형 중 중심형과 노출형 조합구조4 , ‘

를 중심으로 외곽형과 노출형 조합구조(Centered+Exposed)’ , ‘

가 함께 작동하는 근린의 구조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간(Edged+Exposed)’

주했다 그림 참조 즉 두 유형 모두 중심가로가 시설물을 관통하도록 ( 2-4 ). , 

구획되었기 때문에 중심시설물로의 접근성과 이동성이 강화된다 또한 중심시. 

설물이 근린의 중심과 외곽에 동시에 배치되어 근린의 다양한 곳에 커뮤니티

가 형성가능하다 이는 근대화 이전의 도시구조와 유사한 특성으로 보았다. . 

그림 2-3 Urban nucleus and edge
conditions (Meffay et al, 2010)

그림 2-4  Emergent Neighborhood Model
(Meffay et al, 2010)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거지 조성을 위해 등장한 새로운 모형, 

들은 근린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짓는 계획방식을 지양하면서도 보행권을 근, , 

린 단위로 해석하는 경향이 발견되며 이를 , 기반으로 계획요소의 위치

와 연결 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position) (connectivity) . 즉 아이가 통, ‘

학하기 안전한 주부가 쇼핑하기 편한 거리를 근린계획 모형의 근간으로 적, ’

용한 이전 시기의 개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Barton, 2000; 

아울러Hongyu, 2013). , 도시형태와 인간행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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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진행해 온 학자들에 따르면 여러 유형의 도시에 대한 관찰조사 및 분, 

석 결과 다양한 문화와 시기를 막론하고 거주민들의 활동이 집중되는 거리의 , 

실질적인 수치가 임을 밝히고 있다400m (Caniggia & Meffei, 2001; Mehaffy 

et al, 2010 즉). 근린계획 모형은 주거지 개발의 도구로서 여전히 유효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 2.5. 

첫째 근린계획 모형에 대한 여러 비판이 국내 외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 ·

불구하고 몇몇의 연구에서 발견된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 , 

앞으로도 주거지 개발의 도구로서 근린계획 모형의 활용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가 보행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물리적 환경요소와 결합,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보행과 관련된 근린의 , 

다양한 요소의 형태 특성 및 배치방법에 관한 실질적인 설계방식에 관심을 가

졌다 이를 위해 도면이나 지도 분석 등 정성적인 방법을 활용하였고 특히 근. , 

린계획 모형의 형태적 특성을 도식화하여 다양한 조직방법에 내제된 계획원

칙을 밝힘으로써 시간에 따른 근린계획 모형의 변화양상을 추적하였다.  

셋째 사례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근린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드물었던 영국과 싱가포르에 대한 심

층이해를 도모하였다. 

넷째 분석결과를 세분화된 공간단위의 도식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여, , 

러 가지 공간위계의 주거지 개발에 활용가능한 시각적 계획근거를 제시한다 

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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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틀3.     

분석항목  3.1. 

분석기준 3.2. 

분석방법3.3. 

연구대상  3.4. 

  

  

분석항목3.1.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동안 근린계획 모형에 적용된 조직방법들이 2 , 

근린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행논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직방법에 따라 보행을 유발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규명된 물

리적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근린계획 모형이나 이를 활용한 , 

도시사례를 보행 측면에서 해석하거나 근린 주거환경의 보행친화도를 평가하, 

는 방법론에 관한 논문과 전문서적을 고찰하였다(Baron, 2000; Parolek et al, 

박소현 외 최이명2008; , 2008; Mehaffy et al, 2010; , 2013; Friedman; 

도출된 물리적 환경요소들2015; Macdonald et al, 2017; Lee et al, 2018). 

은 그 속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범주 즉 근린 공간구조, < (Neighborhood 

근린 가로 근린 시설물Structure)>, < (Neighborhood Street)>, <

로 분류되며 각 범주별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Neighborhood Fac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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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급된 요소를 정리 재통합하여 최종적으로 개의 분석항목 을 도출, 8 (a~h)

하였다 표 참조( 3-1 ).12) 

첫째 근린 공간구조 는 근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 < >

항으로 커뮤니티 구조 와 블록구조, ‘a. (Community Structure)’ ‘b. (Block 

가 있다Structure)’ . 

둘째 근린 가로 는 근린의 전반적인 도로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망 , < > , ‘c.

위계 국지도로 보행축(Street Hierarchy)’, ‘d. (Local Street)’, ‘e. (Pedestrian 

이 있다Axis)’ . 

셋째 근린 시설물 은 보행의 목적이 되는 대상 즉 보행목적시설물에 관, < > , 

한 사항으로 녹지시설 상업 및 서비스시설, ‘f. (Green)’, ‘g. (Commerce & 

학교시설 이 있다Service)’, ‘h. (School)’ .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의 분석항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8

와 보행 측면에서의 연관성은 분석기준에서 확인가능(operational definition)

하다. 

12) 많은 선행연구에서 인구수나 세대수 등으로 대표되는 주거밀도를 보행증진 측면에서 중요한 요 
소로 언급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근린계획 모형의 형태적 특성측면에서 해석가능한 요소에 초점을 , 
맞춰 분석항목을 도출하였다 특히 싱가포르와 서울은 서구에서 고밀도 개발로 간주하고 있는 기준. 
명 을 이미 달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밀도의 증가는 보행활동 증진에 별 의미를 지니지 (280 /1 ha)

않음도 언급되었다 박소현 외(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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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조직방법에 따라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소

근린 공간구조
(Neighborhood 
Structure)

근린 가로
(Neighborhood Network)

근린 시설물
(Neighborhood Facilities)

Barton
(2002)

Cell 
Structure

Major 
Access 
Location

Pedestrian 
Way

Commerce 
& Service

School

Parolek 
et al
(2008)

Block
Lot

Through-
fares Walkway 

Civic 
Space

Commerce 
& Service

박소현 외
(2008)

블록 크기
필지 크기 교차로 밀도

보차병행, 
보차혼용, 
보차전용 가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식료품점
중심상업공간 학교

Mehaffy 
et al
(2010)

Urban 
Nuclei

Street 
Hierarchy

Local Street

최이명
(2013) 

블록 크기 가로 패턴 교차로 밀도 가로유형별 특성,
혼합용도 분포

Friedman
(2015)

Lot Size
Major 
Access 
Type

Local 
Street 
Form

Green Commerce 
& Service

Macdonald 
et al
(2017)

Connectivity Mixed Land Use

Lee et al
(2018)

Cell 
Structure

Face-Block 
Structure

Street 
Hierarchy

Local 
Street

Pedestrian 
Path

Green 
Commerce 
& Service

School

본 연구

커뮤니티 a.
구조

(Community 
Structure)

블록 b. 
구조
(Block 
Structure)

도로망 c.
위계
(Street 
Hierarchy)

국지도로d.
(Local 
Street)

보행축e.
(Pedestrian 
Axis)

녹지시설f.
(Green)

상업 및 g.
서비스시설
(Commerc
e&Service)

학교시설h.
(School)

표 분석항목 도출을 위한 문헌연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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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3.2. 
 

근린 공간구조3.2.1. (Neighborhood Structure)

커뮤니티 구조1) (Community Structure)

커뮤니티 구조는 중심시설물의 배치양태에 따른 근린 내 생활공간 구성방 

식을 의미하며 커뮤니티는 중심시설물을 공유하는 공간단위로 볼 수 있다, . 

즉 근린 내 공간의 위계를 차등화하여 여러 개의 하부 커뮤니티를 구축하였, 

는가 혹은 공간의 위계를 단일화하여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축하였는가로 해, 

석가능하다.

중심 시설물들의 배치양태가 다양한 위계를 가진 근린일수록 인접한 근린

에 대한 개방성 이 커져 근린 간 유연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openness)

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근린으로 인식되는 공간의 범위가 확장되는데 영향을 . 

미치는데 인식되는 근린의 공간적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먼 거리로 향하는 , 

잠재적 보행활동이 나타나는 현상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행 관점에서 중요

한 계획요소로 언급되었다 김보아 오병록(Barton, 2000; , 2006; , 2009). 

블록 구조2) (Block Structure)

블록은 근린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공간단위이다 블록은 도로에 의해 구획. 

되거나 녹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으며 블록의 경계는 거주, 

민들 간에 가장 작은 커뮤니티 를 형성한다(face to face) (Park et al, 2014). 

블록은 개별 단지를 구획하거나 복수의 단지를 묶어 구획하는 방법이 보편

적으로 발견되는데 후자의 유형은 도로에 할당되는 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 

오픈스페이스와 같은 공공공간을 만들어 사람 간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CMHC, 2002; Friedman, 2015). 

러한 조직방법의 차이는 블록의 크기 문제와도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보행활, 

동과 관련이 깊은 계획요소로 해석되고 있다 즉 도시에서의 걷기는 블록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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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블록이 클수록 보행의 선택지가 더 줄어들고, , 

동일한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 그만큼 차도가 넓어져 보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박소현 외 최이명(Jacobs, 1961, , 2008; , 2013; 

Speck, 2015). 

근린 가로3.2.2. (Neighborhood Network)

도로망 위계1) (Street Hierarchy)

도로망 위계는 근린 내 도로의 기능과 폭의 구성방식에 관한 것으로 주거 , 

지의 전체적인 도로망 체계를 구축한 결과 형성되며 인접 근린 간의 주요한 

연결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도로는 기능에 따라 크게 간선도로. (arterial), 

집산도로 국지도로 로 구분되며 규모에 따라 대로 중(collector), (local street) , , 

로 소로로 구분되는데, ,13) 도로의 규모는 기능과 관련이 깊다 도로망의 위계 . 

를 차별화하여 설정하는 것은 근린 내에서의 통과 교통량과 교통속도를 조절, 

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도로망의 올바른 위계 설정은 보행활동 유발과 보행자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계획요소로 활용되었다 예로 도로 폭이 큰 가로는 상업시설과 같은 . , 

중심활동공간과의 연계배치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는 보행자가 . 

선호하는 중로나 소로 위주의 보행공간과 일치하지 않아 보행 측면에서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도 밝혀졌다 최이명 또한 큰 위계의 가( , 2013). 

로일수록 통과 교통량이 많고 차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거지에 배치될 경

우 보행활동의 안전성이 감소된다, (Mehaffy et al, 2010; Speck, 2015; Lee 

et al, 2018)  

국지도로2) (Local Street)

국지도로는 전반적인 도로망 체계가 구축된 후 주로 블록을 구획하거나 단, 

13)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의 규모별 위계는 대로 이상 중로 미만 소로 미만 (25m ), (12~25m ), (12m )
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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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진입을 위해 배치되는 도로이다. 

국지도로의 형태에 따라 지역 내 통과교통을 완전히 제어하거나 가능하도

록 조절할 수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된 공간을 구축하거나 보행자 이동성

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예로 골목길과 같은 컬데삭, 

형 국지도로는 근린계획 모형의 초기 사례인 래드번(Cul-de-sac) , (Radburn)

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

인데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통과교통이 없어 보행의 쾌적성과 안정성이 모두 , 

확보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반면 최근에는 자동차와 보(Patricios, 2002). , 

행자의 분리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지 진입로를 지하화하여 지상의 공간

을 자동차가 없도록 구축하는 방식도 발견된다 이지은 외 그러나 근( , 2017). 

린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인식될 수 있는 조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주지로부터 주요 시설로까지 연속성 있는 가로를 구성하는 것이 보행유발 

측면에서는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박소현 외 최이명( , 2008; ; 

서한림 이에 따라 그리드 형태의 국지도로2013; ; 2013; Speck, 2015), (grid) 

가 제안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CMHC, 2008; Parolek et al, 2008).

보행축3) (Pedestrian Axis) 

보행축은 자동차 동선으로부터 보행자 동선을 분리시켜 보행자만 통행 가 

능하도록 만든 보행자 중심의 가로를 의미한다 이지은 외( , 2017). 

보통 주거지나 단지 중심을 관통할 수 있도록 배치되며 오픈스페이스와 같

이 자동차가 진입 불가능한 시설물과 연계 배치된다 이러한 계획형태는 근린. 

계획 모형의 초기 사례인 래드번 에서 처음 적용되었는데 이후로도 (Radburn) ,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보행활동을 더 많이 유발하기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보행축의 (Patricios, 2002; Alexander, 2009). , 

비활성화 문제가 거론되며 보행자 중심가로의 활성화 여부는 가로 주변의 시, 

설물 배치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러 가지 목적의 동. 

선들이 중첩될수록 가로의 활용 빈도가 높아져 보행활동이 더 활발히 일어나

기 때문이다 박소현 외 최이명 서한림(Gehl, 2008; , 2008; , 2013;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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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시설물3.2.3. (Neighborhood Facilities) 

녹지시설1) (Green)

녹지시설은 보통 공원 오픈스페이스 광장 등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근린의 , , ,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계획요소이며 전통적으로는 아이들이 안전, 

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Patricios, 2002; Teo, 1996; Barton, 

특히 공원의 경우 주거지 내 위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2000). , , 

분되는데 첫째 소규모 공원은 어린이 공원과 같이 위계가 가장 작은 공원을 , , 

의미한다 둘째 근린공원은 소규모 공원보다 위계가 큰 근린 중심의 공원을 . , 

의미한다 셋째 중앙공원은 근린공원보다 위계가 큰 주거지 중심의 공원을 . , 

의미한다.

한편 근린 내 공원의 배치 위치 및 형태에 따라 보행활동의 유발정도와 밀, 

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으로 는 성공적인 . Jacobs(1961) , 

근린공원의 형태는 용도가 혼합된 곳에 작은 공간을 활용한 유형으로 보았는

데 규모가 큰 공원이 잠재적 범죄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 

다 한편 신도시 근린공원의 형태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근린 내 여러 . , , 

개로 분산되는 소규모 점적 공간구성도 의미가 있으나 먼 거리로의 보행유발 , 

측면에서는 근린 중심에 집중된 큰 규모의 근린공원의 배치가 보다 유리한 환

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오병록 정성원( , 2009; , 

2010).   

상업 및 서비스 시설2) (Commerce & Service)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은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설물로 주거지 내 위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소규모 상업시설은 세탁소 약국 슈퍼 편. , , , , 

의점 등 이용빈도가 높고 위계가 가장 작은 상점을 의미한다 둘째 근린상업. , 

시설은 학원 마트 커피전문점 소규모 음식점 등 여러 종류의 상가를 종합한 , , , 

시설물군으로 근린의 중심에 배치되며 보다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한다 셋째. , 

중심상업시설은 백화점 대형상가 큰 음식점 병원 등 위계가 가장 큰 상점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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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근린계획 초기에는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명확히 구분하고 근린의 외곽에 분리배치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 

한 구분이 결국 자동차 중심의 생활을 부추기고 보행활동을 저하시킨 원인으

로 간주되며 주거건물과 상업 및 서비스시설을 조합배치하는 용도혼합의 계, 

획형태가 시도되고 있다 한편 근린 간 교류활동을 유발(Parolek et al, 2008). , 

하기 위해 근린의 경계가로에 상업시설을 배치하는 조직방법도 활용되는데, 

경계가로의 위계를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해당 계획방식의 작동여부와 관련

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Barton, 2000, Edwards, 2001). 

학교시설3) (School)

학교시설은 의무교육시설인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 , 

하워드 의 전원도시 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로 페리(Howard) (Garden city) , 

모형에서는 근린의 크기를 초등학교 개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범(perry) ‘ 1

위 로 지정할 만큼 근린계획 모형의 필수적인 계획요소로 간주되었으며 지금’ , 

까지도 동서를 막론하고 학교를 바탕으로 하는 영역 즉 학군은 근린의 경계, , 

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박소현 외( , 2015).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들이 걸어서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오픈스페, 

이스와 함께 자동차 통행이 적은 곳에 배치하는 방식이 당연한 계획방식으로 

간주되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보통 인구수를 고려하여 근린이 중첩되는 곳, ·

에 배치하는 특성이 발견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가 적극적인 보행유발 시. 

설물로 인식되며 다양한 시설물들과 조합된 형태로 중심가로 옆에 배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권혁삼 외( , 2008; Le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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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3.3. 

분석구조 3.3.1. 

분석구조는 장에서 분석항목별로 각 나라에서 나타나는 근린계획 모형의 , 4

조직방법을 살펴보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의 순서를 의미하며 이는 근린계획 , 

모형의 설계과정을 참고하였다 즉 근린계획 모형은 사례마다 추구하는 다양. , 

한 계획개념 을 바탕으로 근린의 물리적 환경요소를 특정 형태로 배치 연결‘ ’ , 

하여 공간을 조직 하고 도시환경에 적용되었을 때 실제로 발현되는 양상이 ‘ ’ , ‘ ’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방법과 관련하여 보행논. ‘

의 가 제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분석구조로 활용하였고 구체적’ .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참조( 3-2 ).

 

조직방법1. 

근린 내 물리적 
환경요소의 배치 및 
연결방법  

 

계획개념2. 

설계를 위한 기본 원칙

 

적용양상3. 

조직방법을 도시환경에 
적용했을 때 실제로 
발현되는 양상   

 

보행관점 해석 4.

조직방법과 관련된 
보행논의

표 분석구조3-2 

 

첫째 조직방법은 근린 내 물리적 환경요소의 배치 및 연결방법에 관한 것, ‘ ’

이다.

둘째 계획개념 은 설계를 위한 기본 원칙을 의미한다, ‘ ’ .

셋째 적용양상은 조직방법을 도시환경에 적용했을 때 실제로 발현되는 양, ‘ ’

상을 의미한다. 

넷째 보행관점 해석 은 조직방법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보행논의에 , ‘ ’

관한 것이다. 

아울러 분석항목의 공간적 범위는 보행권단위에서 블록단위 단지단위까지 , ,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그림 참조(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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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석항목의 공간적 범위3-1 

 

조직방법의 형태적 특징 도식화 과정3.3.2. 

앞서 구축한 분석항목 및 분석구조를 활용하여 분석대상에 관한 문헌고찰

을 통해 근린계획 모형의 조직방법을 이해한다 표 참조 이를 시각적인 ( 3-3 ). 

자료로 구축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의 계획도면이나 지도를 그림 와 같이 동일한 표현기법, 3-2

을 이용해 시각화하였다. 

둘째 사례 간 발견되는 다양한 조직방법을 계획원칙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 

해 실제 도시형태를 수평이나 수직형태의 도형으로 단순화하여 다이어그램화, 

한 개념도를 구축하였다.  

셋째 개념도를 통해 분석항목 별로 조직방법을 추출하였다, , . 

넷째 분석결과 조직방법 의 형태적 특징을 도식화된 자료로 구축하고 이를 , ( )

적합한 용어로 명명하였으며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도, 

모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네이버 다음의 , Google, , Street 

를 활용하였다 특히 북미의 경우 해당 모형이 실제로 적용된 대표적인 View . , 

도시사례14)를 분석하였다. 

14) 레드번 페리 - (Radburn, 1928): Radburn, NJ / (Perry, 1929): Phenox, A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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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획도면 및 지도 범례  3-2 

계획도면 지도1. or 단순화2.
계획요소의  3.
조직방법

도식화4.
다이어그램화( )

래드번(1928)

가장자리 강조형
(Edge-highlighted 

Form)

잠실(1975)

표 조직방법의 형태적 특징 도식화 과정3-3 

  

분석대상 3.4.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린계획 모형 은 북미 영국 싱가포르 서울의  2 , ‘ ’ , , , , 

다양한 주거지 개발 사례에 적용되었으며 특히 대규모로 진행된 소위 신도시, 

라 불리는 개발사업에서 중점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신도(New Town) . 

시 개발은 팽창하는 도시에서 부족한 주택공급과 인구분산을 위해 시작되었

는데 신도시 조성에 있어 근린계획 모형이 활용된 각국의 도시 상황에는 서, 

로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 즉 북미나 영국의 신도시 개발은 산업화가 완성단. , , 

계에 이른 세기 초 교통 혼잡과 밀집된 도시의 열악한 주거 및 근무환경 20 , 

뉴 어바니즘의 폼 베이스 코드TODs(Transit-Oriented Developments, 1986): Pittsburgh, PA /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New Urbanism’s Form Based Codes): Santa Ana, CA / (Fused Grid 

System): Calgary,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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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으나 싱가포르나 서울의 신도시 개발은 급격한 산, , 

업화가 이루어지는 년대 년대에 개발과 성장을 추진하며 시작된 면이 1960 , 70

크다 한편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이 도시개발의 중요한 의제로 언급된 년. , 2000

대를 전후로 하여 네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보행친화를 앞세운 모형들을 집, 

중적으로 개발한 특성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의 시간 범위의 경우 네 나라에서 근린계획 모형이 활, 

용되기 시작한 주거지 개발과 신도시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년대 1900

초반부터 년대 초반까지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나라별 주거지 계획의 흐2000 , 

름은 주거지 개발의 시기적인 특성과 정책적 변화상황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 

시점을 고려하여 크게 개의 단계로 분류 가능하였다5 . 

나라별로 각 단계에 해당하는 대표사례를 추출하여 총 개의 사례를 선정20

하였으며 다음 장의 표 참조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본 논문의 주제와 관( 3-5 ), 

련하여 학계에서 활발히 인용되고 있는 논문 및 전문서적들에서 표 참( 3-4 

조 근린계획 모형을 이용한 주거지 개발사례 중 시기별 계획개념이 가장 잘 ) 

반영되었다고 반복적으로 인용된 사례이다 이들은 모두 서로 간의 영향관계. 

와 개별 특성을 설명해 보기에 적합한 사례들이다. 

분석대상 문헌

북미
Patricios(2002), Carlton(2007), Grammenos(2008), Parolek et al(2008), Jin(2010), 
Brody(2013) 

영국 Barton(2002), DCLG(2006), Alexander(2009), NWBicester(2014)

싱가포르 Teo(1996), Muhammad et al(2003), Hongyu(2013), Yuen(2013)

서울
공동주택연구회 강인호 권혁삼 외 이종화 오성훈 외(1999), (2000), (2008), (2009), (2014), 
이지은 외(2017)

표 시기별 대표 모형 사례선정에 관한 문헌연구 목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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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분석대상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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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사례3.4.1. 

북미에서 근린계획 모형이 주거지의 공간을 계획하는 기본단위로 활용된 

시기는 년대부터 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주거지 개발, 1920 2000 . 

세부흐름 사례 개념도 

1

근대적 도시계획 실행시기
년대(1920 )

도시 근대화 및 자동차 중
심의 도시 개발 계획이 이
루어진 시기

2

신도시 개발 및 주택 공급 
확대 시기

년대 초반(1930 ~
년대 후반1930 ) 

대공황 이후 건설 경기 활
성화와 주택건설기준의 향
상이 이루어진 시기

3

교외 개발 시기
년대 중반(1940 ~
년대 초반1950 )

차 대전 직후 교외 개발2
이 시작된 시기

4

교외 개발 확산 시기
년대 초반(1950 ~
년대 후반1960 )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한 재
생정책 중심의 교외개발 
시기

5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시기
년대 후반(1980 ~)

도시의 다양성과 보행중심
의 계획개발이 이루어진 
시기

표 근린계획 모형을 활용한 북미 주거지 계획의 흐름 및 시기별 대표 사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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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부흐름은 표 같이 크게 근대적 도시계획 실행시기 년대, 3-6 (1920 ); ⓵

신도시 개발 및 주택 공급 확대 시기 년대 초반 후반 교외 개발 (1930 ~ ); ② ③

시기 년대 중반 년대 초반 교외개발 확산 시기 년대 초(1940 ~1950 ); (1950④

반 년대 후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시기 년대 후반 로 구분가~1960 ); (1980 ~)⑤

능하다. 

북미의 경우 대표성을 가진 근린계획 모형이 수백 개에 다다르는 주거지 , 

개발에 적용되며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변용된 측면이 두드러지며 특히 프로, 

토타입 으로 활용된 근린계획 모형의 유형에 따라 크게 두 시기로 (prototype)

나누어진다 년대(Brody, 2013; Mehaffy et al, 2014, Lee et al, 2018). 1920

부터 년대 후반까지는 래드번 과 페리 모1960 (Radburn, 1928) (Perry, 1929) 

형이 적용되었고 년대 후반 이후로는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바탕으로 구, 80

상된 새로운 근린계획 모형으로, TODs(Transit-Oriented Developments, 

폼 베이스 코드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1986), (Form Based Codes, 1999), 

이 차례로 활용되었다(Fused Grid System, 2002) (Patricios, 2002; Jin, 

2010).   

따라서 구체적인 분석사례로 래드번 페리, 1) (Radburn, 1928), 2) (Perry, 

폼 베이스 코드1929), 3)TODs(Transit-Oriented Developments, 1986), 4)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Form Based Codes, 1999), 5) (Fused Grid System, 

을 선정하였다2002) (Birch, 1980; Patricios, 2001; Grammenos, 2008; Jin, 

2010; Mehaffy et al, 2010; Brody, 2013).  

래드번1) (Radburn, 1928) 

미국은 년대부터 도시의 근대화 작업이 진행되며 근대적 도시계획이 , 1920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계획의 주요 목표는 산업화로 열악해진 주거환경을 . 

극복하면서도 자동차 대중화 시기에 대응가능한 주거지를 개발하는 것이었, 

다 근린계획 모형은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설계방법론으로써 고안되었으며. , 

대표적으로 래드번 과 페리 모형이 있다(Radburn, 1928) (Perry, 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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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래드번 모형 3-3 (Radburn, 1928) 
(Birch, 1980)

  

그림 3-4  Radburn’s Overlapping 
neighborhoods (Patricios, 2002)

이중 래드번 은 스타인 과 라이트 에 의해 , (Radburn, 1928) , (Stein) (Wright)

구상된 모형이자 미국 뉴저지 주에 실질적으로 개발된 주거지 , (New Jersey) 

사례이다 그림 참조 특히 이 시기 주거지 계획의 경향을 바탕으로 자( 3-3 ). , 

동차 이동을 보다 원활히 하면서도 동시에 자동차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

안들이 구체적인 공간구성기법으로 나타났다 래드번은 이후의 근린계획 모형 .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표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린 단위를 반경 내외로 설정하고 근린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 800m , 

히 구분하기 위해 간선도로를 근린의 경계를 따라 둘러쌓았다 이는 자동차의 .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가능하다 둘째 학교를 근린의 중심. , 

에 배치하는 학군중심의 근린 단위 계획이 발견되었다 셋째 근린 내 통과교, . , 

통을 배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개의 단지 를 하나로 묶, (housing clusters)

어 대규모 블록 이른바 슈퍼블록 으로 구획하고 그 중심에는 큰 , (superblock)

규모의 오픈스페이스를 배치시켰다 이는 아이들이 걸어서 안전하게 학교에 . 

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거주민들의 사회적 교류 장소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 

가 내재되어 있다 넷째 유사한 맥락에서 내부 도로망을 낮은 위계의 도로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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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단지에 진입하는 도로를 골목길 형태의 컬데삭 으로 , (Cul-de-sac)

구획하였다 다섯째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도로로부터 보. , 

행자 가로를 분리시켰다 자동차와 보행자 동선의 분리개념을 실제로 적용시. 

킨 최초 주거지 개발 사례로 이후 영국의 신도시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 

다(Patricios, 2002; Alexander, 2009). 

아울러 래드번에서는 그림 처럼 규모가 큰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 근, 3-4 , 

린을 중첩시켜 보다 큰 위계의 주거지를 형성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는데 이는 , 

이후 나타난 주거지의 단계적 구성방식과 유사한 점으로 볼 수 있다

(Patricios, 2002). 

페리의 근린주구론2) (Perry‘s Neighborhood Unit, 1929)

페리의 근린주구론 은 클레런스 페리 (Perry‘s Neighborhood Unit, 1929)

에 의해 구상된 근린계획 모형으로 년 발표 이래 전 세(Clarence Perry) , 1929 , 

계적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다 그림 참조 당시 주거지 계획의 목표( 3-5 ). 

를 바탕으로 구상되었기 때문에 래드번 과 유사한 계획 특성(Radburn, 1928)

이 발견되면서도 차별화된 공간구성기법이 활용되었다 특히 산업용지로부터 . 

주거용지를 완벽히 분리시키고 근린을 하나의 독립된 자족적인 공간으로 구

축하고자 한 특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등장시기가 비슷하지만 두 모형은 별. 

개의 사례로 연구되고 있다 이후의 근린계회 (Birch, 1980; Patricios, 2002). 

모형 설계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린 단위를 반경 내외로 설정하고 근린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 400m , 

히 구분하기 위해 간선도로를 근린의 경계를 따라 둘러쌓았다 이는 자동차의 .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가능하다 둘째 근린 내 통과교통을 . , 

배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근린 내부의 도로체계를 대각선이나 곡선형으로 , 

구성하였다 셋째 유사한 맥락에서 상업시설을 근린의 외곽에 배치시켜 근린 . , , 

내부를 자동차로부터 완벽히 보호된 공간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넷째 학교. , 

를 기반으로 한 근린 단위 계획이 지속되며 커뮤니티시설과 함께 근린의 중, 

심에 배치시켜 생활의 중심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래드번 모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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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조직방법으로 오픈스페이스를 근린의 여러 곳에 분산배치하여 사회, 

적 교류활동이 근린 내 다양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페리 모형 3-5 (Perry, 1929) (Perry, 1929)

한편 미국은 년 대공황 이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인 신도, 1929

시 개발 및 주택 공급이 확대되었다 주택건설기준의 향상과 이를 위한 설계. 

지침서 개발은 이 시기 주거지 계획의 큰 쟁점사안이 되었다 이는 년에. 1931

서 년까지 래드번과 페리 모형을 포함한 다양한 근린계획 모형들이 양산1939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년부터 년까지 본격적인 교외개발이 추. , 1947 1954

진되는데 그 이유는 차 대전 직후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경험한 전후, 2

베이비 붐 세대들이 도심지로부터 벗어난 교외지역에 본인 소유(post-war) 

의 주택 구입을 열망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근린계획 모형은 보편적인 주. , 

거지 개발 도구로 더욱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무분별한 교외 확장, (urban 

과 자동차 중심의 도시환경을 만든 원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sprawl) (Parolek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근린계획 모형들이 양산되었으나et al, 2008). , 

설계의 근간에는 바로 페리 모형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Perry, 1929) 

(Brody, 2013; Mehaffy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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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페리 모형의 영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실제 주거지 개발 사례로, 

는 애리조나 주 의 피닉스 가 연구되고 있다(Arizona) (Phoenix) (Mehaffy et al, 

2014; Lee et al, 2018).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시3) TODs(Transit-Oriented Developments. 1986): 

기 년대 후반(1980 ~)

년대 중반부터 산업변환기에 접어들며 불량 주거지 철거와 공공주택 1960

슬럼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정부 주도로 시행된 과도한 도시개발로 인해 . 

기존의 도시가 파괴되어 환경문제를 일으켰고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문제점이 ,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전 시기부터 이어진 교외개발의 정책방향은 년대 . , 1960

후반이후 주로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한 재생정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 

배경에서 년대 후반부터는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이 중요한 도시 개발 의1980

제로 등장하며 도시의 다양성과 사람을 강조하는 주거지 개발이 추진되었다, . 

이에 따라 보행친화적인 근린 주거환경을 강조하는 모형으로써 

뉴 어바니즘의 폼 베이스 코TODs(Transit-Oriented Developments. 1986), 

드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Form Based Cods, 1999), (New Urbanism’s Fused 

이 개발되었다Grids System, 2002) . 

그림 모형3-6 TODs(Transit-Oriented Developments, 1986) 
(Calthorp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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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는 피터 캘도프, TODs(Transit-Oriented Developments. 1986) , (Peter 

에 의해 구상된 모형으로 그림 참조 보행유발을 도모하기 위Calthorpe) ( 3-6 ), 

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원칙이 처음 제시되었으며 궁, 

극적으로 이를 통해 근린 내 자동차 의존도를 감소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는 이전 시기의 근린계획 모형과 차별화(Carlton, 2007). TODs(1986)

된 계획원칙으로 압축개발 용도혼합 대중교통의 활, (compact development), , 

용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근린 단위를 고정된 것이 아닌 확장할 수 있는 계획, , 

단위로 간주하였다 공간구성기법으로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근린의 공간적 범위를 반경 내외로 구획하였다 둘째 도로체계, 600m . , 

를 방사형으로 구획하여 이를 통해 근린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대. , 

중교통역을 근린의 중심과 도로망의 교차지점 에 배치하였고 대(intersection) , 

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업시설을 근린의 중앙에 위치한 대중교, 

통역과 조합배치시켰다 넷째 용도혼합의 방법으로 공원 상업시설 업무시. , , , , 

설을 함께 배치하였다 특히 보행권 안에 업무시설을 포함시킨 것은 하워드. , 

의 직주근접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Carlton, 2007). 

모형의 영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실제 주거지 개발 사례로 펜실TODs 

베니아 주의 피츠버그 가 언급되고 있다(Pennsylvania) (Pittsburgh) (Lee et al, 

2018). 

뉴 어바니즘의 폼 페이스 코드4) (New Urbanism’s Form Based Code, 

1999)

뉴 어바니즘 은 페리 모형을 적용한  (New Urbanism, 1999) , (Perry, 1929) 

근대도시의 구조특성이 무분별한 교외 확장 과 자동차 중(Surburban Sprawl)

심의 도시환경 문제를 일으킨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행친화적, 

인 주거지 개발을 주장한 움직임이다 차별화된 계획원칙으로 (CNU, 1994). 

근린의 보행친화성 도로의 연결성 토지의 용도혼(walkability), (Connectivity), 

합 다양한 인종구성 다양한 주거유형 조합(Mixed-use), (Diversity), (Mixed 

디자인의 질 향상 전통적Housing), (Quality Architecture & Urba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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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린 구조로의 복귀 고밀도 개발(Traditional Neighborhood Structure), 

대중교통시스템 활용 지속가능(Increased Density), (Green Transportation), 

성 삶의 질 향상 을 제시하였다(Sustainability), (Quality of Life)

(www.newurbanism.org). 

그림 3-7 transect zones (Parolek et al, 2008)

그림 3-8 Form Based Codes’ neighborhoods 
(Parolek et al, 2008)

폼 페이스 코드 는 뉴 어바니즘이 내세우는 계획(Form Based Code, 1999)

원칙을 구체적인 공간구성기법으로 만든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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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참조 주거지 개발의 유형 에 따라 개 ( 3-7. 3-8 ). (transect zones) 6

단계-urban core zone/ urban center zone/ general urban zone/ 

로 구분하고 각 위계에 적합sub-urban  zone/ rural  zone/ natural zone , –

한 건물과 도시의 형태를  개6 -Public Space/ Building Form/ Frontage / 

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Block/ Building Type/ Architectural- . 

이전 시기와 차별화된 특성으로는 첫째 보행친화성 를 실현하, , (walkability)

기 위해 도로의 위계를 완화하였고 촘촘한 그리드 형태의 도로체계를 구축하, 

여 보행자와 자동차가 가장 작은 블록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근. 

린의 확장성을 의도한 계획특성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주거지와 상업시설. , 

의 용도분리를 지양하기 위해 주거건물의 층에 상업시설을 배치하였다, 1 . 

해당 모형의 영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실제 주거지 개발 사례로는 캘리

포니아 주의 산타아나 가 연구되고 있다(California) (Santa Ana) (Parolek et al, 

2008; Lee et al, 2018).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5) (Fused Grid System, 2002)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 은 캐나다에서 개발되어 (Fused Grid System, 2002)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모형으로 이지은 외 보행친화(Jin, 2010; , 2015), 

적인 근린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뉴 어바니즘 과는 차별화된 (New Urbanism)

계획방식을 주장하였다 그림 그림 참조( 3-9, 3-10 ).  

첫째 통과교통을 일부분 배제하기 위해 수 개의 단지를 블록화, , 

하였고 그리드 와 루프 형 그리고 쿨데삭(Quadarant) , (Grid) (Loop) , 

을 모두 융합적으로 이용한 가로체계를 구축하여 뉴 어바니즘(Cul-de-sacs)

의 모형이 지닌 한계점을 극복하려 했다 즉 뉴 어바니즘(Grammenos, 2002). , 

의 촘촘한 격자형 도로체계가 불필요한 도로개발비용을 증가시키고 쓰레기 

수거차량과 같은 통과교통을 유발해 보행자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

기 때문이다 둘째 인접한 근린과(CMHC, 2002; Grammenos et al, 2008). , 

의 연계성을 고려해 근린 간 교류활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십자형 시설물 축, 

을 근린 사이에 배치하였다 이는 보행활동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의도로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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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능하다 셋째 근린 사이에 위치한 시설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 , 

블록의 중앙에 오픈스페이스를 배치해 네트워크화시킴으로써 휴식공간이나 , 

버퍼존 역할로 국한되어 있던 공원의 역할을 확장시켰다(buffer zone) . 

해당 모형의 영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실제 주거지 개발 사례로는 캐나

다 알버타 주의 캘거리 가 연구되고 있다(Albata) (Calgary) (CMHC, 2008; 

Lee et al, 2018).

그림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3-9 (Fused Grid 
모형System, 2002) 

(Grammenos et al, 2008)

   

그림 3-10 The Structure’s of  the Fused Grid
  (Grammenos et al, 2008)

  

영국 사례3.4.2. 

영국에서 근린계획 모형이 주거지 계획의 기본단위로 활용된 시기는 1940

년대 중반부터 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주거지 개발의 세부흐1990 . 

름은 표 과 같이 크게 기 신도시 개발 시기 년대 중반 년대 3-7 , 1 (1940 -1950⓵

초반 실행 시기 년대 초반 년 후); Expanded Towns Program (1950 -1950②

반 기 신도시 개발 시기 년대 초반 년대 중반 기 신도시 ); 2 (1960 -1960 ); 3③ ④

개발 시기 년대 중반 년대 초반 에코타운 개발 시(1960 -1970 ); (Eco-Town) ⑤

기 년대 후반 로 나누어진다(1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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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대표적인 분석사례로는 할로우 후크1) (Harlow, 1947), 2) (Hook, 

런컨 밀튼 케인즈 비1957), 3) (Runcorn, 1964), 4) (Milton Keynes, 1967), 5)

세스터 를 선정하였다(NW Bicester, 2009) (Barton, 2000; DCLG, 2006; 

Alexander, 2009). 

세부흐름 모형 개념도 

1

기 신도시 개발 시기1
년대 중반(1940 ~
년대 초반1950 )

런던의 인구분산을 위한 
런던 근교를 중심으로 저
밀도의 전원도시를 개발한 
시기

2

Expanded Towns 
실행 시기Program 

년대 초반(1950 ~
년 후반1950 )

기존의 도시 확장을 위한 
‘Expanded Towns 

이 실행된 시기 Program’

3

기 신도시 개발 시기2
년대 초반(1960 ~
년대 중반1960 )

자동차 및 다양화된 운송
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도
시 개발의 시기

4

기 신도시 개발 시기3
년대 중반(1960 ~
년대 초반1970 )

지방개발을 위한 거점도시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

5

에코타운(Eco-Town) 
개발시기

년대 후반(1990 ~)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의 강
화로 미래사회를 위해 친
환경 개발을 추구한 시기

표 근린 계획 모형을 활용한 영국 신도시 계획의 흐름 및 시기별 대표 모형 사례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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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우 기 신도시 개발 시기 년대 중반 년대 1) (Harlow, 1947): 1 (1940 -1950

초반) 

년대 중반에는 런던의 과밀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1940 . , 

런던에 집중된 인구를 런던 근교로 분산시키고자 한 기 신도시가 본격적으1

로 시작되었다 당시 런던은 밀집된 인프라로 인해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 . 

열악한 도시환경 문제를 겪고 있었다 때문에 이 시기에 만들어진 신도시는 . 

하워드가 추구하고자 했던 전원 속 도시 계획개념을 적용하여 저밀도 위주의 

주거지 개발 특성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기 신도시 사례로는 스티브네지. 1

할로우 웰린 가든 시티(Stevenage, 1946), (Harlow, 1947), (Welwyn Garden 

콜비 등이 있다City, 1948), (Corby, 1950) . 

그림 할로우3-11 (Harlow, 1947) Master plan 
(Alexander, 2009)

이중, 할로우(Harlow, 1947)는 영국 남동부의 에식스 주에 위치하(Essex) 

고 있으며 런던 중심부로부터 약 떨어져있다 그림 참조 기 , 30km ( 3-11  ). 1

신도시 중 하워드의 전원도시 계획개념이 가장 잘 구현된 사례로 언급되고 있

으며 관련된 특성으로는 나무나 공원을 근린과 단지의 경계를 따라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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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치해 전반적으로 녹지가 풍부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직주근접의 , 

특징도 나타난다 한편 할로우는 북미의 초기 모형과 차별(Alexander, 2009). , 

화된 계획방식을 활용한 전형적인 사례로 근린의 단계적 구성방식과 시설물, 

들을 조합배치시키는 특성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개의 하부 생활단. , 2-3

위가 모여 하나의 근린을 구성하고 다시 개의 근린이 모여 전체 주거지를 , 4

구성하는 식이다 따라서 근린에는 개의 작은 중심지. 2-3 (Neighborhood 

와 한 개의 큰 중심지 가 구축되었으며Sub-center) (Neighborhood Center) , 

각 중심지에는 학교시설 상업시설 오픈스페이스를 함께 배치시켜 생활의 구, , 

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후크 실행 시기 년대 초반2) (Hook, 1957): Expanded Towns Program (1950

년 후반-1950 ): 

년대 초반부터 영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주택부족 문제가 1950

심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오래된 도시들을 확장하는 정책으로, 

서 이 실행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도시 사‘Expanded Towns Program’ . 

례로는 컴버놀드 후크 등이 있다(Cumbernauld, 1956), (Hook, 1957) . 

이중, 후크 (Hook, 1957)는 영국 남부의 햄프셔 주에 위치하고 (Hampshire) 

있으며 런던 중심부로부터는 약 떨어져있다 그림 그림 참, 60km ( 3-12, 3-13 

조 실제로 지어지지는 않았으나 영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신). , 

도시 계획으로 언급된다 이 시기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자동(Barton, 2000). 

차와 대중교통과 같은 운송수단을 더욱 발달시켜 먼 거리로의 이동성을 향상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보행권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이전 시기의 도. 

시 구조가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전호철 이에 ( , 2008), 

따라 후크에서는 전반적인 주거지의 형태가 선형으로 확장된 특성이 나타났

다 특히 후크 개발에는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특성이 두드러지는데. , , 

래드번에서 제시된 보차분리 계획기법이 더욱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즉. , 

버스나 자동차는 근린의 경계를 우회하도록 하고 근린의 중심을 관통하는 보, 

행축을 따라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근린 내 보행유발을 도모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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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계획특성은 영국 옛 도시에서 발견되는 개념과도 . ‘High Street’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Barton, 2000).  

그림 후크 모형3-12 (Hook, 1967) 
         (Barton, 2000)

  

그림 후크3-13 (Hook, 1967) Master
plan (Barton, 2000)

런컨 기 신도시 개발 시기 년대 초반 년대 중3) (Runcorn, 1964): 2 (1960 -1960

반)  

년대 초부터 자동차 보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운송수단은 더1960

욱 다양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기 , 

위해 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기 신도시 사례로는 스켈머즈2 . 2

데일 텔퍼드 런컨 등(Skelmersdale, 1961), (Telford, 1963), (Runcorn, 1964) 

이 있다. 

이중, 런컨(Runcorn, 1964)은 기 신도시 중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2

사례로 영국 중부의 체셔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런던 중심부로부, (Cheshire) , 

터는 약 떨어져있다 그림 그림 참조 특히 대중교통과 265km ( 3-14, 3-15 ). 

같은 운송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근린계획 모형 설계에 나타나는데 이, 

는 북미의 사례에 비해 시기적으로 뒤늦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전시기의 단계적 구성방식이 지속되며 여러 개의 근린이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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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엮여 전체 주거지를 형성하는데 근(a string of neighborhood ‘beads’) , 

린의 중심을 관통하는 버스전용도로가 여러 개의 근린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구축하기 . , 

위해 통과교통을 제한하고 학교시설 상업시설 오픈스페이스를 근린의 중심, , 

에 위치한 버스정류장과 조합배치한 계획방식은 근린의 중심성이 강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 런컨 모형3-14 (Runcorn, 1964) 
(RDC, 1967)

  
그림 런컨3-15  (Runcorn, 1964) Diagram of

Town Structure (RDC, 1967)

밀튼 케인즈 기 신도시 개발 시기 년대 중반4) (Milton Keynes, 1967): 3 (1960

년대 초반-1970 )

년대 중반부터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거점도1960

시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 신도시의 대부분이 런던 외. 3

곽에 대규모의 주거지로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기 신도시 사례로는 밀튼 케, . 3

인즈 피터버러 노샘프턴(Milton Keynes, 1967), (Peterborough, 1967), 

워링턴 등이 있다(Northampton,1968), (Warrington, 1968) . 

이중, 밀튼 케인즈 (Milton Keynes, 1967)는 영국 남동부의 버킹엄셔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런던 중심부로부터는 약 떨(Buckinghamshire) , 60km 

어져있다 그림 참조 주거지 개발면적 확대와 자동차 중심의 도시개발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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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에 적합한 방식으로서 격자형 도로망 체계가 적용되었으며 근린은 차선, 4

으로 구성된 자동차 전용도로로 구획되는 계획특성이 나타난다 시설물 배치. 

계획으로 이전 시기와는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데 근린 내 활용을 염두해 주, 

로 생활단위의 중심에 배치되었던 학교시설과 상업시설이 인접한 근린과의 

교류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근린 외곽으로 이전배치되었다 그러나 근린의 사. 

방을 둘러쌓은 간선도로에 의해 계획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

다(Edwards, 2014).

그림 밀튼 케인즈3-16 (Milton Keynes, 1967) Master plan 

비세스터 에코타운 개발 시기 년대 5) (NW Bicester, 2009): (Eco-Town) (1990

후반-)

년대 후반부터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강화되며 미래사회를 위한 친1990

환경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에코타운 계, (Eco-Town) 

획개념이 탄생하였다 에코타운은 영국 정부의 지원 하에 활발하게 진행 중인 . 

신도시 개발사업의 새로운 계획개념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도시 차원에서 대, 

응할 수 있도록 개발목표를 설정하였다 년에 공식적으로 처(Lee, 2013). 2007

음 발표된 후 년 최종 개의 시범 대상지, 2009 4 -Whitehill Bordon, St. Austell, 

North-West Bicester, Rackheath-15)가 확정되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와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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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탄소가 없는 도시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총 (Carfree and Carbon-free) , 13

개 항목의 계획원칙16)이 만들어졌다. 

비세스터(NW Bicester, 2009)는 에코타운의 계획개념이 반영된 최초의 개

발사례이다 영국 남부의 옥스퍼드셔 주에 (NWBicester, 2014). (Oxfordshire) 

위치하고 있으며 런던 중심부로부터는 약 떨어져있다 그림 그, 80km ( 3-17, 

림 참조 에코타운 개발사업의 대상지로 선택된 비세스터3-18 ). (NW 

는 비세스터의 북서측을 확장시킨 지역이다 녹지면적을 늘리Bicester, 2009) . 

고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거지를 여러 방향으로 관통하는 보행녹지

축 그린네트워크 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주거지로부터 중심시설물까지 접근 ( ) , 

가능하도록 하고 직주근접을 위해 근린 안에 업무시설을 배치시켰다, 

(NWBicester, 2014).

그림 비세스터 모형3-17 (NW Bicester, 2009) 
(NWBicester, 2014)  

그림 비세스터3-18 (NW Bicester, 2009) Master
Plan (NWBicester, 2014)

 

15) 에코타운의 최종 선정지는 수도 런던으로부터 반경 안에 위치하며 개발지 주변으로  50~300km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졌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Lee, 2013). 

16) 영국의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제시하는 공식적인 기관  TCPA(Town and Country 
Planning Association)에서 만든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의 항목은 탄소제로13 (a), 
기후변화(b) 주거, (c) 고용, (d) 교통, (e)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f) 지역서비스, (g) 그린인프라,  (h) 자연, 
역사환경(i) 생물다양성, (j) 수자원, (k) 침수위험관리, (l) 폐기물, 이다(m) . 이 중 각 항목별로 근린환경 
위계에 속한 내용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에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구축.- (b), 
혼합용도의 커뮤니티 구축과 대중교통 접근가능성 강화 도보 분 이내에 대중교통 및 근린 서(d), 10
비스 시설 배치 어린이들의 보행환경 보장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거주민의 건강한 선택 , (e), 
보장 최소 의 녹지공간 확보와 다기능적인 녹지시설 유형 제공(f), 4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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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례3.4.3. 

싱가포르에서 근린계획 모형이 주거지 계획의 기본단위로 활용된 시기는 

년대 후반부터 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주거지 개발의 1950 2000 . 

세부흐름은 표 과 같이 크게 신규 공영주택 공급 확대 시기 년대 , 3-8 (1950⓵

후반 년대 후반 단지계획 정립시기 년대 건축적 특성 강화 ~1960 ), (1970 ), ② ③

시기 년대 계획 정비 및 개선 시기 년대 초반 년대 후반(1980 ), (1990 ~1990 ), ④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시기 년대 후반 년대 초반 로 구분가능하(1990 ~2000 )⑤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약 개의 지역 이 개발되었고 주거지 55 (Planning Areas) , 

개발의 흐름은 프로토타입 으로 활용된 근린계획 모형의 유형변화(prototype)

와도 그 궤를 함께한다 즉 년대 후반에서 년대 후반에는 초기 신. , 1950 1960

도시 개발 모형 이 적용되었으며 년대에는 신(Initial New Town Model) , 1970

도시 위계적 구조 모형 이(Structural Model of Singapore New Town) , 1980

년대에는 후기 신도시 위계적 구조 모형(Advanced Structural Model of 

이 년대 이후에는 북미의 모형이 Singapore New Town) , 1990 TODs(1986)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시기별 대표적인 분석사례로는 토아 파요1) (Toa Payoh, 1965), 

탬피니스 부킷 바톡 셍캉2) (Tampines, 1978), 3) (Bukit Batok, 1981), 4)

펀꼴 을 선정하였다(Sengkang, 1991), 5) (Punggol, 1996-2011) (Field, 1992; 

Teo, 1996; Muhammad et al, 2003; Hongyu, 2013; Yue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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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흐름 시기별 대표 모형 개념도 

1

신규 공영주택 공급 
확대 시기

년대 후반(1950 ~
년대 후반1960 )

도시의 정비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
기

2
단지계획 정립시기

년대(1970 )

3
주거지 계획의 특성 
강화 시기 

년대(1980 )

4

계획 정비 및 개선 시기
년대 초반(1990 ~
년대 후반1990 )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계획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발전 
및 정착된 시기

5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시기

년대 후반(1990 ~
년대 초반2000 )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의 
시기

표 근린 계획 모형을 활용한 싱가포르 신도시 계획의 흐름 및 시기별 대표 모형 사례3-8 

토아 파요 신규 공영주택 공급 확대 시기 년대 후1) (Toa Payoh, 1965): (1950

반 년대 후반~1960 ) 

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도시 정비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신1950

도시 개발사업이 착수되었다 이 시기 주거지 개발의 목표는 주택부족과 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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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빠른 시간에 값싼 주택을 공급하고 , 

중앙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는 것이었다. 

특히 체계적으로 계획된 신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공간구성기법으로 그림 

의 초기 신도시 개발 모형 이 만들어졌는데3-19 (Initial New Town Model) , 

여기에는 하워드 의 전원도시에서 나타난 근린의 거주 및 업(Howard, 1989)

무기능 확보와 근린 단위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

다(Teo, 1996; Muhammad et al, 2003; Hongyu, 2013)  

토아 파요(Toa Payoh, 1965)는 초기 신도시 개발 모형(Initial New Town 

을 바탕으로 지어진 최초의 주거지 개발 사례이다 따라서 전체 주거Model) . 

지의 공간위계를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중심시설물을 두 개의 위계로, 

분리하였고 학교시설 상업시설 공(Town Center/ Neighborhood Center) , , , 

원을 근린 단위로 반복 배치한 특성이 발견된다(Teo, 1996; Ibrahim et al, 

이러한 특징은 영국의 신도시 개발에서 나타난 단계2003; Hongyu, 2013). 

적 구성방식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Brian, 1992; Muhammad et al, 

2003).  

그림 3-19 Initial New Town Model (Hongyu,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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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피니스 단지계획 정립시기 년대2) (Tampines, 1978): (1970 ) 

년대 들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주택공급문제는 여1970 , 

전히 신도시 개발의 중요한 쟁점사안으로 여겨졌고 사회기반시설 확충문제도 , 

함께 대두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산층이 . , 

확대되었고 이들은 주거지 계획의 핵심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주거지의 레저 , . 

기능을 보강하고 규모가 크고 질 좋은 아파트가 제공되었으며 단지 내에서 , , 

다양한 시설물들을 향유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계획들이 고안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년에는 이전 시기의 모형을 발전시킨 그림 의 1978 , 3-20

신도시 위계적 구조 모형 이 정‘ (Structural Model of Singapore New Town)’

립되었다 이는 주거지의 공간위계를 단계 하부 생활단위. 3 -Precinct( )/ 

근린 단위 주거지 단위 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Neighborhood( )/ Town( )- ,17) 

보다 작은 위계의 생활중심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 계획단위로 

를 도입하고 주민광장 놀이터 농구장 소규모 식음료 판매 공간 등‘Precinct’ , , , , 

의 주민시설물을 의 중심에 배치하였다Precinct (Muhammad et al, 2003; 

이 시기의 대표적인 도시 사례로는 앙 모 키오Hongyu, 2013). (Ang Mo 

베독 클레멘티 주롱Kio, 1973), (Bedok, 1973), (Clementi, 1974), (Jurong 

등이 있다East and West, 1979) . 

이중, 탬피니스 는 싱가포르의 동측 에 위치(Tampines, 1978) (East Region)

한 지역으로 신도시 위계적 구조 모형을 적용한 최초의 주거지 개발 사례이, ‘ ’

다 다양한 근린생활시설물들이 단위로 배치되는 특(Hongyu, 2013). precinct 

성이 발견되며 이는 를 중심으로 사회적 교류를 유발하고자 한 계획, precinct

특성이 발현된 것이다(Teo, 1996; Hongyu, 2013). 

17) 명이 거주하는 면적 의 공간단위이다- Town: 125000~25000 625ha . 
는 명이 거주하는 면적 의 공간단위로 내 개의 - Neighborhood 20000~30000 800ha , Town 5~6

가 구성된다Neighborhood . 
는 명이 거주하는 면적 약 의 규모의 공간단위로 내 - Precinct 2500-5000 10~15ha , Neighborhood 

개의 가 구성된다6~7 Precin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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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The hierarchical layout of Singapore's new town model (Hongyu, 2013)

부킷 바톡 건축적 특성 강화 시기 년대3) (Bukit Batok, 1981): (1980 )

이전 시기에 양산된 아파트 단지들이 개성없는 형태로 일관됨에 따라 1980

년대 초반부터 아파트의 건축적 형태와 단지 특성을 다양하게 구축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건물 재료 및 색채 스카이라인 공원과 부대 . , , , 

시설물들이 아파트 단지의 정체성 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identity)

계획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신도시 위계적 구조 모형(Structural Model of Singapore 

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진보하였다 그림 참조New Town) ( 3-21, 3-22 ). 

첫째 중심의 생활공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원의 위계를 단계, Precinct 3

로 세분화하고 소규-Town park/ Neighbourhood park / Precinct garden- , 

모 공원을 기존의 주민생활시설물과 조합배치하였다 둘째 의 중앙을 . , precinct

관통하는 보행축을 만들어 모든 위계의 공원이 이를 통해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도시사례는 우들랜드 부킷 바톡(Woodland, 1981), (Bukit 

세랑군 파스 리스 비샨Batok, 1981), (Serangoon, 1983), (Pasir Ris, 1983), 

등이 있다(Bishan, 1984) (Teo, 1996; Hongyu, 2013).   

이중 부킷 바톡 은 싱가포르의 서부 에 , (Bukit Batok, 1981) (West Region)

위치한 지역으로 년대 주거지 계획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로 언급된다 즉, 80 . , 

획일적인 단지의 모습을 탈피하고 개성있는 단지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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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형을 살린 오픈스페이스 조깅트랙 호수 등 다양한 종류의 공원시설이 , , 

구축되었다 무엇보다 소규모 공원이 의 중앙을 관통하는 (Teo, 1996). , precinct

보행축을 따라 선형으로 배치되어 간 연계성을 강화한 특성이 두드precinct 

러진다.     

그림 3-21 Advanced New Town Model
(Hongyu, 2013)

그림 3-22 Pedestrian network  
(Curtis et al, 2014)

셍캉 계획 정비 및 개선 시기 년대 초반 년대 4) (Sengkang, 1991): (1990 ~1990

후반)  

년대 들어 기존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 및 개선문제가 강조되며 규모1990 , 

가 작고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 

대중교통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식을 추구하게 만들어, 

기존의 근린 주거환경 계획에 대한 변화도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 이전과는 . , 

판이하게 다른 계획방식으로써 북미의 TODs(Transit Oriented 

계획개념을 도입하여 근린의 중심성을 강조하였다 그림 Developments) ( 3-23 

참조 즉 가로를 따라 배치되던 상업시설을 큰 몰 형태로 대중교통역과 ). , (mall)

조합하여 근린의 중심에 배치하는 새로운 접근방식들이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 

주거지 사례로는 샘바왕 셍캉 이 있다(Sembawang, 1990), (Sengkang, 1991) . 

이중 셍캉 은, (Sengkang, 1991)  근린 단위의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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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일건물 형태의 복합시설물을 근린의 중심에 배치한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의 계획개념을 반영해 근린의 중심을 따(Hongyu, 2013). TODs(1986) , 

라 순환하는 를 설치하여 근린 단위의 대중교통생활 LRT(Light Rail Transit)

유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는 싱가포르 전체를 통과하는 . MRT(Mass Rail 

와도 연계된다Transit) . 

그림 셍캉3-23 (Sengkang, 1999) Master plan (www.sengkang.com)

펀꼴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시기 년대 후반 년5) (Punggol, 2011): (1990 ~2000

대 초반)

싱가포르는 부족한 토지면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년대 초반부터 지2000

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 

사회를 위한 친환경 개발을 강조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Eco-town 

으며 더 높은 고층주거형태 중심의 주거지 개발과 자동차 사용을 감소시키기 ,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활용에 대한 이전 시. , 

기의 계획기조가 이어졌으며 또한 보다 작은 위계의 공간에서 커뮤, precinct 

니티 활동 유발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아파트 단지 중심의 계획들이 강조되, 

었다(Hongyu, 2013).

펀꼴(Punggol, 2011)은 사업의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된 첫 사례이Ec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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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참조 녹지면적 증가를 위해 아파트 단지의 지상공간을 자동차 ( 3-24 ). 

없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차타워의 상부공간을 오픈스페(vehicle free) , 

이스로 계획하는 경향도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아파트의 고밀도 경향이 강화. 

됨에 따라 건물과 건물을 잇는 스카이 브릿지형 공원도 등장하였다(Yuen, 

대중교통역의 배치거리가 내외로 짧아지며 이웃한 근린과 중첩2013). 300m 

되는 곳에 배치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 중심의 계획은 단지의 규. 

모를 줄여 블록 내 구획되는 아파트 단지의 수를 늘리고 단지 중심마다 오픈, 

스페이스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그림 펀꼴3-24 (Punggol, 2011) Master plan
(newpropertydream.com)

서울 사례3.4.4.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 근린계획 모형이 주거지 계획의 기본, 

단위로 활용된 시기는 년대 초반부터 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다1960 2000 . 

이 시기 주거지 개발의 세부흐름은 표 와 같이 크게 공동주택단지 , 3-9 , 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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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작 시기 년대 초반 년대 후반 아파트 공급확대 시기(1960 ~1960 ), ②

년대 초반 년대 후반 대규모 택지개발 시작 시기 년대 (1970 ~19070 ), (1980③

초반 기 신도시 개발 시기 년대 후반 년대 후반 기 신도), 1 (1980 ~1990 ), 2④ ⑤

시 개발 시기 년대 후반 년대 초반 로 구분가능하다 (1990 ~2000 ) . 

세부흐름 모형 개념도 

1

공동주택단지 건설 시작 
시기

년대 초반(1960 ~
년대 후반1960 )

서울의 근대적 도시계획이 
시작된 시기

2

아파트 공급확대 시기
년대 초반(1970 ~
년대 후반19070 )

서울의 주택부족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아파트 중심
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기

3

대규모 택지개발 시작 
시기

년대 초반(1980 )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개발
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

4

기 신도시 개발 시기1
년대 후반(1980 ~
년대 후반1990 )

인구분산 정책을 위해 수
도권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시기

5

기 신도시 개발 시기2
년대 초반(2000 ~)

삶의 질 강조와 친환경 
도시환경의 조성 시기

표 근린 계획 모형을 활용한 서울 신도시 계획의 흐름 및 시기별 대표 모형 사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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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많은 도시가 개발되었고 근린계획 모형은 주거지 사, 

례별로 개발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 대표적인 분석사례로는 이촌. 1)

잠실 목동 분당 동탄 을 선정하였(1966), 2) (1975), 3) (1983), 4) (1989), 5) (2001)

다 공동주택연구회 강인호 권혁삼 외 이종화 공( , 1999; , 2000; , 2008; , 2009; 

동주택연구회 오성훈 외 이지은 외, 2010; , 2014; , 2017).

이촌 공동주택단지 건설 시작 시기 년대 초반 년대 후1) (1966): (1960 ~1960

반)  

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공업화 정책 추진에 의해 도시인구가 증가함에 1962

따라 도시지역에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즈, . 

음에 근대적 주거지 계획에 관한 외국의 이론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페리, , 

모형의 개념과 계획원칙들이 주택공사가 이끄는 주거지 개발사업에 (1929) 

일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연구회( , 1999). 

그림 이촌 개발계획도 공동주택연구회3-25 (1966) ( , 1999)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3-25 , 이촌(1966)은 동부 이촌동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개발한 곳으로 주택공사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페리, (Perryy, 1928)

의 모형에서 나타나는 개념과 계획원칙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주거

지의 초기 사례로 여겨진다 공동주택연구회 이촌에서 나타나는 근린 ( , 1999). 

단위는 주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계적 구성방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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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주거지 개발과는 다르지만 근린 중심에 학교 상업시설을 배치시켜 근, , 

린의 중심성을 강조한 부분이 페리 모형의 일부 영향으로 여겨진다 공동주택(

연구회 전호철 또한 노선상가 즉 아파트 단지의 경계가로에 , 1999; , 2008). , 

위치한 주거동의 층을 따라 상업시설을 배치하는 계획특성이 나타났는데 이1 , 

는 영국의 후크 모형과도 유사한 부분으로 당시 선형적인 근린(Hook, 1957) 

계획 구성방식에 대한 개념이 있던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 

잠실 아파트 공급확대 시기 년대 초반 년대 후반2) (1975): (1970 ~19070 )

년대에는 지방에서 서울로의 인구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1970

심의 주택부족 문제가 심화되었다 우리나라에 아파트 위주의 공급정책이 확. 

대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량의 주택을 빠른 속도로 ,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지구 제도가 실행되면서 부터로 볼 수 있다 ‘ (1972)’ . 

특히 강북지역에 비해 개발부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강남지역을 위주, 

로 아파트 단지가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한편 이 시기 주거지 개발에는 페리 모형의 본격적인 적용시도가 이루어진, 

다 이에 따라 페리 모형에서 제시된 개념들이 아파트 단지 개발에 용이한 개. , 

념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나타난다 즉 보행권을 바탕으로 구축된 근린 단위. , 

가 블록 및 단지 단위와 동일한 위계로 해석되며 이후의 도시 공간구조가 대

규모의 블록으로 재편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박광재 공동주택연구( , 1997; 

회 이 시기의 대표적인 개발사례로는 반포 잠실 등이 , 1999). (1971), (1975) 

있다. 

이중, 잠실(1975)은 페리 모형을 주거지 개발의 원칙으로 도입한 대표 사례

로 서울의 남동측에 위치한 송파구의 한강변이 매립되면서 계획되었다 그림 , (

참조 블록과 블록 사이를 간선도로로 구획하고 블록 내 통과교통을 3-26 ). , 

배제하기 위해 출입구를 제한적으로 설치한 점 또한 학교를 근린의 중심에 , 

배치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여러 곳에 배치한 점 등이 페리 모형과 유사한 계, 

획특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페리 모형과는 달리 상업시설을 학교와 조합배치. , 

시켜 근린의 중심성과 자족성을 더욱 강조하였는데 이에 따라 근린은 단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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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자체 완결적인 공간으로 작동하였고 전체 주거지는 이들의 조합으로 형, 

성되었다.  

그림 잠실 토지이용계획 오성훈 외3-26 (1975) ( , 2014)

목동 대규모 택지 개발 시기 년대 초반3) (1983): (1980 ) 

년대 초반에는 1980 서울의 전반적인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

만호 주택건설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신시가지 도시 내 신도시. -

개발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아파(town in town)- , 

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 개발의 기조가 이어졌다. 

특히 년도에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은 이전 시기에 소필지 합필 위, 1980 ‘ ’

주로 이루어지던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벗어나 아파트 지구 개발에 용이한 

대규모의 토지개척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기존의 주거지 계획에서 관행적으. 

로 지속되던 대규모 블록단위의 근린계획이 근린을 내향적인 구조로 만들어 , 

전체 도시공간을 분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이. 

로 인해 주거지 계획에서 도시성 확보문제가 중요한 쟁점사안이 되었으며 대, 

규모의 택지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 연속성 있는 도시계획을 구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광재 공동주택연구회 이 시기의 대표( , 1997; , 1999). 

적인 개발 사례로는 과천 신도시 를 시작으로 목동 상계(1980) (1983), (198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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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목동(1983)은 이 시기 도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구성기법

이 적용된 대표적인 주거지 개발 사례로 여의도와 강서구를 잇는 중간 지점, 

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그림 참조 영국의 후크 모( 3-27, 3-28 ). (Hook, 1957) 

형을 중요한 참고대상으로 활용하였으며 주거지의 단계적 구성방식이 뚜렷이 , 

나타난다 특히 근린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시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지. , , 

의 중심을 관통하는 시설물축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근린 내에서만 이루어지, 

던 주민활동을 선형의 가로축을 따라 확장시켜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개방적

인 구조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공동주택연구회 오성훈 외( , 1999; , 

자동차와 보행로를 분리시킨 계획특성도 처음으로 나타난다 공동주택2014). (

연구회, 1999). 

그림 목동 공간구성 체계 3-27 (1983) 
공동주택연구회( , 1997)

  

그림 목동 개발계획도   3-28 (1983) 
오성훈 외( , 2014)

분당 기 신도시 개발 시기 년대 후반 년대 후반4) (1989): 1 (1980 ~1990 )  

과천 이나 신시가지 개발로 지칭되는 목동 상계 등 새로(1979) (1983), (1985) 

운 주거지로 개발된 사례가 이미 존재하지만 공식적인 기 신도시, 1 ‘ (new 

의 시작은 년 만호 주택건설계획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대 town)’ 1988 200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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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에는 경제호황으로 인한 투기증가로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주택가격

이 급등하였고 서울의 인구분산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그러나 서울지, . 

역 내에서의 택지개발이 개발용지 부족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자 개발부, 

지의 선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 자유로운 수도권 내 대규모 신도시 개

발로 확대되었다 공동주택연구회 따라서 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반경 ( , 1999). 1

권역에 개발되었고 개발 면적이 이전 시기에 비해 약 배 이상 확20km , 2~3

장되었다 대표적인 기 신도시 사례로는 분당 평촌 산본. 1 (1989), (1989), 

중동 일산 등이 건설되었다 오성훈 외(1989), (1990), (1991) ( , 2014). 

아울러 이 시기에는 대단위 주거지에 대한 도시설계제도 와 도시계, ‘ (1989)’

획법이 개정되면서 상세계획제도 가 도입되었다 즉 개별 단지계획을 ‘ (1991)’ . ,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며 이전 시기 주거지 계획의 문제점으, 

로 제기된 도시계획과 단지계획 간 유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예로 다수의 계획주체 간 설계의 정합성을 위해 여러 개의 아파트 . , , 

단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공간계획 단위로 활용하는 도시계획이 시도되, 

었다 공동주택연구회( , 1999; Song, 2007).   

그림 분당 공간구성 체계 3-29 (1989) 
공동주택연구회(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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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분당 (1989)은 최초의 기 신도시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다1 , 

그림 참조 단계적 구성방식과 시설물축을 주거지 전체를 관통하도록 ( 3-29 ). 

배치한 이전 시기의 계획특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블록 단위의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한 계획들이 두드러진다 오성훈 외 즉 단지의 규모를 줄여 하나( , 2014). , 

의 블록 안에 복수의 아파트 단지를 구획하였고 블록 중심에는 각 단지를 연, 

계하는 보행축을 설치하고 보행축 주변에 학교 놀이터 공원 등의 배치를 의, , , 

무화하였다 공동주택연구회 오성훈 외( , 1999; , 2014). 

동탄 기 신도시 개발 시기 년대 후반 년대 초반5) (2001): 2 (1990 ~2000 ) 

년대 들어 건강함 살기 좋음 지속가능함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2000 , , 

가 형성되면서 삶의 질을 고려한 친환경적 주거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기 신도시 개발은 기 신도시의 단점을 보. 2 1

완하기 위해 대규모의 주택공급보다는 충분한 녹지 확보 자족기능 강화를 목, 

표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도시 내 생태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고(UDIK, 2012). 

려가 이루어지며 개발구역의 지정에서부터 영향을 미쳤으며 기 신도시의 위, 2

치는 서울에서 반경 전후로 더 멀어지고 도시공간구조는 격자나 방사40km , 

형으로 일반화되기 힘든 형태를 띠게 되었다 오성훈 외( , 2014).  

한편 이 시기 계획측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제도, MA/MP 18)의 도입

이다 해당 제도의 주요 쟁점사안으로는 아파트 단지 계획에 인접단지와의 연. 

속적인 보행자 동선 공공보행로 및 보행 녹지축 그린 네트워크 을 구성할 수 ( ) ( )

있도록 제어하는 것이었으며 한국토지공사 이로 인해 전체 주거지가 ( , 2008),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시계획적 특성이 일부분 발현되었다 대표적인 기 . 2

신도시 사례로 동탄 김포 판교 운정 등이 차례로 (2001), (2002), (2003), (2003) 

건설되었다. 

이중, 동탄 (2001)은 최초의 기 신도시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다2 , 

18) 사업시행자나 건축주들이 도시 전체의 환경 경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보다는 단지별 경제 , 
성이나 효율성을 우선시하여 도시가 당초 기획한 대로 조화롭게 개발되지 못하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신도시별로 도시계획 환경 교통 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해 신도. , , , 
시 기본구상부터 개발계획 실시계획 건축계획 수립 사업승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제, , , , , 
도이다 한국토지공사 공동주택연구회( , 2008; ,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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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참조 반석산의 자연지형을 고려하면서도 면적 약 에 해당( 3-30 ). 900ha

하는 계획구역을 용인과 서울을 잇는 남북방향의 경부고속도로에 연결하기 

위해 환상형의 도로망 체계가 적용되었다 단계적 구성방식이 지(LH, 2008). 

속되면서도 근린을 중첩시켜 이웃한 근린간의 공간적 연계성을 구축하고자 , 

하였다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주거지의 전체 공원면적이 이전 신도시. 

들에 비해 배 많아졌고 공원을 네트워크화 시켜 시설물로의 접근을 위한 2~3 , 

주요 보행축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보행자 공간을 . 

구축하기 위해 지상의 주차공간을 모두 지하화하였다 이지은 외(LH, 2003; , 

2015). 

그림 동탄 개발계획도 한국토지공사3-30 (2002) (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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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관점에서의 근린계획 모형 조직방법 분석 4. 

근린 공간구조  4.1. 

근린 가로 4.2. 

근린 시설물4.3. 

분석결과 종합   4.4. 

 

장은 장에서 도출한 개의 분석항목4 3 8 에 대한 근린계획 모형의 조직방법이 

북미 영국 싱가포르 서울의 시기별 대표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장 , , , , 3 3

절에서 구축한 분석방법을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개의 분석항목 은 세 가지 범주 즉 근린 공간구조 근린 가로8 (a~h) , < >, < >,

근린 시설물 로 분류되며 근린 공간구조 에서는 커뮤니티 구조 블록 < > , < > (a), 

구조 를 근린 가로 에서는 도로망 위계 국지도로 보행축 을 근(b) , < > (c), (d), (e) , <

린 시설물 에서는 녹지시설 상업 및 서비스시설 학교시설 에 관한 사> (f), (g), (h)

항을 살펴보았다.

분석과정에서 개념도를 활용하여 시기별 대표 사례의 분석항목에 해당하는 , 

조직방법을 추출하여 도식화하였고 그 형태적 특징을 적합한 용어로 명명하, 

였다 또한 적용양상에 삽입된 사진은 네이버 다음 지도를 이용하였. Google, , 

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직접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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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공간구조4.1. 

 
커뮤니티 구조4.1.1. 

북미 사례1) 

1920- 1980 1990 2000

커뮤니티 구조  

조직방법

단일화형
(Single Cell) 중첩형

(Inter-locked Cell)

계획개념

학교를 중심으로 단
일화된 위계의 생활
공간을 구축함.

학교를 중심으로 단
일화된 위계의 생활
공간을 구축하려는 
경향이 지속됨. 

근린의 중심을 생활
의 구심점으로 구축
하기 위해 대중교, 
통역 상업시설 공, , 
원 업무시설 등을 , 
중심으로 단일화된 
위계의 생활공간을 
형성함.

근린의 중심성을 강
조하는 계획이 지속 
되며 대중교통역, , 
상업시설 공원 업, , 
무시설 등을 중심으
로 단일화된 위계의 
생활공간을 형성함.

근린 사이에 상위위
계의 공원 상업시, 
설 업무시설 등으, 
로 이루어진 십자형 
시설물축을 배치하
여 생활공간 단위를 
이웃한 근린으로 확
장시킴.

적용양상 

Radburn, NJ Perry: Phenox, AZ TODs: Pittsburgh, PA NU: Santa Ana, CA FGS: Calgary, AB

표 북미 시기별 대표 사례의 커뮤니티 구조 조직방법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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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 같이 커뮤니티 구조의 조직방법으로4-1 , 래드번 페(Radburn, 1928), 

리 폼 페이스 코드(Perry, 1929), TODs(1989), (Form Based Codes. 1999)의 

경우 시설물을 근린의 중심에 집중배치해 근린을 하나의 생활공간 단위로 구

축한 ‘단일화형(Single Cell) 이 활용되었다’ .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Fused 

Grid System, 2002)에서는 이웃한 근린을 중첩시키고 중심시설물을 공유하도

록 하여 생활공간 단위를 확장시킨 ‘중첩형(Inter-locked Cell) 이 나타났다’ . 

래드번 페리 의 경우 상업시설이 근린의 외곽에 배치되어 전(1928), (1929) , 

형적인 단일화형 구조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단일화된 위‘ ’ , 

계의 생활공간을 구축한 특성이 나타났다 이후 근린의 중심을 생활의 구심점. 

으로 구축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며 폼 페이스 코드, TODs(1989), (1999)

에서는 대중교통역 상업시설 공원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간 단위를 , , , 

형성하였다 가장 최근의 사례에서 나타난 중첩형 은 근린 사이에 상위위계. ‘ ’

의 공원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십자형 시설물축을 배치하여 , , 

생활공간 단위를 이웃한 근린으로 확장시켰다(CMHC, 2002).  

    

영국 사례2) 

표 와 같이 커뮤니티 구조의 조직방법으로4-2 , 할로우 후(Harlow, 1947), 

크(Hook, 1957)의 경우 중심시설물을 근린 내 여러 곳에 배치해 근린 내 하

부 생활공간 단위를 구축한 분할형‘ (Clustered Cell)’이 활용되었으며, 런컨

밀튼 케인즈(Runcorn, 1964), (Milton Keynes, 1967)에서는 근린을 하나의 

생활공간 단위로 구축한 ‘단일화형(Single Cell) 이 나타났다’ . 비세스터(NW 

Bicester, 2009)의 경우 이웃한 근린을 중첩시켜 중심시설물을 공유하도록 조

직한 ‘중첩형(Inter-locked Cell) 이 발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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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우 의 경우 북미와 차별화된 계획방식으로써 근린계획 모형의 단(1947) , 

계적 구성방식이 근린 단위에도 적용되며 분할형 구조가 나타났다 즉 학‘ ’ . ,  

교 상업시설 오픈스페이스 중심의 하부 생활공간 단위가 모여 근린을 형성, , 

하였다 후크 에서는 단일화형 을 바(Barton, 2000; Mardhiah, 2014). (1957) ‘ ’

1940 1950 1960- 2000

커뮤니티 구조 

조직방법

분할형
(Clustered Cell)

단일화형
(Single Cell) 중첩형

(Inter-locked Cell)

계획개념

북미와 차별화된 계
획방식으로써 근린
계획 모형의 단계적 
구성방식이 근린 단
위에도 적용되며 
분할형 구조가 나‘ ’ 
타남. 

단일화형 을 바탕으‘ ’

로 상점 놀이터, , , 
교회 유치원 등 다, 
양한 시설물들이 근
린 중심에 위치한 
가로를 따라 배치되
며 근린의 중심성을 
일부 분산시키고 있
는 특성도 발견됨.

근린의 중심을 자동
차로부터 안전한 영
역으로 간주하고 이
를 생활의 구심점으
로 구축하기 위해, 
학교 상업시설 버, , 
스정류장 등을 중심
으로 한 단일화된 
위계의 생활공간을 
구축함. 

학교와 상업시설이 
근린의 사방에 반복
적으로 배치되지만, 
이는 인접한 근린 
간에 교류활동을 도
모하기 위한 계획의
도가 반영된 것으로 
단일화형 구조가 ‘ ’ 
유지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음. 

학교 상업시설 업, , 
무시설 병원 등을 , 
포함하는 시설물축
을 이웃한 근린과 , 
중첩되는 곳에 배치
해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를 통해 보행활동의 
범위를 이웃한 근린
으로 확장시킴. 

적용양상 

표 영국 시기별 대표 사례의 커뮤니티 구조 조직방법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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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상점 놀이터 교회 유치원 등 다양한 시설물들이 근린 중심에 위치, , , , 

한 가로를 따라 배치되며 근린의 중심성을 일부 분산시키고 있는 특성도 발견

된다 런컨 에서는 자동차의 이동성을 강조한 계획이 근린계획 설계에 . (1964)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근린의 중심을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영역으로 간주하. 

고 이를 생활의 구심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학교 상업시설 버스정류장 등을 , , , 

중심으로 한 단일화된 위계의 생활공간을 구축하였다(RDC, 1967; 

밀튼 케인즈 의 경우 학교와 상업시설이 근린의 사Alexander, 2009). (1967) , 

방에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특성이 발견되지만 이는 인접한 근린 간에 교류활, 

동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단일화형 구조가 유지되고 ‘ ’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계획은 근린과 근린 사이에 배치된 간. , 

선도로 인해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Edwards, 

가장 최근의 사례에서 나타난 중첩형 은 근린 간 개방성 을 2001). ‘ ’ , (openness)

구축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학교 상업시설 업무시. , , 

설 병원 등을 포함하는 시설물축을 이웃한 근린과 중첩되는 곳에 배치해 이, , 

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보행활동의 범위를 이웃한 근린으로 , 

확장시키고자 하였다(NW Bicester, 2014).   

싱가포르 사례3) 

표 과 같이 커뮤니티 구조의 조직방법으로4-3 , 토아 파요(Toa Payoh, 

1965)의 경우 근린을 하나의 생활공간 단위로 구축한 ‘단일화형(Single Cell)’

이 활용되었으나, 탬피니스 부킷 바톡(Tampines, 1979), (Bukit Batok, 1981)

에서는 하부 생활공간 단위가 모여 근린을 형성하는 ‘분할형(Clustered Cell)’

으로 변화하였다. 셍캉(Sengkang, 1991)에서는 ‘단일화형(Single Cell) 이 다’

시 나타났으며, 펀꼴(Punggol, 2011)에서는 이웃한 근린이 중첩한 곳에 시설

물이 배치되는 ‘중첩형(Inter-locked Cell) 이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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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피니스 에서 분할형 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년대부터 근린의 (1979) ‘ ’ , 70

체계적인 구성이 강조되며 년도에 정립된 신도시 위계적 구조 모형을 1978 ‘ ’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작은 위계의 생활공간 단위를 구축하기 위해 고안. , 

된 ‘Precinct’1)와 이를 반복하여 근린을 구성하는 계획방식이 본격적으로 활, 

1)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 명 를 대상으로 주민 시설물주민광장 놀 3 , 500-1000 (2500-5000 ) ( , 

1960 1970 1980 1990 2000

커뮤니티 구조 

조직방법

단일화형
(Single Cell)

분할형
(Clustered Cell)

단일화형
(Single Cell) 중첩형

(Inter-locked Cell)

계획개념

해당사항 없음. 작은 위계의 생활공
간 단위를 구축하기 
위해 고안된 

와 이를 ‘Precinct’ , 
반복하여 근린을 구
성하는 계획방식이 
본격적으로 활용됨.

이전의 계획방식이 
지속됨.

이전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써 북미의 

모형을 참고TODs 
해 모든 시설물을 , 
근린의 중심에 집중
배치하여 단일화된 
생활공간을 구축함.

상업시설이나 정류
장을 인접한 근린이 
겹치는 곳에 배치시
켜 근린단위의 폐쇄
성을 극복하기 위해 
적용됨.

적용양상 

표 싱가포르 시기별 대표 사례의 커뮤니티 구조 조직방법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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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하부 생활단(Yuen, 1996; Hongyu, 2013). , Precinct(

위 를 하나의 대규모 블록으로 구획하였는데 보편적으로 개의 대규모 블록) , 5

이 모여 근린을 형성하는 방식이 두드러지며 중앙의 블록을 나머지 개 블록, 4

이 감싸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분할형은 부킷 바톡 에서도 지속되었다. ‘ ’ (1981) . 

하지만 셍캉 의 경우 단일화형 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년대 들어 (1991) ‘ ’ . 90

근린계획 설계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이전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써 북미의 모형을 참고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시설물을 근린의 TODs(1986) , 

중심에 집중배치하여 단일화된 생활공간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Hongyu, 

가장 최근의 사례에서 발견된 중첩형은 상업시설이나 정류장을 인접2013). ‘ ’

한 근린이 겹치는 곳에 배치시켜 근린단위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적용되

었다(Yeun, 2013).  

서울 사례4) 

표 와 같이 커뮤니티 구조의 조직방법으로4-4 , 이촌 잠실(1966), (1974)에

서는 근린을 하나의 생활공간 단위로 구축한 ‘단일화형(Single Cell) 이 활용되’

었으나, 목동 분당(1983), (1989)에서는 하부 생활공간 단위가 모여 근린을 형

성하는 ‘분할형(Clustered Cell) 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 동탄(2001)에서는 

이웃한 근린이 중첩한 곳에 시설물이 배치되는 ‘중첩형(Inter-locked Cell) 이 ’

나타났다.   

특히 목동 에서 분할형 으로 변화한 것은 단일화형을 적용한 이전 , (1983) ‘ ’ , ‘ ’

시대의 근린 공간이 내향적인 구조로 작동하여 도시 공간을 분절시켰다는 비

판이 제기됨에 따라 근린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린의 공간위계를 차, 

등화하였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연구회 이로 인해 근린과 블록을 동일( , 1999). , 

한 위계로 해석하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고 근린은 개의 대규모 블록, 3-4

으로 세분화되었다 각각의 블록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구획되어 하부 생. 

활단위로 작동한다 분당 에서는 공원 운동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블. (1989) , 

록 단위 계획이 강화되며 분할형이 지속되었다 공동주택연구회 오성‘ ’ ( , 1999; 

이터 농구장 소규모 식음료 판매공간 등 을 중앙에 배치한 공간단위이며 보통 개의 가 , , ) , 6-7 precinct
모여 하나의 근린을 구성한다(Hongyu,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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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외 최근 사례에서 나타난 중첩형 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인접, 2014). ‘ ’

한 근린이 중첩되는 곳에 다양한 시설물을 배치해 근린 단위의 폐쇄성을 극복

하고 보행활동의 범위를 이웃한 근린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계획방식으로 볼 , 

수 있다 오병록 이지은 외( , 2009; , 2015). 

1960 1970 1980 1990 2000

커뮤니티 구조 

조직방법

단일화형
(Single Cell)

분할형
(Clustered Cell) 중첩형

(Inter-locked Cell)

계획개념

학교와 상업시설 중
심으로 단일화된 위
계의 생활공간을 구
축하려는 방식이 발
견됨. 

학교와 상업시설 중
심으로 단일화된 위
계의 생활공간을 구
축함. 

단일화형 을 적용‘ ’
한 이전 시대의 근
린 공간이 내향적 
구조로 작동해 도시 
공간을 분절시켰다
는 비판이 제기되며  
근린 간 연계성 강
화를 위해 근린 공
간위계를 차등화함.

공원 운동시설 등, 
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 단위 계획이 
강화되며 분할형‘ ’

이 지속됨.

다양한 시설물을 인
접한 근린이 겹치는 
곳에 배치시켜 근린
단위의 폐쇄성을 극
복하기 위해 적용
됨.

적용양상 

표 서울 시기별 대표 사례의 커뮤니티 구조 조직방법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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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구조 분석결과 및 보행관점 해석 5) 

커뮤니티 구조의 조직방법으로 네 나라의 가장 최근 사례에서 ‘중첩형

(Inter-locked Cell) 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근린의 경계를 희석해 ’ . 

이웃한 공간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보행 측면에서는. , 

근린으로 인식되는 영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먼 거리로 향하는 보행활동

을 유발할 수 있는 계획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보아(Barton, 2000; ; 

오병록 이지은 외2006; , 2009; , 2015). 

또한 동서양간 보편적으로 활용된 조직방법도 다르게 나타났다 북미와 영. 

국에서는 ‘단일화형(Single Cell) 이 발달된 반면 싱가포르와 서울에서는 ’ , ‘분

할형(Clustered Cell) 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블록 내 대단위 ’ . 

아파트 단지가 구획되며 블록 단위로 주민시설물을 반복배치하는 방식이 보, 

편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다 작은 위계의 공간에서 커뮤니티 . 

활동을 유발하고 근린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해석, 

가능하다(Barton, 2000)

블록 구조4.1.2. (Block Structure)

북미 사례1)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블록 구조의 조직방법으로4-5 , 래드번(Radburn, 

1928)의 경우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 하나의 블록으로 구획한 ‘복수형(A 

Group of Housing Clusters) 이 활용되었으나’ , 페리(Perry,1929), 

폼 베이스 코드TODs(1986), (Form Based Codes, 1999), Fused Grid 

System(2002)에서는 개별 단지나 여러 개의 단독 주택지를 합쳐 하나의 블록

으로 구획한 ‘단수형(A Housing Cluster) 이 나타났다’ .

사례 간 조직방법의 적용양상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으로는 주택의 대부분이 , 

단독주택이거나 중 저밀도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소규모 단지, 

가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단수형을 활용한 블록의 규모는 평균 약 . ‘ ’ 150m x 

70m-페리 폼 베이스 코드(1929):375m x 70m/ TODs(1989):150m x 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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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드 그리드 시스템(1999):150m x 90m/ (2002):160m x 70m 이며 복, ‘–

수형 을 활용한 래드번 의 경우 로 그 규모가 보다 확대’ (1928) , 200m x 125m

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영국 사례2) 

표 과 같이 블록 구조의 조직방법으로 실제로 지어진 모든 사례4-6 , -할로

우 런컨 밀튼 케인즈(Harlow, 1947), (Runcorn, 1964), (Milton Keynes, 

1967) 에서 개별 단지나 여러 개의 단독 주택지를 합쳐 하나의 블록으로 구-

획한 ‘단수형(A Housing Cluster) 이 활용되었다’ .  

사례 간 조직방법의 적용양상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으로는 북미와 마찬가지, 

로 단독주택이나 중 저밀도의 공동주택에 적합한 소규모 단지가 발달하였으, 

1920- 1980 1990 2000

블록 구조 

조직방법

복수형
(A Group of Housing 

Clusters)

단수형
(A Housing Cluster)

적용양상 

200m x 1250m 375m x 70m 150m x 70m 150m x 90m 160m x 70m

표 북미 시기별 대표 사례의 블록 구조 조직방법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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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단수형을 활용한 블록의 규모는 평균 약 , ‘ ’ 150m x 70m-할로우

런컨 밀튼 케인즈(1947):150m x 50m/ (1964):180m x 70m / (1967):150m 

x 100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영국의 경우 밀튼 케인즈 를 제. , , (1967)

외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블록이 녹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특성도 나, 

타났다.

1940 1950 1960- 2000

블록 구조 

조직방법

단수형
(A Housing Cluster)

적용양상 

150m x 50m

실제로 지어지지 
않음.

180m x 70m 150m x 100m

개발이 시작되지 
않음.

표 영국 시기별 대표 사례의 블록 구조 조직방법4-6 

싱가포르 사례3) 

표 과 같이 블록 구조의 조직방법으로4-7 , 토아 파요(Toa Payoh, 1965), 

탬피니스 부킷 바톡(Tampines, 1979), (Bukit Batok, 1981)의 경우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 하나의 블록으로 구획한 ‘복수형(A Group of Housing 

Clusters) 이 주로 활용되면서도 개별 단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구획한 ’ ,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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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A Housing Cluster) 이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 . 셍캉

펀꼴(Sengkang, 1991), (Punggol, 2011)에서는 ‘복수형(A Group of Housing 

Clusters) 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발견된다’ . 

1960 1970 1980 1990 2000

계획단위 구조 

조직방법

단수형
(A Housing Cluster)

+

복수형
(A Group of Housing 

Clusters)

복수형
(A Group of Housing Clusters)

복수형(<2)
(Plural Form)

복수형(2<)
(Plural Form)

계획개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아파트 단지 중심의 
계획이 실행되며 단
지의 규모가 작아지
고 블록 내 다수,  
의 단지가 구획됨.

단지 소규모화 경향
이 확대되며 블록 
내 구획되는 단지의 
수가 증가함. 

적용양상 

500m x 480m 350m x 350m 500m x 300m 450m x 450m 500m x 350m

표 싱가포르 시기별 대표 사례의 블록 구조 조직방법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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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셍캉 에서부터 복수형 이 강조된 이유는 년대 들어 아파트 , (1991) ‘ ’ , 90

단지 중심의 계획이 실행되며 단지의 규모가 작아지고 이로 인해 블록 내 다

수의 단지가 구획되었기 때문이다 펀꼴 에서는 단지의 (Hongyu, 2014). (2011)

소규모화 경향이 더욱 확대되며 블록 내 구획되는 단지의 수가 개로 증가3-4

한 특성도 발견된다. 

사례 간 조직방법의 적용양상에서 발견되는 특성으로는 블록의 규모가 평, 

균 약 500m x 350m-토아 파요 탬피니스(1965):500m x 480m/ 

부킷 바톡 셍캉(1979):350m x 350m/ (1981):500m x 300m/ (1991):450m 

펀꼴x 450m/ (2011):500m x 350m-로 그 수치가 북미 영국보다 확대되는 , ,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복수형 을 블록 구조의 주된 조직방법으로 활용하고 . ‘ ’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 

 

서울 사례 4) 

표 과 같이 블록 구조의 조직방법으로4-8 , 이촌 잠실 목동(1966), (1974) 

(1983)의 경우 개별 단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구획한 ‘단수형(A Housing 

Cluster) 이 활용되었으나’ , 분당 동탄(1989), (2001)에서는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 하나의 블록으로 구획한 ‘복수형(A Group of Housing Clusters) 으로의 ’

변화가 두드러진다. 

분당 에서부터 복수형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년대 후반부(1989) ‘ ’ , 1980

터 단지 간 설계의 정합성을 구축하기 위해 하나의 블록 안에 다수의 단지를 

구획하는 계획방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동주택연구회 결과( , 1999). 

적으로 이전 시대에 비하여 단지의 규모가 작아지게 되었는데 이는 대규모 , , 

블록 중심의 도시구조에서 보행 선택지를 증가시켜 보행의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책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 박광재 이지은 외( , 1997; , 2015).  

사례 간 조직방법의 적용양상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으로는 단수형 이나 복, ‘ ’ ‘

수형 을 적용한 블록의 규모가 평균 약 ’ 500m x 350m-이촌(1966):330m x 

잠실 목동 분당270m/ (1974):500m x 500m/ (1983):500m x 300m/ 

동탄(1989):480m x 280m/ (2001):500m x 350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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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발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 1970 1980 1990 2000

계획단위 구조 

조직방법

단수형
(A Housing Cluster) 복수형

(A Group of Housing Clusters)

단수형
(Singular Form)

복수형(<2)
(Plural Form)

계획개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아파트 단지 간 설
계 정합성을 위해 
하나의 블록 안에 
다수 단지를 구획하
였으며 보행 이동, 
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책으로 활용됨. 

이전의 계획방식이 
지속됨.

이전의 계획방식이 
지속됨.

적용양상 

330m x 270m 500m x 500m 500m x 300m 480m x 280m 500m x 350m

표 서울 시기별 대표 사례의 블록 구조 조직방법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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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구조 분석결과 및 보행관점 해석 5) 

블록 구조의 조직방법으로 북미 영국에서는 , ‘단수형(A Housing Cluster)’

이 싱가포르 서울에서는 , , ‘복수형(A Group of Housing Clusters) 이 두드러’

졌다 또한 북미 영국은 단독주택이나 중 저밀도의 공동주택에 적합한 소규. , , , 

모 단지가 발달하였으나 싱가포르 서울에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발달하, 

였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서울의 블록 규모가 북미 영국에 비해 배정도 . , , 3~4

더 확대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북미나 영국의 도시구조가 보행의 . , 

이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최이명(Jacobs, 1961; , 2013; Gehl,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싱가포르의 최근 계획방식에서는 단지를 소규모화 하여 , 

블록 내 더 많은 수의 단지를 구획하는데 이 방식은 보행의 이동경로가 서울, 

에 비해 보다 자유로운 환경인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근린 가로4.2. 

도로망 위계4.2.1. 

북미 사례1) 

표 와 같이 도로망 위계의 조직방법으로4-9 , 래드번 페리(Radburn, 1928), 

(Perry, 1929)의 경우 근린의 가장자리를 위계가 높은 간선도로로 둘러쌓고, 

근린 내 도로망을 낮은 위계의 도로로 구획하는 ‘가장자리 강조형

(Edge-highlighted Form) 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 . 폼 베이스 코TODs(1989), 

드(Form Based Cods, 1999)에서는 근린의 도로망 위계를 전체적으로 완화시

켜 중로 이하의 가로로 구성된 ‘균일형(Evenly-organized Form) 으로의 변화’

가 두드러진다.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Fused Grid System, 2002)에서는 ‘가장

자리 강조형(Edge-highlighted Form) 이 다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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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심의 도시개발 시기에 만들어진 래드번 페리 모형(1928), (1929) 

은 주거지 내 자동차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도로를 근린의 가장, 

자리에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근린 안으로 향하는 통과교통을 배제하여 근린 . 

1920- 1980 1990 2000

도로망 위계 

조직방법

가장자리 강조형
(Edge-highlighted Type)

균일형
(Evenly-organized Form)

가장자리 강조형
(Edge-highlighted 

Type)

계획개념

위계가 높은 간선도로를 근린의 경계를 
따라 배치해 근린 안으로 향하는 통과교
통을 배제하여 보행 안전성을 구축하고자 
함.

큰 위계의 가로를 주거지 내 배치하는 계
획방식이 가로 위 보행활동을 위축시킨다
는 논의가 제기되며 도로망의 위계를 완
화시킴.  

자동차 이동의 효율
성이 재고됨.

적용양상 

차선2 차선4 차선3 차선 4 차선4

표 북미 시기별 대표 사례의 도로망 위계 조직방법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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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행 안전성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가장자리 강조형 을 적용한 , ‘ ’

것으로 볼 수 있다(Patricios, 2002; Alexander, 2009; Mehaffy et al, 2014). 

이후 폼 베이스 코드 에서 균일형이 나타난 것은 년TODs(1989), (1999) ‘ ’ , 90

대를 전후로 근린 내 보행과 대중교통 활용이 강조되며 큰 위계의 가로를 주, 

거지 내 배치하는 계획방식이 가로 위 보행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논의가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에서(Carlton, 2007; Parolek et al, 2008). 

는 자동차 이동의 효율성을 재고하며 가장자리 강조형 이 다시 적용되었다‘ ’

(Grammenos, 2008). 

사례 간 조직방법을 적용한 양상으로는 간선도로의 폭을 주로 차선의 , 2~4

중로-래드번 차선 페리 차선 차선 폼 페이스 (1928):2 , (1929):4 , TODs(1986):3 , 

코드 차선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 차선(1999):4 , (2002):4 로 구획한 특성이 발-

견되었다. 

 

영국 사례2) 

표 과 같이 영국의 모든 사례4-10 -할로우 후크(Harlow, 1947), (Hook, 

런컨 런컨 밀튼 케인즈 비세1957), ( (Runcorn, 1964), (Milton Keynes, 1967), 

스터(NW Bicester, 2009) 에서 근린의 가장자리를 간선도로로 둘러쌓고 근- , 

린 내 도로망을 낮은 위계의 도로로 구획하는 ‘가장자리 강조형

(Edge-highlighted Form) 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발견된다’ . 

이는 통과교통을 배제하여 근린 내 보행 안전성을 구축한다는 계획개념이 

근린계획 설계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북미의 초기 두 모형 래드번, -

페리 이 주거지 계획 전반에 걸쳐 강한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 (1928), (1929)-

해석할 수 있다(Alexander, 2009).   

사례 간 조직방법을 적용한 양상으로는 북미와 마찬가지로 간선도로를 주, 

로 차선의 중로2~4 - 할로우 차선 런컨 차선 밀튼  (Harlow, 1947:2 , (1964):4 , 

케인즈 차선 비세스터 차선(1967):4 , (2009):2 로 구획한 특성이 발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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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1950 1960- 2000

도로망 위계 

조직방법

가장자리 강조형
(Edge-highlighted Form)

계획개념

통과교통을 배제하여 
근린 내 보행 안전성
을 구축한다는 계획
개념이 근린계획 설
계에 지속적으로 반
영됨. 

적용양상

차선2

실제로 지어지지 
않음.

차선4 차선4 차선2

표 영국 시기별 대표 사례의 도로망 위계 조직방법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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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례3) 

1960 1970 1980 1990 2000

도로망 위계

조직방법

가장자리 강조형
(Edge-highlighted)

중심 강조형
(Center-highlighted 

Form)
균일형

(Evenly-organized)

계획개념

해상사항 없음. 년대 후반까지 80
활용된 신도시 위‘

계적 구조 모형 에’ , 
페리 모형을 (1929) 
따라 자동차 이동의 
효율성과 보행 안전
성이 강조됨.

이전 시대의 방식이
지속됨. 

년대 초반부터 90
활용된 모형TODs 
을 따라 통과교통,, 
을 장려하는 방식이 
반영됨. 

이전 시대의 방식이
지속됨. 

적용양상 

차선6 차선6 차선6 차선6 차선6

표 싱가포르 시기별 대표 사례의 도로망 위계 조직방법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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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 같이 도로망 위계의 조직방법으로4-11 , 토아 파요(Toa Payoh, 

탬피니스 부킷 바톡1965), (Tampines, 1979), (Bukit Batok, 1981)의 경우 근

린의 가장자리를 위계가 높은 간선도로로 둘러쌓고 근린 내 도로망을 낮은 , 

위계의 도로로 구획하는 ‘가장자리 강조형(Edge-highlighted Form) 이 활용’

되었으나, 셍캉(Sengkang, 1991)에서부터는 간선도로를 근린 중심에 이전 배

치한 ‘중심 강조형(Center-highlighted Form) 이’ , 펀꼴(Punggol, 2011)에서는 

도로망 위계를 완화시킨 ‘균일형(Evenly-organized Form) 이 작동하고 있다’ . 

가장자리 강조형 에서 년대부터 중심 강조형 균일형으로 조직방법의 ‘ ’ 90 ‘ ’, ‘ ’

변화가 나타난 것은 시기별로 다른 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 , 80

년대 후반까지 활용된 신도시 위계적 구조 모형 에는 페리 모형을 따‘ ’ , (1929) 

라 자동차 이동의 효율성과 보행 안전성이 강조되었고 년대 초반부터 활용, 90

된 의 경우 통과교통을 장려하는 방식이 반영되었다TODs(1986) , (Hongyu, 

2013). 

한편 북미 영국과 동일한 조직방법을 활용하였어도 서로 다른 양상이 발, , 

견되었다 즉 간선도로의 폭이 주로 차선의 대로. , 6 -토아 파요 차선(1965):6 , 

탬피니스 차선 부킷 바톡 차선 셍캉 차선 펀꼴(1979):6 , (1981):6 , (1991):6 , 

차선(2011):6 로 구획되어 있는 특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대단위 아파트 단- . 

지로 구성된 대규모 블록에서 많은 양의 교통량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를 소화

하기 위한 방책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서울 사례4) 

표 와 같이 도로망 위계의 조직방법으로4-12 , 이촌 잠실 분(1966), (1974), 

당 동탄(1989), (2001)에서는 근린 내 도로망을 낮은 위계의 도로로 구획하는 

‘가장자리 강조형(Edge-highlighted Form) 이 활용되었으나’ , 목동(1983)은, 

통과교통을 위한 간선도로가 근린의 중심에 놓이고 낮은 위계 도로가 이로부

터 분화하는 ‘중심 강조형(Center-highlighted Form) 이 나타났다’ . 

목동의 경우 영국 후크 를 주거지 계획의 중요한 참고대상으로 활용‘ (1957)

하여 다른 조직방법이 나타났지만,2) 모든 사례에서 근린 내 보행 안전성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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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기 위해 통과교통을 제어한다는 개념이 반영되었다. 

2) 영국 후크 가 근린의 공간적 범위를 주거공간으로 한정한 반면 목동은 주거지 전‘ (Hook, 1957)’ , 
체를 관통하는 시설물 축을 근린의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1960 1970 1980 1990 2000

도로망 위계

조직방법

가장자리 강조형
(Edge-highlighted Form)

중심 강조형
(Center-highlighted 

Form)

가장자리 강조형
(Edge-highlighted Form)

계획개념

해상사항 없음. 근린 내 보행 안전
성을 구축하기 위해 
통과교통을 근린 외
부에서 처리하는 계
획방식이 활용됨. 

통과교통을 근린 중
심에서 처리하는 계
획방식 활용됨. 

근린 내 보행 안전
성을 구축하기 위해 
통과교통을 근린 외
부에서 처리하는 계
획방식이 활용됨.

이전 시대의 계획방
식이 지속됨. 

적용양상 

차선6 차선8 차선4 차선6 차6

표 서울 시기별 대표 사례의 도로망 위계 조직방법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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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직방법의 적용양상으로는 싱가포르와 같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 

구성된 대규모 블록 중심의 도시 구조 특성으로 인해 간선도로의 폭이 차4~8

선의 대로-이촌 차선 잠실 차선 목동 차선 분당(1966): 4 / (1975):8 / (1983): 4 / 

차선 동탄 차선(1989): 6 / (2001) 6 로 구획된 특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특- . 

성은 가로 위 보행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유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주현태 외 이주아 외 이지은 외( , 2009; , 2013; , 2015).

도로망 위계 분석결과 및 보행관점 해석 5) 

도로망 위계의 조직방법으로 북미의 와 폼 베이스 코드, TODs(1986)

그리고 싱가포르의 셍캉 펀꼴 을 제외한 네 나라의 모든 (1999), (1991), (2011)

사례에서 가장자리 강조형 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 (Edge-highlighted Form)’

활용되었다 이는 근린 내 보행 안전성을 구축하는 것이 보행활동 유발에 도. 

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통과교통을 배제하는 조직방법이 지속적, 

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조직방법은 간선도로로의 접근성을 감소시키고 보행 안전성을 , 

위협하여 가로 위 보행활동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

었다 공동주택연구회 주현태 외 이주아 ( , 1999; , 2009; Mehaffy et al, 2010; 

외 이지은 외, 2013; , 2015).

국지도로4.2.2. 

북미 사례 1) 

표 과 같이 국지도로의 조직방법으로4-13 , 래드번(Radburn, 1928)의 경우 

막다른 골목길 형태인 ‘컬데삭형(Cul-de-sac) 이 활용되었고’ , 페리(Perry, 

1929)에서는 ‘대각선형 곡선형· (Diagonal, Curvilinear) 이 적용되었다’ . 

폼 페이스 코드TODs(1986),  (Form Based Codes. 1999)에서는 직교하는 바

둑판 형태인 ‘그리드형(Grid) 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지며 퓨즈드 그리드 시스’ , 

템(Fused Grid System, 2002)의 경우 ‘컬데삭형(Cul-de-sac) 과 자동차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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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할 수 있는 형태인 ‘룹형(Loop) 이 조합배치되었다’ .  

1920- 1980 1990 2000

국지도로 

조직방법

컬데삭형
(Cul-de-sac)

대각선형 곡선형, 
(Diagonal, 
Curvilinear)

그리드형
(Grid)

컬데삭형     
(Cul-de-sac)

룹형
(Loop) 

계획개념

통과교통 배제를 통
한 보행 안전성 확
보 개념이 블록이, 
나 단지 단위에서도 
작동하고 있으며, 
단지 내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구역을 만
들기 위해 활용됨.

통과교통 배제를 통
한 보행 안전성 확
보 개념이 이어지
며 대각선형 곡선, ‘ ·

형 은 자동차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됨. 

교통수단이 보행 이
동성을 개선시키는 
도구로 간주되며 가
장 작은 블록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
도록 함. 

교통수단이 보행 이
동성을 개선시키는 
도구로 간주되며 가
장 작은 블록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
도록 함. 

근린 내 불필요한 
통과교통을 제어하
여 보행 안전성을 
구축하고 도로면적
과 개발비용 감소를 
도모함.

적용양상 

FGS: Calgary, AB Perry: Phenox, AZ TODs: Pittsburgh, PA NU: Santa Ana, CA FGS: Calgary, AB

표 북미 시기별 대표 사례의 국지도로 조직방법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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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드번 페리 두 모형에서 컬데삭형과 대각선형곡선형이 (1928), (1929) ‘ ’ ‘ · ’

활용되고 있는 것은 통과교통 배제를 통한 보행 안전성 확보 개념이 블록이, , 

나 단지 단위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컬데삭형은 단지 내 차. , ‘ ’

량통행이 불가능한 구역을 만들기 위해 활용되었고 대각선형곡선형 은 자동, ‘ · ’

차의 이동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Patricios, 2002). 

폼 페이스 코드 에서 그리드형으TODs(1986),  (Form Based Codes. 1999) ‘ ’

로 변화한 것은 교통수단이 보행 이동성을 개선시키는 도구로 간주되며 가장 , 

작은 블록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Calthorpe, 

가장 최근의 사례에서 발견된 1993; Carlton, 2007; Parolek et al, 2008). 

컬데삭형 과 룹형 의 조합은 그리드형 에 대한 대안책으로 쓰레기 수거차와 ‘ ’ ‘ ’ ‘ ’

같은 불필요한 통과교통을 제어하고 도로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

다(CMHC, 2004). 

영국 사례2) 

표 과 같이 국지도로의 조직방법으로 영국의 모든 사례4-14 , - 할로우

후크 런컨 밀튼 케인즈(Harlow, 1947), (Hook, 1957), (Runcorn, 1964), 

비세스터(Milton Keynes, 1967), (NW Bicester, 2009) 에서 막다른 골목길 -

형태의 ‘컬데삭형(Cul-de-sac) 이 활용되었으며’ , 할로우 밀(Harlow, 1947), 

튼 케인즈(Milton Keynes, 1967)의 경우 우회하는 형태의 ‘룹형(Loop) 이 조’

합배치되었다. 

이는 북미와 마찬가지로 통과교통을 제어해 보행 안전성을 구축하고자 하

는 계획개념이 블록이나 단지 단위에서도 작동하고 있으며 주거지 계획 전반, 

에 걸쳐 북미 래드번 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928)

(Alexand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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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1950 1960- 2000

국지도로

조직방법

컬데삭형
(Cul-de-sac)

룹형
(Loop)

룹형
(Loop)

계획개념

통과교통을 제어하여 
보행 안전성을 구축
하고자 하는 계획개
념이 블록이나 단지 
단위에서도 작동하고 
있으며 모든 사례에
서 활용됨. 

적용양상

실제로 지어지지 
않음.

개발이 시작되지 
않음.

표 영국 시기별 대표 사례의 국지도로 조직방법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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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례3) 

표 와 같이 국지도로의 조직방법으로 모든 사례4-15 , -토아 파요(Toa 

탬피니스 부킷 바톡 셍Payoh, 1965, (Tampines, 1979), (Bukit Batok, 1981), 

1960 1970 1980 1990 2000

국지도로 

조직방법

컬데삭형
(Cul-de-sac)

+

룹형
(Loop)

룹형
(Loop)

접근형
(Close Approach Form) 

우회형
(Roundabout Form)

계획개념

해당사항 없음. 통과교통을 제어하
여 보행 안전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계
획개념이 블록이나 
단지 단위에서도 작
동하고 있음.  

이전 시대의 계획방
식이 지속됨. 

단지 중심에 배치되
던 자동차 동선을 
단지 내 보행자 동
선과 교차하지 않도
록 단지 가장자리로 
이전해 보행 편의성,
을 구축하고자 함.

이전 시대의 계획방
식이 지속됨. 

적용양상 

표 싱가포르 시기별 대표 사례의 국지도로 조직방법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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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 펀꼴(Sengkang, 1991), (Punggol, 2011) 에서 막다른 골목길 형태의 - ‘컬데

삭형(Cul-de-sac) 과 우회형태의 ’ ‘룹형(Loop) 이 함께 작동하고 있으며’ , 셍캉

펀꼴(Sengkang, 1991), (Punggol, 2011)에서는 ‘룹형(Loop) 의 활용이 더욱 ’

두드러졌다. 

이러한 계획방식은 북미 영국과 마찬가지로 통과교통을 제어함으로써 보, , 

행안전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개념이 블록이나 단지 단위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미 영국과 동일한 조직방법을 활용하였어도 서로 다른 양상이 발, , 

견되었다 북미 영국의 경우 국지도로가 가장 작은 블록을 구획하는데 활용. , , 

되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진입로로 작동하고 있, 

다 또한 최근 사례에서 발견되는 룹형 의 경우 자동차 동선이 단지 내 보행. ‘ ’

자 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단지의 중심에 배치되던 자동차 동선을 단지의 가

장자리로 이전배치해 보행 편의성을 구축하고자 한 특성이 나타났다. 

서울 사례 4) 

표 과 같이 국지도로의 조직방법으로4-16 , 이촌 잠실 목동(1966), (1974), 

(1983)의 경우 막다른 골목길 형태의 ‘컬데삭형(Cul-de-sac) 을 계획의 근간’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잠실(1974)의 경우 대각선 방향이나 곡선형으로 구성

한 ‘대각선형곡선형· (Diagonal, Curvilinear) 이 조합배치되었다’ . 분당(1989)

과 동탄(2001)에서는 우회형태의 ‘룹형(Loop) 이 발견된다’ . 

이는 앞선 세 나라와 마찬가지로 통과교통을 제어함으로써 보행안전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개념이 블록이나 단지 단위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와 같이 국지도로는 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진입로로 작, 

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상. 

공간을 자동차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들이 발견된다 예로 동탄. , (2001)

에서 발견되는 룹형 의 경우 보차공존도로로 구획하여 이사차량이나 소방차 ‘ ’ , 

등 통과차량의 유형을 한정했으며 지상의 주차공간을 모두 지하화하고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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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단지의 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하도록 하였다 이지은 외( , 

2015). 

1960 1970 1980 1990 2000

국지도로 

조직방법

컬데삭형
(Cul-de-sac)

룹형
(Loop)

접근형
(Close Approach Form) 

지하형
(Underground Path)

계획개념

해당사항 없음. 통과교통을 제어하
여 보행 안전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계
획개념이 블록이나 
단지 단위에서도 작
동하고 있으며 모든 
사례에서 활용됨. 

이전의 계획방식이 
지속됨.

이전의 계획방식이 
지속됨.

단지 내 보행 편의
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상의 주차, 
공간을 모두 지하
화하고 단지의 입
구에서 지하주차장
으로 바로 진입하
도록 함. 

적용양상 

표 서울 시기별 대표 사례의 국지도로 조직방법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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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로 분석결과 및 보행관점 해석 5) 

국지도로의 조직방법으로 네 나라 모두 컬데삭 을 계획근간, ‘ (Cul-de-sac)’

으로 활용하여 사례마다 룹형 대각선 곡선형‘ (Loop)’, ‘ , (Diagonal, 

이 다양하게 조합배치 되었는데 이는 보행 안전성을 구축하기 Curvilinear)’ , 

위해 통과교통을 제어하는 계획방식이 블록 및 단지 단위에서도 작동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거주지로부터 주요 시설. , 

로까지 연속성 있는 가로를 구성하여 조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보행, 

유발 측면에서는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밝혀졌다 서한림 최( , 2013; 

이명 이러한 맥락에서 북미의 와 폼 베이스 코드, 2013). TODs(1986) (1999)

에서 활용된 그리드형 은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 (Grid)’ (Calthorpe, 

1993; Carlton, 2007; Parolek et al, 2008). 

보행축 4.2.3. 

북미 사례1) 

표 과 같이 북미의 보행축 계획은 4-17 래드번(Radburn, 1928)과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Fused Grid System, 2002) 두 모형에서 발견된다 보행축의  . 

조직방법으로는 보행축을 공원과 같이 자동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을 관통하, 

도록 배치한 ‘차량통행 불가영역 조합형(Car-free Area-oriented Form) 이 ’

활용되었다. 

이는 보행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로 위에서의 보행 안전성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는 계획방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atricios, 2002; 

CMHC,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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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례2) 

표 과 같이 보행축의 조직방법으로 대부분 사례4-18 , -할로우(Harlow, 

후크 비세스터1947), (Hook, 1957), (NW Bicester, 2009) 에서 - ‘차량통행 불

가영역 조합형(Car-free Area-oriented Form) 이 작동하면서도 보행축을 상’ , 

1920- 1980 1990 2000

보행축 

조직방법

차량통행 불가영역 
조합형
(Car-free 

Area-oriented Form)

차량통행 불가영역 
조합형
(Car-free 

Area-oriented Form)

계획개념

보행활동을 촉진시키
기 위해 가로 위에
서의 보행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보행활동을 촉진시키
기 위해 가로 위에
서의 보행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적용양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표 북미 시기별 대표 사례의 보행축 조직방법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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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설과 같은 주요 시설물들과 연계배치하는 ‘시설물 조합형

(Facilities-oriented Form) 이 함께 나타났다’ .

1940 1950 1960- 2000

보행축

조직방법

차량통행 불가영역 조합형
(Car-free Area-oriented Form)

시설물 조합형
(Facilities-oriented Form)

시설물 조합형
(Facilit ies-oriented 

Form)

계획개념

보행 안전성을 추구
하면서도 다양한 , 
시설물들을 가로변
에 배치해 보행활동
을 촉진시키려함.

이전 시대의 계획방
식이 지속됨. 

가로 위에서의 보행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가로 위에서의 보행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보행 안전성을 추구
하면서도 다양한 시, 
설물들을 가로변에 
배치해 보행활동을 
촉진시키려함.

적용양상

실제로 지어지지 
않음.

개발이 시작되지 
않음.

표 영국 시기별 대표 사례의 블록 구조 조직방법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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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축 계획은 래드번 의 영향에 의해 영국의 신도시 개발에서 관행(1928)

처럼 활용되었다 그러나 보행축이 보행목적시설과 연계되지 않아 비활성화되. 

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use of Common, 2002; Alexander, 

시설물 조합형이 활용된 것은 보행의 안전성을 추구하면서도 가로 2009). ‘ ’ , 

위에서의 보행활동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설물들을 활용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북미의 방식과는 차별화된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 

있다(Barton, 2002; Alexander, 2009). 

싱가포르 사례3) 

표 와 같이 싱가포르의 보행축 계획은 4-19 토아 파요(Toa Payoh, 1965), 

탬피니스(Tampines, 1979)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다, 부킷 바톡(Bukit 

셍캉 펀꼴Batok, 1981), (Sengkang, 1991), (Punggol, 2011)에서 명확히 나타

났다 보행축의 조직방법으로 보행축을 공원과 같이 자동차 진(Yuen, 1996). , 

입이 불가능한 곳을 관통하도록 배치한 ‘차량통행 불가영역 조합형(Car-free 

Area-oriented Form) 이 작동하고 있다’ . 

무엇보다 부킷 바톡 에서 보행축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 (1981)

은 년대 후반부터 도로망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제, 1970

기되며 대규모 블록과 도시 가로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방식은 셍캉(Yuen, 1996; Menz, 2014). (1991), 

펀꼴 에서도 보편적인 방식으로 지속되었다(2011) .

한편 북미 영국과 유사한 조직방법을 활용하였어도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 . 

북미 영국의 보행축이 근린을 관통하도록 배치된 반면 싱가포르의 보행축은 , , 

대규모 블록의 중심을 관통하는 형태로 구축되었다 아울러 년대 이후 블. , 90

록 구조의 조직방법이 복수형으로 정착됨에 따라 보행축이 단지를 가로지르, 

는 형태에서 단지와 단지 사이에 배치되는 특성으로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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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970 1980 1990 2000

보행축

조직방법

보행권 단위

차량통행 불가영역 조합형
(Car-free Area-oriented Form)  

단지 단위    

   

단지 관통형      
(Penetrate Form)  

+

단지 인접형
(In-between Form)

단지 인접형   
(In-between Form)  

단지 인접형   
(In-between Form) 

계획개념

해당사항 없음. 도로망의 네트워크
를 더욱 강화해야한
다는 논의가 제기되
며 대규모 블록과 , 
도시 가로와의 연속
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됨.

이전 시대의 계획방
식이 지속됨.

년대 이후 블록 90
구조의 조직방법이 
복수형으로 정착됨
에 따라 보행축이 , 
단지와 단지 사이에 
배치되는 특성으로 
굳어짐. 

이전 시대의 계획
방식이 지속됨.

적용양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표 싱가포르 시기별 대표 사례의 보행축 조직방법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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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대규모 블록과 대단위 아파트 중심의 도시구조라 , , 

하더라도 보행자의 이동경로가 자유롭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보행축이 도시 , , 

가로와 인접한 단지에 완전히 열린 공간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 5-4 

참조 이는 싱가포르 고유의 주거정책과 기후 조건에서 그 이유를 부분적으). 

로 살펴볼 수 있다 주택의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단지. 70% 

의 경계가 비교적 구획되지 않은 도시 환경이 조성되었고 덥고 습한 기후로 , 

인해 주거동의 층이 대부분 필로티 로 구성되어 보행로나 커뮤니티 , 1 (piloti)

공간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지 내 소로가 단지 경계에서 주거동까. 

지 밀도있게 배치되어 다양한 방향에서 보행축으로 접근가능하다, .

서울 사례4) 

표 과 같이 서울의 보행축 계획은 4-20 목동 분당 동탄(1983), (1989), 

(2001)에서 발견되며 보행축의 조직방법으로 보행축을 자동차 진입이 불가, , 

능한 곳을 관통하도록 배치한 ‘차량통행 불가영역 조합형(Car-free 

Area-oriented Form) 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발견된다’ . 목동(1983)의 경우 보

행축을 상업시설과 같은 근린의 주요 시설물들과 연계배치하는 ‘시설물 조합

형(Facilities-oriented Form) 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 

특히 목동 에서 보행축이 나타난 것은 년대부터 전체 주거지를 , (1983) , 1980

연결하는 보행로를 구축하여 대규모 블록의 보행 연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

개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연구회 이러한 계획방식은 분당( , 1999). 

동탄 에서도 보편적인 방식으로 지속되었다(1989), (2011) .

한편 조직방법의 적용양상으로는 서울의 보행축 역시 싱가포르와 마찬가, , 

지로 블록 단위의 공간 위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특성이 발견되었다 보행축의 . 

형태는 블록의 사방을 가로지르는 십자형이 두드러지며 블록 구조의 조직방, 

법에 따라 단수형에서는 보행축이 단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배치되며 복수형, 

의 경우 보행축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배치되는 특성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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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970 1980 1990 2000

보행축 

조직방법

보행권 단위

차량통행 불가영영 영역 조합형
(Car-free Area-oriented Form)

시설물 조합형  
  (Facilities-oriented Form)

블록 단위

단지 관통형
(Penetrate Form)

단지 인접형
(In-between Form)

단지 인접관통형·
(P./I. Form)

계획개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전체 주거지를 연결
하는 보행로를 통
해 대규모 블록의 , 
보행 연결성 강화개
념이 반영됨. 

해당사항 없음. 도시가로와 단지 연
계성 강화를 위해, 
단지 경계를 희석하
고 보행축을 고려, 
한 단지설계를 함. 

적용양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표 서울 시기별 대표 사례의 보행축 조직방법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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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의 경우 보행축의 비활성화 문제가 오랜 시간동안 제기되었다

박광재 공동주택연구회 공동주택연구회 아파트 단지( , 1997; , 1999; , 2010). 

를 패쇄적으로 구축하는 관행이 지속되며 단지의 경계를 따라 담이나 가로수, 

가 배치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때문에 단지 내 소로는 단지의 내부에만 소. 

극적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보행축은 단지와는 별개로 작동하게 , 

되었다 박광재 최이명 이지은 외 또한 보행축에는 보( , 1997; , 2013; , 2015). 

행을 위한 목적지가 거의 없어 보행활동이 유발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한림 최이명 최근 사례에서는 단지의 경계를 희( , 2013; , 2013). , 

석시키고 보행축과 연계될 수 있는 단지 보행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제도 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보행축이 도시가로 및 아파트 (MA/MP ) , 

단지와 적극적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한국토지공사( , 2003; 

한국토지공사, 2008). 

보행축 분석결과 및 보행관점 해석 5) 

보행축의 조직방법으로 네 나라의 모든 사례에서 차량통행 불가영역 조합, ‘

형 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Car-free Area-oriented Form)’ . 

도로망 위계 및 국지도로와 마찬가지로 보행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계

획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행축을 보행목적시설물과 관계없이 배치하. 

는 계획방식이 오히려 보행축의 비활성화 문제를 유발하는 측면도 알려졌다

서한림(Gehl, 2008; House of Common, 2002; Alexander, 2009; , 2013; 

최이명 보행자 중심가로의 활성화 여부는 가로 주변의 시설물 배치와, 2013). 

도 관련이 있어 영국의 시설물 조합형 을 참고사례로 활용해 볼 수 있다, ‘ ’ . 

또한 북미 영국의 조직방법을 싱가포르 서울에 적용하며 조직방법이 작, , , , 

동하는 공간위계가 블록 단위로 작아지는 특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싱가포르. , 

서울의 도시환경이 대규모 블록구조로 구성되었기 때문인데 유사한 도시환경, 

이라도 싱가포르는 보행자 이동성 측면에서 서울에 비해 긍정적인 환경이 조, 

성되어 있었다 이는 싱가포르 고유의 주거정책과 자연환경으로부터 비롯한 . 

도시 건축공간의 형태적 특성 차이가 보행축의 개방성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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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시설물4.3. 

녹지시설4.3.1. 

북미 사례1) 

표 과 같이 녹지시설의 조직방법으로4-21 , 래드번(Radburn, 1928)의 경우 

소공원을 근린 내 여러 곳에 배치하는 ‘분산형(Scattered Green) 이 활용되었’

으며, 페리(Perry, 1929)에서는 ‘분산형(Scattered Green) 과 함께 상위 위계’

의 공원을 근린 중심에 배치한 ‘중앙형(Centered Green) 이 조합된 형태가 나’

타났다. TODs(1986)에서는 ‘중앙형(Centered Green) 이 단독으로 작동하고 ’

있으며, 폼 베이스 코드(Form Based Codes, 1999)의 경우, ‘분산형(Scattered 

Green) 과 ’ ‘중앙형(Centered Green) 이 조합된 형태가 다시 활용되었다 가장 ’ . 

최근 모형인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Fused Grid System, 2002)에서는 공원을 

분산배치하면서도 근린을 관통하며 가로 화시킨 , (street) ‘네트워크형(Green 

Network) 이 나타났다’ .  

래드번 에서는 분산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보행자 접근 및 (1928) ‘ ’

보행활동 유발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분산형으로 배치된 공원은 대규모 블, 

록의 중심 모임공간으로 작동한다 페리 에서는 분산(Patricios, 2002). (1929) ‘

형 과 중앙형 을 조합한 위계적 구성방식을 통해 분산형의 장점을 수용하면’ ‘ ’ , 

서도 근린의 중심에 사회적 교류장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더. 

욱 강화되어 에서는 중앙형으로 배치된 오픈스페이스의 규모가 TODs(1986) ‘ ’

더욱 확대되었다 폼 베이스 코드 에서는 녹지시설의 위계적 구성형태를 . (1999)

통해 근거리에서의 보행활동에 다시 주목하였다 가장 (Parolek et al, 2008). 

최근의 사례에서 나타난 네트워크형 은 공원을 통행가로로 활용하여 시설물‘ ’ , 

로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고 보행 쾌적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CMHC, 

2002).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례가 분산형을 근린계획의 설계 근간으로 활용하고 , ‘ ’

있으며 사례에 따라 중앙형을 단독 혹은 조합시켜 중앙성을 강조한 형태가 , ‘ ’ , 

두드러졌다 이는 공원을 거주민들의 중심모임 공간으로 해석한 북미 고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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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920- 1980 1990 2000

녹지시설 

조직방법

분산형
(Scattered Green)

분산형
(Scattered Green)

중앙형
(Centered Green)

네트워크형
(Green Network)

계획개념 

다양한 장소에서 보
행자 접근 및 보행 
활동 유발을 도모
함. 

이전 시대 계획방식
과 함께 근린 중심
활동 중심지 에 주( )
요 모임 공간을 구
축하여 보행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보행활동공간의 중
심성이 강화됨. 

녹지시설의 위계적 
구성형태를 통해 근
거리에서의 보행활
동을 도모하면서도 
근린 중심에 주요 
모임공간을 구축함. 

보행 쾌적성과 시설
물로의 접근성 강화
를 위해 공원을 통
행가로로 활용함.

적용양상

표 북미 시기별 대표사례의 녹지시설 조직방법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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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례2) 

 표 와 같이 녹지시설의 조직방법으로4-22 , 할로우 후크(Harlow, 1947), 

(Hook, 1957)에서는 근린 내 여러 곳에 공원을 배치하는 ‘분산형(Scattered 

Green) 을 적용하였고 런컨’ , (Runcorn, 1964)에서는 공원을 근린의 중심에 배

치하는 ‘중앙형(Centered Green) 이’ , 밀튼 케인즈(Milton Keynes, 1967)에서

는 ‘분산형(Scattered Green) 과 ’ ‘중앙형(Centered Green) 이 조합된 위계적 ’

구성형태가 활용되었다 가장 최근 사례인 . 비세스터(NW Bicester, 2009)의 

경우, ‘중앙형과 함께 공원을 근린을 관통하도록 배치하고 가로 화 시’ (street)

킨 ‘네트워크형(Green Network)’이 조합배치되었다.  

영국의 경우 북미와 마찬가지로 보행활동 공간으로서 녹지시설을 분산  , , 

및 집중배치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할로우 의 경우 공원을 하부 생활공. (1947)

간 단위의 중심 모임공간으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분산형 이 나타났다 후크‘ ’ . 

밀튼 케인즈 에서는 분산형을 활용하여 근린 내 다양한 장소(1957), (1967) ‘ ’

에서의 보행자 접근 및 보행활동 유발을 도모하고 있는 특성이 발견되었다. 

런컨(1964)에서는 근린의 중심성을 강조한 계획이 반영되며 중앙형 이 나타‘ ’

났다 가장 최근의 사례에서 나타난 네트워크형은 공원을 통행가로로 활용. ‘ ’ , 

하여 이를 통해 시설물로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 

였다(NWBicester, 2014).

무엇보다 영국은 북미에서 제시된 조직방법을 각각 사례마다 다양하게 활, 

용하면서도 모든 사례가 공원을 근린의 경계를 따라 둘러쌓는 ‘벨트형(Green 

Belt) 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호워드 의 전원도시에서 제시된 자연 속의 ’ . (1989)

도시개념이 주거지 계획 전반에 걸쳐 반영됨에 따라 녹지공간을 시각적 공간, 

적 완충지대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 특유의 계획방식으로 해석가능하다

(Patricios, 2002; Alexand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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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1950 1960- 2000

녹지시설

조직방법

벨트형
(Green Belt)

분산형
(Scattered Green)

중앙형
(Centered Green)

분산형
(Scattered Green) 네트워크형

(Green Network)

계획개념

녹지공간을 시각- 
적 공간적 완충지, 
대로 활용하는 계획
개념이 반영된 벨‘
트형 은 이후의 사’

례에서도 지속적으
로 활용됨. 
다양한 장소에서 - 

보행자 접근 및 보
행활동 유발을 도모
함.

이전 시대의 계획- 
방식이 지속적으로 
발견됨. 

보행활동공간의 - 
중심성이 강화됨.

보행활동공간의 - 
집중 및 분산방식이 
발견됨. 

공원을 통행가로- 
로 활용하여 이를 
통해 시설물로 접근
하도록 함으로써 자
동차 의존도를 줄이
고자 함. 

표 영국 시대별 대표 사례의 녹지시설 조직방법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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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례3) 

표 과 같이 구체적인 녹지시설 계획은 4-23 탬피니스(Tampines, 1978)에서

부터 나타나며 녹지시설의 조직방법으로는 근린 중심에 상위 위계의 공원이, , , 

근린의 여러 곳에 소규모 공원이 안배되는 ‘분산형(Scattered Green) 과 ’ ‘중앙

형(Centered Green) 이 조합된 위계적 구성방식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계획방’ . 

식은 부킷 바톡(Bukit Batok, 1981)까지 지속되었으며, 셍캉(Sengkang, 

1991)에서는 ‘분산형(Scattered Green) 이 강조되었다’ . 펀꼴(Punggol, 2011)

에서는 분산형(Scattered Green) 과 함께 공원을 근린을 관통하도록 배치하고 ’

가로 화시킨 (street) ‘네트워크형(Green Network) 이 나타났다’ .  

탬피니스 에서부터 분산형과 중앙형 이 조합된 위계적 구성형태가 (1978) ‘ ’ ‘ ’

나타난 것은 년대부터 공원이 주요한 보행활동공간으로서 해석됨에 따라 , 70

공원의 위계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하고 근린 중심과 블록 단위로 배치하는 계, 

획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부킷 바톡(Yuen, 1996). 

까지 지속되며 보편적인 계획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셍캉 의 경우(1981) . (1991) , 

근린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계획이 수정되며 중앙의 근린공원은 없어지고 블

록 단위의 공원 배치계획이 더욱 강화되었다 펀꼴 의 네트워크형은. (2011) ‘ ’ , 

공원을 통행가로로 활용하여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였다(Yuen, 2013). 

또한 블록 및 단지 단위에서 좀 더 세밀한 조직방법도 나타났다 년대부, . 80

터 휴먼스케일의 보행활동공간 구축계획이 강조되며 부킷 바톡 셍캉, (1981), 

에서는 블록 단위로 배치된 소규모 공원이 보다 적극적인 보행유발 공(1991)

적용양상

실제로 지어지지  
않음.

개발이 시작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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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블록의 남겨진 공간에서 블록 중심으로 이전배치 , 

되었다 셍캉 펀꼴 에서는 아파트 단지 단위의 오(Yuen, 1996). (1991), (2011)

픈스페이스 배치계획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는 보행 편의성을 구축하기 . 

위해 보다 넓은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펀꼴(Curtis et al, 2014). 

에서는(2011) 블록 중심에 배치된 소규모 공원을 선형의 형태로 구축하였다.

1960 1970 1980 1990 2000

녹지시설 

조직방법

보행권 단위

 + 

분산형           중앙형
(Scattered Green) (Centered Green)

분산형         
(Scattered Green)

네트워크형
(Green Network)

블록 단위

남은 공간형
(Random Form)

블록 중심형
(Block-centered Form)

선형 
(Linear Form)

단지 단위

건물형
(Platform)

주차타워형
(Parking Tower)

스카이 브릿지형
(Sky Bridge)

계획개념

해당사항 없음. 공원이 주요 보행활
동공간으로 해석됨
에 따라 공원의 위
계를 크게 두 개로 

보행활동공간의 - 
분산 및 집중배치 
방식이 지속됨. 
블록 단위로 배- 

중앙의 근린공원- 
은 없어지고 블록 
단위의 공원 배치계
획이 더욱 강화됨.

블록 중심에 배- 
치된 소규모 공원을 
선형의 형태로 구축
함. 

표 싱가포르 시기별 대표 사례의 블록 구조 조직방법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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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미 영국과 동일한 조직방법을 활용하였어도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 . 

북미와 영국의 경우 분산형을 활용한 소공원은 독립적인 시설물로 모든 사, ‘ ’ , 

람에게 열린 개방적인 공간 인 반면 싱가포르의 소공원은 대규(public space) , 

모 블록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구축되어 주로 아파트 단지 거주민들에 , 

의해 활용되고 있는 반 사적공간 으로 작동하고 있다(semi-private Space) .   

또한 단지 단위로 배치된 오픈스페이스는 수직방향에서의 보행 접근성을 강

화하기 위해 구조물을 활용하여 지면보다 높이 구축된 공간, (the elevated 

으로 만들었다 이는 토지 면적이 부족한 싱가포르의 지역적 pedestrian space) . 

특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의 일환으로 건설비용 감소 정책이 반영된 것이

다 주거건물의 고밀도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오픈스페이스의 형태도 포디움. ( 

주차타워 스카이 브릿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Podium), , (Menz, 

2014). 

구분하고 근린 중, 
심과 블록 단위로 
배치하는 계획이 본
격적으로 반영됨.

치된 소규모 공원을 
블록의 남겨진 공간
에서 블록의 중심으
로 이전배치하여 보
다 적극적인 보행유
발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려함. 

단지 단위의 오- 
픈스페이스 배치 계
획이 본격적으로 실
행되었으며 포디움, 
이나 주차타워 상부
를 활용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발견됨.

단지 단위의 오- 
픈스페이스 배치 계
획이 지속되었으며, 
주거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스카
이 브릿지의 형태도 
활용됨. 

적용양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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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례4) 

표 와 같이 녹지시설 계획은 잠실 에서부터 발견된다 녹지시설4-24 (1974) . 

의 조직방법으로는, 잠실(1974)에서 소공원을 근린 내 여러 곳에 배치하는 

‘분산형(Scattered Green) 이 활용되었으며’ , 목동 분당(1983), (1989)에서는 

‘분산형(Scattered Green) 과 함께 상위 위계의 공원을 근린 중심에 배치한 ’

‘중앙형(Centered Green) 이 조합된 형태가 나타났다’ . 동탄(2001)에서는 ‘분

산형(Scattered Green) 과 함께 공원을 근린을 관통하도록 배치하고 가로’

화시킨 (street) ‘네트워크형(Green Network) 이 활용되었다’ . 

목동 에서부터 분산형 과 중앙형 이 조합된 위계적 구성형태가 나타(1983) ‘ ’ ‘ ’

난 것은 이 시기 근린계획 설계에 도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 

이다 공동주택연구회 즉 공원의 위계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하고 소공( , 1999). , , 

원을 하부 생활공간 단위 대단위 아파트 단지 중심에 배치해 다양한 장소에( ) 

서의 보행활동을 유도하면서도 큰 규모의 공원을 근린의 중심에 배치하여 사, 

회적 교류장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분당 까지 지속되며 . (1989)

보편적인 계획방식으로 정립되었다 가장 최근의 사례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

형 은 공원을 통행가로로 활용하여 시설물로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고 보행 ’ , 

쾌적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지은 외 이지은 외( , 2015; , 2017). 

아울러 블록 및 단지 단위에서 좀 더 세밀한 조직방법도 나타났다 동탄, . 

의 경우 공원을 통행가로로 활용하기 위해 블록 중심에 놓인 공원이 (2001) , 

선형의 형태로 배치되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단위로 오픈스페이스를 배치한 . 

특성이 발견되는데 이는 단지 내 보행 편의성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넓은 보, 

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이지은 외( , 2017).  

한편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분산배치된 소공원은 대규모 블록을 구성하, , 

는 하나의 요소로 구축되어 주로 아파트 단지 거주민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 

는 반 사적공간 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단지 단위로 (Semi-private Space) . 

놓인 오픈스페이스는 지상공간에서 자동차와 보행자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지상에 배치되던 주차시설을 모두 지하화하여 구축한 특성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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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970 1980 1990 2000

녹지시설 

조직방법

보행권 단위

 

분산형          
(Scattered Green)

중앙형
(Centered Green)

네트워크형
(Green Network)

블록 단위

블록 중심형
(Block-centered 

Form)

선형 
(Linear Form)

단지 단위

마당형
(Courtyard)

계획개념

해당사항 없음. 다양한 장소에서 보
행자 접근 및 보행
활동 유발을 도모
함.

하부 생활공간 단위
로 배치된 소공원을 
통해 다양한 장소에
서의 보행을 유도하
고 근린 중심의 공, 
원을 통해 사회적 
교류장소를 구축함.

보행활동공간의 - 
분산 및 집중배치 
방식이 지속됨.
블록 단위의 주- 

민시설물계획이 강
화되며 블록 중심에 
소공원이 배치됨. 

통행가로로서 공- 
원을 통해 시설물로
의 접근성과 보행 
쾌적성을 강화함.
단지 단위의 오- 

픈스페이스 배치 계
획이 실행됨.

표 서울 시기별 대표 사례의 블록 구조 조직방법4-24 



- 122 -

녹지시설 분석결과 및 보행관점 해석 5) 

녹지시설의 조직방법으로 네 나라 모두 분산형 및 중앙‘ (Scattered Green)’ ‘

형 이 단독 혹은 조합되어 나타났으나 가장 최근의 사례에(Centered Green)’ , 

서 네트워크형 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그동안 녹지시설‘ (Green Network)’ . 

은 사회적 교류장소로서 주로 활용되었으나 근린 내 보행활동을 촉진시키기 , 

위해 통행가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공동주택연구회 이는 시설물( , 2010). 

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보행목적 동선을 중첩시켜 가로 위 보행활, 

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지은 외( , 

2017). 

아울러 동서양간 동일한 조직방법을 활용하였어도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

났다 싱가포르 서울의 경우 분산형을 활용한 소규모 공원이나 오픈스페이. , ‘ ’

스가 대규모 블록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동하며 북미 영국에 비해 개방성이 , 

감소되는 측면이 발견되었다 이지은 외( , 2017).  

적용양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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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및 서비스시설 4.3.2. 

북미 사례1) 

표 와 같이 상업 및 서비스시설의 조직방법으로4-25 , 래드번(Radburn, 

1928), 페리(Perry, 1929)의 경우 상업, ·서비스시설을 주거공간과 분리하여 근

린의 외곽지역에 배치하는 ‘분리형(Separated Spots) 이 활용되었으나’ , 

TODs(1986)에서는 모든 위계의 상업서비스시설을 근린 중심에 집중배치하·

는 ‘단핵구조형(Single Spot) 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 폼 페이스 코드(Form 

Based Codes. 1999)에서는 상업서비스시설의 위계를 구분하고 큰 위계의 · , 

시설물을 근린의 중심에 작은 위계의 시설물을 근린 내 다양한 곳에 배치하, 

는 ‘다핵구조형(Several Spots) 이 적용되었다’ .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 (Fused 

Grid System, 2002)의 경우 상업서비스시설을 이웃한 근린이 중첩된 곳에 ·

배치한 ‘공유형(Shared Spot) 이 나타났다’ . 

무엇보다 에서 단핵구조형 으로 변화한 것은 상업서비스시설TODs(1986) ‘ ’ , ·

이 이전 시대와는 달리 적극적인 보행목적시설로 간주되며 이를 중심으로 생, 

활공간 단위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위계의 상(Carlton, 2007). 

업시설을 한 곳에 배치하는 계획방식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공간적으로 

분리시켜 자동차 중심의 생활환경을 초래한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이후 폼 , 

페이스 코드 에서는 보다 다양한 곳에서의 보행유발을 도모하기 위한 (1999)

방법으로 다핵구조형 이 활용되었다 가장 최근의 사례‘ ’ (Parolek et al, 2008). 

에서 나타난 공유형 은 근린 간 보행활동을 촉진하고 근린의 인식영역을 외‘ ’

부로 향하게 함으로써 보행활동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보행친

화 계획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CMHC, 2002; Grammenos et al, 2008; 오병

록 이지은 외, 2009; , 2015). 

조직방법의 적용양상은 래드번 페리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 (1928), (1929), 

의 경우 층 규모의 저층건물이 군집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2002) , 1~2 ,  

폼 베이스 코드 에서는 용도혼합의 방법으로 상업 서비TODs(1986),  (1999) , ·

스시설을 가로를 따라 오피스나 주거건물의 층에 조합배치하였으며 이는 길 1 , 

위의 보행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Parolek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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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1980 1990 2000

상업 및 서비스시설

조직방법

보행권 단위

분리형
(Separated Spots)

단행구조형
(Single Spot)

다핵구조형
(Multi Spots)

공유형
(Shared Spot)

블록 단위

혼합형
(Mixed Type)

계획개념

상업 및 서비스 시
설을 주거지역으로
부터 분리시켜 근린 
내 보행 안전성을 
구축하고자 함.

상업 및 서비스 시
설을 주거지역으로
부터 분리시켜 근린 
내 보행 안전성을 
구축하고자 함.

상업 서비스시설이 ·

이전 시대와는 달리 
적극적인 보행목적
시설로 간주되며, 
근린 중심을 보행활
동의 핵심장소로 구
축하고 대중교통 활
용을 도모함. 

근린 내 다양한 - 
곳에서의 보행활동 
유발을 도모함. 
용도혼합의 방법- 

으로 상업 서비스시·

설을 가로를 따라, 
오피스 주거건물 , 1
층에 조합배치함.

근린 간 보행활- 
동을 촉진하고 근린
의 인식영역을 외부
로 향하게 함으로써 
보행활동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보다 적
극적인 보행친화 계
획이 적용됨. 

적용양상

표 북미 시기별 대표 사례의 상업 및 서비스시설 조직방법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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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례2) 

 표 과 같이 상업 및 서비스시설의 조직방법으로4-26 , 할로우(Harlow, 

1947)의 경우 큰 위계의 시설물을 근린의 중심에 작은 위계의 시설물을 근린 , 

내 다양한 곳에 배치하는 ‘다핵구조형(Several Spots) 을 활용하였다’ . 후크

(Hook, 1957)에서는 보행축을 따라 상업서비스시설을 연속적으로 배치시킨 ·

‘가로축형(Axis) 이 나타났다 런컨’ . (Runcorn, 1964)은 모든 위계의 시설물을 

근린 중심에 집중배치하는 ‘단핵구조형(Single Spot) 이 활용되었으며’ , 밀튼 

케인즈(Milton Keynes, 1967)에서는 다시 ‘다핵구조형(Several Spots) 이 적’

용되었다. 비세스터(NW Bicester, 2009)에서는 상업 및 서비스시설을 이웃한 

근린이 중첩된 곳에 배치한 ‘공유형(Shared Spot) 이 조합배치되었다’ . 

기 신도시인 할로우 의 경우 근거리에서의 보행활동을 도모하기 위1 (1947) , 

해 상업 서비스시설이 하부 생활단위의 중심에 배치되며 다핵구조형 이 나타· ‘ ’

났다 그 이유는 래드번 과 페리 모형을 따라 . (1928) (1929) ‘분리형을 적용한 ’

주거지 사례의 경우 상업시설이 주거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되, 

며 거주민들이 보행을 통한 구매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후크 에서는 근린의 활성화 방법으로 시설물(Greenharlgh, 2016). (1967)

과 가로와의 연계성이 고려되며 가로축형 이 활용되었고 런컨 에서는 ‘ ’ , (1964)

근린의 중심성을 강조한 계획에 의해 단핵구조형 이 나타났다 밀튼 케인즈‘ ’ . 

비세스터 두 사례 모두 상업시설을 이웃한 근린이 공유할 수 (1967), (2009) , 

있도록 근린 외곽이나 이웃한 근린이 중첩한 곳에 배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 

근린 간 보행활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Edwards, 2001; NWBicester, 2014). 

조직방법의 적용양상으로는 북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례에서 층 , 1~2

규모의 저층건물이 모여 면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튼 케인즈 의 경, (1967)

우 상업서비스시설이 주거건물의 층에 조합배치된 특성도 발견되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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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1950 1960- 2000

상업 및 서비스시설

조직방법

다핵구조형
(Several Spots)

가로축형
(Axis)

단핵구조형
(Single Spot)

다핵구조형
(Several Spots)

공유형
(Shared Spot)

계획개념

근거리에서의 보행
활동을 도모하기 위
해 상업 서비스시설·
이 하부 생활단위의 
중심에 배치함.

근린의 활성화 방법
으로 시설물과 가로
와의 연계성이 고려
됨.

근린의 중심성을 강
조한 계획이 반영
됨. 

이웃한 근린이 공유
할 수 있도록 근린
의 외곽이나 이웃한 
근린이 중첩한 곳에 
배치한 특성이 나타
났으며 이를 통해 , 
근린 간 보행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이웃한 근린이 공유
할 수 있도록 근린
의 외곽이나 이웃한 
근린이 중첩한 곳에 
배치한 특성이 나타
났으며 이를 통해 , 
근린 간 보행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적용양상

실제로 지어지지 
않음.

개발이 시작되지 
않음.

표 영국 시대별 대표 사례의 상업 및 서비스시설 조직방법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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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례3) 

표 과 같이 상업 및 서비스시설의 조직방법으로4-27 , 토아 파요(Toa 

Payoh, 1965)의 경우 상업 서비스시설을 근린의 외곽지역에 분리배치하는 ·

‘ 형xx 이 나타났으나’ , 탬피니스 부킷 바톡(Tampines, 1978), (Bukit Batok, 

1981)에서는 상업, ·서비스시설의 위계를 차등화하고 근린의 다양한 곳에 배치

시킨 ‘다핵구조형(Several Spots) 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 셍캉(Sengkang, 

1991)에서부터는 모든 위계의 상업 및 서비스시설을 근린 중심에 배치된 ‘단

핵구조형(Single Spot) 이 나타났으며 가장 최근의 계획모델인 펀꼴’ , ( 

Punggol, 2011)에서는 상업·서비스시설을 근린이 중첩된 곳에 배치하는 ‘공유

형(Shared Spot) 이 발견되었다’ . 

특히 탬피니스 에서 다핵구조형 이 나타난 것은 년대부터 상업 , (1978) ‘ ’ , 70

및 서비스시설이 커뮤니티 활동 유발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가로 위 보, 

행활동을 도모하고 근린 내 다양한 곳에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요소

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셍캉 의 (Hongyu, 2013). (1991) ‘단핵구조형’

은 년대 들어 근린 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모든 위계의 상업서비스시, 90 ·

설이 근린 중심에 배치된 대중교통역과 조합배치되며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 

사례에서 나타난 공유형은 근린이 중첩되는 곳에 상업시설을 배치시켜 보다 ‘ ’

먼 거리로의 보행활동을 도모하고자 하였다(Yuen, 2013).  

사례 간 조직방법의 적용양상으로는 탬피니스 부킷 바톡 의 , (1978), (1981)

경우 상업서비스 시설이 주거건물의 층에 조합배치되어 가로를 따라 배치된 · 1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폼 베이스 코드 에서 보행활동 유발을 위한 용도. (1999)

혼합의 방법으로 활용된 방식과도 유사하다 셍캉. (1991), 펀꼴 에서는 (2011)

상업서비스 시설이 하나의 큰 몰 형태로 구축되었는데· (mall) , Hongyu(2013)

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1)에 의하면 이러한 계획방식이 가로 위 커뮤니티 활동, 

을 이전 시대에 비해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밝히고 있다.  

1)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다음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  
싱가포르 도시계획위원회* (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Head Director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건축대학* (SNU) - Associate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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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970 1980 1990 2000

상업 및 서비스시설

조직방법

보행권 단위

다핵구조형
(Several Spots)

단핵구조형
(Single Spot)

공유형
(Shared Spot)

블록 단위

혼합형 
(Mixed Type)

복합시설형
(Complex Type)

계획개념

해당사항 없음. 가로 위 보행활동을 
도모하고 근린 내 , 
다양한 곳에 커뮤니
티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요소로 활용
됨. 

이전 시대의 계획방
식이 지속됨. 

대중교통 활성화- 
를 위해 모든 위계
의 상업 서비스시설·

이 대중교통역과 조
합배치됨. 
큰 몰 형태- (mall)

로 구축됨. 

근린이 중첩되는 - 
곳에 상업시설을 배
치시켜 보다 먼 거
리로의 보행활동을 
도모함.

적용양상

표 싱가포르 시기별 대표 사례의 상업 및 서비스시설 조직방법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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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례4) 

표 과 같이 상업 및 서비스시설의 조직방법으로4-28 , 이촌(1966)의 경우 

중심가로를 따라 상업 서비스시설을 배치한 · ‘가로축형(Axis Form) 이 나타났’

고, 잠실(1975)에서는 상업서비스시설을 근린 중심에 배치한 · ‘단핵구조형

(Single Spot) 이 활용되었다’ . 목동 분당(1983), (1989)에서는 ‘가로축형(Axis)’

과 함께 상업서비스시설을 근린 내 다양한 곳에 안배하는 · ‘다핵구조형

(Several Spots) 이 조합된 형태가 보편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 . 동

탄(2001)에서는 근린이 중첩하는 곳에 상업서비스시설을 배치하는 · ‘공유형

(Shard Spot) 이 함께 나타났다’ . 

이촌 잠실 두 사례 모두 상업서비스시설 중심의 생활공간을 (1966), (1975) ·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로축형 이나 단핵구조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 ‘ ’ ‘ ’ . 

단핵구조형 의 경우 보행활동 범위를 근린 내부로 한정지어 근린 외부의 도‘ ’ , 

시공간을 황폐화시키는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공동주택연구회 이에 따( , 1999). 

라 목동 에서부터 가로축형과 다핵구조형 이 조합된 형태가 보편적인 (1983) ‘ ’ ‘ ’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즉 주거지 전체를 관통하는 상업서비스 시설물축을 근. , ·

린의 중심을 관통하도록 배치하여 근린 공간과 도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 하였다 공동주택연구회 오성훈 외 또한 근린 내 다양한 곳( , 1999; , 2014). 

에서 구매활동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상업시설을 하부 생활단위인 대규모 블

록의 중심에도 배치하였다 가장 최근 사례의 공유형 은 근린이 중첩되는 곳. ‘ ’

에 상업시설을 배치시켜 이웃한 근린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먼 거리, 

로의 보행활동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국토지공사 이지은 외( , 2003; , 2017). 

한편 북미 영국과 동일한 조직방법을 활용하였어도 서로 다른 양상이 나, , 

타났는데 모든 위계의 상업서비스시설이 고층건물에 수직으로 적층되어 있, ·

는 특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한 가로에 모든 위계의 시설물을 배치하는 계. 

획방식은 가로 위 보행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한(

림 최이명 또한 가로축으로 배치된 상업서비스시설의 경우, 2013; , 2013). ‘ ’ · , 

도로구획에 의해 주거공간과 공간적으로 명확히 분리됨에 따라 보행으로 접, 

근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지은 외 이지은 외( , 2015;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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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970 1980 1990 2000

상업 및 서비스시설

조직방법

가로축형
(Axis) 

단핵구조형
(Single Spot)

가로축형
(Axis) 

+

다핵구조형
(Several Spots)

공유형
(Shared Spot)

블록 단위

복합시설형
(Complex Type)

계획개념

가로를 중심으로 한 
생활공간 구축계획
이 반영됨.

상업시설을 중심으
로 한 생활공간 구
축계획이 반영됨.

주거지를 관통하- 
는 시설물축을 통해 
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 
곳에서 구매활동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상업시설을 하부 생
활단위에 배치함.

이전 시대의 계획- 
방식이 지속됨. 

근린이 중첩되는 - 
곳에 상업시설을 배
치시켜 이웃한 근린
이 공유할 수 있도
록 하고 보다 먼 , 
거리로의 보행활동
을 도모함. 

적용양상

표 서울 시기별 대표 사례의 상업 및 서비스시설 조직방법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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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및 서비스시설 분석결과 및 보행관점 해석 5) 

상업 및 서비스시설의 조직방법으로 각 나라에서 단핵구조형‘ (Single 

다핵구조형 가로축형 이 활용된 것은 Spot)’, ‘ (Several Spots)’, ‘ (Axis)’ ‘분리형

(Separated Spots 에 대한 대안책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으며 네 나라의 가장 )’ , 

최근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공유형은 근린 간 교류활동을 증진시키기 ‘ ’

위한 계획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CMHC, 2002; , 2003; 

Hongyu, 2013; NWBicester, 2014). 

한편 싱가포르 서울의 경우 북미 영국과 동일한 조직방법을 활용하였어, , , , 

도 적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북미나 영국의 경우 층 규모의 저, . , 1~2

층건물이 모여 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나 싱가포르 서울에서는 , , 

상업서비스 시설이 가로를 따라 주거동의 층에 배치되거나 고층건물에 수· 1 , 

직으로 적층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태는 보행자 이동동선과 시설물 이. 

용형태를 분리시켜 가로 위에서의 보행활동을 감소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한림 최이명( , 2013; , 2013; Hongyu, 2013).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다핵구조형이 서울에서는 가로축형 이 더욱 발달, ‘ ’ , ‘ ’

하였는데 이는 근린 구조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 .  

학교시설4.3.3. 

학교시설의 조직방법은 다른 시설물과의 관계에 따른 조직방법과 도로와의 , 

관계에 따른 조직방법 두 가지 방식이 조합되어 나타났다.

북미1) 

표 와 같이 다른 시설물 과의 관계의 경우4-29 ‘ ’ , 래드번(Radburn, 1928), 

페리(Perry, 1929), TODs(1996)에서 학교를 독립된 시설물로 배치하는 ‘독립

형(Independent Form) 이 활용되었고’ , 폼 베이스 코드(Form Based Codes,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1999), (Fused Grid System, 2002)에서는 학교를 근린 

내 다양한 시설물들과 함께 배치하는 ‘조합형(Combination Form) 이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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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1980 1990 2000

학교시설 

조직방법

독립형
(Independent Form)

조합형
(Combination Form)

숨은형
(Hidden Form)

노출형
(Exposed Form)

계획개념

학교시설이 아이- 
들 중심의 공간으로 
인식됨.
아이들의 안전한 - 

통학여건을 우선적
으로 고려한 계획방
식이 발견되며 이후
사례에서도 지속됨. 

이전 시대의 계획방
식이 지속됨.

이전 시대의 계획방
식이 지속됨.

학교시설이 거주- 
민들의 주요한 커뮤
니티 공간으로 해석
되며 보행활동을 , 
더욱 촉진하기 위한 
시설물로 배치됨.

학교시설이 적극- 
적인 보행목적시설
물로 활용됨. 
학교시설로의 접- 

근성을 강화한 계획
이 반영됨. 

적용양상 

표 북미 시기별 대표 사례의 블록 구조 조직방법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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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베이스 코드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 에서 나타난 조합형은(1999), (2002) ‘ ’ , 

학교시설의 역할이 아이들 중심의 공간에서 거주민들의 사회적 교류활동 공

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가 적극적인 보행목적시설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 

있다(CMHC, 2002; Pareolek et al, 2008).   

도로와의 관계의 경우, 래드번 페리(Radburn, 1928), (Perry, 1929), 

폼 베이스 코드TODs(1996), (Form Based Codes, 1999)에서 학교를 중심 도

로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배치한 ‘숨은형(Hidden Form) 이 지속적으로 활용되’

었으며,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Fused Grid System, 2002)에서는 학교를 중심

도로에 가깝게 배치한 ‘노출형(Exposed Form) 이 나타났다’ . 

이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계획방식이 관행처럼 

지속되었지만 가장 최근에는 학교시설로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한 계획이 반, 

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CMHC, 2002).

영국2) 

표 과 같이 모든 사례4-30 -할로우 후크 런(Harlow, 1947), (Hook, 1957, 

컨 밀튼 케인즈 비세스터(Runcorn, 1964), (Milton Keynes, 1967), (NW 

Bicester, 2009) 에서 동일한 조직방법이 활용되었다 다른 시설물과의 관계- . 

에 따른 조직방법으로는 학교를 근린 내 다양한 시설물들과 함께 배치하는 

‘조합형(Combination Form) 이 활용되었으며 도로와의 관계에 따른 조직방’ , 

법으로는 학교를 중심 도로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배치한 , ‘숨은형(Hidden 

Form)’이 나타났다. 

영국에서 조합형 이 발달한 것은 초기의 근린계획 설계에서부터 학교시설‘ ’ , 

을 거주민들의 사회적 교류활동 공간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보행목적시설물

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숨은형이 지속적으로 활용된 것은. ‘ ’ ,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여건을 구축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며 이, 

는 북미의 초기 두 모형 래드번 페리 의 영향이 주거지 계획 - (1928), (1929)-

전반에 걸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 134 -

1940 1950 1960 2000

학교시설 

조직방법

조합형
(Combination Form)

숨은형
(Hidden Form)

계획개념

학교시설을 거주- 
민들의 사회적 교류
활동 공간으로 인식
하고 적극적인 보행
목적시설물로 활용
한 방식이 지속됨.
아이들의 안전한 - 

통학여건을 우선적
으로 고려한 계획방
식이 지속됨. 

적용양상 

표 영국 시기별 대표 사례의 블록 구조 조직방법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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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3) 

표 과 같이 다른 시설물과의 관계에 따른 조직방법으로4-31 , 토아 파요

탬피니스 부킷 바톡(Toa Payoh, 1965), (Tampines, 1978), (Bukit Batok, 

셍캉1981), (Sengkang, 1991)의 경우 학교를 하나의 독립된 시설물로 배치하

는 ‘독립형(Independent Form) 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 펀꼴(Punggol, 

2011)에서는 학교를 근린 내 다양한 시설물들과 함께 배치하는 ‘조합형

(Combination Form) 이 발견되었다’ . 

펀꼴 에서 조합형 으로 변화한 것은 북미와 마찬가지로 최근 학교시(2011) ‘ ’ , 

설의 역할이 아이들 중심의 공간에서 거주민들의 사회적 교류활동 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가 적극적인 보행목적시설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여건을 구축하는 (Hongyu, 2013; Yuen, 2013). 

문제가 근린계획 설계에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미의 초, 

기 두 모형 래드번 페리 의 영향이 주거지 계획 전반에 걸쳐 강- (1928), (1929)

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로와의 관계에 따른 조직방법으로는 모든 사례-토아 파요(Toa Payoh, 

탬피니스 부킷 바톡 셍캉1965), (Tampines, 1978), (Bukit Batok, 1981), 

펀꼴(Sengkang, 1991), (Punggol, 2011) 에서 학교를 중심 도로로부터 멀리 -

떨어뜨려 배치한 ‘숨은형(Hidden Form) 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 

이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여건을 구축하는 문제가 근, 

린계획 설계에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북미의 초기 두 . 

모형 래드번 페리 의 영향이 주거지 계획 전반에 걸쳐 강한 영- (1928), (1929)-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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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970 1980 1990 2000

학교시설

조직방법

독립형
(Independent Form)

조합형
(Combination Form)

숨은형
(Hidden Form)

계획개념

학교시설이 아이- 
들 중심의 공간으로 
인식됨.
아이들의 안전한 - 

통학여건을 우선적
으로 고려한 계획방
식이 이후의 사례에
서 지속됨. 

학교시설이 거주- 
민들의 주요한 커뮤
니티 공간으로 해석
됨에 따라 보행활, 
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시설물로 배치
됨.

적용양상

표 싱가포르 시대별 대표사례의 학교시설 조직방법 4-31 



- 137 -

서울4) 

표 와 같이 다른 시설물과의 관계에 따른 조직방법으로4-32 , 목동(1983), 

1960 1970 1980 1990 2000

학교시설 

조직방법

조합형
(Combination Form)

독립형
(Independent Form)

조합형
(Combination Form)

숨은형
(Hidden Form)

계획개념

학교와 상업시설 - 
중심의 생활공간 단
위를 구축한 계획방
식이 반영됨. 
아이들의 안전한 - 

통학여건을 우선적
으로 고려한 계획방
식이 발견되며 이후 
사례에서 지속됨. 

이전 시대의 계- 
획방식이 지속됨. 

학교시설이 아이- 
들 중심의 공간으로 
해석됨. 

이전 시대의 계- 
획방식이 지속됨. 

학교시설의 역할이 
아이들 중심의 공간
에서 거주민들의 사
회적 교류활동 공간
으로 확대됨에 따
라 학교가 적극적, 
인 보행목적시설로 
활용됨. 

적용양상 

표 서울 시기별 대표 사례의 블록 구조 조직방법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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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1989)에서 학교를 하나의 독립된 시설물로 배치하는 ‘독립형

(Independent Form) 이 나타났고’ , 이촌 잠실 동탄(1966), (1975), (2001)에서는 

학교를 근린 내 다양한 시설물들과 함께 배치하는 ‘조합형(Combination 

Form) 이 발견되었다’ . 

이촌 잠실 에서 조합형 이 나타난 것은 학교와 상업시설 중심(1966), (1975) ‘ ’

의 생활공간 단위를 구축한 계획방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선 세 . 

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의 사례에서는 학교시설의 역할이 아이들 중심, 

의 공간에서 거주민들의 사회적 교류활동 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가 적, 

극적인 보행목적시설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권혁삼 외( , 2008).   

도로와의 관계에 따른 조직방법으로는 모든 사례-이촌 잠실 목동(1966), , 

분당 동탄(1983), (1989), (2001) 에서 학교를 중심 도로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

배치한 ‘숨은형(Hidden Form) 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 

이는 앞선 세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여건을 구축하는 문, 

제가 근린계획 설계에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서울에서도 , 

북미의 초기 두 모형 래드번 페리 의 영향이 주거지 계획 전반- (1928), (1929)-

에 걸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시설 분석결과 및 보행관점 해석 5) 

학교시설의 경우 다른 시설물과의 관계에 따른 조직방법으로 네 나라의 가, 

장 최근 사례에서 조합형 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 (Combination Form)’ . 

학교가 거주민들의 주요한 사회적 교류활동 공간으로 해석됨에 따라 적극적

인 보행목적시설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혁삼 외(CMHC, 2002; , 

이지은 외2008; Yuen, 2013; , 2017). 

도로와의 관계에 따른 조직방법으로는 숨은형 이 네 나라에‘ (Hidden form)’

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보행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북미의 , 

계획이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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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종합 4.4. 

지금까지 개의 분석항목 에 대한 근린계획 모형의 조직방법이 북미8 (a~h) , 

영국 싱가포르 서울의 시기별 대표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 . 

표 은 분석결과 중 네 나라에서 공통적4-34 으로 활용된 조직방법을 모두 종

합하여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표 는 네 나라에서 분석항목별. 4-33

로 나타난 조직방법의 특성변화를 표 의 표기법에 맞춰 시간단위(a~h) 4-34

로 표시한 것이다(1~5) .1)

계획요소 조직방법/
북미 영국 싱가포르 서울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근린

공간
구조

커뮤니티 a.
구조

a1

a2

a3

블록 구조 b.
b1

b2

근린

가로

도로망 c.
위계

c1

c2

c3

국지도로 d.

d1

d2

d3

d4

보행축e.
e1

e2

근린

시설물

녹지시설f.

f1

f2

f3

f4

상업 및 g.
서비스시설

g1

g2

g3

g4

학교시설 h.

h1

h2

h3

h4

표 나라별 근린계획 모형의 조직방법 변화양상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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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 의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북미 래드번 페리 폼  4-33 . -1: (1928), 2: (1929), 3:TODs(1986),  4:
베이스 코드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 영국 할로우 후크 런컨(1999), 5: (2002)/ -1: (1947), 2: (1957), 3:

밀튼 케인즈 비세스터 싱가포르 토아 파요 탬피니스(1964), 4: (1967), 5: (2009)/ -1: (1965), 2: (1979), 
부킷 바톡 셍캉 펀꼴 서울 이촌 잠실 목동3: (1981), 4: (1991), 5: (2011)/ -1: (1966), 2: (1974), 3: (1983), 
분당 동탄4: (1989), 5: (2001)

분석항목 조직방법

근린 

공간
구조

커뮤니티 a.
구조

(Community
Structure)

단일화형a1.
(Single Cell)

분할형a2.
(Clustered Cell)

중첩형a3.
(Inter-locked Cell)

블록 구조b.
(Block 
Structure)

단수형b1.
(A Housing Cluster)

복수형b2.
(A Group of H.C.) 

근린

가로 

도로망 위계c.
(Street 
Hierarchy)

가장자리 강조형c1.
(Edge-highlighted)

균일형c2.
(Evenly-organized)

중심 강조형c3.
(Center-highlighted)

국지도로d.
(Local 
Street)

컬데삭형d1.
(Cul-de-sac)

룹형d2.
(Loop)

대각선형 곡선형d3. , 
(Diagonal, 
Curvilinear)

그리드형d4.
(Grid)

보행축e.
(Pedestrian 
Axis)

차량통행 불가영역 e1.
조합형

(Car-free Area-oriented)

시설물 조합형e2.
(Facilities-oriented)

근린

시설물

녹지시설f.
(Green)

벨트형f1.
(Green Belt)

중앙형f2.
(Centered Green)

분산형f3.
(Scattered Green)

네트워크형f4.
(Green Network)

상업 및 g.
서비스시설
(Commerce 
and 
Service)

단핵구조형g1.
(Single Spot)

다핵구조형g2.
(Multi Spots)

가로축형g3.
(Axis) 

공유형g4.
(Shared Spot)

학교시설h.
(School)

독립형h1.
(Independent Form)

조합형h2.
(Combination Form)

숨은형h3.
(Hidden Form)

노출형h4.
(Exposed Form)

표 보행 관점에서 본 근린계획 모형의 조직방법 분석결과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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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론에서 제기했었던 두 가지 연구목적 시기별 흐름에 따른 조직 -

방법의 변화양상 북미 영국의 계획방식이 싱가포르 서울의 계획에 적용되며 , , , 

변용되고 차별화된 특성 에 따라 표 을 해석한 결과이다- 4-33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직방법 변화양상4.4.1. 

근린 공간구조 의 커뮤니티 구조 근린 시설물 의 녹지시설 상업 < > (a), < > (f), 

및 서비스 시설 학교시설 의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이 강화된 (g), (h) , 1990

년대 이후 네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된 조직방법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적, 

극적인 보행친화 관점이 반영된 새로운 조직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 

근린 가로 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서 조직방법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분석< > .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참조( 4-35 ). 

분석항목 
조직방법 지속가능한 

개발개념 강조 이후
보행관점 해석

북미 영국 싱가포르 서울

근린 공간구조

커뮤니티a.
구조

or 

중첩형
(Inter-rocked Cell)

중첩형 은 근린의 - ‘ ’

경계를 희석하여 근린
을 이웃한 공간에 대한 
개방성을 가진 공간으
로 해석하였으며 이는 , 
근린 내에서 주로 이루
어지던 보행의 활동범
위가 외부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고려한 계획으
로 해석됨.

단일화형

(Single  Cell)

분할형

(Clustered Cell)

근린 가로

c.도로망 
위계

가장자리 강조형
(Edge-highlighted Form)

해당사항 없음

가장자리 강조형- ‘ ’, 
컬데삭형 룹형 대‘ ’, ‘ ’, ‘

각선 곡선형 은 자동차’ , ·

와 보행자의 공간적 분
리로 보행 안전성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주거지 계획에서 지속
적으로 활용됨. 

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직방법 변화양상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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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국지도로 or, and,  or

근린 내 통과교통을 - 
배제하는 방식이 자동
차 이용을 부추겨 가로
로의 보행 접근성과 안
전성을 감소시키고 거, 
주지로부터 주요 시설
로까지의 보행 연결성
이 단절되는 등 오히, 
려 가로 위 보행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
는 것으로 알려짐.

컬데삭형

(Cul-de-sac)

룹형

(Loop) 
대각선 곡선형, 
(D. / C.)

e.보행축

차량통행 불가영역 조합형
(Car-free Area-oriented Form)

근린 시설물

녹지시설f.

   
or, and 

네트워크형
(Green Network)

네트워크형 공유- ‘ ’, ‘

형 조합형 은 근린 ’, ‘ ’ , 
내 시설물을 연계하고 
통합하여 여러 가지 목
적의 보행동선을 중첩
시킴으로써 다양한 보
행활동이 유발될 수 있
도록 고려한 특성이 반
영됨. 

중앙형
(Centered Green)

분산형
(Scattered Green)

상업 g.
및 

서비스시설

or or

공유형
(Shared Spot)

단핵구조형
(Single Spot)

다핵구조형
(Multi Spots)

가로축형
(Axis)

학교시설 h.

   

독립형
(Independent Form)

조합형
(Combina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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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공간구조 분석결과 커뮤니티 구조 의 조직방법으로 네 나라 모두  < > , (a)

‘통합형(Single Cell) 이나 ’ ‘분할형(Clustered Cell) 이 시기별로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이 보편적으로 회자되는 년대 이후의 , 1990

사례인 북미의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 영국의 비(Fused Grid System, 2002), 

세스터 싱가포르의 펀꼴 동탄(NW Bicester, 2009), (Punggol, 1996-2011), 

(2001)에서 ‘중첩형(Inter-rocked Cell) 이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이전까지는 근린을 닫힌 공간으로 다루었으나 년대 이후에는 근린의 , 1990

경계를 희석하여 이웃한 공간에 대한 개방성을 가진 공간으로 해석하였다 이. 

는 근린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보행의 활동범위가 외부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고려한 계획으로 해석된다. 

근린 가로 분석결과 네 나라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도로망 위계 의 조< > , (c)

직방법으로 ‘가장자리 강조형(Edge-highlighted Form) 이 지속적으로 활용되’

었으며 국지도로 의 조직방법으로는 , (d) ‘컬데삭형(Cul-de-sacks) 을 기반으로 ’

‘룹형(Loop)’, ‘대각선형 곡선형· (Diagonal, Curvilinear) 이 다양하게 작동하고 ’

있다 또한 보행축 의 조직방법으로 . (e) ‘차량통과 불가영역 조합형(Car-free 

Area-oriented Form) 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다시 말해 위계가 높은 간선도로를 근린 가장자리에 배치하고 국지도로를 , , 

우회하는 형태로 조직하며 보행자 동선을 자동차 동선으로부터 분리하는 방, 

법은 자동차와 보행자를 공간적으로 분리해 보행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한 계획방식이다 이는 북미의 초기 두 모형 래드번 페리. - (Radburn, 1928), 

의 영향이 네 나라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Perry, 1929)- .  

그러나 이러한 계획방식은 오히려 가로 위 보행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근린 내 통과교통을 배제하는 방식이 자동차 이. , 

용을 부추겨 가로로의 보행 접근성과 안전성을 감소시키고 거주지로부터 주, 

요 시설로까지의 보행 연결성이 단절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북미의 와 폼 베이스 코드 그리고 싱가포르TODs(1986) (1999), 

의 센캉 과 펀꼴(Sengkang,1991) (Punggol, 2011)에서 활용된 도로망 위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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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형 과 국지도로의 그리드형 은 보행활‘ (Evenly-organized Form)’ ‘ (Grid)’

동에 긍정적인 참고사례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근린 시설물 분석결과 녹지시설 의 조직방법으로 네 나라 모두 < > , (f) ‘분산형

(Scattered Green) 과 ’ ‘중앙형(Centered Green) 이 단독 혹은 조합된 위계적 ’ , 

형태가 번갈아 활용되었으나 년대 이후의 사례인, 1990 북미의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 영국의 비세스터 싱(Fused Grid System, 2002), (NW Bicester, 2009), 

가포르의 펀꼴 동탄(Punggol, 1996-2011), (2001)의 경우 ‘네트워크형(Green 

Network) 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 

이전에는 공원을 사회적 교류장소로 구축하기 위해 근린의 중심이나 다양

한 위치에 배치하여 보행활동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공원의 역할, 

이 통행가로로 확대되며 공원을 근린 전체를 관통하도록 선형의 형태로 구축, 

한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계획방식은 시설물로의 접근성과 보행 쾌적성을 . 

강화하여 근린 내 보행활동을 촉진시키려는 적극적인 보행친화 관점이 반영, 

된 것으로 이해가능하다.

상업 및 서비스시설 의 조직방법으로 네 나라 모두 (g) , ‘단핵구조형(Single 

Spot)’, ‘다핵구조형(Several Spots) 이 다양한 시대에 걸쳐 활용되었으며 영’ , 

국과 서울에서는 ‘가로축형(Axis) 이 발견되었다 이는 북미의 초기 두 모형’ . , -

래드번 페리 이 제시한 (Radburn, 1928), (Perry, 1929)- ‘분리형(Separated 

Spots) 에 대한 대안책으로 등장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년대 이후의 사’ . , 1990

례인 북미의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 영국의 비세 (Fused Grid System, 2002), 

스터 싱가포르의 펀꼴 동탄(NW Bicester, 2009), (Punggol, 1996-2011), 

(2001)의 경우 ‘공유형(Shared Spot) 이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북미의 초기 두 모형 이후로 상업 및 서비스시설이 적극적인 보행목적시설, 

로 여겨지며 근린 중심에 배치되거나 차별화된 위계의 시설물이 근린 내 다, , 

양한 곳에 안배되었으며 또한 가로축을 따라 배치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 

년대 이후에는 상업 및 서비스시설을 이웃한 근린이 중첩되는 곳에 배치1990

하였는데 이는 근린 간 보행활동을 도모함으로써 투과성 을 고, (perm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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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계획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시설 의 경우 다른 시설물과의 관계 에 따른 조직방법과 도로와의 (h) , ‘ ’ ‘

관계 에 따른 조직방법이 조합되어 계획되는데 다른 시설물과의 관계에 따른 ’ , 

조직방법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 ‘독립형(Independent 

Form) 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다 년대 이후의 사례인 ’ , 1990 북미의 퓨즈드 그리

드 시스템 영국의 비세스터(Fused Grid System, 2002), (NW Bicester, 2009), 

싱가포르의 펀꼴 동탄(Punggol, 1996-2011), (2001)에서 ‘조합형

(Combination Form) 이 공통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학교시설의 역할이 아’ . 

이들 중심의 공간에서 거주민들의 사회적 교류활동 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보행목적시설로써 다른 시설물과 함께 배치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도로와의 관계에 따른 조직방법으로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 ‘숨은형

(Hidden Form) 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학교시설을 도로로부터 멀리 ’ . 

떨어진 곳에 배치한 형태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여건을 구축하는 문제가 우, 

선적으로 고려된 계획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북미의 초기 두 모형 래드. -

번 페리 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adburn,1928), (Perry,1929) . 

북미 영국 계획방식의 싱가포르 서울 적용특성 및 변화 양상  4.4.2. , , 

근린 가로 의 보행축 근린 시설물 의 녹지시설 상업 및 서비스 시< > (c), < > (f), 

설 의 경우 동서양 간 동일한 조직방법을 활용하였어도 적용양상이 서로 (g) , 

다르게 나타난 계획방식이 발견되었다 즉 북미 영국의 조직방법이 싱가포르. , , 

와 서울에 적용되며 조직방법이 작동하는 공간위계가 근린 단위에서 블록 및 , 

단지 단위의 특성으로 전환되었으며 적용결과의 형태적 변화가 나타났다 또, . 

한 싱가포르와 서울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적용양상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참조(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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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조직방법
보행관점 해석

북미 영국 싱가포르 서울

근린 가로

보행축c.

차량통행 불가영역 조합형
(Car-free Area-oriented)

싱가포르와 서울에서- 
는 보행축이 대규모 블, 
록의 중심을 관통하는 
형태로 배치된 특성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대, 
규모 블록이 발달한 싱
가포르와 서울의 도시
구조 특성이 반영된 결
과로 도시가로와 대규, 
모 블록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보행 연결성
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
으로 활용됨.  보행권 단위 보행권 단위 블록 단위 블록 단위

싱가포르의 보행축은 - 
도시 가로 및 아파트 
단지와 연계성이 적극 
확보되어 보행자 이동
경로가 자유로운 환경
이 조성됨.

근린 시설물

녹지시설f.

        

분산형
(Scattered Green)

싱가포르 서울에서 - , 
발견되는 분산형 공원
은 대규모 블록의 구성, 
요소로서 주로 거주민
들에 의해 활용되는 
반사적공간으로 작동함.
근거리에서의 보행활- 

동 도모에는 긍정적이
나 공원의 개방성 감소, 
로 공적역할이 감소되
는 측면이 있음. 공적공간 공적공간 반 사적공간 반 사적공간

 

싱가포르의 경우 오- , 
픈스페이스를 지면보다 
높이 구축해 수직방향
의 접근성을 고려함. 

상업 g.
및 

서비스시설

          

싱가포르 서울은 주- , 
거건물의 층에 조합배1
치되거나 고층의 상업
건물에 수직으로 적층
되어 가로를 따라 선형
으로 배치되는 차이점
이 나타났으며 이는 보, 
행자 이동동선과 시설
물 이용형태를 분리해 
가로 위 보행 유발에는 

단핵구조형 

(Single  Spot)

다핵구조형

(Several Spots)

가로축형

(Axis)

표 북미 영국 계획방식의 싱가포르 서울 적용특성 및 변화 양상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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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가로 분석결과 보행축 의 조직방법으로 네 나라 모두 < > , (c) ‘차량통행 

불가영역 조합형(Car-free Area-oriented Form) 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다’ . 

그러나 북미와 영국의 경우 보행축이 근린을 관통하도록 배치된 특징이 나, 

타난 반면 싱가포르와 서울에서는 보행축이 대규모 블록의 중심을 관통하는 , , 

형태로 배치된 특성이 두드러졌다 이는 대규모 블록이 발달한 싱가포르와 서. 

울의 도시구조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도시가로와 대규모 블록과의 연속성을 , 

확보하여 보행 연결성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싱가포르 서울 사이에서도 다른 양상이 발견되었다 싱가포르의 보행, , . 

축은 도시 가로 및 아파트 단지와의 연계성이 적극적으로 확보된 반면 서울, 

은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는 단지의 경계가 비. , 

교적 구획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어있으며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 주거동의 , 

층은 대부분 필로티 로 구성되어 보행로나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수행1 (piloti)

한다 그림 참조 또한 단지 소로가 밀도있게 배치되어 도시 가로로부터 ( 5-4 ). , 

보행축까지 연속적으로 연결된 특성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단지. 

의 경계가 패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단지 소로는 단지 내부에만 소극적으

로 배치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 구조가 대규모 블록과 . , ,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보행자의 이동경로가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저층건물 저층건물

 

주거동 층1 고층건물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
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다핵구조형 가로축형

서울은 상업 및 서- , 
비스시설과 주거공간이 
도로 구획에 의해 공간
적으로 분리되는 특성
이 나타났으며 이는 보, 
행 접근성 측면에서 긍
정적인 환경으로 작동
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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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시설물 분석결과 녹지시설 의 조직방법으로 네 나라의 대부분의 < > , (f)

사례에서 ‘분산형(Scattered Green) 이 공통적으로 활용되었다’ . 

그러나 북미와 영국의 경우 분산형을 적용한 소공원이나 오픈스페이스가 , 

독립된 공간요소로 구축되어 개방적인 공간 으로 작동하는 반(public space)

면 싱가포르와 서울에서 발견되는 분산형의 녹지시설은 대규모 블록의 구성, , 

요소로서 주로 아파트 단지 거주민들에 의해 활용되는 반 사적공간

으로 작동한다 이는 근거리에서의 보행활동 도모에는 (semi-private space) . 

긍정적이지만 공원의 개방성 감소로 공적역할이 감소되는 측면도 발견되었, 

다. 

한편 싱가포르의 셍캉 과 펀꼴 서울의 동, (Sengkang, 1991) (Punggol, 2011), 

탄 에서는 오픈스페이스를 아파트 단지 단위로 배치하여 분산형의 경향(2001)

이 시간이 흐르며 더욱 두드러지는데 싱가포르 서울 간 구체적인 적용양상, , 

은 다르게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경우 수직방향에서의 보행 접근성을 고려해. , , 

포디움 주차타워 스카이 브릿지 등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를 지, , 

면보다 높이 구축된 공간 으로 만들었다 반면 (the elevated pedestrian space) . 

서울의 경우 지상의 주차시설을 모두 지하화하여 오픈스페이스를 구축한 특, 

성이 발견된다. 

상업 및 서비스시설 의 조직방법으로 네 나라에서  (g) , ‘단핵구조형(Single 

Spot)’, ‘다핵구조형(Several Spots)’, ‘가로축형(Axis) 이 다양한 시기에 걸쳐 ’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직방법은 북미 영국의 경우 층 규모의 저층건물이 면형, , 1, 2

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고 싱가포르 서울은 주거건물의 층에 조합배치되, , 1

거나 고층의 상업건물에 수직으로 적층되어 가로를 따라 선형으로 배치되는 

차이점을 갖는다 이는 보행자 이동동선과 시설물 이용형태를 분리시켜 가로 . 

위에서의 보행활동 유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싱가포르 서울 간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조직방법의 차이가 발견되었, , 

다 싱가포르와 서울의 년대 사례에서 영국의 영향이 두드러지는데 싱. 70-80 , 

가포르의 템피니스 부킷 바톡 에서는 (Tampines, 1978), (Bukit Batok,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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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핵구조형 이 서울의 목동 분당 에서는 다핵구‘ (Multi Spots)’ , (1983), (1989) ‘

조형 을 기반으로 가로축 형이 좀 더 두드러진다 이는 (Multi Spots)’ ‘ (Asix)’ . 

커뮤니티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서울의 경우 상업 및 서비. , 

스시설과 주거공간이 도로 구획에 의해 공간적으로 명확히 분리되는 특성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보행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동하지 못하, 

고 있는 부분도 발견되었다. 

싱가포르 서울에서 발달한 조직방법4.4.3. , 

근린 공간구조 의 커뮤니티 구조 블록 구조 의 경우 싱가포르와 서< > (a), (b) , 

울에서 북미 영국과는 차별화된 조직방법이 발달하였다 이는 대단위 아파트 , . 

단지 개발에 적합한 유형으로 발달한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양상에서는 싱가, 

포르 서울 사이에서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표 참조, ( 4-37 ). 

근린 공간구조 분석결과 커뮤니티 구조 의 조직방법으로 북미와 영국< > , (a) , 

의 경우 ‘단일화형(Single Cell) 이 두드러졌으나 싱가포르와 서울에서는 ’ , ‘분

할형(Clustered Cell) 이 발달하였다’ . 

싱가포르와 서울의 경우 주민시설물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묶어 하부 생, 

활공간 단위로 구축하고 이를 반복하여 근린을 구성하는 계획방식이 보편적

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다 작은 위계의 공간에서 커뮤니티 활. 

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식으로도 해석가능하다. 

한편 싱가포르 서울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즉 하부 생, , . , 

활공간은 대규모의 블록으로 구축되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보편적으로 개의 , 5

대규모 블록이 모여 하나의 근린을 형성한다 반면 서울은 개나 개의 블록. , 2 4

이 하나의 근린을 구성하며 근린의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이를 공간적으로 , 

분리하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싱가포르의 근린 구조는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 , 

로 블록 간 분리정도를 완화하여 보행의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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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구조 의 조직방법으로 북미와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b) , ‘단

수형(A Housing Cluster) 이 발달한 반면 싱가포르 서울에서는 ’ , , ‘복수형(A 

분석항목
조직방법 

보행관점 해석
북미 영국 싱가포르 서울

근린 공간구조

커뮤니티 a.
구조

단일화형
(Single Cell)

 

분할형
(Clustered Cell)

싱가포르 서울에서 - , 
분할형 이 발달한 것은‘ ’ , 
주민시설물과 대단위 아
파트 단지를 하부 생활공
간 단위로 구축하고 이, 
를 반복해 근린을 구성하
는 계획방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작은 위, 
계의 공간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음. 

개 블록          개 개 블록    5 2 or 4

싱가포르의 근린 구조- 
는 서울에 비해 블록 간 , 
분리정도를 완화하여 보
행의 접근성 측면에서 긍
정적인 환경으로 작동한
다고 볼 수 있음. 

블록 구조b.

단수형
(A Housing C luster) 복수형

(A Group of Housing Clusters) ’

싱가포르 서울은 복수- , ,‘
형을 적용해 여러 개의 ’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묶
어 하나의 블록으로 구획
하여 블록 규모가 서구, 
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
되는 특성이 나타났으며, 
이는 대규모 도로를 수반
하여 보행 안전성을 감소
시키고 도시 가로와의 , 
연계성을 떨어뜨려 보행 
이동성을 제한하는 부분
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개 단지4 개 단지2

싱가포르는 단지 소규- , 
모화 경향으로 블록 내 
개의 단지가 구획되3-4

는데 이는 서울에 비해 , 
보행 이동성 측면에서 유
리한 환경으로 작동가능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음.  

표 싱가포르 서울에서 발달한 조직방법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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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of Housing Clusters) 이 두드러졌다’ . 

특히 싱가포르와 서울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여러 개 묶어 하나의 블록, , 

으로 구획하는 계획방식이 보편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블록의 규모가 북미 영,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계획방식은 대규. 

모 도로를 수반하여 보행 안전성을 감소시키고 도시 가로와의 연계성을 떨어, 

뜨려 보행 이동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싱가포르 서울에서는 그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 , . 

경우 최근에 단지의 소규모화 경향이 확대되며 블록 내 구획되는 단지의 수, 

가 개로 증가된 특성이 펀꼴 에서 발견됐다 반편 서울은 3-4 (Punggol, 2011) . , 

개의 단지를 묶어 블록으로 구획하는 계획이 지속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1~2 .  

블록 구조는 서울에 비해 보행의 이동성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으로 작동할 ,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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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5.1. 

연구의 의의 및 한계5.2.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5.1. 

년대 이후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이 강조되며 우리의 도시 및 주거 논1990 , 

의에서는 보행친화적인 근린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 

에 따라 도시 설계 분야에서는 주거지의 공간구성기법으로써 새로운 근린계, 

획 모형을 활발히 모색하였다 근린계획 모형은 그동안 주거지의 공간 계획단. 

위로써 동서양을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이전 시대의 계획방식이 , 

근대주의의 효율성을 반영한 탓에 보행활동을 위축시켜 현대의 도시가 자동, 

차 중심의 도시 골격구조로 재편되는데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근린계획 모형이 보행친화를 위해 이전과는 다른 계획방식

을 적용한 것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보행논의가 제기되었던 종전, 

의 계획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이 발견되며 보행환경의 개선가능성에 ,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보행친화를 내세우며 행해졌던 근린계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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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시간이 지나며 새롭게 제, 

시되었던 근린계획 모형의 계획방식을 보행 관점에서 분석해보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미와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 발전된 근린계획 모형은 아시아 지역의 , 

근린환경 조성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싱가포르 한국과 같은 아. , 

시아 신흥개발국은 고밀도 고층주거형태 중심의 주거지 조성계획에 이들을 , 

참고대상으로 활용하여 해석과 변용의 과정을 더하면서도 지역 나름의 특유, 

한 계획방식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행활동과 관련한 쟁. 

점사안들이 발생하였다 최근에도 보행환경 향상을 담보로 한 서구 계획방식. 

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들로 미루어보아 그 , , 

결과가 반드시 보행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서. 

구의 계획방식이 아시아지역 도시환경에 적용되는 양상에 대한 보행 측면에

서의 해석을 실시하였고 아시아 신흥개발국의 도시환경에서 두드러지는 계획, 

기법은 없었는지 아울러 같은 아시아의 신흥개발국이어도 싱가포르와 우리의 , 

차이점은 없는지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위 과정을 통해 향후 보행 측면에서 보다 개선된 근, 

린 주거환경 설계방법론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린계획 모형을 주거지 개발의 도구로 적극 활용한 북‘ ’

미 영국 싱가포르 서울의 시기별 대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 , 

보행논의와 관련이 깊은 물리적 환경요소의 조직방법이 사례별로 어떻게 형

성되어 있는지 그 형태적 특성을 도출하여 도식화된 자료로 구축하였다 이를 . 

시간의 흐름과 공간이동에 따른 변화양상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근린 공간구조 의 경우 커뮤니티 구조의 중첩형 이 근린 시설물, < > , ‘ ’ , < >

의 경우 녹지시설의 네트워크형 상업 및 서비스시설의 공유형 학교시설, ‘ ’, ‘ ’, 

의 조합형이 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이 강조된 이후 네 나라에서 ‘ ’ , 90 ,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직방법으로 발견되었다 이들은 적극적인 보행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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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개념을 적용하여 그동안 근린계획 모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근린 단

위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성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근린 간 . , 

교류활동을 촉진하여 이웃한 공간에 대한 개방성을 확보하여 보행의 활동범

위를 확장하고 근린 내 시설물을 연계하고 통합하여 여러 가지 목적의 보행, 

동선을 중첩시킴으로써 다양한 보행활동이 유발 될 수 있도록 고려한 특성이 

나타났다 그림 참조( 5-1 ).  

그림 근린 단위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계획방식의 활용 5-1 

하지만 근린 가로 와 관련하여 조직방법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가로망 < > , 

위계의 가장자리 강조형 국지도로의 컬데삭형 과 룹형 보행축의 차량통‘ ’, ‘ ’ ‘ ’, ‘

행 불가영역 조합형은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네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 , 

활용되고 있었다 이들은 근린 내 보행 안전성을 구축하기 위해 보행자와 자. 

동차와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북미 초기 모형 래드번, -

과 페리 의 영향이 주거지 계획 전반에 걸쳐 강(Radburn, 1928) (Perry, 1929)

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방식이 근린 내 보. 

행활동을 위축한 측면이 크다는 논의가 많은 문헌연구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 

는 향후 보행측면에서 보다 개선된 계획방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로와 관, 

련된 설계 계획요소에서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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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동차와 보행자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방식과 조합하5-2 
는 방식

둘째 근린 가로 의 경우 보행축의 차량통행 불가영역 조합형 근린 시, < > , ‘ ’, <

설물 의 경우 녹지시설의 분산형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의 단핵구조형 다> ‘ ’, ‘ ’, ‘

핵구조형 가로축형 이 동서양간 동일한 조직방법으로 활용되었지만 그 양’, ‘ ’ , 

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서구의 계획방식이 대단위 아파트 단. , 

지와 블록 중심의 아시아권 국가에 활용되며 조직방법이 작동된 공간 위계의 

특성과 적용결과의 형태적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보행측면에서 . 

본래의 계획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

참조 즉 차량통행 불가영역 조합형 을 활용한 보행축은 도시 가로와의 5-3 ). , ‘ ’

연결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블록의 중심을 관통하는 형태로 배치되

었으나 인접한 아파트 단지 경계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보행 연속성이 감소, 

되는 부분도 발견되었다 분산형 을 활용한 녹지시설은 대규모 블록의 구성. ‘ ’

요소로서 작동함으로써 단지 주민과 같은 근거리에서의 보행활동 도모에는 

도움이 되고 있으나 공원의 개방성이 약해짐에 따라 공적역할이 감소되는 측, 

면이 있었다 또한 단핵구조형 다핵구조형 가로축형 을 적용한 상업 및 . ‘ ’, ‘ ’, ‘ ’

서비스시설의 모습은 가로를 따라 주거동 층에 배치되거나 고층건물에 수직1 , 

으로 적층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가로 위 보행자 이동동선과 시설물 이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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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리시켜 가로 위에서의 보행활동을 감소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따라서 우리의 도시환경에 적합한 보다 섬세한 접근방식이 마련되어야 . ,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북미 영국 조직방법의 싱가포르 서울 도시환경 적용특성 5-3 , , 

아울러 싱가포르와 서울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적용양상이 다르게 나타났, 

다 싱가포르의 주거정책과 기후 특성을 반영한 도시 건축공간의 형태적 특. , 

성 차이가 보행축과 도시가로와의 연계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녹지시설의 수, 

직방향에서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주거공간과 상업시설과의 공간적 분리, 

를 완화하여 보행 편의성을 도모한 특성도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 , 

일어나고 있는 보행논의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계획방식을 참고해 볼 

수 있겠으나 나라별 고유한 주거정책과 자연문화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수, ·

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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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싱가포르의 주거동 층 필로티5-4 1

 

셋째 근린 공간구조 의 경우 커뮤니티 구조의 분할형 과 블록 구조의 , < > , ‘ ’

복수형이 싱가포르와 서울에서 두드러진 조직방법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 ’ . 

모 블록과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도시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행 관, 

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공존한다 커뮤니티 구조의 분할형 은 보다 작은 위. ‘ ’

계의 공간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유발하고 근린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블록 구조의 복수형 은 블. ‘ ’

록 크기의 대규모화로 보행 이동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

동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동일한 조직방법을 활용하였더라도 싱가포르 서울 사이에 서로 다른 , , , 

양상이 나타났으며 싱가포르에서 발견되는 형태는 대규모 블록 구조의 단점, 

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보행 연결성 강화 측면에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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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의의 및 한계 5.2. 

그동안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경향은 보행친화적인 근린계획  , 

설계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보행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소와 , 

결합특성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물리적 개별요소. 

들의 보행친화성이 밝혀져도 연구방법이나 연구결과가 실제 도시 설계 작업, 

에서 참고가능한 설계언어로 도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행의 관점에서 근린계획 모형의 계획방식을 

꼼꼼히 분석해 봄으로써 보행과 관련한 근린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물리적 환, 

경요소의 조직방법을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선정한 분석사례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계획모델로 반복

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의 유일한 설계방식으로 단정하, 

기에 표본의 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보행친화를 위한 새로운 근. 

린계획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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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을 고려한 근린 주거환경계획의 위계Appendix. 

별 설계항목 특성

    
보행권 단위  - 

블록 단위 - 

단지 단위     - 

장의 분석결과를 통해 총 개의 보행권 단위 개 블록 단위 개 단지 4 15 - : 8 , :4 , 

단위 개 의 설계 계획요소와 각각의 계획요소에 해당하는 개의 조직방:4 - 3-4

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는 도출한 조직방법을 의 공. Appendix 2 Appendix 1

간 위계를 활용하여 재정리한 것이며 각각의 구체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다. 

보행계획의 공간 위계 Appendi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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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요소 조직방법

보행권 단위 

커뮤니티 구조a.
(Community 
Structure)

단일화형a1.
(Single Cell)

분할형a2.
(Clustered Cell)

중첩형a3.
(Inter-rocked Cell)

블록 구조b. 
(Block 
Structure)

단수형b1.
(A Housing Cluster)

복수형b2.
(A Group of Housing 

Clusters)

도로망 위계c.
(Street 
Hierarchy)

가장자리 강조형c1.
(Edge-highlighted 

Form)

균일형c2.
(Evenly-organized 

Form)

중심 강조형c3.
(Center-highlighted 

Form)

국지도로d.
(Local Street)

컬데삭형d1.
(Cul-de-sac)

룹형d2.
(Loop)

대각선형 곡선형d3. , 
(Diagonal, Curvilinear)

그리드형d4.
(Grid)

보행축e.
(Pedestrian 
Axis)

차량통행 불가영역 e1.
조합형
(Car-free 

Area-oriented Form)

시설물 조합형e2.
(Facilities-oriented 

Form)

녹지시설f.
(Green)

벨트형f1.
(Green Belt)

중앙형f2.
(Centered Green)

분산형f3.
(Scattered Green)

네트워크형f4.
(Green Network)

보행을 고려한 근린계획 모형의 조직방법 Appendi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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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및 g.
서비스시설
(Commerce 
and Service)

단핵구조형g1.
(Single Spot)

다핵구조형g2.
(Multi Spots)

가로축형g3.
(Axis) 

공유형g4.
(Shared Spot)

학교시설h.
(School)

독립형h1.
(Independent Form)

조합형h2.
(Combination Form)

숨은형h3.
(Hidden Form)

노출형h4.
(Exposed Form)

블록 단위 

단지구조i.
(Housing 
Cluster 
Structure)

단수형i1.
(Singular Form)

복수형i2. (<2)
(Plural Form)

복수형i3. (2<)
(Plural Form)

보행축j.
(Pedestrian 
Axis)

단지 인접형j1.
(In-between Form)

단지 관통형j2.
(Penetrate Form)

단지 인접 관통형j3. ·
(In-between/ Penetrate 

Form)

녹지시설k.
(Green)

불규칙형k1.
(Random Form)

블록 중심형k2.
(Block-centered Form)

선형 k3.
(Linear Form)

상업 및 l.
서비스시설
(Commerce 
and Service)

혼합형 l1.
(Mixed Type)

복합시설형l2.
(Complex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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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 단위- 

보행권 단위와 관련된 계획요소로는 커뮤니티 구조 블록 구조 도로, (a), (b), 

망 위계 국지도로 보행축 녹지시설 상업 및 서비스시설 학교(c), (d), (e), (f), (g), 

시설 이 있다(h) . 

커뮤니티 구조a. (Community Structure) 

커뮤니티 구조의 조직방법은 단일화형 과 분할형 , ‘ (Single Cell)’ ‘ (Clustered 

중첩형 으로 구분가능하다Cell)’, ‘ (Inter-rocked Cell)’ . 

단일화형a1. (Single Cell)

시설물을 근린의 중심에 집중배치해 근린을 하나의 생활공간 단위로 구축

단지 단위 

자동차 진입로m.
(Entrance 
Road)

관통형m1.
(Through-traffic 
Allowed) 

접근형m2.
(Close Approach)

우회형m3.
(Roundabout)

지하형m4.
(Underground Path)

단지형 n.
오픈스페이스
(Open Space)

건물형n1.
(Podium)

주차타워형n2.
(Parking Tower)

스카이 브릿지형n3.
(Sky Bridge)

마당형n4.
(Courtyard)

소로o.
(Pedestrian
Path)

산책로형o1.
(Trail)

보행로형o2.
(Main Path Connector)

경계부형o3.
(Edge Connector)



- 163 -

한 유형이다 단일화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북미- : Radburn(1928), Perry(1929), TODs(1986), Form Based 

Codes(1999), Fused Grid System(2002) 

영국- : Harlow(1947), Runcorn(1964), NW Bicester(2009)

싱가포르- : Toa Payoh(1965), Sengkang(1991)

서울 이촌 잠실- : (1966), (1975)

분할형a2. (Clustered Cell)

중심시설물을 근린 내 여러 곳에 배치해 근린 내 하부 생활공간 단위를 구

축하는 유형이다 분할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영국- : Hook(1957), Milton Keynes(1967)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서울 목동 분당- : (1983), (1989)

중첩형a3. (Inter-rocked Cell)

이웃한 근린을 중첩시키고 중심시설물을 공유하도록 하여 생활공간 단위를 

확장시킨 유형이다 중첩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북미- : Fused Grid System(2002) 

영국- : NW Bicester(2009)

싱가포르- : Punggol(2011)

서울 동탄- : (2001)  

블록 구조b. (Block Structure)

블록 구조의 조직방법은 단수형 과 복수형, ‘ (A Housing Cluster)’ ‘ (A Group 

으로 구분가능하다of Housing Clus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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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형b1. (A Housing Cluster)

개별 단지나 여러 개의 단독 주택지를 합쳐 하나의 블록으로 구획한 유형이

다 단수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북미- : Perry(1929), TODs(1986), Form Based Codes(1999), Fused Grid 

System(2002) 

영국- : Harlow(1947), Hook(1957), Runcorn(1964), Milton 

Keynes(1967), NW Bicester(2009)

싱가포르- : Toa Payoh(1965),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서울 이촌 잠실- : (1966), (1975)

복수형b2. (A Group of Housing Clusters)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 하나의 블록으로 구획한 유형이다 복수형 활용사. ‘ ’ 

례는 다음과 같다.

북미- : Radburn(1928)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Sengkang(1991), 

Punggol(2011)

서울 목동 분당 동탄- : (1983), (1989), (2001) 

도로망 위계c. (Street Hierarchy)

도로망 위계의 조직방법은 가장자리 강조형, ‘ (Edge-highlighted Form)’, 

균일형 중심 강조형‘ (Evenly-organized Form)’, ‘ (Center-highlighted Form)’

으로 구분가능하다. 

가장자리 강조형c1. (Edge-highlighted Form)

근린의 가장자리를 위계가 높은 간선도로로 둘러쌓고 근린 내 도로망을 낮, 

은 위계의 도로로 구획하는 유형이다 가장자리 강조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 ‘ ’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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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Radburn(1928), Perry(1929), Fused Grid System(2002) 

영국- : Harlow(1947), Hook(1957), Runcorn(1964), Milton 

Keynes(1967), NW Bicester(2009)

싱가포르- : Toa Payoh(1965),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서울 이촌 잠실 분당 동탄- : (1966), (1975), (1989), (2001)  

균일형c2. (Evenly-organized Form)

근린의 도로망 위계를 전체적으로 완화시켜 중로 이하의 가로로 구성된 유

형이다 균일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북미- : TODs(1986), Form Based Codes(1999) 

싱가포르- : Punggol(2011)

중심 강조형c3. (Center-highlighted Form) 

통과교통을 위한 간선도로가 근린의 중심에 놓이고 낮은 위계 도로가 이로

부터 분화하는 유형이다 중심 강조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싱가포르- : Sengkang(1991)

서울 목동- : (1983)  

국지도로d. (Local Street)

국지도로의 조직방법은 컬데삭형 룹형 대각선형, ‘ (Cul-de-sac)’, ‘ (Loop)’, ‘ ·

곡선형 그리드형 으로 구분가능하다(Diagonal·Curvilinear)’, ‘ (Grid)’ . 

컬데삭형d1. (Cul-de-sac)

막다른 골목길의 형태로 컬데삭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북미- : Radburn(1928), Fused Grid System(2002) 

영국- : Harlow(1947), Runcorn(1964), Milton Keynes(1967), NW 

Bicest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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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Toa Payoh(1965),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서울 이촌 잠실 목동- : (1966), (1975), (1983)

룹형d2. (Loop) 

고리형태로 룹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북미- : Fused Grid System(2002) 

영국- : Harlow(1947), Runcorn(1964), Milton Keynes(1967), NW 

Bicester(2009)

싱가포르- : Toa Payoh(1965),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Sengkang(1991), Punggol(2011)

서울 분당 동탄- : (1989), (2001) 

대각선 곡선형d3. , (Diagonal, Curvilinear) 

도로가 수평이나 수직으로 만나지 않도록 도로 형태를 대각선이나 곡선의 

형태로 구축한 유형이다 곡선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북미- : Perry(1929)

서울 잠실- : (1975) 

그리드형d4. (Grid) 

직교하는 바둑판의 그리드 형태로 그리드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북미- : TODs(1986), Form Based Codes(1999)

 

보행축e. (Pedestrian Axis)

보행축의 조직방법은 차량통행 불가영역 조합형, ‘ (Car-free Area-oriented 

시설물 조합형 으로 구분가능하다Form)’,  ‘ (Facilities-oriented Form)’ . 



- 167 -

차량통과 불가영역 조합형e1. (Car-free area-oriented Form)

보행축을 공원과 같이 자동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을 관통하도록 배치한 유

형이다 차량통과 불가영영 조합형이 활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북미- : Radburn(1928), Fused Grid System(2002)

영국- : Harlow(1947), Hook(1957), Runcorn(1964), Milton 

Keynes(1967), NW  Bicester(2009)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Sengkang(1991), 

Punggol(2011)

시설물 조합형e2. (Facilities-oriented Form)

보행축을 보행목적시설과 연계배치하는 방법으로 중심 시설물을 보행로 주, 

변에 집중 배치하거나 반대로 보행자 중심의 가로를 시설물 주변에 배치시키

는 유형이다 시설물 조합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영국- : Harlow(1947), Hook(1957), NW  Bicester(2009) 

서울 목동- : (1983)

녹지시설f. (Green)

     

녹지시설의 조직방법은 벨트형 중앙형, ‘ (Green Belt)’, ‘ (Centered Green)’,  

분산형 네트워크형 으로 구분‘ (Scattered Green Features)’, ‘ (Green Network)’

가능하다. 

벨트형f1. (Green Belt)

근린의 둘레를 녹지공간이 둘러쌓고 있는 유형이다 벨트형 활용사례는 다. ‘ ’ 

음과 같다.

영국- : Harlow(1947), Hook(1957), Runcorn(1964), Milton 

Keynes(1967), NW Bicest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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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형f2. (Centered Green) 

근린의 중심에 큰 규모의 공원을 배치한 유형이다 중앙형 활용사례는 다. ‘ ’ 

음과 같다.

북미- : Perry(1929), TODs(1986), Form Based Codes(1999)

영국- : Runcorn(1964), Milton Keynes(1967), NW Bicester(2009)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서울 목동 분당- : (1983), (1989) 

분산형f3. (Scattered Green Features)

여러 곳에 소공원이나 오픈스페이스를 분산배치한 유형이다 분산형 활용. ‘ ’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북미- : Radburn(1928), Perry(1929), Form Based Codes(1999), Fused 

Grid System(2002) 

영국- : Harlow(1947), Hook(1957), Milton Keynes(1967)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Sengkang(1991), 

Punggol(2011)

서울 잠실 목동 분당- : (1975), (1983), (1989)

네트워크형f4. (Green Network) 

가로 화된 공원을 근린을 가로지를 수 있도록 배치한 유형이다 네트(street) . ‘

워크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북미- : Fused Grid System(2002)

영국- : NW Bicester(2009)

싱가포르- : Punggol(2011) 

서울 동탄-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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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및 서비스시설g. (Commerce & Service)

상업 및 서비스시설의 조직방법은 단핵구조형 다핵구조형, ‘ (Single Spot)’, ‘

가로축형 공유형 으로 구분가능하다(Multi Spots)’, ‘ (Axis)’, ‘ (Shared Spot)’ . 

단핵구조형g1. (Single Spot)

모든 위계의 상업 서비스시설을 근린 중심에 집중배치하는 유형이다 단핵· . ‘

구조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북미- : TODs(1986)

영국- : Runcorn(1964)  

싱가포르- : Sengkang(1991)  

서울 잠실- : (1975)  

다핵구조형g2. (Multi Spots) 

상업서비스시설의 위계를 구분하고 큰 위계의 시설물을 근린의 중심에 작· , , 

은 위계의 시설물을 근린 내 다양한 곳에 배치하는 유형이다 다핵구조형 활. ‘ ’ 

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북미- : Form Based Codes(1999)  

영국- : Harlow(1947), Milton Keynes(1967)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서울 목동 분당- : (1983), (1989)

가로축형g3. (Axis) 

보행축을 따라 상업서비스시설을 연속적으로 배치시킨 유형이다 가로축· . ‘

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영국- : Hook(1957), NW Bicester(2009)

서울 이촌 목동 분당- : (1966), (1983),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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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g4. (Shared Spot) 

상업서비스시설을 이웃한 근린이 중첩된 곳에 배치한 유형이다 공유형· . ‘ ’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북미- : Fused Grid System(2002)

영국- : NW Bicester(2009)

싱가포르- : Punggol(1996-2011)

서울 동탄- : (2001) 

학교시설h. (School)

학교시설의 조직방법은 다른 시설물과의 관계에 따른 조직방법과 도로와의 , 

관계에 따른 조직방법 두 가지 방식이 조합되어 나타났다 다른 시설물과의 . 

관계에 따른 조직방법은 독립형 과 조합형, (Independent Form) (Combination 

으로 구분가능하며 도로와의 관계에 따른 조직방법 으로 숨은형Form) , 

과 노출형 으로 구분가능하다(Hidden Form) (Exposed Form) . 

독립형h1. (Independent Form)

학교를 독립된 시설물로 배치하는 유형으로 공유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 ‘ ’ 

다.

북미- : Radburn(1928), Perry(1929), TODs(1986) 

싱가포르- : Toa Payoh(1965),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Sengkang(1991)

서울 목동 분당- : (1983), (1989)

조합형h2. (Combination Form)

학교를 근린 내 다양한 시설물들과 함께 배치하는 유형이다 조합형 활용. ‘ ’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북미- : Form Based Codes(1999), Fused Grid System(2002) 



- 171 -

영국- : Harlow(1947), Hook(1957), Runcorn(1964), Milton 

Keynes(1967), NW Bicester(2009)

싱가포르- : Punggol(2011)

서울 이촌 잠실 동탄- : (1966), (1975), (2001) 

숨은형h3. (Hidden Form)

학교를 중심 도로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배치하는 유형이다 숨은형 활용사. ‘ ’ 

례는 다음과 같다.

북미- : Radburn(1928), Perry(1929), TODs(1986),  Form Based 

Codes(1999)

영국- : Harlow(1947), Hook(1957), Runcorn(1964), Milton 

Keynes(1967), NW Bicester(2009)

싱가포르- : Toa Payoh(1965),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Sengkang(1991), Punggol(2011)

서울 이촌 잠실 목동 분당 동탄- : (1966), (1975), (1983), (1989), (2001) 

노출형h4. (Exposed Form)

학교를 중심도로에 가깝게 배치하는 유형이다 노출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 ‘ ’ 

같다.

북미- : Fused Grid System(2002) 

블록 단위- 

블록 단위와 관련된 계획요소로는 단지 구조 보행축 녹지시설 상, (i), (j), (k), 

업 및 서비스시설 이 있다 이는 싱가포르와 서울의 사례 분석을 통해 대규(l) . , 

모 블록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중심의 환경으로부터 발생가능한 계획방식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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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구조I. (Housing Cluster Structure)

대규모 블록 단위에서 나타나는 단지 구조의 조직방법은 단수형, ‘ (Singular 

과 복수형 으로 구분가능하다Form)’ ‘ (Plural Form)’ . 

단수형i1. (Singular Form) 

블록과 단지의 위계를 동일시하여 블록 내 하나의 단지가 구획된 유형이다. 

단수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싱가포르- : Toa Payoh(1965),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서울 이촌 잠실 목동- : (1966), (1975), (1983)

복수형i2. (Plural Form)

블록 내 여러 개의 단지가 구획된 유형이다 복수형 조직방법의 활용사례. ‘ ’ 

는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Sengkang(1991), 

Punggol(2011)

서울 분당 동탄- : (1989), (2001)

보행축j. (Pedestrian Axis)

대규모 블록 단위에서 나타나는 보행축의 조직방법은 단지 인접형, ‘

단지 관통형 단지 인접 관통형(In-between Form)’, ‘ (Penetrate Form)’, ‘ /

으로 구분가능하다(In-between/Penetrate Form)’ . 

단지 인접형j1. (In-between Form) 

보행축이 이웃한 단지 사이에 배치되는 유형이다 단지 인접형 활용사례는 . ‘ ’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Sengkang(1991), 

Punggo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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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당- : (1989)

단지 관통형j2. (Penetrate Form)

보행축이 단지를 통과하도록 배치된 유형이다 단지 관통형 활용사례는 다. ‘ ’ 

음과 같다.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서울 목동- : (1983)

단지 인접 관통형j3.‘ / (In-between/Penetrate Form)’

보행축이 단지를 통과하면서도 인접한 형태로 배치된 유형이다 단지 인접. ‘

관통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서울 동탄- : (2001)

녹지시설k. (Green)

대규모 블록 단위에서 발견되는 녹지시설의 조직방법은 불규칙형, ‘

블록 중심형 선형(Random Form)’, ‘ (Block centered Form)’, ‘ (Linear –

으로 구분가능하다Form)’ .

불규칙형k1. (Random Form)

공원이 블록의 남은 공간에 규칙없이 배치된 유형이다 불규칙형 활용사례. ‘ ’ 

는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 Tampines(1978)

서울 잠실- : (1975)

블록 중심형k2. (Block centered Form)–

공원이 블록의 중앙에 배치된 유형이다 블록 중심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 ‘ ’ 

같다.

싱가포르- : Bukit Batok(1981), Sengkang(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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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분당- : (1983), (1989)

선형k3. (Linear Type) 

블록의 중앙에 선형의 형태로 길게 배치된 유형이다 선형 활용사례는 다. ‘ ’ 

음과 같다.

싱가포르- : Punggol(2011)

서울 동탄- : (2001)

상업 및 서비스시설l. (Commerce and Service)

대규모 블록 단위에서 나타나는 상업 및 서비스시설의 조직방법은 혼합형, ‘

과 분리형 으로 구분가능하다(Mixed Type)’ ‘ (Complex Type)’ . 

혼합형l1. (Mixed Type) 

상업 및 서비스시설을 주거건물과 조합배치하는 유형이다 혼합형 활용사. ‘ ’ 

례는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서울 이촌- : (1966)

복합시설형l2. (Complex Type) 

상업 및 서비스시설을 주거공간과 분리하여 독립된 건물형태로 배치하는 

유형이다 복합시설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싱가포르- : Sengkang(1991), Punggol(2011)

서울 잠실 목동 분당 동탄- : (1975), (1983), (1989), (2001)

단지 단위- 

단지 단위와 관련된 계획요소로는 자동차 진입로 단지형 오픈스페이스(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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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가 있다 이는 싱가포르와 서울의 사례 분석을 통해 대규모 블록(n), (o) . , 

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중심의 환경으로부터 발생가능한 계획방식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 진입로m. (Entrance Road)

자동차 진입로의 조직방법은 관통형 접근형, ‘ (Through-traffic Allowed)’, ‘

우회형 지하형(Through-traffic Not Allowed)’, ‘ (Roundabout)’, ‘

으로 구분가능하다(Underground Path)’ .

관통형m1. (Through-traffic Allowed)

자동차 진입로가 단지 내부를 모두 통과가능하도록 배치된 유형이다 관통. ‘

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서울 이촌 잠실- : (1966), (1975)

접근형m2. (Close Approach) 

자동차 진입로가 단지의 일부 영역에 접근 가능하도록 골목길(Cul-de-sac)

이나 룹 형태로 배치된 유형이다 접근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Loop) . ‘ ’ .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서울 목동 분당 동탄- : (1983), (1989), (2001)

우회형m3. (Roundabout) 

자동차 진입로가 단지 내 보행로와 교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지의 경

계 근처에 골목길 이나 룹 형태로 배치된 유형이다 우회(Cul-de-sac) (Loop) . ‘

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싱가포르- : Sengkang(1991), Punggo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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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형m4. (Underground Path) 

자동차 진입로가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배치된 유형이다. 

지하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싱가포르- : Sengkang(1991), Punggol(2011)

서울 동탄- : (2001)

단지형 오픈스페이스n. (Open Space)

단지형 오픈스페이스의 조직방법은 건물형 주차타워형, ‘ (Podium)’, ‘

스카이 브릿지 지상공간형 으(Parking Tower)’, ‘ (Sky Bridge)’, ‘ (Street Level)’

로 구분가능하다.

건물형 n1. (Podium)

오픈스페이스가 건물의 상부공간에 배치된 유형이다 건물형 조직방법의 . ‘ ’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Sengkang(1991), 

Punggol(2011)

주차타워형n2. (Parking Tower)

오픈스페이스가 주차타워의 옥상공간에 배치된 유형이다 주차타워형 조. ‘ ’ 

직방법의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Sengkang(1991), 

Punggol(2011)

스카이 브릿지n3. (Sky Bridge) 

오픈스페이스가 초고층 건물의 사이를 잇는 다리형태로 배치된 유형이다. 

스카이 브릿지 조직방법의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싱가포르- : Punggo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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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형n4. (Courtyard)

오픈스페이스가 주거동 사이 지상 층 공간에 배치된 유형이다 마당형 조1 . ‘ ’ 

직방법의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잠실 목동 분당 동탄- : (1975), (1983), (1989), (2001)

소로o. (Pedestrian Path)

소로의 조직방법은 산책로형 보행로형, ‘ (Trail)’, ‘ (Main Path Connector)’, 

경계부형 로 구분가능하다‘ (Edge Connector)’ .

산책로형o1. (Trail) 

소로가 하나의 독립된 보조통로로서 주로 단지의 가장자리에 산책로의 형

태로 배치되는 유형이다 산책로형 활용사례는 서울의 초기 아파트 단지에. ‘ ’ 

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보행로형o2. (Main Path Connector) 

소로가 중심 보행로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내부 보행로의 교차로 밀도를 

증가시키는 유형이다 보행로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Sengkang(1991), 

Punggol(2011)

서울 목동 동탄- : (1983), (2001)

경계부형o3. (Edge Connector) 

소로가 단지의 경계부에 연결되어 작은 보조 출입구를 형성하는 유형이다. 

경계부형 활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싱가포르- : Tampines(1978), Bukit Batok(1981), Sengkang(1991), 

Punggol(2011)

서울 분당 동탄- : (198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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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Neighborhood Model 
through Walkability Perspectives

  - A Case Study of North America, the UK, 
Singapore and Seoul -

  Lee, Jeeun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has two purposes: to explore how the neighborhood model has 

been developed with time from a walkability perspective, and also to 
investigate how the neighborhood model, initially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North America and in the UK, has been a constant source of reference to 

residential developments in Singapore and Seoul from a walkability 

perspective. In pursuing this goal, this paper has produced the following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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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structing an analytical framework, a thorough review of existing 

studies was conducted, and a list of 8 key elements in the neighborhood model 

was drawn, all related to neighborhood walkability. These are 'Community 

Structure', 'Block Structure', 'Street Hierarchy', 'Local Street', 'Pedestrian Axis', 

'Green', 'Commerce and Service', and 'School'. These 8 key elements were then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of configuration methods: 'Neighborhood 

Structure' 'Neighborhood Network' and 'Neighborhood Facilities'. 

In selecting the representative residential development cases, a comparative 

review of existing studies was carried out, and 20 of the most prototypical 

cases were each presented in a scaled and visualized diagram, five cases for 

each city/country studied here. The selected cases are the following:  Radburn

( 28), Perry( 29), TODs( 86), NU( 99), Fused Grid System( 02) of North ′ ′ ′ ′ ′

America; and Harlow( 47), Hook( 57), Runcorn( 64), Milton Keynes( 67), NW ′ ′ ′ ′

Bicester( 09) of the UK; Toa Payoh( 65), Tampines( 78), Bukik Batok( 81), ′ ′ ′ ′

Sengkang( 91), Punggol( 11) of Singapore; Echon( 66), Jamsil( 75), Mokdong(′ ′ ′ ′ ′

83), Bundang( 89), Dongtan( 01) of Seoul and its vicinity. ′ ′

Following analysis of these 20 cases through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8 planning elements, categorized in three configuration methods, this paper 

draws conclusions thusly: 

First, in recent cases, such as North America's Fused Grid System ( 02), the ′

UK's NW Bicester ( 09), Singapore's Punggol (11), and Seoul's Dongtan ( 01), ′ ′

the new organizational methods in 'Community Structure', 'Green', 'Commerce 

and Service', and 'School' were similar for all four countries as these features 

successfully promoted walkability in and around the respective neighborhoods. 

To sum up, the 'Inter-locked Cell' type within 'Cell Structure' and 'Shared Spot' 
type within 'Commerce and Service' were found to enhance connectivity across 

adjacent neighborhoods. The 'Green Network' type within 'Green' and 

'Combination Form' type within 'School' together had a synergistic relationship 

that resulted in enhanced neighborhood walk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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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ther hand, the ‘Edge-highlighted Form’ of ‘Street Hierarchy', 

‘Cul-de-sac’ and ‘Loop’ of 'Local Street', and ‘Car-free Area-oriented Form’ of 

'Pedestrian Axis' in the category of 'Neighborhood Network', which effectuated 

the complete separation of pedestrians and vehicles, were continuously used 

and found in all the countries. Although they were utilized to enhance 

pedestrian safety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they played a role in decreasing 

the total amount of walking on the streets since the organizational methods 

allowed people to become car dependent. That is to say, we need to consider 

different approaches regarding the ‘Neighborhood Network’ to accommodate 

pedestrians and others.    

Second, in case of ‘Pedestrian Axis’ in the category of 'Neighborhood 

Network', 'Green' and 'Commerce and Service' in the category of 

'Neighborhood Facilities', the same organizational methods were attempted in 

North America and the UK, yet their actual implementations on sites diverged 

away from the planning models in the Asian cities, reflecting the lower 

population density. 

This kind of failure to transfer concepts across continents is reflected in 

another example. The ‘Car-free Area-oriented Form’ of ‘Pedestrian Axis’ was a 

shared common approach. In Singapore and Seoul, the pedestrian axis 

penetrated the center of large apartment blocks, but the pedestrian accessibility 

to the axis was decreased due to apartment complexes operating like a gated 

community. However, in North America and the UK, it penetrated the whole 

neighborhood, and allowed people to access in any direction.    

The 'Scattered Green Features' type of 'Green' was a common approach in 

these configurations, yet the supposed dispersed greenery was largely featured 
as controlled 'squares' within large apartment blocks in Singapore and Seoul, 

while it was featured as natural 'public open spaces' in North America and the 

UK, a divergence which elongated the actual distance that can be used for 

pedestrian activity. That is to say, as Jacobs (2010) pointed out, the form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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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neighborhood park as a small space rather than a large-scale park 

might feature differently in Singapore and Seoul.

In contrast, the ‘Single Spot’, 'Several Spots' and ‘Axis’ types of 'Commerce 

and Service' were mostly shared common approaches from all four countries. 

In Singapore and Seoul, facilities for 'Commerce and Service' were placed on 

the first floors of apartment buildings and high-rise offices, facing the streets, 

while the same facilities were integrated into one or two floors of low-rise 

buildings in North America and the UK. This order of arrangement failed to 

encourage people to walk more since pedestrian access to the high-rise 

facilities was not prioritised at street level. 

Third, the organizational methods in 'Community Structure' and 'Block 

Structure' in the category of 'Neighborhood Structure' were distinctively in 

Singapore and Seoul since the Large-scale apartment complexes brought 

distinctive configurations of residential developments. 

For instance, the 'Clustered Cell' type was widely adopted in Singapore and 

Seoul, while 'Single Cell' type was most widely adopted in North America and 

the UK. Clustering of these large, standardized high-rise, high-density 

apartment blocks contributed to making the neighborhood  in Singapore and 

Seoul a four to five block mega entity. The initial expectation may have been 

that the 'Clustered Cell' type, widely adopted in Seoul and Singapore, would 

be a way to increase walkability because it creates more openness. However 

these large apartment super-blocks operate much like a gated community, in 

cloistered modes, and thus the 'Clustered Cell' type would actually decrease 

accessibility. 

What is more, the standard size of blocks ranged from 300 and 500 m in 

length and width in Singapore and Seoul, a result from being the 'A Group of 

Housing Clusters' type for their 'Block Structure'. This configuration, along 

with the large arterial roads of heavy traffic, are likely to threaten pedest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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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nd to limit the range of pedestrian activity. It ranged from 100 and 150 

m in length and width for North America and the UK due to their being the 

'A Single Housing Cluster' type. 

This paper contributed to enhancing understanding of the neighborhood 

model from a walkability perspective. It will play an integral role in providing 

design guidelines for planning walkable neighborhood in the future.

Key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walkability; residential development; 

walkable neighborhood, neighborhood model; Perry; high-dens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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