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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유외부공지 제도에 관한 연구
-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도시계획의 의도와 사용실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일반적으로 건물과 건물의 사이 공간에 형성되는 외부공간은 법과 제도

의 틀에서 형성된 잉여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판교 신도시 도시계획에서는 

단독주택용지에 규제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공유외부공지 제도를 수

립하여 사유지 내의 폭을 확보하고, 담장 설치를 불허하는 등 계획 없이 비

워질 사이 공간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개입하여 분산된 비효율적인 공지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계획의 목표는 도시의 경관을 조절하고 거주민에게는 

보행자 위주의 거주환경 마련과 이웃 간의 친밀감 도모를 위해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공유하는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에서 커뮤니티와 경관을 위해 설정된 공

유외부공지를 이웃 간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사유

화하거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시각적으로 차폐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서 고려한 공유외부공지의 조성 취지와 목표는 

건축행위로 이어지면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판교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인 공유외부공지의 도

시 계획 단계에서의 조성 목적과 방법을 살펴보고, 실제로 주거지에 적용된 

뒤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단독주택용지에 규제된 공유외부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밀도가 높은 도시 주거지에 준공적 공간 성격의 

외부 공간을 부여하는 의미와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인 고찰을 한다.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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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독주택용지에서 준공적 공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하는 

것은 이후 신도시 계획의 단독주택용지 계획 요소 설정 단계에서 필요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에 나타난 공유외부공지의 의

미와 기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도시 주거사 속에서 외부 공간을 공유

해온 방식을 고찰하고, 20세기 이후 근대건축가, 도시계획가의 이론이 한국 

신도시 계획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한다. 한국 신도시의 제도

적인 고찰을 통해 단독주택용지에 설정한 준공적 공간의 기능을 파악하여, 

공유외부공지 시행지침의 계획 목표와 조성 방법을 분석한다. 이후 현장조

사를 통하여 판교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공유외부공지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방법으로 설정한다.

분석 결과 판교신도시의 공유외부공지가 도시 주거지에서 도시계획의 의

도와 달리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택이 건설되는 작은 필지에서 공공성을 도모하려는 계획 목표

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지 않으면, 거주자들이 협력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

두 번째, 획일적인 배치와 세장한 폭의 공유외부공지들은 하나로 개념으

로 작동하지 않고 거주자에 따라 개별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거

주자들의 서로 다른 요구를 예측하지 않은 도시 계획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셋째로 위와 같이 공유외부공지들이 계획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도, 

담장 불허와 같은 건축행위에 관한 규제로 인해, 주택설계 단계에서 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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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폐쇄된 정원 등으로 조성하고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응하여 수동적

으로 입면을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는 공유외부공지가 사유지 내에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지만, 주택과 적

극적인 관계를 갖는 외부공간으로 계획하기 어렵토록 각종 규제가 작동하

기 때문이다.

공유외부공지를 밀도 높은 도시 주거지의 사유지 내에서 계획한다면, 거

주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면밀히 고려한 계획 목표가 수립되도

록 개선해야 한다. 획일적인 배치와 일괄적인 폭원이 아닌 대상지의 특성에 

맞게 입체적으로 규제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한편 향후 단독주택용지의 가

구구조를 계획할 때 사유지 내에서 계획하는 공유외부공지 제도에 대해서 

재고하고, 공공성을 도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다.

    

 
주요어 : 한국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준공적 공간, 공유외부공지

학 번 : 2019-2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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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주택은 근본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공간이다. 도시 문

명이 시작되고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지를 형성한 경우 외부 공간은 프라이

버시 보호를 우선순위로 두어 폐쇄적으로 계획되었다. 20세기 이후 근대건

축가들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일조, 녹지, 환경’과 같은 슬로

건 아래 인동 간격이나 오픈 스페이스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계획으로 인식하게 되었다.1)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 방향도 이러한 근대의 

이념에 영향을 받았다. 판교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도 환경 친화형 주거 환

경조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을 통해 녹지와 오픈 스

페이스를 확보하고 보행자 위주의 거주 환경 마련을 위한 계획을 제안하였

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2)에서는 공유외부공지를 계획하고 

인동 간격을 넓혀 외부 공간을 확보하였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건물의 사이 공간3)에 형성되는 외부공간은 법과 제도

의 틀에서 형성된 잉여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판교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단

1) Ashihara(2009, p.169)는 인동간격은 거주자 중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보이드적
인 ‘虛의 空間’이라고 지적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건축행위의 규제를 통해서 도시계획의 통합적인 의도와 이념에 이루
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3) 건축 대지 내에서 점유되지 않은 최소한의 빈공간으로 인접하여 면하고 있는 건물의 외벽
과 외벽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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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택용지에 규제하는 지구단위계획 공유외부공지 제도는 사유지 내의 폭

을 확보하고, 담장 설치를 불허하는 등 계획 없이 비워질 사이 공간을 도시

계획 측면에서 개입하여 분산된 비효율적인 공지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계

획의 목표는 우선 도시의 경관을 컨트롤하며, 주거민에게는 보행자 위주의 

거주환경 마련과 이웃 간의 친밀감 도모를 위한, 공유하는 외부공간을 조성 

하는 데 있었다.4)

하지만 도시계획에서 설정한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의 공유외부공지를 

이웃 간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유화하거

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시각적으로 차폐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쉽게 발

견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서 고려한 공유외부공지의 조성 취지와 목표는 건

축행위로 이어지면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집합적인 형태에 중점을 둔 단독주택용지 공유외부공지의 조성은 일괄

적인 규모와 위치,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결국 건조환경으로 

구체화 되면서 건축주와 건물이용자의 입장에서 외부공간을 계획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와 달리 건축계획 단계를 거쳐 완성

된 공유외부공지가 현실의 도시 주거지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

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며,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공유외부공지가 

도시요소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유외부공지 조성 의도가 현실의 도시 주거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

는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단계인 제도적 측면에

서의 공유외부공지 지침에 대해 고찰하고, 건축설계 단계를 거쳐 공유외부

공지가 조성된 이후, 실제 공유외부공지의 이용 실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

4) 한국도시설계학회(2004). 『성남판교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적 도시설계 수법 
연구』, p.1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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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일대를 연구대상지로 삼고, 단독주택

용지 필지의 준공적 공간 성격의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를 분석하고자 한

다. 판교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는 이주자택지과 협의양도자택지로 분리되어

있다. 판교신도시의 공유외부공지는 모든 단독주택지와 점포주택지 모두를 

포괄하는 규제임으로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역을 선정하여 진행한

다. 이에 판교 주거지의 준공적 공간이 작동하는 방식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교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와 공유외부공지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기 이

전에 준공적 공간의 의미와 영역적 위계에 대해 고찰을 한다. 준공적 공간

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선행한 뒤, 역사적 고찰을 진행한다. 도시 주거사 

속에서 나타난 주택 외부공간의 계획들에 비추어 주거지의 필지와 필지 내

의 준공적 공간이 나타난 배경을 살피고,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에 대해 고

찰한다. 그 흐름에 비추어 한국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에 나타난 공유외부

공지에 대한 취지와 목표를 이해한다.

2장에서는 사유화된 주택에서 타자와의 사회적 교류, 시각적·물리적 공유

를 요하는 준공적 공간 성격의 외부 공간이 대두된 배경과 과정을 시기적

으로 고대 도시, 중세, 르네상스, 산업혁명, 20세기 이후로 구분하여 주택 

외부공간의 계획을 고찰한다. 밀도 높은 도시 주거지 내의 주택과 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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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간의 탄생과 변용의 과정을 파악하고, 한국 신도시 주거지 계획에 

영향을 미친 서양의 주거지 계획과 이론을 이해한다.

 3장에서는 한국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법규의 제도적 고찰을 통

해 한국 신도시 주거지 계획에서 준공적 공간을 조성하게 된 배경과 취지

를 파악한다. 특히 판교 신도시의 공유외부공지의 조성 방법과 계획 배경을 

면밀히 고찰하여, 도시 계획상의 준공적 공간 조성 의도와 목표를 분석한

다. 

4장에서는 도시계획 단계를 거쳐 현실에서 건축설계 단계로 전개된 후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판교 공유외부공지가 취지에 부합하게 작

동하는지를 현장 조사하여 유형화, 자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블록과 필

지 상에서의 준공적 공간 계획 이후 주택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 공유외부

공지의 용도와 공지에 면한 주택 입면의 관계를 유형화, 자료화한 연구 자

료를 근거로 도시계획상의 공유외부공지가 준공적 공간으로서 작동하는 방

식과 사용 실태를 분석한다. 현황 조사를 토대로 정성적인 도시계획적 의도

와 정량적인 도시설계 계획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판교 신도시에서 

단독주택용지 내 계획된 준공적 공간 특성을 짚어내고, 향후 단독주택용지 

내에서 공유외부공지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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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흐름도 



- 6 -

제 2 장 
도시 주거사 속의 준(準)공적 공간에 대한 고찰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주거환경의 모습은 앞으로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5). 20세기 근대건축 전개와 함께 과거의 

산물이었던 주거유형들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소멸해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또한 주거환경 대부분은 서구화가 되어왔고, 특히 2000

년을 전후로 계획된 수도권의 신도시의 경우 서양의 도시이론에 영향을 많

이 받았다. 따라서 신도시 주거지의 계획에 나타난 준공적 공간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양의 도시, 주거, 블록, 획지를 대상으로 사유지에서 

공공의 영역이 만들어진 변화과정을 역추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사는 대부분 기념비적인 건축의 양식적 변화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왔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도시 주거지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양이 적

다.6) 특히 서양에서 교회나 궁전 등을 대상으로 한 역사서는 무수히 많지

만, 주거 특히 중산층 주거를 대상으로 한 역사서는 찾기 어렵다. 다만 이

탈리아의 카메사스카(E, Camesasca)의 Storia della Casa(Milano, 

1968), 쉐나워(N. Schoenauer)가 쓴 6,000 Years of Housing(vol. 1-3, 

Garland Publishing, 1981)를 바탕으로 손세관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2000)를 편찬·저술하였고, 이는 주거사에 대해서 국문으로 쉽게 

5)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11

6) 손세관(2000)은 “대규모의 기념비적인 건축 또는 개별적 성격이 강한 건축을 중심으로 기
술되어 왔다. 보통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일상적 삶을 꾸렸는가에 대해서 배우지 못
했고 주거는 건축사에 관한 논의에서 항상 뒷전에 물러나 있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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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도록 소개하고 전반적인 주거의 역사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손세관

의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의 자료가 되었던 앞선 저서를 포함한 세 역저

는 도시 주거지의 내용을 도면과 서술을 통해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각 시

대의 주거들이 골고루 소개되어있다. 이 저서들은 주거지의 계획사 속에서 

밀도 높은 주거지의 서민, 중산층 주택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부분 보편적인 주거 유형을 대상으로 다루면서도 상류 주택도 포함

하여 서술하였다. 나아가 2000년 출간된 포드(Larry R. Ford)의 ‘The 
Spaces between Buildings’ 에서는 건물 사이의 비워진 공간이 주거지의 

일상성이 투영되는 장소로 바라보고 건물 사이의 외부공간이 거주민들에 

의해 사용되어온 방식과 계획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블록과 필지 내 외부

공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카메사스카(E, Camesasca), 쉐나워(N. 

Schoenauer), 손세관 등 주거사를 기술한 저서를 중점적으로 주거지 내의 

주택에서 준공적 공간의 성격을 갖는 공간을 고찰하고 계획의 변화를 살펴

본다. 도시계획학회에서 편저한 『서양도시계획사』(보성각, 2004), 한국도시

설계학회의 『한국도시설계사』(보성각, 2012) The Spaces between 
Buildings(2000) 등을 참고하여 현재 한국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외부공간

에 계획된 준공적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된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자 한다. 

주거지의 형상과 밀도는 시대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념비적인 건

축과 양식적 변화에 비해 느리게 변화되어왔다. 주거지와 주택의 유형은 단

기간에 급작스럽게 변하거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의 구성

적 법칙을 따른다.7)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비롯한 라틴 문화권의 경우, 로마 

7)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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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형성된 서민주택의 기본 형식은 바로크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

어온 것처럼 주거지 내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택은 시대의 변화에 적극

적으로 따르지 못했다.8) 따라서 주거지의 유형은 역사적으로 세분화 된 종

교건축이나 기념비적인 건축의 양식, 즉 카테고리를 따르지 않고 지역의 환

경과 문화에 의해 느리게 변화되어왔다. 따라서 기념비적인 건축과 양식적 

변화의 시대 분류와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데 손세관(2000)은 7가지로 시

대를 분류하였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및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중세,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산업혁명과 도시화 시대, 20세기의 상황으로 나누

었다. 미술사나 건축 양식사의 시대구분보다는 문화사나 사회사의 시대구분

과 유사하게 설정되었다. 세나워(N. Schoenauer)는 시대구분을 더 상세하

게 도시의 개념이 등장하기 전, 기초적인 도시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 서양

의 도시주거 3가지의 파트로 분류하였다. 각 파트에는 시대를 구분하여 기

술하였다. 

주거의 발전이 더딘 만큼 주거지의 필지에서 나타난 준공적 공간의 변화 

또한 뚜렷한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얀 겔(Jan gehl, 1971)은 주거 

형태의 면에서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겉으로는 유형 사이에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도시계획 사상과 외부공간의 면에서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는 근본적인 변화는 2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가지는 르네

상스와 근대 기능주의 운동이 가져온 변화이다.9)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지

의 준공적 공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의 유형은 더디게 변해왔으므

로 주거지에 속한 준공적 공간 또한 새로운 시대적 인식이 대두되지 않는 

8)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18에서 참고하였다. 건축가 알도 로시(Aldo 
rossi)의 『도시의 건축』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주택은 인간의 생활양식을 물리
적으로 대변하고 하나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변화는 매우 서서히 진
행된다.” 

9) 얀 겔(Jan gehl, 1971), Life Between Buildings : 옥외 공간의 생활과 디자인(편집부 
역), 화영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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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8세기 이후 일조, 환경, 녹지 

등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택 유형에 변화가 있었고, 탈산업화 이후 공공

성, 커뮤니티와 같은 사회와 공동체의 역할도 유형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주거지 내의 외부 공간의 성격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2.1장에서는 르네상스 이전의 주거지 유형에서 나

타난 준공적 공간의 계획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이후와 근대 이후 주거지

의 필지 내의 외부 공간 즉 준공적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 양상과 계획 기

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 준(準)공적(Semi-Public) 공간

2.1.1 준공적 공간에 대한 이해

“도시화를 거친 인간의 주 환경은 프라이버시(Privacy)와 커뮤니티

(Community) 생활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순위적 질서를 연계적으로 형성

하여 균형을 이룬다.”10) 도시에 공과 사, 즉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의 단계

구성을 도입하면 각 장소와 공간에는 다른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상태가 된다. 즉 도시 및 주거지의 환경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부터 사회성

과 공공생활을 위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시하라 요시노부(芦原義信, 1970)의 “Exterior Design in 

10) 신문영(1996). 뉴 패러다임 관점에서 해석한 공간의 위계 구조와 준공적 공간에 관한 연
구. Archieves of Design Resarch, 27-38, 한국디자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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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에서는 공간의 순위

적 질서를 잡아가는 방법 중 하나로 용도나 기능에 따라 공간의 영역을 설

정하는 일이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공간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외부적 ➔ 반외부적(반내부적) ➔ 내부적

공식적 ➔ 반공식적(반사적) ➔ 사적

오락적 ➔ 중간적 ➔ 정서적

동적 ➔ 중간적 ➔ 정적

등으로 서술하여 외부와 내부, 공적과 사적인 공간의 영역 중간에 각각 

다른 성격과 특성의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적 영역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개인과 공공의 중간 지점의 공간적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얀 겔(Jan Gehl, 1971)는 도시 안의 공과 사의 척도는 훨씬 더 세밀하

게 구분할 수 있으나 중간영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주택의 

정원과 발코니는 사적인 외부공간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지에 속한 공

공공간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가 있지만, 특정의 주택과 긴밀한 결부를 하고 

있으므로 그 성격은 반은 공적인 것이다.”라고 서술한다.

오스카 뉴먼(Oscar Newman, 1972)의 경우 공과 사의 척도를 4가지로 

분류하여 사적, 준사적, 준공적, 공적 공간을 구분하였다. 구분된 공간영역

의 위계는 프라이버시의 등급을 조절하며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즐거움을 

가져다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은 계단 구성을 

가진 주택지의 모형도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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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거지에 적용한 공간 위계 영역(Source : 오스카 뉴먼(Oscar Newman, 1972), 
『지키기 쉬운 주거공간』)

신문영(1996)11)은 1차 영역(Primary Territory)으로 개인적 공간

(Personal space)와 공적 공간(Public space)로 공간영역이 구분된다 보

고 중간영역에 매개·전이 역할을 하는 공간이 2차 영역(Secondary 

Territory)이 된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공간의 위계는 사적(Private) ➔ 
준공적(Semi-Public) ➔ 공적(Public)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1차 영역, 2

차 영역, 공적 영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추가로 신문영(1996)은 분류된 위계의 영역들을 설명하는데, 1차 영역은 

개인적 영역(Personal Territory)로 불려지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기 방

어이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 혹은 공간을 말한다. 준공적 영역

11) 신문영. "뉴 패러다임 관점에서 해석한 공간의 위계구조와 준공적 공간에 관한 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16.16 (1996): 27-38.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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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2차 영역은 어느 정도 공간을 개인화할 수 있지만 1차 영역보

다는 덜 영구적이다고 설명하며 어느 정도 소유권을 가지는 영역으로서 과

정적 영역, 전이 공간의 구실을 한다고 설명한다. 공적 영역은 인간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필요불가결한 영역으로 사회성을 가지고 공공생활

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며 의미 있는 연대감을 형성하는 환경이라

고 정의한다.12)

도시에서는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만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그 

사이에서 반사적이거나 반공적인 공간이 중간의 전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적 영역이 거의 모든 타자와 접근이 허용되는 영역이라

고 보고 사적 영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영역으로 

본다면 그 중간의 준공적 공간은 타자와 접촉이 가능한 생활과 개인적 생

활의 양면성을 동시에 구하는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신문영(1996)은 덧붙여 이러한 공간적 위계와 질서는 공간구조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
소라 설명한다.

[그림 3] 공과 사의 위계 구조(Source : 오스카 뉴먼(Oscar Newman, 
1972), 『지키기 쉬운 주거공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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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거지 내의 준공적 공간을 영역적으로 구분한다면 주거지의 보

행로,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과 같은 공적인 공간과 구분되며, 주택이 속

한 대지의 경계 내부에 속한 영역이 된다. 더불어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건

조된 주택과 구분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적 교류로 구분

한다면 공적인 공간은 타자와의 만남이 필연적이고, 사적인 공간은 외부와 

타자로부터 개인적인 생활을 차단하고 타자와의 접촉을 보호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준공적 공간은 주택 내부에 완전히 독립된 공간에 비해 선택

적으로 타자와의 접촉과 공유가 가능한 공간이 된다. 완전히 배타적인 공간

과 달리 소유권이 분명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를 요약하여 현실의 주거지에 대입해보면, 소유권이 있는 개인의 필지 

내에서 주택의 내부 제외한 외부 공간이 선택적으로 타자와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 되며, 준공적인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택의 외부 공간이 

물리적으로 차폐되어 있지 않아서 필지의 외부와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일부 공유가 된 것을 전제로 해야하며, 이를 통해 선택적으로 타자와 접촉, 

만남, 공유가 가능하다.

구분 사적 공간 준공적 공간 공적 공간

영역적 위계

자기방어를 위한 개인적 
영역에 속함,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공간이며 타자로부터의 
사회적 교류를 방어함 

주택과 공적 공간이 맞 
닿아 있는 과정적 영역, 

선택적으로 사회적 
교류가 가능함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사회적 교류는 필수 

불가결함

주거지 내 
영역 구분

사유지 내 주택
사유지 내 주택의 외부 

공간
사유지의 외부 공간

[표 1] 준공적 공간의 영역적 위계와 주거지 내 영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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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선행연구 고찰

구분 저자 주제

주거지 계획에 관한 
연구

조성익(2015) “주거지 경관향상을 위한 단독주택지 계획요소 연구”
윤정우(2015) “사회적 교류의 관점에서 본 저층주거지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

신문영(1996)
“뉴 패러다임 관점에서 해석한 공간의 위계구조와 준공적 공간에 관한 

연구”

제도적 측면에 관한 
연구

김민주·양승우(2015) “공공성 차원에서 공공공지와 공개공지 행태유형별 특성 비교 연구”
김지엽·배웅규·한지형

(2010)
“건축선후퇴에 의한 전면공지의 법적 한계와 개선방향”

여혜진·한광야(2010) “건물전면공간 디자인을 통한 보행활성화 전략”
박기범(2003) “건축제도 변화에 따른 일반주거지 도시조직에 관한 연구”

사이공간에 관한 
연구

서광영 외 2(2018)
“건축물 사이공간으로서 측면공간 활용여부에 따른 보행자 경관이미지 

분석 연구”
백승현 외 3(2013) “건축물 사이 공간의 실태조사 및 문제점 고찰”
성제혁 외 3(2005) “대구 도심 상업건물 사이 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배선혜(2005) “상업지역 건축물 측면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기철열(2004) “건축저층부와 도시 사이공간을 이용한 보행자공간 계획안”

공유외부공지에 관한 
연구

박경서·강준모(2016)
“가구내부 공유외부공지의 조성실태에 관한 연구 – 서판교 점포주택지를 

중심으로 -

손동욱·김지엽(2014)
“택지개발지구 내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의 저층부 건축형태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조성익·박지영(2012)
“판교신도시 택지 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대한 거주자 만족도 연구”

오세옥·김형우(2012)
“판교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폐쇄적 외부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표 2] 선행연구표

국내에서 준공적 공간에 관한 연구는 ① 주거지 계획 ② 제도적 측면 ③ 

사이공간 ④ 공유외부공지로 나눌 수 있다. 주거지 계획에 관한 연구에서 

조성익(2015)은 최근 아파트 중심의 획일화된 주거유형에서 벗어나려는 변

화에 단독주택에 대한 거주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신도시에서 개발되

는 단독주택 개별 건축물이 모여 조화로운 마을 경관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필요로 해, 경관적인 측면에서의 단독주택지 계획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독주택지 계획 단계별 고려 사항을 제시하며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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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의 경관향상을 위해 기존 신도시 단독주택지를 분석하고 계획을 제

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제도적 측면 연구에서는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

공지 등 공공성 차원에서 규제한 공지에 관한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판단하였다. 위 두 연구는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를 계획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루었다. 단독주택용지의 준공적 공간 계획과 제도가 주거지의 

경관 및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미시

적 단계에서 단독주택용지의 거주자들이 제도에 의해 설정된 준공적 공간

을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공유외부공지에 관한 연구는 이를 보완하여 미시적 단계에서 실제로 판

교신도시에서 계획한 준공적 공간에 관해 연구하였다. 다만 판교신도시 준

공적 계획인 공유외부공지는 계획되는 모든 단독주택용지에 규제되는 지침

임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들은 블록형 단독주택지, 점포주택지, 순수주거지

역 등, 특정한 대상지만 한정지어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단독주택용지

의 공유외부공지 제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판교 공유외부공지가 준공적 공간의 기능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판단하기 위해 모든 단독주택지와 점포주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선행연구들

과 달리 통합적으로 현상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전 연구들과 달리 

공유외부공지 지침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신도시 계획에 미친 서양

의 도시 주거지 계획과 이론들을 고찰하고, 1기 신도시 계획과 제도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선행하기로 한다.

2.2. 18C 이전 도시 주거지의 준공적 공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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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및 그리스 시대

(1) 메소포타미아 주거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Sumer)인에 의해 B.C 3200년경 도시 주거, 도

시의 성립이 시작되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은 계획된 도시들도 있었으

나, 일반적으로는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했다.13) 메소포타미아 도시의 일반

적인 구조는 방어를 위해 일차적으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중심부

에는 신전과 궁전 등이 자리했다. 그 주변으로는 주택들이 촘촘하게 자리하

는 형식이었다. 주거지 속의 주택들은 보통 중정형14)의 구조를 택했기 때

문에 밖으로는 창을 내지 않고 내향적이고 폐쇄적인 공간구조를 가지게 되

었다. 공간구성이 폐쇄적인 것에 더해 가로에서의 시각적 접근을 차단하고 

보호하기 위한 출입구 디자인도 적용되었다. 

심리적, 경제적, 기후적, 종교적 동기 등에 의하여 외부공간은 타자에게 

개방되지 않았으며, 내부를 향한 중정형 구조의 주택 유형은 기후와 약탈자

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주택 유형은 두 

가지의 기초적인 디자인 방법인 중정형 구조와 방어성이 높은 출입구 계획

이 성행하였다. 출입구는 좁은 길을 향해 계획되었다. 당시에는 빈부의 차

이에 따라 건물의 규모의 차이는 약간 있었으나, 이러한 두 가지의 기본적

인 디자인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부촌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주거지에 모

두 혼재하여 살았다.15) 

13)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23

14) 메소포타미아의 주택에서 중정은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다. 중정을 주변으로 생활공간과 
가사공간이 연결되는 형식을 보였다.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24

15) 쉐나워(N. Schoenauer), 6,000 Years of Housing(vol. 1-3, Garlan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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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메소포타미아 우르 동측 주거지 일부 도면 [출처 : 쉐나워(N. Schoenauer, 
1981), 6,000 Years of Housing, p.104 ] 

이웃과 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약한 반면 신을 지향하는 공간감을 

중요시하였다.16) 이에 가로와 주택, 주택과 주택 간의 고려된 관계가 없었

기 때문에 도시 조직 내의 공간적 위계는 복잡하지 않았다. 좁은 길에 가지

처럼 뻗어진 패턴을 보이고, 그 외에는 솔리드한 매스의 건축물이 주로 채

워져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은 매우 협소하였다. 

주거지의 형상은 도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할수록 개별 필지와 구

성 요소들은 서로 인접한 부분들을 채워나갔다. 도시는 수많은 개별 건축물

들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전체가 단일의 개체로 인식되었다.17) 공

1981), p.104

16) KARTS, 2006, 성남판교지구 단독주택용지 경관형성을 위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p.16

17) 포드(Larry R. Ford), 2000, The Space between Building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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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오픈 스페이스 조성은 거의 없었다. 앞선 

설명과 같이 주택 내의 중정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요구들이 이루

어졌다. 중정을 통해 일조와 환기의 기능도 역할을 하여 도시에서는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지 않았고, 조성하더라도 최소한의 역할만 하게 되었다. 

외부와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모스크와 학교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도시와 주거의 본질로 이해할 수 있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주거는 보편적으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교차점이 거의 없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과 사는 철저히 분리되었으며 주택에서는 사

적인 공간의 보호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이집트 주거지

이집트 토착의 사람들은 주로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보였다. 돌과 목재를 

구하기 어려웠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재료를 다시 사용하여 주

택을 지었다. 이로 인해 이집트의 주거형식을 살펴볼 수 있는 흔적을 파악

하기 쉽지 않게 되었다. 텔 엘 아마르나(Tell El - Amarna)는 이집트의 도

시 중 유일하게 발굴되었다. 이 도시를 통해 당시 주거형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텔 엘 아마르나는 주거지와 신전이 분리된 도시 구조를 보이며, 주거

지는 도시 중앙부를 제외하고 불규칙적으로, 자생적으로 들어섰다. 블록과 

획지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주택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었다. 텔 엘 아마르나는 메소포타미아와는 다른 문화적 동기로 인해 

도시와 주택이 형성되었지만, 주택의 외부 계획은 이전과 비교하여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 주택의 외부에 별다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좁은 도로의 

경계부에 주택이 적은 창과 두터운 벽이 면했다. 주택의 평면은 정방형에 

가까웠으며 바람이 불어오는 서쪽과 북쪽으로 개방된 형상을 취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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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주거지의 

경우 주택의 공간 구

성 중 중앙의 홀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

다. 홀을 중심으로 보

통 가족실과 응접실과 

같은 여러 개의 방이 

모여 있는 형상을 보

인다. 따라서 중심의 

홀은 손님 혹은 가족

들이 모일 수 있어, 

주택 상에서 가장 공

적인 공간으로 작동했

다. 홀에서는 개인과 

가족 및 타자가 물리적으로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가장 낮

은 공간으로 되었다. 주택 내부에 공적인 공간이 있던 반면에 주택의 외부

에서는 외벽과 보행로 사이에는 이격 공간 없이 맞닿아있었고 외부인과 공

유하는 장소와 공간은 없었다. 주택 내부의 홀을 통해 환기와 채광을 해결

하고,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어 사용했으며 주택의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적

이었기 때문에 준공적 공간은 드러나지 않는다.

(3) 그리스 주거지

그리스 아테네 도시시설은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신전, 극장, 학교와 체

18)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37에서 덧붙혀 “주택 내의 공간은 주인 및 가
족용 공간, 손님용 공간, 하인용 공간 등으로 나눠지며, 이 공간들은 가운데의 커다란 홀
을 중심으로 하여 모여 있는 형상을 취했다.”라고 설명한다.

[그림 5] 이집트 카훈의 집단주거지에서 나타난 노동자용 
주택의 공간 구성, A. 가장 작은 단위주택 B. 중규모의 주택 
C. 공동주택 [출처 : 쉐나워(N. Schoenauer, 1981), 6,000 

Years of Housing, p.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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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관, 주거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리스 도시는 격자형, 아고라와 아크로폴

리스, 도시부와 전원부를 분리하는 공간

적인 특성을 보인다.19) 도심부에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아크로폴리스라 

불리는 종교 건물들이 있었으며, 시가에

는 아고라가 있어 회의, 재판 및 사교 

등 시민의 생활이 공유되는 다목적 용도

의 시민을 위한 공간이 있었다. 사회적 

교류가 요구되는 공적인 장소와 공간은 

중심부에 배치되어있었다. 

도심부의 외각에 자리했던 주거지는 

격자형 패턴20)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격

자형 패턴에 속했던 그리스의 도시주택

은 중정형의 공간형식을 보인다. 메소포

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나타난 주택 유형

과 비슷하게 내향적이고 폐쇄적인 구성

을 택했다. 도시주택의 유형적인 연속성

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의 

중정은 단순하고 간소하였으나, 헬레니즘(Hellenism)시대가 도래하면서 사

면이 열주로 둘러싼 중정이 점차 장식적으로 변했다. 외부 벽면은 맹벽과 

19) “이는 그리스인의 도시에 대한 태도가 유한의 감각, 즉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실용
적이기 위해서는 정해진 크기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념에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설
명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서양도시계획사』, 보성각, p.43 참고. 

20) 당시 격자형 패턴은 도시공간구조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똑같은 대지의 분할
과 공급이 요구되었고, 식민지건설업자들이 즉시 사용하기에 알맞은 도구였다.

[그림 6] 비트루비우스(Vitruvius) 
설명에 따른 그리스 도시주택의 공간 
구성 [출처 : 쉐나워(N. Schoenauer, 
1981), 6,000 Years of Housing, 

p.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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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게 단순했다. 반면에 내부공간 구성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21)

중정은 그리스 주택의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이었다. 가사 활동, 여가, 식

사, 휴식 등의 가족 단위의 공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그리스 사

회에서는 남성은 주로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관습이 있었고 식사 또한 

외부에서 하는 일이 많았다.22) 주택을 방문한 손님이 중정을 포함한 그 이

상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안드론

(Andron)이라 불리는 공간은 생활공간과 분리되어 출입구와 가까운 공간에 

배치되었다. 이곳은 손님을 맞을 때 사용했던 공간이고, 오늘날의 응접실의 

기능과 가깝다. 그리스의 주거유형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주택의 벽면은 출입구와 

일부 창을 빼고는 맹벽으로 계획되어 철저히 외부를 배척했다. 다른 한편으

로는 주택은 흔히 석재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기술상의 문제로 창

을 뚫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다.

고대 도시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의 보편적인 주거유형을 살펴

보았다. 당시 대부분 주택은 대체로 공적인 공간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내부를 향해 열려있었고, 외부를 향해서는 닫혀있었다. 당시 도시에서는 블

록과 필지의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주택과 외부의 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주택이 외부를 향해 열려있지 않은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나마 내부의 

중정과 출입구 주변의 공간에서 개인과 가족 및 외부인과 물리적으로 교류

할 수 있고 공적인 성격을 띤다.               

21)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45

22) “스파르타(Sparta)나 크레타(Creta) 같은 지방의 경우 모든 남자 시민은 아예 일정한 식
사클럽에 소속되어 있어서 식사까지 외부에서 했고, 주택은 가끔 방문하는 정도의 장소였
다고 한다.”,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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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르네상스 시대 이전과 이후 외부공간의 계획

(1) 로마의 공지에 관한 규제

중세의 도시 환경을 살펴보기 전에 로마의 주거환경을 간략히 짚어본다.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 로마 도시에서는 내향적인 중정형 구성의 주택이 가

장 일반적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그리스의 보편적인 주거 양식도 내향적

인 중정형이었다. 구성에 있어서 그 유형은 비슷하나 그리스와 로마의 차이

점은 아트리움에 있었다. 로마 시대에 성행했던 ‘도무스 주택’23)은 주택의 

전면부에는 아트리움이, 후변부에는 페리스타일24)의 중정이 있는 구성이었

다. 도시 대부분은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시의 과밀화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도시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앞서 설명한 도

무스 주택은 일반적으로 상류층이 거주하는 주택이었으며, 일반 시민들은 

‘인슐라(insula)’ 주택에서 거주했다. 도시화가 진행되며 인구 급증으로 집합 

주거유형인 인슐라 주택이 성행하게 되었다. 주택이 건설되고 시설이 만들

어지는 것은 그리스의 방식과 유사했다. 주거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

졌다. 다만 이전과 달리 도시구성 원칙이 작용했다. 포럼을 도시 속에 형성

하는 것이었고, 그리스의 아고라와 동등한 용도의 포럼(Forum)은 가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했다. 포럼은 종류가 포럼 시빌(Forum Civil)과 포럼 

베날리아(Forum Venalia)로 나누어진다. 포럼 시빌의 주변에는 공공건물

들이 건설되어 도시의 행정, 시민 생활의 중심지로 이용되었다. 포럼 베날

리아는 주로 시장과 광장으로 쓰였다.25) 경기장의 경우 도시 외부에 건설

23) 손세관(2000)에 따르면 도무스 주택은 “일찍부터 이탈리아 반도의 북쪽에서 국가를 형성
했던 에트루리아의 주택에 그 근원을 두고 발전해 온 것이었다.”라고 설명한다.

24) 앞선 설명과 동일하다. 헬레니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간소했던 중정이 장식적으로 변화했
고, 사면이 열주로 둘러싸인 중정을 ‘페리스타일(peristyle)’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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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주거지의 경우 일반 시민들은 ‘인슐라’에 거주하였다. 로마는 인구가 80

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6) 따라서 도시화에 따라 인구 밀도가 높았

고, 인슐라에 거주하던 주거지역은 상태가 열악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인구

의 과밀화로 인해 주거환경은 지속해서 열악해졌고, 건물의 붕괴와 화재의 

발생이 빈번했다고27) 알려진다. 열악한 주거 환경이 상황이 지속되다, 64

년에 대화재28)가 발생했고, 이와 같은 피해가 계속되어 열악한 환경을 개

선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건축법과 유사한 규제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조절

하였다.29)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의 관리 차원에서 건물 사이에 공지를 

확보하게 한 것이다. 당시 건축에 해당하는 공지에 관한 규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ž 건물 간의 벽을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인접 건물로부터 3m 이상 이격

해야 한다.

ž 집합주택은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2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서양도시계획사』, 보성각, p.73

26) 제국 시대 수도 로마의 인구에 관한 여러 연구와 설이 있는데, 2세기경 제국이 가장 번
성하던 시기에는 인구가 80, 100만이 넘어 120만이 넘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손세
관(2000)에 따르면 4세기 중에는 인구감소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에 비출 때 4세기경의 
인구는 80만 이하가 타당하고 한다.

27) 재산증식과 투기의 목적으로 필지에 과도하게 주택을 건축한 탓이다.

28) 대경기장 남동부에서 발생하여 6일 이상 지속되었다. 화재로 인해서 로마 시의 열네 개 
지구 중 세 개 지구가 모두 타 버렸고 일곱 개 지구가 심하게 파괴되었다.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101

29) 율리우스 카이사르(Caesar) 집권 당시 구조적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에 관한 줄
리아 법」(Lex Julia de Mode Aedificorum)에서 높이를 70피트로 규제하였다. 당시 70
피트는 20.7m (1 로마 피트 = 29.5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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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제들이 로마의 주거환경을 모두 개선하지는 못했다. 오늘날과 같

이 불법 건축물도 즐비했으며, 의도와 달리 슬럼화된 지역도 있었다. 하지

만 도시 주거지의 환경개선 측면에서 외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전의 도시 주거지는 뚜렷한 규제 없이 

비계획적으로 진화해나갔으나, 당시 법률로 지붕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

록 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암비투스(Ambitus)’와 같은 오픈 스페이스

를 확보하도록30) 했고, 도시측면에서 주거환경을 규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이

전과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관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중세의 신도시, 주거지의 블록 내 중정

중세에도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은 강하게 대립하는 영역이었다. 집, 점

포, 정원, 채원 등과 같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과 장소는 사적

인 공간으로 자리했고, 교회, 시장 광장, 가로 길드, 홀, 공공욕장 등 공공

을 위한 공적인 공간은 분리되었다.31)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은 철저

히 분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을 통해 계획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가 

성장해 나갈 때, 서로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여 구성되어 나갔다.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도 도시주거를 위시한 서민문화는 단절되지 않고 

중세까지 그 유형은 연속되었다. 중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도시

를 계획한다기보다 주택들이 내부에서 점점 여유 공간을 채워나가는 식으

로 도시가 발전해나갔다. 따라서 주택들은 획지의 분할에 따라 건립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새로 확장하는 도시의 경우 획지를 분할하기 시작했으며, 

획지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었다.32)

3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서양도시계획사』, 보성각, p.78

3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서양도시계획사』, 보성각, p.129

32)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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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의 주거지에서 길과 분리되어 주택들이 모인 블록

의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연속된 주택들의 후면에 만들어진 외부 공간이 모

여 하나의 공동의 중정이 되었다. 중정을 중심으로 하나의 블록 개념이 완

성되었다. 중정에는 공동우물이 중요하게 위치 해있었고 뒷마당 성격의 채

원이 형성되었다. 기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은 철저히 구분되어 주거

지 내에는 주거민들을 위한 공동의 외부 공간을 살펴보기 어려웠으나, 중세

에 건설되는 새로운 도시의 주거지에서는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블록의 

중정은 도시가 성장해 나가면서 각 주택의 전용 정원이 되거나 고밀도로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비워진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3) 르네상스 이후 블록과 획지의 개념 정립

르네상스 초기는 1420년에 해당하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500년 전후에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신본주의(神本主義)에 근거했

던 중세의 문화와 달리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본주의(人本主義)에 근거하여 

이성, 합리성, 인간,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 정신이 넘치는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였다. 

인본주의 이념과 새로운 탐구 정신은 새로운 시민의식을 만들어냈고 이

는 외부공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33) Ford(2000)는 “Beginning with 

Renaissance, the medieval Christian cities north of the 

Mediterranean began to open up.”이라고 기술하며,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도시 조직에서 빈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언

급한다. 르네상스의 미학적 개념에 적합하도록 도시들이 변형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A.E.J. Morris(1994)도 『HISTORY OF URBAN FORM』을 

통해 비슷한 맥락에서 르네상스 시대에 도시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중요한 

33) 포드(Larry R. Ford), 2000, The Space between Building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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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곧은 도로’, ‘격자형’, ‘위요된 공간’ 이 세 가지를 꼽았다. 이것들은 르

네상스 시대에 Ford(2000)가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의 빈공간이 추가되며, 

외부공간을 형성하게 된 요인이 된다. 

기존의 좁은 보행로에서 도로의 폭을 확장하여 ‘곧은 도로’를 만들었으며, 

도로의 끝에는 상징물을 추가하여 극적인 효과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도로

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큰 틀에서 도시의 빈공간이 확보되었다. ‘격자형’은 

신도시를 건설할 때 적용되었다. 토지를 균등하게 분할하고 효율성을 증진

시키는 장점이 있었다. ‘위요된 공간’의 형성은 이전의 도시와 달리 도시 속

에 새로운 외부공간을 추가해 나가기 시작한 계기가 되며, 그 조성 방법은 

중요한 건물 앞에 조각상, 기념비를 세워두고, 주변 건물은 테라스와 회랑

식 건물로 계획하는 것이였다.34)

르네상스 이후 공공의 장소와 공간이 중요시된 이유는 새로이 등장한 시

민 정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만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적인 성격의 장소와 공간을 중요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35)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광장은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역할 수행도 했다.

하지만 외부공간의 중요성 대두, 거리의 확장, 광장의 확보 등과 같은 도

시 계획 측면에서의 공공을 위한 도시의 개방적인 공간 확보는 사실상 일

반적인 도시 주거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주거에 있어 유형적인 

변화가 있어도, 기념비적인 유형의 건물에 미친 양식적 변화에 비하면 큰 

변화는 없었다.36) 중세 주거지의 조직적인 특징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경

3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서양도시계획사』, 보성각, p.152

35) 거리를 두고 서서 보는 투시도 중요히 여겼으며, 종교도 중요시되어 예배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였다(Ford, 2000, p.17). 

36)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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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세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도시의 개조와 확장작

업은 지속되었고, 결국 가로의 확장, 블록 개념의 정립, 광장과 녹지와 같은 

개방적인 공공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주택 또한 도시화가 진행되며 주택 

내부에 공유공간이 생겨났고, 동시에 공동화에 대응하는 공간 분화가 이루

어졌다.37) 후면 공간은 기존 후정과 연계되어있었다. 주택의 수평적인 성장

이 진행되며 주택의 후면이 확장되었다. 주택이 성장하면서 내·외부의 변화

는 블록의 중정을 형성하도록 했고, 블록의 구분도 뚜렷해졌다. 획지에 대

한 개념도 새로워졌다. 후정이 확장되면서 정원과 후정, 우물 등의 공간으

로 사용했으나, 중정 공간에서 후면을 맞대고 있는 주택들 모두가 중정을 

공유하지는 않았다. 벽을 맞대며 성장했던 이전 도시와 달리 주택에서 외부

공간을 만들어 나갔지만, 벽, 담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로 주택의 프라이버

시를 보호하면서,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공간을 공유하는 공적인 성격의 

공간이 되지 못했다.

2.3. 18C 이후 도시 주거지의 준공적 공간

16C에서 18C 동안 중앙집권적 왕권체제를 유지한 프랑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미학, 건축 기법 등과 같은 것들을 참고하여 프랑스의 지역에 

맞는 물리적인 환경과 주택 유형을 건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 르와

얄(Place des Vosges)’과 ‘플라스 도핀(Place Dauphine)’과 같은 귀족 상

류 주택 유형이 만들어졌다. 투르고 지도에 묘사된 본 두 개의 주택 유형은 

37) 위의 책.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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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너비의 넓은 중정을 공유하고 주택의 전면부가 중정을 향해 입면을 

내보이고 있다. 수직적으로도 확장하여 4층 정도 규모의 주택들이 모여 있

었다. 주택과 주택 사이에는 이격 거리가 없어 주택이 연속된 것처럼 보이

나, 사실 개별적인 주택으로 인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되었다. 이렇게 가운데 

축을 강조한, 준공적 공간의 성격을 지닌 외부공간을 포함하는 집합주택의 

유형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이후에도 위의 방법과 유사한 기

법이 적용되었다.38) 

위와 같이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 프랑스의 주택 기법은 영국과 미국 

등 도시형 집합주택이 확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밀집되고 공간

적으로 무질서한 도시 주거지에 개방된 공간을 부여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식의 도시형 주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

다.39) 따라서 일반 중산층 주택의 경우, 중정을 서로 간에 공유하여 건설되

는 것이 채광과 통풍, 일조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중정을 공유한 

주택의 유형이 주로 등장했다. 영국 또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정리되지 않

고 밀집된 주거유형보다는 프랑스식의 외부공간을 공유하는 주거유형을 선

호하게 되었다. 이 유형이 바탕이 되어, 영국에서는 런던을 중심으로 테라

스 하우스(Terrace house)라 불리는 주택 유형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성행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테라스 하우스는 주택 내에 전후면, 상하층 

공간의 구분을 하여 사적 공간, 공적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였으며, 남자-여

38) “플라스 르와얄은 한 변이 140미터인 정사각형 부지 위에 건축된 것인데, 3층 규모의 
주택 38호가 광장을 중심으로 연립되었고, 1층에는 연속된 아케이드가 형성되었다. 원래 
앙리 4세의 의도는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한 주택을 광장 주변에 연립해서 건축하
려는 것이었으나, 결국은 상류계층을 위한 주택이 건설되었다 ··· 광장은 각종 집회와 마
상시합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었는데, 초기에는 의도한 대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광장 중
앙에 루이 13세의 기마상이 놓임으로써 기념비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다.”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201  

39)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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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인-하인도 공간을 분화하였다. 주택 내에서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

은 나타나지만 이는 개인적 공간에 귀속된 사회적 공간이며, 주택 외부에는 

명확한 획지 기준을 두어 주택 계획한 주택 외부공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2.3.1 산업혁명 이후 주택 외부공간의 변화

(1)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주거

1700년대 중반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공업 중심의 사회로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공업화로 인한 산업혁명은 고대

도시, 중세도시와 구분되는 근대산업, 산업 도시사회를 만들면서, 근대도시

계획이 탄생하도록 했다. 산업혁명에 따른 공장생산양식은 대규모 공장의 

건설을 촉구했고 엄청난 생산능력의 증가를 이룩했다. 

이는 도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여기서 발생한 도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크게 노동자의 주거 실태에 관한 문제, 인구 

및 생산시설의 과밀에 따른 문제이다.40)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분포를 빠르게 변화시켰고 도심에 살거나 확장된 도시 

변두리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더불어 주택 사업자들의 이윤추구로 낮은 

질의 주택이 계속해서 도시에 공급되면서 도시의 열악함은 가속화되었다. 

용도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 주거지는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 건설되었기 때

문에 공장 연기가 주택에 들어왔고 폐기물은 하수를 오염시켰다. 이러한 상

황에서 공장과 주택은 계속해서 건설되었으며 과밀화된 도시를 만들어 나

갔다. 『서양도시계획사』에 살필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을 묘사해보면 이렇다.

4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서양도시계획사』, 보성각,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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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주거지는 밀도가 높고 비좁아 쓰레기 처리가 거의 불

가능한 상태였으며, 길 한편으로 하수가 흘러가고, 어디에나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수레와 보행자, 가축과 어린이들이 서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였다.”

영국에서는 주거지의 환경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례와 

법령을 통해 도시 환경을 조절하

려 했다. 「수도 건축법령

(Metropolitan Building Act

)」41)에서는 새로 건축되는 주택 

후면에 9.9평방미터 이상의 정원

을 확보하도록 하여 밀도 높은 

도시에 빈 공간을 추가하려 했

다. 이외에도 1850년을 전후로 

제정된 「공중위생법」, 「주택개량

법」 등과 같은 조례들을 통해 기

존 열악한 주거환경을 규제하였

는데, 특히 주거의 질이 낮은 백

투백 주택이나 지하주거에 대해 

금지하거나 규제했다. 또한, 주택 내의 공간과 외부의 환경에 대한 기준들

을 마련하여 당시의 주거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택의 

공간과 길의 폭 등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큰 요지였다. 이러한 것들은 도시 

내부에 공간적인 여유를 주며 주택 내부의 채광과 환기를 중심으로 환경 

41) “이전에 시행된 건축상의 규제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에 새로운 규제
사항도 상당수 추가되었다.”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238

[그림 7] Glasgow의 노동자 계급 주거지 가로 
풍경 [출처 : Thomas Annan(engraver), 

Wiliam Young, 1900, Glasgow, 
Landakshire, Biritish Libr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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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조례주택의 일반화는 서민용 타운 하우스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쉽게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택의 공간 구성에는 변화가 있었는데, 각 

주택의 후면부에 사적 영역을 구성하도록 하게 되었다. 후변 부에 생긴 후

정 공간은 위생적인 개선의 측면에도 기여했지만, 후정끼리 맞붙어 폭이 좁

은 골목보다는 서로 연계된 가로망이 형성되면서 주거밀도를 낮추는 역할

도 했다. 주택이 후면으로 연장해나가는 주택 유형의 변화는 후면의 증축 

부분이 벽을 공유하게 됨으로서 주택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

겼다. 주택의 외부 공간에서 접촉 기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2) 뉴욕의 중정을 공유한 집합주택의 적용

비슷한 시기의 뉴욕의 경우도 주택 문제가 심각하였다.42) 1849년 노동

자계급이 거주하는 낮은 주거의 질로 인해 콜레라 전염병으로 5천명이 목

숨을 잃을 만큼 도시는 고밀화 되어있었다.43) 영국과 마찬가지로 뉴욕시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법규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주거환경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Tenement House Act)」를 제정하였다.44) 

간신히 통풍구로만 사용되던 건물 사이의 공간을 중정 용도로 확장하기 위

해 주택 주변부의 외부공간과 건물의 경계에 대한 최소면적과 길이를 규정

하였다. 인접하여 공유하는 건물 후정의 폭은 적어도 3.6m가 되도록 하였

다. 기본적으로 19세기 중반까지 맨해튼(Manhattan)의 7.5m×30m 단위

의 세장한 획지는 12m×30m로 확장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프

42) 신대륙 미국에서 산업혁명의 여파가 가장 강하게 미친 곳은 뉴욕이었다. 1820년에서 
1860년 사이에 미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의 수는 약 4백만이 넘었고, 뉴욕에는 40만 정
도가 정착했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고밀화된 뉴욕 또한 주택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269

43) 1854년에는 2,500명 가량이 또 목숨을 잃었다.

44) 임대용 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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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와 독일의 대도시에 성행하던 중정을 중심으로 한 집합주택의 유형이 

뉴욕에도 실현되었다. 

따라서 산업혁명 이후 유럽과 미국의 도시에서는 주거지 외부공간에 공

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주택의 내부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에 따라 법규, 제도에 따른 규제의 목적이 정해졌다. 새로운 도시 

상황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당대의 현상설계의 과제 또한 주택의 채광, 통

풍, 위생, 방화의 측면에서 개선된 계획안에 초점에 맞추어 진행되었다.45)  

 

  

2.3.2 20세기 이후 새로운 정주 공간 방법론의 영향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급증은 도시 주거의 양적 증대를 요구하게 

되었고 동시에, 주거의 질적 개선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도시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도시의 주거환경이 격변하던 19세기에는 도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한 급진적인 근대도시계획을 제안

하였다. 위생 문제로부터 비롯된 도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외 지역의 

발전, 뉴타운 개발, 도시의 권역적 발전 등 여러 해결책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정주공간의 변화를 꾀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획기적인 계

획안들이 제시되었다.

(1) 영국 호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 운동

호워드는 산업화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도시 생활에 대해 비

45) 웨어(J. Ware)의 계획안은 209개의 응모작 중에 당선되었고, 1879년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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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토피아적인 도시에 대해 고민했다. 고민의 결과로 

전원도시에 대한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과 그 이후 출간된 ‘Garden Cities of To-morrow’의 

제목으로 그의 생각을 옮겼다. 그의 제안은 우선 주거의 위생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생활여건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개념

을 적절히 혼합하였다.46) 도시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24Km2의 부지에 32,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를 제안했다. 동심원

으로 된 도로가 3~4개의 레이어로 도시의 중심을 둘러싸고, 동심원은 가로

질러 폭이 30~40m 여섯 갈래의 방사형 도로가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가로

망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도시의 중심에는 중앙공원이 배치되고 많은 오

픈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7).  

호워드는 본인의 구상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사업추진주체로 전원도시

46) Osborn, F. J. ed.(1965). Garden Cities of Tommorw Cambridge, MA: MIT 
press

47) 신동호(2013), 영미의 도시계획운동, 지역사회연구, 21(2), pp.231-249

[그림 8] Garden City 공간구조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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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Garden Cities Association)과 전원도시공사(First Garden City 

Ltd) 설립하여 런던에서 40km 떨어진 레치워스(Letchworth)라는 북쪽 지

역에 전원도시 이념을 적용하여 건설하였다.48)  

[그림 9] Parker 와 Unwin의 레치워드 가든 시티의 초기 계획 [출처 : English Garden 
Cities: An Introduction, Mervyn Miller] 

레치워드 도시는 큰 맥락에서 전원도시의 이념에 따라 건설되었다. 그린 

벨트, 공원, 오픈 스페이스 조성과 같은 도심 속에 빈 공간을 구현하고, 주

거지의 개별 필지에도 주택의 앞과 뒤에 모두 정원을 두고 각 정원이 마주 

보는 형식을 취했다.49)

48) 박영춘, 임경수. (2000)에 따르면 이후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허트포드셔(Hertfordshire)
와 웰윈(Welwyn)에도 전원도시가 건설되었다.

49) 이러한 주거지 개발 방향은 이후에 나타난 ‘슈퍼블록(superblock)’의 원형과 비슷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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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택이 정해진 크기

와 규모의 정원을 가지고 

붙어서 개발된 것은 가든 

시티의 이념에 맞게 자연

과 인공의 접점을 찾으려

한 노력과 맞아 떨어진

다. 도심과 달리 세장한 

필지 내 앞과 뒤의 공지, 

정원의 계획은 도시가 무

질서하게 개발되지 않고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였

다. 주택의 뒤에 조성된 

정원끼리 맞붙어 도시의 

녹지를 형성하였다. 물론 

정원들은 프라이버시 문제로 벽과 담을 통해 개인의 영역을 한정했고, 시각

적인 교류가 가능하나, 물리적으로는 차단된 공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와 주거지의 개발은 영국이 2차 대전 후 신도시법(New Towns Act)을 제

정하는데 많은 기여했으며,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미국으로까지 확산

되어 뉴저지에 레드번(Radburn)과 같은 신도시를 만들어내는데에도 기여

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외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새로

운 이념으로 도시 속에 녹지와 오픈 스페이스의 중요성을 알리게 된 중요

한 계기가 되었다. 

(2)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근린주구이론

상을 보인다.

[그림 10] 래치워드 도시의 주거지 도시 조직 [출처 : 
쉐나워(N. Schoenauer, 1981), 6,000 Years of 

Housing, 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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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도시(Garden City)의 계획의 기원은 과밀화된 산업도시에 자연과 

인간의 유대를 도입하려 했던 구상이다. 이 아이디어는 영국을 중심으로 퍼

져나가 여러 국가에서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좋은 예시가 되었다. 다만 미

국에 도입될 때는 주거지 설계의 기본개념으로 발전되었고, 페리(C. A. 

Perry)는 이를 바탕으로 1923년 미국 사회학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에서 근린주구이론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당시 교통시설의 발달과 자동차 대량 보급의 영향으로 교외화 현

상이 일어나던 시기와 맞물려서 현실성이 높았으므로, 많은 계획가와 개발

업자들이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을 수용하게 되었다.50) 이 이론은 도시 환경

에 계획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도시민의 인간관계에 이웃 간의 친밀감, 사

회적 교류를 유도하며, 공동체 의식의 증진과 지역적 애착, 정체성을 부여

하여 주민들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거지의 설계 패러다임이

다.51) 

그림 10과 같이 근린주구이론은 인구 규모를 근거로 주거, 녹지, 도로체

계,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한 주거지 개발 방향이다. 근린주구는 내부 교통

망과 간선 도로로 둘러 쌓인 슈퍼 블록이다. 슈퍼 블록의 크기는 적어도 한 

개의 초등학교가 배치된 규모로 개발된다. 근린주구이론이 발표될 당시 이

론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관심한 도시 환경에 커뮤니티를 형성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근린, 공동체 의식, 사회적 유대 정신을 부여하는 것

이었으므로 공동체 형성의 수단으로 주민 간의 교류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50) Perry, C. A., The Neighborhood Unit : A Scheme of Arrangement for the 
Family-Life Community, New York : Regional Plan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1929.

51) 이진원. (1996). 크래런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12(n.5), 
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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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단지 내부의 개발 방향으로 

주거와 함께 근린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공원, 레크레이션 공지,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것으

로 하였다. 학교와 근린생활시설

들은 단지 공지 주변에 배치되는 

것으로 하였다.52)  

근린주구이론을 적용하여 

1929년 뉴저지(New Jersey)에 

‘래드번(Radburn)’53)이라는 명칭

인 주거지를 계획하고 개발하였

다.54) 주민들 간의 대면 접촉의 

유발 빈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

의 근린주구이론은 래드번에 적용될 때 다양한 물리적 계획방법을 도입하

였다. 밀도 조정과 접근성 개선을 통해 주거단위 간의 거리를 축소하고 보

행권 확보를 위해 자동차이용을 감소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주거지 내에 

오픈 스페이스 체계와 결합하여 주민들이 접촉할 기회의 가능성을 높였다.

52) 사회 계획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운동을 통하여 사회적 교류를 촉진시키
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한다. 둘째, 보행권이라는 인간중심의 계획을 바탕으로 사회적 교류
를 촉진하는 주구 계획을 한다. 셋째, 이러한 사회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적극적인 지역참여의 기반을 마련한다. 

53) “레드번은 20세기 도시계획의 이론과 비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레드번계획의 경험은 그 
이후 물적 계획개념이 적용된 모범사례로 여겨졌으며, 현대 도시의 과제에 대한 어느 정
도의 도시 계획적인 해답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신도시들은 래드번의 기본 
계획을 근거로 조금씩 변형하며 적용하였다. 래드번에서 사용된 주택 설계원리는 여러 신
도시에서 채택되었다.” 趙在盛. (1996). 현대 근린주구이론의 개척자 페리ㆍ스타인ㆍ라이
트. 국토, (국토정보 1996, 6월호), 80-87.

54) 새로운 개념에 따른 대규모 주거단지를 계획하였으나, 원래 계획의 일부만 실현되었다.

[그림 11] 근린주구이론 개념도 [출처 : 
Perry(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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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드번 주거지 계획은 쿨데삭55) 형식의 주택 배치 방식을 택했다. 주거

지 내의 작은 도로들은 블록의 소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주택의 

사이 공간이 넓어져 녹지 공간으로 활용되고, 정원이 후면에 배치되어 주택

의 주 기능인 거실과 침실과 같은 방의 배치가 후면을 향하게 되었다. 래드

번 계획 당시 주거지 내에서는 ‘어디로나 통할 수 있는 공동의 오픈스페이

스 조성’도 중요한 계획의 내용이었다. 따라서 주거지 내의 공원과 녹지 위

주의 오픈스페이스들은 도시 내의 공공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보행을 

통해 동선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근린주구이론에서 출발한 

래드번 계획은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체 강화라는 목적으로 보행이 쉬운 주

거지를 만들고, 보행을 촉발하여 주민 사이에 사회적 교류를 강화하려 했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의 주거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계획

하에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했다는 점, 교외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

한 이념과 방향을 제안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방화나 위생, 환경적 측면

에서 외부 공간을 확보하는 주거지 계획은 공동체 사회를 고려하여 사회적 

교류, 이웃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도시의 외부공간 확보, 주택 사이의 

외부공간 확보하여 주민들이 보행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공

동체의 사회성을 위한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과 단절되어 만나지 않고, 그 

중간 영역에서 매개하는 준공적 공간을, 계획 단계에서 설정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래드번은 20세기 그리고 21세기까지 도시계획의 이론과 비전에 큰 영향

을 주었다.56) 이후에도 미국의 신도시 계획 수립에 중요한 해법으로 작동

했으며, 주거지 설계원리는 대 런던계획(Great London plan)에도 수용되

55) 단지 내 도로를 막다른 길로 조성하고 차량이 도로의 끝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 계
획 기법이다. 

5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서양도시계획사』, 보성각,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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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근린주구이론을 기반으로 한 래드번 계획은 현대 도시계획의 사상적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3) 중정형 주거단지의 지속적인 발전 양상

20세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근대도시계획의 이념들은 주택의 외부에는 

충분한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내부에는 채광, 일조, 환기와 같은 환경적

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다. 여기에 근린주구이론의 

영향으로 주택 외부공간이 단순히 빈공간으로 도시의 밀도를 조절하는 역

할에 그치지 않고, 도시민이 서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소

로, 즉 준공적 공간의 성격을 띤 공간으로 작동하길 바랬다.

이에 여러 유럽 국가들은 주택을 계획할 때 중정이 개방적으로 계획되는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중정을 둘러싼 블록형 주택의 주거 형식은 최근

까지도 지속해 발전하는 주거유형이 되었다.57) 이러한 방식이 주거개발에 

[그림 12] 뉴저지 래드번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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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적용되도록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법규와 제도를 변경하였다. 독일에서

는 1925년 개정된 법규에 의해 주거지의 블록 내부가 개방되도록 하였다.  

충분한 녹지와 공공시설을 부여하여 블록에 내부는 주민들을 위한 준공적 

공간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 건축가 베를라헤(H. P. 

Berlage)에 의해 건설된 주거환경 구성 방식에 의해 이전과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 주택의 외부공간은 개인적 영역으로 정원, 후정 등 사적 공

간으로 사용되었으나,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준공적 성격의 공원 및 녹지 

공간을 중정에 도입하였다.58)   

(4) 뉴 어바니즘(New Urbanism)과 주거지 외부공간 형성

신도시계획의 사조가 되었던 뉴 어바니즘은 현대도시가 겪은 여러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확산하는 교외 신도시를 재구성하며, 정책과 관례를 바

꾸려는 운동이다.59) 이 운동 또한 근린주구이론을 바탕으로 펼쳐진 도시 

계획과 같은 방향성을 취한다. 따라서 뉴 어바니즘 헌장에서는 근린주구를 

기본으로 커뮤니티의 재형성과, 자연 환경 보존을 우선순위로 두어 주거환

경을 개선하려 하였다. 이전에 제안된 도시 계획들은 유토피아적인 이념이 

내포되어 있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적용하더라도 초기

의 의도와 달리 사회·경제 부분에서 실패하기도 했다. 뉴 어바니즘은 그 한

계를 비판하고60) 재검토·형성하여 다양한 근린주구와 지속가능한 지역 형

태를 만들어내려 했다. 이에 주택과 일터의 공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할 정

도로 안전한 근린지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었다.61) 보행자 우

57)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287

58) 위의 책 p.287

5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서양도시계획사』, 보성각, p.530

60) 제이콥스(Jane Jacobs)는 단일용도 주택지구, 대규모 도심 관통도로, 격리된 쇼핑몰지구 
등은 미국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할 때 재검토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61) 신동호. (2013). 영미의 도시계획운동. 지역사회연구, 21(2), 2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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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하에 TND(Traditional Neighborhood),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와 같은 근린주구, 대중교통 지향적 

설계와 같은 설계 기법들을 제안하였다. 주거지에서는 단지 내 보행 가로가 

연결되는 곳마다 공원, 광장 등과 같은 공공시설과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공

동체 의식이 형성되도록 하였다.62) 주택 규모나 유형을 다양화하여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계획했다.63) 결국 당대에 추구했던 도시 

계획 방향은 산업 혁명 이후로 피폐해진 도시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이웃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유와 같은 공동체 생활을 촉진시키기 위함을 향

해 있었다.  

2.4 소결

고대 문명은 개인과 가족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도시 주거지는 개인과 가족 중심의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었다. 당시 

개인은 이웃의 재산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여, 이웃의 재

산에 대해 함부로 간섭할 수 없었다.64) 이에 주택은 폐쇄적이고 내향적인 

공간구조를 택하여 중정(Countyard)에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활동들을 수

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사용했고, 환기와 채광과 같은 기능적인 부분도 

중정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외부를 향해서는 두꺼운 벽으로 주택 내의 프라

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주택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자리 잡았다. 

주택은 불규칙적인 형상으로 도시를 채워나갔고, 이렇게 형성된 도시 주거

62) 위의 논문 참고

63) 뉴 어바니즘의 대표적 도시라 불릴 수 있는 라구나 웨스트(Laguna West) 계획 도면을 
살펴보면 주택 앞, 뒤, 옆의 주변부의 공간이 확보된 계획을 확인 할 수 있다. 

64) 쉐나워(N. Schoenauer, 1981), 6,000 Years of Housing,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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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내에 주택 외부에는 좁은 골목길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높은 밀도의 주

거지로 진화했다. 개인의 영역에 소유된 외부공간은 주택 내 중정만 있었기

에, 주거지에는 별도의 계획된 오픈 스페이스가 없었다. 따라서 주거지에는 

따로 타자의 접근이 허락되는 준공적 공간이 나타나지 않으며, 공공시설은 

철저히 분리되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분되게 하였다. 고대 주거지

는 주택은 공적 영역과 분리되어 근본적으로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중세의 주거지 조직은 고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자연발생적이고 복합

적인 공간구성이 특징이다. 중세의 도시주택은 주거공간과 상업공간 또는 

작업공간이 결합된 직주겸용 주택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이로 인해 주거지

는 기능적으로 분화되지 않았다. 넓은 땅에 주택이 자리 잡고 이후 여유 공

간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주거지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획지는 세분할 되

었고, 계획성이 드러난 외부공간은 나타나지 않는다.65) 주택 유형에서는 주

택이 연속되면서 후면에 지금의 중정과 같은 모습의 블록 내 중정이 형성

되었다. 이는 현재의 블록에 비해 비교적 허술하였지만 중세 주거지에 자연

환경을 제공하고, 밀집화에 따른 공간적 매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

다.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공공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주로 

광장과 상가와 연계한 타자와 공유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만들어나가기 시

작했다.66) 주택에서도 후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내부적인 공유공간으로 

이용되었으나, 담장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로 외부와는 차단하여 주택의 프

라이버시를 보호하였다.   

65)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p.120

66) 대표적으로 스페인 마요르 광장(Plaze Mayor)와 오스티아 인슐라 전면 아케이드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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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이후 프랑스에서는 채광과 통풍의 측면에서 유리하게끔 중정을 

서로 공유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영국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아 ‘테라스 하우

스’67)라는 주택 유형이 중산층 및 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인기를 

끌었다. 산업혁명 이후 위생, 환경 측면의 도시 주거문제는 심화되었다. 이

에 호워드(E. Howard)는 전원도시(Garden City)를 제안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밀도가 높은 주거지의 외부에 빈 공간을 구현하도록 법과 

조례의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도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개념을 구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페리(Perry)는 

전원도시의 이념을 주거지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 발전시켰다. 이는 근린주

구이론으로 발표되어, 전 세계 도시 계획의 사상의 원천이 되었다.

근린주구이론은 환경 개선 측면의 외부공간 확보를 넘어서, 근대 이후 무

분별한 개발로 인해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 주거지에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려 했다. 주거지 내에서 주민, 이웃 간의 교류와 공동체가 공유하는 

오픈스페이스, 공지, 소규모 공원과 녹지의 중요성을 계획을 통해 전달했

다.68) 이를 계기로 세계 도처에서는 도시 계획과 도시 설계의 중요성이 부

각되었다. 이에 도시의 미관, 녹지 환경 부여, 이웃 간의 교류, 공동체와 커

뮤니티가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되었다. 따라서 외부환경에는 공간적 여유

를 부여하고 내부환경에는 충분한 채광과 통풍을 가능하게끔 환경을 조절

67) 테라스 하우스는 전면 가로에 면하여 광장 등 공유공간이 형성되고 후면에는 전용정원을 
가지고 있는 주거형식이다(KARTS, 2006).

68) 이진원. (1996). 크래런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 분석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larence A.Perry`s Neighborhood Unit). 대한건축학회 논문
집, 12(5), 99-108. 이진원(1996)에 의하면 근린주구이론은 혼재된 도시 상황에 계획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무관심한 도시민의 인간관계에 이웃 간의 교류를 유도하며, 공동체 의식
을 증진 시키고, 주민들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주거단지 설계의 패러다
임으로 정착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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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목표가 되었다. 

20세기 이후 주거환경은 대체로 개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계획 기

법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다.69)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 도시 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도 및 법규가 꾸준히 변화했다.70) 이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주거지에 준공적 공간의 성격을 띤 외부공간을 계획하

고, 이웃 간 공유하는 외부공간을 부여하려 했다.

근대 이전에는 주택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기 위한 공간이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철저한 분리가 중요시 되었으므로, 도시의 공공성

을 수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은 주거지에서 거리가 있는 도시의 중심이나 

주거지의 외각에 자리했다. 그러나 과밀화된 도시, 무질서한 주거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도시 계획의 개념이 정립되는데 일조했고, 도

시 계획은 외부 공간의 확보와 주거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목표를 

세웠다. 근대 이후 초기에는 주택 간의 간격을 넓히고, 주택 주변부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것은 밀집된 도시에 빈 공간을 부여하여 위생,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이후 주택의 공지에서 

주민들의 일상이 투영되고, 외부인 혹은 이웃과의 친밀감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장소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주거지 내의 공지는 

주민 간의 커뮤니티를 위한 준공적 공간으로 계획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배경이 되었다.  

     

69)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70) 뉴욕의 경우, 임대주택법이 제정, 꾸준히 개정되면서 거의 통풍구로만 사용되던 건물 사
이의 공간을 중정 용도로 확장하기 위하여 중정의 크기를 건물의 중앙, 측면, 후정등 위
치에 따라 최소면적을 규정하였다(KART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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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주택 형식 다이어그램 참고 주택

고대

공 / 사적 영역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으며, 가족을 
공유공간이 주택 

내부에 중정 
형식으로 자리함.

메소포타미아 
우르 주거지( 

Ur: Lasa 
house)

중세

공 / 사적 영역이 
철저히 분리되었으나, 

아케이드, 후정과 
같이 주택의 외부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함

도시 상가 주택

르네상스

중세의 주거지 
조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후정의 진화로 

주거지 내 중정의 
형태가 등장함

이탈리아 
서민용 세장형 

도시주택

산업혁명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와 규제로 인해 
주택 외부 공간이 
확보됨, 주민 간의 

시각적 교류에 
유리해짐  

영국의 테라스 
하우스(1857)

20세기 
이후

이웃 간의 친밀감 
형성, 공공성 유발, 
보행 친화와 같은 

목적으로 의해 주택 
내·외부에 외부 
공간이 확보가 
중요히 여겨짐 

1. 써니싸이드 
가든스(1924) 
2. 로트르담 

스파겐(1920)

[표 3] 주거사 속의 준공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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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뉴욕의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개념 등장

뉴욕의 1916년 지역제 도입은 용도를 분류하고, 고도(height)와 체적

(bulk)을 규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지역제 조례는 용도지구

를 3개로 나누어 주거전용지역을 만들었다. 이는 면적지구(Area Districts) 

규제를 통해 건축물의 정원(Yards), 뒤뜰(Courts), 공지(Open space)의 

면적을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71) 

지역제의 규제를 통해 뉴욕의 도시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건축계획은 제한된 밀도와 면적을 최대한 채우는 것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각종 규제의 최대치를 채워 도시는 계속 밀도가 높

아졌다.72) 따라서, 1961년 조닝(Zoning)이 보완되었다. 보안된 조닝의 내

용에는 중요한 두 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센티브에 관

한 것이다. 정책은 조닝의 중요성을 강력히 알리기보다 개발자에게 스스로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종류의 공간을 제시한 것인데, 여기서 공개공지(Privately owned 

public space)가 발표되었다. Kayden(2000)은 공개공지를 이렇게 소개한

다.

71) J. S. Kayden(2000).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 the New York City 
experience,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 and the 
Municipal Art Society of New York.

72) J. S. Kayden(2000).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 the New York City 
experience,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 and the 
Municipal Art Society of New York.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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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ly owned public space, located on private property 

yet, but unlike zoning’s yards, courts, and other open spaces, 

physically accessible to the public-at-large.” 73)

위와 같이 1961년 뉴욕의 조닝에서 처음 소개된 공개공지는 사유지이지

만, 도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 되며, 분

명히 공적인 성격의 공간이 된다. 따라서 사유지 내의 공적 공간이며 앞서 

살펴본 준공적 공간보다는 다소 더 공적인 성격이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당

시 공개공지 규제는 건물은 밀도가 높은 상업용 건물 혹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였고, 규제가 이뤄지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뉴욕의 밀도 높은 건

물들을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 공공을 위한 공간의 기능을 수행

하게 되었다. 광장, 아케이드, 주거민을 위한 공간, 보행로, 공원, 통로, 성

큰 등 다양하게 공개공지가 디자인되었고, 도시에 사유지 내에 공공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를 구현해냈다. 도시 속의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더

욱 모호하게 만들어 준공적 공간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다만 이 제도는 앞

서 살펴본 도시 주거의 주거지와는 달리 고밀도의 도시에 환경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만들고자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전원도시 성격의 교외에 밀도 낮은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

다. 밀도가 높은 맨해튼의 Downtown, Midtown, Greenwich Village, 

Clinton 등에 적용된 규제이다.

공개공지가 제도화되어 적용된 대상은 본 연구의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행된 공개공지는 당대부터 현재까지 도시의 환경과 공

공성을 도모하려는 도시의 사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분명 한국의 공개공

지 제도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의 공개공지 제도 또한 연면적 합계 

73) 위의 책.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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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m2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도를 통해 사유지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성하도록 한 점은 단독주택용지의 전면공지, 공공공

지, 공유외부공지와 같은 제도와 같은 목적을 취한다. 따라서 대상 용지를 

불문하고 공공을 위해 개인의 영역을 도시로 환원하는 ‘Privately owned 

public space’의 개념은 서양의 도시 계획과 관리 차원의 사조로부터 영향

을 받았다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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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 신도시 계획 내 준공적 공간 제도적 고찰

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외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공공성을 확보하

기 위한 준공적 공간 성격의 외부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은 근대 이후로도 

계속해서 진화해왔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도시 공간에 대한 개발을 진행

하였다. 정비와 개발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건축법에 도입되었던 도시설계제

도가 상세한 도시계획 역할을 하기 위해 상세계획이라는 제도로 도시계획

법에 도입되면서 대상 범위가 도시 차원으로 확대된다.74) 1990년대에는 본

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기관장 직선제의 영향으로 시민 생활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이전에 서울을 중심으

로 적용되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 제도 적용대상이 신도시, 신시가지 중심

지 계획 등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

도시를 관리·규제·계획하는 지구 차원의 계획제도는 지역 주민의 계획 참

여와 의견 수렴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주로 공공을 중심으로 수립, 운영되

던 도시계획에 주민제안제도가 도입되는 등 주민으로 대변되는 민간의 도

시계획 참여도 확대되기에 이른다.75) 

도시설계는 1980년 건축법 제8조 2항에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운영되었

다. 1991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의 신설, 1992년 건축법의 전문개정에 

74) 한국도시설계학회(2012), 『한국도시설계사』, 보성각

75) 위의 책.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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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도로서의 위상과 내용이 크게 변경된다.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도체

계의 문제점과 대상 구역의 위치, 형태, 성격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상

세계획제도의 도입과 건축법 등의 변화에 의해 기존 도시관리체계를 변경

하게 된다.

2000년에 들어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1991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된다. 이는 광역도시계

획에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 체계를 정립하는 중요

한 역할을 했다. 도시의 구상, 목표, 취지의 도시설계의 정성적인 내용과 정

량적인 도시 환경의 밀도. 용도, 경관 등을 컨트롤하기 용이했으며, 재료, 

건축선, 담장, 포장의 재질과 같은 건축 설계의 영역에 속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표 5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은 상세계획에 포함된 계획 내

용에서 범주를 확장하고 세분화하여 건축계획 행위에도 상위 계획으로 적

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고, 사업 준공 이후에도 도시기능을 

극대화시키고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상을 갖게 되었다.76)

76) KLHC(2007),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대한주택공사, p.1



- 51 -

구분 도시설계 상세계획 지구단위계획

근거법 건축법(1980) 도시계획법(1992)
도시계획법(2000)

국계법(2002 제1,2종)

목적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
토지이용합리화
도시환경 효율적 운영관리

제 1 종
ž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
ž 토지이용합리화/구체화
ž 양호한 환경확보
제 2 종
ž 비도시지역 계획적개발 
유도
ž 개별 개발수요 집단화

입안자
국가, 지자체, 토공, 

주공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주민, 
사업시행자

계획 내용

토지이용계획
도로, 상하수도설치
에너지공급계획
기존건축물처리, 
대지정리
건축물 위치규모, 
용도, 색채, 형태

지역 지구 지정변경
도시계획 시설배치
가구획지규모/조성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대지안 공지, 
도시경관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제 1 종
ž 용도지역지구 세분
ž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ž 가구, 획지 규모/ 조성
ž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 
계획, 교통처리계획
제 2 종 : 필수
ž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ž 가구회지규모/조성계획
ž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표 4] 도시설계, 상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제도 비교 [출처: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사』 
표.17 재정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를 규제하기 이전에 주

거지의 필지 내에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조권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

장하게 한다. 이에 관련한 법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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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규
건축법 58조 [대지안의 공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건축법 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차장법 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건축법 42조 [대지의 조경]
민법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건축법 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표 5] 필지 내에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을 형성하는 관련 법규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별표 2를 통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

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다.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 기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1M 이상 6M 이하 (한옥의 경우 처마선 2M 이하, 

외벽선 1M 이상 2M 이하)

공동 주택
연립주택: 1.5M 이상 5M 이하

다세대주택: 0.5M 이상 4M 이하

[표 6] 대지안의 공지법에 의한 건물과 건물의 이격거리

한국의 도시의 경우 밀도 높은 주거지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려는 노

력은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규제되어왔다. 그 방식은 일반적으로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하여 주로 건축한계선77)을 지정하고 공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일관되어왔다. 공개공지, 전면공지, 대지 안의 공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만 공개공지의 경우 연면적 합계 5,000m2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으로 단

독주택용지의 주택은 대상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 조례 등으로 건축선을 후퇴하는 대지 안의 공지와, 국계법에 따른 지

구단위계획에 의해 건축물의 배치 또는 건축선 규제로 단독주택용지 내 사

유지인 개별 필지 건축선이 후퇴하도록 하여, 사유지 내 오픈 스페이스, 외

77) 건축한계선은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지정된 선의 수직선을 넘어 돌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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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공간을 도시 계획의 측면에서 확보하였다.

구분

법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ž 6미터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조례로 건축선 후퇴

국계법
제52조

지구단위계획
ž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 배치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의2

대지안의 공지
ž 대상건축물에 따라 6미터까지 건축선 

후퇴

조례 등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

대지안의 공지
ž 대상 건축물에 따라 3미터까지 

건축선 후퇴

지구단위계획
ž 건축물 배치 또는 건축선 계획

[표 7] 건축선 후퇴 관련 법·제도 체계 [출처: 김지엽, 배웅규, 한지형. (2010). 건축선후퇴에 
의한 전면공지의 법적 한계와 개선 방향, 그림 3 참고.]

 

대지안의 공지법은 필지 내에서 건물과 건물이 이격하도록 하여 사이에 

빈공간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빈공간으로 구현된 곳에서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공에게 물리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아닌 도시 주거지의 

환경과 미관을 위해 시각적으로 공공과 공유한다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

성을 확보하는 물리적인 장소로 보기 어렵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의 환경과 미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면 공지는 사유지 내에 위치하면서 공공에 개방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이지만, 계획상으로 사유지를 공공에게 개방하여 보행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공적인 성격으로 활용되는 사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지를 확보하는 건축선 계획은 도시계획 측면에

서 가로경관의 질적 향상과 보행장려, 공공성 도모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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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준공적 공간을 계획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볼 수 있다.

3.1. 한국 1기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 계획

한국 신도시의 개념은 호워드(E. Howard)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주거지 

개발 목적으로 제안된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구의 

과밀화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거주 환

경에서 벗어난 적정한 인구 밀도와 녹지, 오픈 스페이스를 중요한 계획 요

소로 사용한다.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도시와 달리 상당한 규모의 녹지

로 둘러싸인 교외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도시경관과 토

지이용의 효율을 중요시하게 되고, 개발밀도를 낮춰 단독주택을 위한 택지

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국은 1980~1990년 최단기간에 200만 세대라는 대규모 주거지 개발

을 목적으로 신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하게 되었다.78) 서울시 등 대도시의 

인구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주거지 환경 문제와 도시교통문제, 

인접 도시 내 가용토지가 한계에 이르는 등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도

권 5개 신도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 이

에 해당하며, 도시 전 지역에 걸쳐 건축법 8장을 근거로 택지개발 작업으

로 이루어졌다. 

당시 신도시 계획의 수립 취지는 도시의 고유 이미지 형성, 미관적 차원

에서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환경 조성, 기능적 차원에서 효율적 도시

78) 한국도시설계학회(2012), 『한국도시설계사』, 보성각.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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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수행이었다. 효율적 도시기능 수행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었다. 분당

과 일산은 서울과 공간적으로 독립되어 건설되었다. 인구 밀도는 상대적으

로 타도시에 비하여 낮게 설정되었다. 공원 녹지율도 20% 정도로 평촌, 산

본, 중동에 비해 높게 책정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표로 계획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1기 신도시 개발은 ‘주택공급’이 가장 주된 목적이었다. 도시설계의 목표

에 있어서 신도시 개발 계획 목표를 도시개발 집행 단계까지 일관성있게 

전달하여 신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었다. 이에 1기 신도시 도시설계

의 일반적인 목표가 “도시 고유 이미지의 형성”,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조

성”, “쾌적한 환경조성”, “특성 있는 공공공간의 형성”, “효율적인 도시기능

의 수행” 등으로 수립되었다. 정성적 측면에서 도시 이미지를 구현해내려는 

노력은 도시설계의 단계에서 토지이용과 시설에 관한 계획 내용을 수용했

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지어 민간부문에서는 기능 및 용도 배

분,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건축선, 스카이라인, 차량 출입구, 공공공지, 조

경, 건축물의 색상, 시설물의 배치 등 도시의 미관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대

상들을 규제했으며, 공공에서는 도로, 광장,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계획하

였다. 

구분 도시설계 목표

분당
전원도시 분위기 조성

활기가 넘치는 도시경관의 창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위한 세부설계의 완성

일산
아름다운 도시경관, 쾌적한 환경 조성

외교 도시의 신도시 이미지 제고
활기있는 도시경관 조성

[표 8] 1기 신도시 도시설계 목표[출처: 한국도시설계학회(2012), 『한국도시설계사』. 표.21 참고 
및 재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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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 층수, 차량출입구간 등 일부의 도시

설계 제어요소로만 되었다. 이에 지침도도 다소 단순한 형태를 띠므로 초라

한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79) 그럼에도 1기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 도시설

계가 갖는 의미는 “신도시 개발 사상 처음으로 도시설계제도에 의해 단독

주택지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서 도시의 물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계기”80)에 있다. 신도시 설계 이전 수도권의 단

독주택지는 인구의 과밀화로 인해 주차장 문제, 기능 혼재와 같은 주거지 

환경을 질적으로 저하하는 문제에 당면하였으나, 신도시 계획에서 이를 방

지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도시설계의 목표와 기준을 

마련했다.

 

3.1.1 분당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계획

(1) 분당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기본계획

분당 신도시는 서울에서 25km 떨어진 남쪽에 계획되었다.81) 분당 신도

시의 개발 계획 목표가 ‘주택도시 건설’이었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된 인

구 밀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주택공급을 타겟으로 하여 주

거 형식으로 아파트를 택했다. 따라서 분당 단독주택용지는 15개 블록으로 

계획되었으며, 비교적 적은 750,730m2의 면적에 개발되었다. 전체 면적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아파트 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75% 이상

이다.

79) 한국도시설계학회(2012), 『한국도시설계사』, 보성각. p.213

80) 위의 책 p,221

81) 사업 기간은 1989.08~1996.12에 걸쳐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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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990

년에 발간한 『분당신도시개발사

업: 기본계획』 자료에도 아파트 

건설에 관한 상세한 기준과 조

례들이 작성되어 있다. 공동주

거지의 아파트에 관한 기본계획 

방향은 7페이지에 상세히 기술

되어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지의 

도시계획에 대한 지침은 그 양

이 매우 적다. 157페이지에 작

성된 단독주택용지의 기본계획

은 이렇다. 

용도 - “단독주택지는 순수한 

주거 용도를 위해 공급되는 만

큼 주거용도 이외의 용도로서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

다. 따라서 도시설계에서는 전

용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만을 허용키로 한다(도시계획 상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을 요함).”

주차장 - “단독주택지에는 각 필지마다 1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

도록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옥내 또는 옥외 주차장의 시설기준은 관

계법규에 따른다.”가 분당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소개

한 것이 전부이며 그 외에 것은 관계 법규에 따른다.

[그림 13] 분당 단독주택용지 결정도[출처: 
성남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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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분당신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나타난 단독주택용지에 관

한 기본계획이다. 필지와 블록 계획은 총괄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평균 

필지 규모는 이주민 택지가 224~231m2, 일반분양택지가 181~241m2로 

계획되었다.

(2) 분당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분당 지구단위계획 주거용지의 도시 환경을 컨트롤하는 단독주택용지의 

시행지침은 제1절 대지에 관한 사항, 제2절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3절 도

로와 주차장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대지에 관한 사항에서는 단독주

택용지로 지정된 모든 필지는 분할 할 수 없다는 항목만 있으며, 단독주택

용지 대지의 영역적 위계 구분을 보이는 조례는 없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에서는 용도, 건물의 규모 및 높이, 지붕, 담장 및 대문, 옥외 서비스 공간

[그림 14] 분당 단독주택용지 결정도[출처: 성남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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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제하고 있으며 도시의 밀도 차원, 주택의 연속된 이미지 차원과 같은 

단독주택용지의 경관을 고려한 항목은 있지만, 주택의 외부공간에 관한 규

제는 없다. 다만 사유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담장 및 대문 설치에 관한 항

목이 있으며 단독주택용지에서 담장의 높이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다. 주

택의 외부 공간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일부 부분은 제3절 도로와 주차장에 

관한 사항에서 나타난다. 

대지 내 공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한 규제를 살펴본다. 제92조와 제94조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전면건축선으로부터 2.5m 이상 후퇴하여 설

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옥외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인접 필지와의 경

계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경계부에 담장 설치는 금한다. 해당 조항

의 외부공간을 확보한 취지는 준공적 공간에서 의도하는 이웃 간의 친밀감 

유도와 같은 사회적 교류 측면에서 공지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택

의 외부공간에서 차량이 원활히 출입하고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95조와 제96조는 벽면한계선과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건물의 외벽면

이 위치할 선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필지 경계로부터 후퇴된 건물의 외

벽면으로 인해 대지 내의 공지가 형성된다. 이는 전면공지나, 주차장으로, 

식재 등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제95조의 1항은 “모든 점포주택의 1층 

외벽면은 인접도로경계선(보행자전용도로 제외)으로부터 2.5m 이상 후퇴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이며 확보된 공지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식재 등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에 접한 경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82) 

이와 같이 대지 내에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한 규제는 쾌적한 보행환

경과 가로공간 개선,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담장, 기타 보행 및 휴식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82) 분당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019.01.28.),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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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측면에서 고려한 분당의 전면공지는 현실에서 그 의미와 기능

을 상실했다. 점포주택들은 테라스를 설치하거나, 불법 주정차 장소로 사용

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난다. 다양하게 사유목적으로 활용되면서 보행공간 

확보라는 취지가 약화되었다.83) 하지만 신도시 도시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

의 사유지 내 외부 공간을 주거민을 위한, 보행자를 위한 공공공간을 확보

하여 전면공지로 조성하게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밀도가 높아질 주거지에 준공적 공간을 확보하려 시도한 계기가 되었다. 

구분 규제 방법 의도

제95조 
(벽면한계선)

모든 점포주택의 1층 외벽면은 
인접도로경계선(보행자전용도로 

제외)으로부터 2.5m 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ž 유효공지 확보 목적
ž 쾌적한 보행환경, 가로공간 개선, 

도시미관 향상
ž 공공성 확보

[표 9] 분당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나타난 준공적 공간 확보

         

3.1.2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계획

(1)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기본계획

일산 신도시는 서울에서 20km 떨어진 북쪽에 계획되었다.84) 일산 신도

시의 기본적인 건설 목적도 분당과 같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타개’, ‘주택 수요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85) 따라서 일산 신도시의 가장 큰 

83) 김지엽, 배웅규, 한지형. (2010). 건축선후퇴에 의한 전면공지의 법적 한계와 개선방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6(n.11), 283-292.

84) 사업 기간은 1990.03~1995.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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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은 저밀도 도시 환경을 확보하고, 입지적 조건을 활용한 도시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 되었다.

이에 한국토지개발공사(1990)의 『일산 신도시 개발사업: 기본계획』 연구

보고서 제10장에 따른 주택건설계획 기본방향은 4가지이다. 첫 번째는 수

도권 주택공급목표의 수요, 두 번째는 단기 대량공급, 셋째는 수도권 인구

대상 넷째는 계층별 주택공급이다. 주택건설계획의 기본방향은 주거지의 이

미지와 성격에 대한 목표보다는 주택공급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

으며, 당시 신도시 건설 계획은 대부분 서울시의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기 신도시인 분당 신

도시와 그 목적의 맥락이 비슷하여 주택공급을 위한 유형으로 아파트의 건

설을 위한 택지면적86)을 가장 높게 설정하였다. 단독주택용지는 419,960평

으로 주거용 택지 중 26.65%를 차지하고 있다. 

분당 신도시 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의 

경우도 아파트택지 기본계획 구상보다 단독주택용지의 구상은 세밀하게 다

루지 않았으며, 절대적인 양이 적다.87)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용지 

중 단독주택은 도시경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구릉지와 도시의 외

곽지를 대상으로 조성·공급하도록 했으며, 전원적인 환경의 고급단독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입지는 정발산 중앙공원 주변의 구

릉지와 도시 외곽부로서 주변의 전원적인 경관이나 공원·녹지 등에 인접한 

곳에 단독주택지를 구상하였다.

85) 한국토지개발공사, 1990, 『일산 신도시 개발사업: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86) 주거용 전체 택지면적 중 62.5%(984,740평)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택지이다.

87) 6페이지 이상이 아파트의 구상에 관한 기술이며, 단독주택 필지에 관한 기술은 1페이지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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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일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연노란색이 단독주택용지)

일산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는 정발산역을 중심으로 가장 낮은 스카이라

인을 보이도록 계획되었고, 동서로 뻗어 나갈수록 고층아파트단지를 형성하

여 외곽부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도록 구성하였다.88) 한 필지당 60~70평 

규모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발하였다. 이주민 택지는 185,960평, 일

반분양을 위한 단독주택지는 234,000평을 개발하고, 구릉지에 건설되는 단

독주택지는 가능한 70평에 가까운 큰 필지를 조성하여 전원적인 환경의 단

독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89)

88) 이원구, 이정형. (2005). 도시건축적 시점에서 본 신도시 단독주택지의 실태현황 및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창립60주년 기념) 논문집, v.25(n.1), 433-436.

89) 한국토지개발공사, 1990, 『일산 신도시 개발사업: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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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일산 신도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나타난 단독주택용지90)의 

규제를 살펴본다. 제1절 규제사항에 나타난 조례는 용도, 대지, 단지계획고,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 건축물의 배치, 차량의 대지내 출입, 주차장의 설

치,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건축물의 형태, 담장으로 나누어진다. 제2절 권

장 사항에 따른 조례는 담장 및 대문, 옥외 서비스 공간, 차량동선, 주차시

설공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단독주택용지를 도시계획 측면에서 고

려한 구상을 권장하고 있다.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용지의 건폐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어 필지의 대

략 50%는 외부공간으로 규정된다. 단순히 빈 공간으로 밀도를 조절한 것 

이상으로, 주거지의 준공적 공간의 성격으로서 외부 공간을 조성하도록 유

도한 항목을 살펴보면, 제37조 건축물의 배치를 들 수 있다. 제37조에 의

하면 모든 점포주택의 1층 외벽면은 인접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

상 후퇴하여 설치해야 한다. 도로와 점포주택의 외벽면 사이를 의도적으로 

비우도록 하였고, ‘확보된 전면공지에는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

고 있다.91) 대지 둘레 길이의 1/2 이상이 폭 10미터이상인 둘 이상의 도

로에 동시에 접할 경우 완화 규제를 적용한다. 제39조에 의해 모든 단독 

필지에는 1개소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점포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는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대지 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옥

외 주차장을 원칙으로 하여, 주택의 외부 공간의 일부는 차량을 위한 공간

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만 필지에는 1.2m 이하의 담장 및 대문의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들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담장을 설치할 수 있

다. 점포주택의 3.0m 후퇴한 전면 공지 외에는 도시계획의 의도를 내포한 

90)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필지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주택 이외의 건
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91) 고양시(2019), 일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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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16] 일산 지구단위계획에 작성된 단독주택용지 주차장 조성 권장 방법 [출처: 고양시(2019), 
일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일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단독주택용지의 사유지인 각 필지의 외

부공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제

40조에 따라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를 통해 외부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는 

폭과 위치를 규제하고 있으며, 두 번째의 경우 점포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필지는 전면공지 3.0m를 확보하게 하였다. 이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과 가

로 미관 개선을 위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준공적 공간 성격

의 외부 공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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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제 방법 의도

제37조 
(건축물의 

배치)

모든 점포주택의 1층 외벽면은 
인접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ž 유효공지 확보 목적
ž 쾌적한 보행환경, 가로공간 개선, 

도시미관 향상
ž 공공성 확보

[표 10] 일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나타난 준공적 공간 확보

3.1.3 1기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 도시설계의 평가

신도시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피폐한 대도시의 주거환

경에 대한 대안에서 전원도시운동(Garden City Movement)로부터 비롯되

었는데, 이는 대도시의 과밀·혼잡문제 해결,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등을 목적

으로 여러 나라에서 확산되었고, 나라마다 지역적,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왔다. 한국도 80년대 이후 신도시를 건설해왔으며 

1기 신도시 계획 목표는 표면적으로 서울시 교외에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조성, 쾌적한 환경조성과 같은 슬로건으로, 저밀도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급격한 인구 밀도 증가로 인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과제였다. 1기 신도시 계획하에 건설된 분당, 

일산 신도시는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교외의 전원도시의 건설을 표방하였으

나,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을 건설 목적으로 두고 있었으므로 주택공급을 위

한 주거유형으로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는 택지의 면적을 우선 확보하였다. 

(1) 아파트 중심의 지구단위계획

1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은 높은 인구 밀도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

였다. 따라서 기준용적률이 매우 높아져 고층 위주의 압축적 개발을 초래하

였다. 이에 공급된 주택 물량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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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92) 설정되었다. 초기의 신도시 목표에 따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를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도시 환경을 쾌적하고 다양하게 계획했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 상 단독주택용지의 지나치게 적은 비율로 설정

하여 주택 유형의 다양화를 달성하지 못했다.93) 

구분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면적
비

단독 6.6% 26.2% 12.5% 11.7% 7.8%
연립 11.2% 10.3% - - -
아파
트

82.2% 63.5% 87.5% 88.3% 92.2%

용적률 180% 168% 190% 229% 200%

[표 11] 5개 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 면적비 및 용적률 비교 [출처: 안양시, 안양평촌지구 
도시설계 공동주택단지, 건축부분, 1992, p.20]

소형 주택의 공급비율과 계획상의 녹지율이 낮은 문제는 신도시의 이념

적 근원인 전원도시 개념과 상충한다. 한국 1기 신도시는 교외 전원풍의 

도시, 쾌적한 도시 환경, 주거 환경과는 거리가 먼 고밀도의 새로운 밀도 

높은 주거지를 양산하게 되었다. 신도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문제94)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신도시 계획 및 개발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발생한 

문제이다. 신도시 개발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 재임기간동안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데 원인이 있었다.95) 입지 결정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개발 주체에 의한 자의적 선정에 따른 문제도 작용

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도시 건설에 여러 부작용을 

92) 한국도시설계학회, 2004, 성남판교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적 도시설계 수법
연구, 대한주택공사, p.19

93) 위의 보고서, p.19

94) 문종화, 우리나라 신도시개발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1.

95) 한국도시설계학회, 2004, 성남판교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적 도시설계 수법
연구, 대한주택공사,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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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켰다는 평을 받는다.96)

 

도시설계는 공공과 민간부문을 나누어져, 도시의 가로망 부분과 오픈스페

이스 디자인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 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가로 골격과 빈 

공간의 계획을 통해 공적 공간의 영역을 디자인했다. 민간부문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민간개발자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 지

침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제어 및 유도되는 접근 방식을 택했다. 다만 도시

설계구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짧은 시기에 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므로 필지

별로 세세한 설계지침을 제시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97) 이러한 상황

에서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지침들을 기술하였으나, 단독주택

용지는 그 양이 많지 않고, 세세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설계의 제어로부터 자유로웠다.

주택건설계획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단지와 블록 차원

에서 주거동의 높이, 배치, 규모, 형태, 차량 출입구, 생활편의시설 위치, 조

경 등에 관한 세부지침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다.98) 특히 아파트 주거 블

록 중심과 그 주변으로 보행로와 공원을 배치하여 커뮤니티 공간과 보행자 

공간을 마련하여 생활가로로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다. 양적 위주의 

주택정책 논리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질적 위주의 도시

정책 논리를 지배했었고 따라서 아파트 도시계획에 반해 단독주택용지 도

시계획은 다소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단독주택용지는 도시계획 측

면에서 규제·권장하는 요소가 적어, 그만큼 건축 설계 행위에 제한하는 요

소가 적게 되었다. 총괄도에 그려진 단독주택용지 블록의 배치, 필지의 크

기와 배치계획이 도시계획 측면의 단독주택용지 계획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96) 위의 보고서, p.17

97) 한국도시설계학회(2012), 『한국도시설계사』, 보성각, p.225

98) 위의 책 p.228



- 68 -

(2) 1기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계획의 한계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2004년 작성한 연구보고서 ‘성남판교지구 지구단

위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적 도시설계 수법연구’에 따르면 단독 필지 내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들어설 수 있어서 실제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9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밀도 기준의 문제를 1기 신도시 단독주

택용지의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대부분의 필지에서 점포주택과 다가구주택

이 들어서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을 저해한다 보고 있다. 

주차장에 대한 지침이 대부분 강제성을 갖지 않아 지켜지지 않은 필지 

많고 주차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기존 시가지와 마찬가지로 가로공간

이 주차 공간화가 되고 있으며, 미관과 경관의 질적 측면을 저해하고 있다

고 보면서 주차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기술한다. 또한, 대부분 건축물이 지

구단위계획 지침을 지키고는 있으나 경관상 조화는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

도 지적한다.99)

분당과 일산 신도시의 경우 도시설계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통

해 쾌적한 보행환경과 질적으로 개선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유지 

내의 공지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오픈스페이스를 구현한 경우, 즉 준

공적 공간 성격의 외부공간을 조성한 경우는 점포주택의 전면공지를 확보

하게 한 것이 있다. 전면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분당 신도시는 2.5m, 일산 

신도시는 3.0m를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했다.

(3) 1기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준공적 공간의 기능 상실 

99) 한국도시설계학회, 2004, 성남판교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적 도시설계 수법
연구, 대한주택공사, p.88



- 69 -

분당 신도시에서 확보된 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상이하게 사

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실거주자들에 의해 점유되었다. 정자지구 카페거

리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분당구는 2006년 5월 테라스를 설치한 점포 

21곳에 대해 검찰에 고발100)하는 등 전면공지에 관한 크고 작은 분쟁이 있

었다. 전면공지의 주요한 목적은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환경 및 가로미관을 

개선하며 공공성을 도모하려 했지만, 분당 신도시 카페거리의 경우 지역 정

체성 확립과 지역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공의 영역으로 

환원하려는 본래의 기능과 의미는 상실하였다. 

준공적 공간의 공지로 계획한 도시 계획적 의도와 달리 공적 공간이 기

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점들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지영 외

(2008), 김인자(2005), 백세나·양윤제(2003), 윤채규 외(2003) 등은 대부분

의 전면공지가 내부공간으로부터 증축, 연장하여 주차장 또는 상품 적치 등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적 공간으로 

이용돼야 하는 전면공지가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것을 

지적하는 연구를 하였다. 김지엽 외(2010)는 전면공지가 준공적 공간으로 

제기능을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했다. 김지엽 외(2010)은 도시 내의 

준공적 공간이라는 공공적 특성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상충되는 관점에서, 전면공지가 가지고 있는 법적 의미를 우리나라 

관련 법리를 통해 분석해 봄으로 전면공지의 법적 의미를 인식하게 하고, 

향후 전면공지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 제시를 위한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101) 사유지를 공공의 영역으로 환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기부채납이

100)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와 분당지구단위계획지침 제7절을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고발하였다. 다만, 검찰은 테라스에 설치된 구조물은 건축물의 요건인 대문과 
지붕 등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붑법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지
엽, 배웅규, 한지형. (2010). 건축선후퇴에 의한 전면공지의 법적 한계와 개선방향 .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6(n.11), 283-292.

101) 김지엽, 배웅규, 한지형. (2010). 건축선후퇴에 의한 전면공지의 법적 한계와 개선방향 



- 70 -

나 수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또는 수용에 준하는 성격

을 가질 수 있는 문제를 꼽으며 이는 전면적인 사적 용도의 사용권 박탈에 

준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면공지가 지속적으로 준공적 공간의 영역

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당 신도시 단독주택용지에 해당하는 전면공지

의 활용에 대한 문제는 계획 이후로 계속 지적되어왔다. 도시설계의 의미대

로 준공적 공간의 성격을 유지하지 못한 채 건물 사용자에 의해 점유되어 

사용되었다. 도시설계 측면에서는 전면공지를 확보하여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보행 커뮤니티 등과 같은 공공성을 위해 조성하려 하였으나 지구단위

계획 지침은 물리적인 폭원, 보행공간 확보만을 맹목적 추구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를 금하는 측면만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지침은 블록의 특성과 거주자들의 입장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며, 가로 성격

이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커뮤니티와 공공성을 도모하는 가능성을 오히려 

저해하게 되었다. 도시설계에서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나타난 단독주택

용지 내의 준공적 공간의 계획은 점포주택에 해당하는 건축선후퇴에 의한 

전면공지 외에는 없었음에도, 그마저도 본래의 기능과 의도를 상실하게 되

었다.

3.2. 판교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계획

판교신도시 계획을 고찰하기 전에 판교신도시에 관해 지구단위계획과 공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6(n.11), 28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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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외부공지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는 표 14와 같다. 판교신도시 단독주택

용지의 공유외부공지를 다루는 연구 중 조성익, 박지영(2012)은 지구단위계

획 지침에 따른 거주자 만족도의 조사를 통하여 대지 내 공지의 규제 선호

도에 대해 밝혔다. 손동욱, 김지엽(2014)은 블록형 단독주택지와 클러스터

형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건축 형태에 미친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며, 거주자들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사하

였다. 오세욱, 김형우(2012)도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대상지로 건축물 10개

를 선정하여 폐쇄적 외부공간을 만드는 건축적 수법들을 분석하였다. 박경

서, 강준모(2016)는 서판교 점포주택지를 중심으로 공유외부공지의 물리적

인 경사 차이를 중점적으로 사용실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구분 저자 내용

공유외부공지에 관한 
연구

박경서·강준모(2016)
“가구내부 공유외부공지의 조성실태에 관한 연구 – 서판교 점포주택지를 

중심으로 -

손동욱·김지엽(2014)
“택지개발지구 내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의 저층부 건축형태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조성익·박지영(2012)
“판교신도시 택지 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대한 거주자 만족도 연구”

오세옥·김형우(2012)
“판교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폐쇄적 외부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표 12]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공유외부공지에 관한 연구 

판교 공유외부공지가 준공적 공간의 기능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대부분 완공된 시점에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유외부공

지는 모든 단독주택지와 점포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선행연구들과 달리 

통합적으로 현상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가 대부분 조성된 시점에서 공

유외부공지의 이용 실태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도시 주거사 속에서 외부 

공간을 공유해온 방식과 배경의 고찰을 토대로 주거지에서 외부공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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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기능을 이해했다. 한국 신도시 판교의 단독주택용지 계획의 공유외부

공지 의도를 파악한 뒤, 건축계획으로 전개된 후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현장 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판교 신도시

의 준공적 공간으로 설정된 공유외부공지 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3.2.1 판교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개괄 및 계획 목표

판교신도시는 2003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동, 운중동, 백현동, 하산운동, 삼평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 금

토동 등 일원 9,294,326m2에 개발되었다. 1기 신도시 분당의 서쪽에 위치

해 있다. 판교 신도시의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동쪽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업무기능과 중심 상업기능이 입지하도록 하고 서쪽은 구릉지와 녹지 

공간이 있어 운중천을 따라 양호한 주거 환경으로 구성하려 하였다. 

판교는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선진형 저밀도 주거 도시’의 이미

지를 구상하였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는 네 가지, 도시의 기능과 미

관의 증진, 토지이용과 건축의 조화, 환경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 주변 지역

과의 조화로 설정하였다.102)

102) 한국도시설계학회, 2004, 성남판교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적 도시설계 수
법연구, 대한주택공사,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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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판교 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앞 장에서 살펴본 수도권 1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분석을 바

탕으로 판교 신도시는 개선 방향을 종합하여 차별화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

다. 친환경적 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다양한 개발 방식에 대한 고려의 필요

성을 강조하며, 보행자 중심, 대중교통 친화적인 계획개념을 확립하려 노력

했다. 특히 보행자 중심을 위한 개선 방향에 따른 판교 신도시 계획은 보행

자로 체계를 확립하려 하면서 1기 신도시와 달리 확연하게 차별화된 지구

단위계획을 내보였다.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전 계획과 달리 

지구 내 자연, 경관 등 환경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관계획도 친환경적 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해 수립하였다. 환경 친화형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녹화

기법에 관한 지침과 보행자 위주의 거주 환경 마련을 위한 지침이 새로운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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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목표에 나타난 판교의 공간 기능

은 환경친화적 전원도시 조성, 녹지 공간의 네트워크화 유도 및 휴식·레저

기능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에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계획개념을 인간친화, 

자연친화, 경관친화로 정하고 계획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주택건설용지의 

구체적인 목표는 커뮤니티 활성화, 지속적인 정주지 구현, 인간 친화형 생

활 도시 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103)

계획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판교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의 접

근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1단계는 현황, 관련 계획과 법규를 검토하는 

것이고 2단계는 1단계를 근거로 들어 계획의 방침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부문별 및 요소별로 시행될 사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

로 한다. 3단계는 계획의 내용을 제도화하여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도면

을 통해 도시계획이 전달되도록 했다. 

103) 위의 보고서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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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접근방법

이에 따라 단독주택용지가 구상되었다. 계획은 7가지로 부문으로 나누어

지며 기존의 신도시 도시설계에서 포함되지 않은 경관에 관한 지침의 수립 

기준을 제시하였다. 수립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용지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인간친화, 자연친화, 경관친화를 개념으로 적정 개발밀도 수준을 지정하고, 

이웃과의 교류공간이 있는 단독주택용지를 구상하였다.104) 환경친화형, 보

행자 위주의 거주환경 마련을 목표로 삼고 단독주택용지에 다양한 유형의 

공원·녹지·보행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가구구조의 구상과 기존 

가구구조에도 공유정원을 마련하여 이웃 간의 친밀감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단독주택용지는 북측과 남측에 수림대가 분포하고 운중천이 통과하

는 자연경관이 있는 지구에 대부분이 지정되었다. 목표에 따라 공원 변, 구

릉지 주변으로 단독주택용지를 배치하여 주변과 연계된 자연스러운 경관을 

104)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7,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단위계획.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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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도록 하였다. 택지 내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공

간을 확보하여 지역적, 사회적 동질성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림 19]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판교 단독주택용지의 목표

3.2.2 판교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고찰

단독주택용지의 구상에 따라서 가구 및 획지가 계획되었다. 판교 신도시 

단독주택용지에서는 간선가로변 및 공공공지·공원·녹지 등과 접한 가구는 1

열 가구로, 내부가구는 2열 가구로 구성하였다. 가구 방향은 주택의 남향배

치에 유리하도록 남북 장방형을 우선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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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판교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블록 위치

단독주택용지는 크게 협의양도자택지와 이주자택지로 분리되어 있다. 각 

택지의 획지계획은 실수요자의 경제적 수준, 주거환경 수준, 법정 최소 대

지면적 등을 고려하고, 일조, 채광, 통풍,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주차 및 

정원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설정하도록 했다.105) 일조, 채광, 통

풍 등을 고려해 획지 또한 남북 장방형으로 하며 세장비106)는 1:1.2~1.8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결정된 획지의 규모는 180~430m2 규모

이다. 다양한 평형을 제공하여, 다양한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

록 계획하였다. 이주자택지의 획지 규모는 250~425m2이다. 결정된 획지계

획은 다음과 같다.

105)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7,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단위계획. p.71

106) 도로율의 감소와 획지자체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앞너비보다 안길이가 긴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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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블록명 면적(m2) 가구수 획지수 획지규모(m2)

협의양도자 
택지

E1-1 12,954 9 54 220~370
E1-2 4,974 5 20 231~382
E1-3 7,444 7 31 230~292
E2-1 11,497 7 48 231~264
E2-2 7,184 5 31 222~255
E3-1 6,745 5 28 229~308
E4-1 14,973 6 64 225~292
E5-1 11,006 8 44 231~319
E5-2 25,524 13 92 263~432
E6-1 18,633 12 77 230~285
E6-2 11,332 9 47 225~285
E8-1 7,704 4 29 234~406
E9-1 23,416 11 98 182~313
E10-1 22,727 9 96 226~279
E11-1 22,165 15 84 231~354
E12-1 62,298 39 261 213~330
E13-1 46,025 24 191 220~393
E14-1 14,245 8 59 182~364

이주자 택지

F1-1 20,783 13 74 251~408
F2-1 7,886 5 29 254~425
F4-1 13,341 9 49 262~320
F5-1 11,285 7 41 261~318
F6-1 16,467 10 59 255~356
F7-1 27,653 16 102 258~354
F8-1 13,244 6 49 250~353
F9-1 23,860 15 86 247~345
F10-1 30,060 19 113 245~326

[표 13] 단독주택용지 획지계획 총괄표 [출처: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7,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p.135 총괄표 재작성]

단독주택용지는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목표에 

따라서 용도계획과 밀도계획을 통해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주자택

지에는 점포주택이 허용되며, 높이 제한은 3층까지이다. 협의양도자택지는 

단독주택만 허용되어 점포가 허용되지 않는 주택으로만 구성된 지역이다. 

높이 제한은 2층으로 저밀도의 양호한 주거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

구수는 2가구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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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독주택용지
도면표시 R1 (이주자택지) R2 (협의양도자택지)

건축물 용도

ž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점포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ž 제1종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80% 이하

최고층수 3층 2층
1필지당 
가구수

3가구 이하 2가구 이하

해당 블록 블록명이 F로 시작할 경우 블록명이 E로 시작할 경우

[표 14]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이전 1기 신도시의 규제와 

‘건축물의 배치’ 사항에서 차이를 보인다. 단독주택용지 대부분의 필지에 건

축한계선을 지정하였고 확보된 공간에 ‘공유외부공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점포주택, 단독주택이 허용되는 모든 단독주택용지 필지에 지구단위계획 건

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유외부공지’는 이전과 달리 모든 필지에 지정되

어있다는 점이 확실한 차별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일부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공공지, 공원, 녹지 등과의 접한경우는 경계로부터 3m를 이격하여 배치

하도록 했다. 외벽, 바닥 높이, 지붕, 담장, 대문, 색채 및 옥외 광고물와 같

은 건축물의 물리적인 요소도 규제를 하였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도 규

제하여 단독주택용지가 초기 구상한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지침을 수립하였

다. 

판교 신도시 단독주택용지에서 준공적 공간 성격의 외부공간을 정의하는 

지침은 대지내 공지에 나타난다.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공유외

부공지와 같은 지침들이 이에 해당한다.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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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를 지칭한다. 공공조경

과, 공공보행통로, 공유외부공지는 지침도에 지정한 위치에 각 조성기준 및 

방법에 따라 조성해야 한다. 지침들은 모두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

물 신축시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준공적 공간에 해당하는 공간들은 

사유지에 속해 개별 필지의 소유자가 계획하는 것이다.

사항 조례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 건축지정선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외벽의 재료, 형태 / 1층 바닥높이 / 지붕 및 옥탑 / 담장, 

대문, 계단 / 색채 및 옥외광고물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공공조경 / 공공보행통로 / 공유외부공지

동선 및 주차
대지내 차량출입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표 15] 단독주택용지 필지에 규제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독주택용지에서는 건

물의 배치, 형태와 외관, 공지, 차량의 진출입의 시행지침으로 건축 부문을 

규제하였다. 지구단위결정도면 총괄도에 작성된 단독주택용지의 필지에 규

제하는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공유외부공지를 표

현하면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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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필지에 규제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요약 

3.3. 공유외부공지 제도 고찰

판교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단독주택용지의 모든 필지에 준공적 공

간 성격의 외부 공간을 조성토록 했다. 이는 기존 신도시 계획과 가구 계

획, 획지계획 측면에서 변화된 계획이다. 이전 신도시 계획에서는 단독주택

용지 개별 필지에 준공적 공간의 성격을 부여한 지침은 전면공지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마저도 도로와 접한 점포주택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1기 신도시 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에 준공적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는 시도

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유외부공지’ 지침은 판교 신도시에서 

모든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했으므로 기존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계획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목적과 의도로 공유외부공지가 2기 신

도시에서 계획되었고, 해당 지침의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

다. 최근 판교 단독주택용지 개별 필지의 주택 설계가 대부분 완성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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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제로 공유외부공지가 밀집된 도시 주거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살피기 전 계획의 목적과 배경, 조성 방법을 살핀다.       

3.3.1 공유외부공지 계획 배경 및 목표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공유외부공지 지침에 대한 검토·수립을 위해 한

국예술종합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판교지구 단독주택

용지 경관형성을 위한 연구(2006)’를 고찰하여 공유외부공지의 계획 의도를 

파악한다.

(1) 공유외부공지 계획의 배경

성남판교지구 단독주택용지 경관형성을 위한 연구(2006)에서 우선 기존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외부 

공간은 넓고 쾌적한 마당을 소유하는 것보다 마당을 통해 이웃과의 만남  

가능성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대지 안의 공지에 의해 확보된 0.5m~1.0m의 건물과 건물 사

이의 오픈스페이스는 일조와 환기를 위한 수단은 되지만, 쓸모없는 공간이

라 지적하면서 대지의 활용도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주차장 외에는 제대로 된 외부공간이 없어서 가로 공간이 차로 

가득하게 된 문제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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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담장107)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로 인해 주택 내의 외부 공간은 

경계 표시에 가깝다고 말하며, 담장으로 인해 이미 좁은 오픈스페이스가 더

욱 좁아져 외부 공간이 분절된 모습을 지적한다.

앞서 살핀 세 가지의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주택 내에 속한 외부 공간이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 특히 도시의 경관과 이웃 

간의 만남을 전제로 공공의 영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 해당 

보고서에서 좋은 사례로 언급한 공지의 이상적인 모습은 다가구주택에 정

원을 텃밭으로 사용하여 건물에 사는 주민들끼리 가꾸거나, 빈땅에 텃밭을 

만들어 이웃들끼리 같이 사용하는 행태와 같은 주민, 이웃과 공유하여 만

남, 소통이 가능한 모습을 들었다. 점포주택의 경우 점포의 용도에 맞게 외

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점포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보행자

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가로의 분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점108)을 중

요하게 언급한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기존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내에서 이웃 간의 공유

하는 외부 공지를 좋은 예시로 판단하고 있으며, 새롭게 계획될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 내의 준공적 공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새

로운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에서는 커뮤니티와 사회적 교류 측면에서 주택 

내의 외부 공간이 타자와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공유되는 방식으로 조성

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고, 접촉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보행이 가능하고 

거주자가 참여하는 경관을 형성하기를 다음과 같이 희망하고 있다.

“현대도시에서 장소를 공유한다는 것은 반드시 시간의 공유를 의미

107) 높이 제한은 대부분 1.8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108)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6, 성남판교지구 단독주택용지 경관
형성을 위한 연구.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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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는다. 신도시 거주자들의 다양하게 분화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이웃과의 만남의 기회를 잃게 하고, 이웃의 부재를 인식조차 못하는 

개별화된 삶의 영역을 만들어 간다. ··· 이웃을 인식할 수 있는 장소를 

공유하고, 장소의 완전한 공유를 위하여 시간의 공유 혹은 시간대별 

활용을 함께 계획하는 이웃 간 커뮤니티의 발생은, 주거경관계획이 목

표로 하는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각 필지 내에서 개별적이고, 배타적으

로 점유되어오던 외부 공간을 인접 필지 간 공유할 수 있는 배치 형태

로 확보할 것을 권장하여 거주자가 참여하는 경관을 형성한다.”109)

  

(2) 공유외부공지 계획의 목표

공유외부공지 계획의 의도는 대지로부터의 건축물 이격선을 체계화하여 

필지 내에서 분산된 비효율적인 공지들을 통합하고, 확보된 외부공간을 2필

지 이상 인접하도록 해 이웃 간의 시각적, 물리적 공유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었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가 발생하길 기대했다. 또한, 거주자, 외부의 보

행자 모두가 넓은 범위의 경관의 주인이 되길 희망했다.110) 이에 따라 1열 

가구와 2열 가구가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기술하

였다.

109)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6, 성남판교지구 단독주택용지 경관
형성을 위한 연구. p.56

110) 위의 보고서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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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물리적 공유 시각적 공유

1열 가구
담장 설치를 제한하여, 마당을 
통한 자연스러운 접촉 및 왕래 

가능하도록 계획

단절되는 블록 간의 폐쇄적 
느낌 완화, 근접하는 블록과의 

시각적인 소통을 도와줌

2열 가구

이주자 택지

인접하고 대면한 필지들과 외부 
공간을 연접시킴으로 한 개의 

블록 내 중정 형식의 외부 공간을 
공유하게 만듬, 1층 점포의 

용도에 따라 이벤트 공간으로 
사용

보행자들에게 시각적 공유의 
기회를 주고, 보이드의 

풍경들을 눈으로 경험하게 
만든다. 장소의 호기심과 

기억을 준다.협의 
양도자택지

가구 전체가 공유하는 큰 규모의 
외부 공간보다, 이웃과 자연스러운 
접촉을 매개하는 커뮤니티 공간 

형성이 목표

[표 16]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계획, 1열 가구와 2열 가구의 외부 공간 공유 목표 [출처: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6, 성남판교지구 단독주택용지 경관형성을 

위한 연구. p.58의 내용 정리]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공유외부공지는 이웃 및 보행자

들과 물리적, 시각적으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개별 필지 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지정되는 공간이다. 기존 단독주택용지에서 비효율적으로 방치되는 대

지 안의 공지법에 의한 소규모 공지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에 쾌적한 주

거단지를 조성을 목적으로 확보된 대지 안에 공유외부공지를 조성하고 건

축물의 배치를 규제하였다. 

준공적 공간인 공유외부공지에서 그 성격이 나타나도록 1열 가구에서는 

자연스러운 접촉 및 왕래를 의도하였고, 2열 가구에서는 커뮤니티 공간, 점

포의 옥외시설, 보행자 통로로 계획되도록 사유지 내의 외부 공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 86 -

[그림 22] 공유외부공지를 공유하는 방식 계획 예시안 
[출처: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6, 성남판교지구 단독주택용지 경관형성을 

위한 연구. p.59] 

그림 22와 같이 공유외부공지를 포함하여 계획한 가구 계획을 예시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공유외부공간을 이용할 사용자에 대해서 구분

했고, 구분된 대상에 대해 공유외부공지 즉, 준공적 공간이 어떤 기능과 의

미인지 설명하고 있다. 

실거주자들에게 공유외부공지가 갖는 의미는 공유하는 외부공간으로, 이

웃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보행자에게 

공유외부공지란 시각적 경험을 통해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외부 공간이라 

설명한다. 연속된 외부 공간은 보행자들에게 접근을 허용하므로써 가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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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할 수 있다 주장한다. 이주자택지는 점포주인과 점포손님과 공유하

고, 중정을 공유하는 점포군들이 비슷한 업종일 경우 유사한 분위기로 설정

하여 고유한 이벤트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었다.

준 공간 공간의 성격을 갖는 공유외부공지는 

1.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유하는 정원’ 

2. ‘이벤트가 발생하는 점포의 옥외시설’ 

3. ‘주거지의 산책로 혹은 점포주택의 쇼핑 가로가 될 수 있는 보행자 이

동로’

로 사용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근거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

유외부공지의 배치와 위치를 총괄도를 통해 규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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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가구별 공유외부공지 계획 이미지 구상도
[출처: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6, 성남판교지구 단독주택용지 경관형성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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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공유외부공지 시행지침 고찰

(1) R1(이주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 조성방법

공유외부공지는 단독주택용지 내에 위치하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구획된 

영역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격으로 확보된 대지 안의 공유공지

를 말한다. 이때 공유외부공간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이주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111)에 따르면 공유외부공지 조성은 

보행자의 점포 진입로, 점포의 외부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점포의 상업적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단, 점포가 없을 경우 공유외부공지에 조경을 식재하여 시각적인 공유를 가

능하게 한다. 위치는 지정과 선택으로 나뉜다. 경계부처리는 원칙적으로 공

유외부공지의 담장 설치를 금지하며, 도로와 인접한 경계부에 한해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주차를 금지하지 않으나, 재료는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시각적으로 공유하는 경관 형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포장

은 자율적으로 조성하나, 이웃 필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강조하고 있

다.112)

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용지 중 이주자택지에서 나타나는 공유외부공지의 

대표적인 배치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가구의 주변 환경 예컨대, 도로, 보

111) 성남시. 2019. 성남 판교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
한 조서 p.61 참고

112)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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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연환경, 필지의 모양과 같은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구

단위계획에서 지정하고 권장한 가구 안에서의 위치와 규모는 상당 부분 동

일하여 그림 24와 같이 유형화가 가능하다.

1열 필지의 경우 공유외부공지를 대부분 보도에 면하도록 지정하여 점포

의 진입로, 외부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공유외부공지를 활용하여 가로변의 

보행을 원활하게 하고 점포의 상업적 이용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계획하였

다. 2열 필지의 경우 서로 다른 공유외부공지가 모두 면하도록해 하나로 

작동하도록 했다. 블록 내부에서 보행자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의도하

였다.

[그림 24] 보편적인 이주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 배치 계획 

(2) R2(협의양도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 조성방법

협의양도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에 따르면 2열 필지의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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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과의 공유를 통해 넓은 외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외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웃 간의 친밀감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1열 필지는 긴 블록 사이

사이에 빈공간을 만들어 주고, 시각적으로 공유경관을 형성하여 쾌적한 주

거 환경을 형성한다. 위치는 지정과 선택으로 나뉜다. 경계부처리의 경우 2

열 필지는 공유외부공지의 담장 설치를 금지하고, 도로와 인접한 경계부에 

한해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1열 필지에서 도로와 인접한 경계부에 한해 

담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인접 필지와의 경계에는 식재 외의 담장 설치를 

금지한다. 주차와 포장의 경우 R1(이주자택지)의 조성기준과 동일한 시행지

침을 따른다.

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용지 중 협의양도자택지에서 나타나는 공유외부공

지 계획의 보편적인 배치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도로, 보도, 자연 환경, 

필지의 모양과 같은 가구의 주변 환경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지구단

위계획에서 지정하고 권장한 블록 별 가구 안에서의 위치와 규모는 상당 

부분 동일하여 그림 25와 같이 유형화가 가능하다.

1열 필지의 경우 공유외부공지를 긴 가구의 사이에 지정/권장하여 공유

경관을 조성하도록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2열 

필지의 경우 한쪽 가구는 내부를 외부에서 투시할 수 있도록 일렬로 배치

하고, 반대편의 경우 빈 공간을 두어 공유경관을 만들도록 하였다. 각 필지

의 공유외부공지를 모두 다른 공유외부공지와 접하도록 계획해 이웃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친밀감 도모를 목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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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보편적인 협의양도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 배치 계획 

(3)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 방법

지구단위계획 지침 ‘공유외부공지’ 제도의 조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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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자 택지

조성 
의도

1열 
필지

ž 점포의 진입로, 점포의 외부 
공간으로 사용

ž 점포의 상업적 이용 활성화
ž 점포가 없을 경우 조경만 식재

ž 식재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공유경관 형성

ž 쾌적한 주거 환경 형성

2열 
필지

ž 점포의 진입로, 점포의 외부 
공간으로 사용

ž 가구 내부에 통행이 
가능하게하여 이벤트성 공간으로 

활용

ž  이웃과의 공유를 통한 넓은 
외부 공간 확보

ž  외부 공간을 활용한 이웃 간의 
친밀감 도모

경계부 처리
ž 공유외부공지 담장 설치 금지

ž 도로와 인접할 경우 담장 설치는 가능하나 인접한 대지와는 불가능

주차
ž  주차를 금지하지 않으나 재료는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시각적으로 공유하는 경관형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성

포장 ž 자율적으로 조성하나 이웃필지와의 조화를 이루도록함

[표 17] 공유외부공지 조성 방법 

공유외부공지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배경과 목표를 살펴본 뒤, 수립 이

후 지구단위계획의 제도 고찰을 토대로 공유외부공지는 크게 ‘공공성’, ‘공

지의 연속성’, ‘경관적 측면’을 도시에서 관리하기 위해 조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규제들이 현실에서 주택이 건설된 이후 판교 신도시의 지

침에 따라 공유외부공지가 준공적 공간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판

단한다. 

도시 계획적 의도와 취지에 부합하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구단

위계획에서 기대했던 바에 만족하도록 조성하였는지 판교신도시 현장을 통

해 조사한다. 현장 조사를 위한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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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판교 신도시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현장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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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판교신도시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분석

4.1. 판교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현황

4.1.1 연구대상지 선정

(1) 단독주택용지 주거지별 특성 

판교 신도시에서 단독주택용지 블록들이 밀집되어 같은 생활권에 속한 

주거지를 이루는 그룹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필 수 있다. 첫 번째는 

운중동의 서측 생활군이며, 판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가장 서쪽에 있다. 

운중천을 중심으로 협의양도자택지 5개 블록이 모여있는 곳이다. E1-3, 

E1-1, E1-2, E2-2, E2-1 블록이 이 주거지에 해당된다. 

두 번째 주거지는 첫 번째 주거지역의 오른편에 있다. 두 주거지의 사이

에는 아파트 단지 블록들와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중초등학교, 운중중학교, 

운중고등학교, 운중공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밀집된 주거지가 구분지어진

다. 두 번째 주거지 또한 운중천과 대로인 운중로를 중심에 두고 있다. 북

쪽으로는 4개의 블록, 남쪽으로는 5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있다. 운중로의 

북쪽에는 이주자택지 1개 블록과 협의양도자택지 3개 블록이 있으며, 남쪽

으로는 이주자택지 3개 블록과 협의양도자택지 2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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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블록의 허용용도는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용도가 혼재되어 있

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 주거지에 해당하는 블록은 북쪽은 F1-1, 

E4-1, E5-2, E5-1으로 구성되어있다. 남쪽은 F2-1, F4-1, E6-1, E6-2으

로 구성되어있다. 

세 번째 주거지는 판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중심부에 남쪽과 북쪽으로 

긴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따라 형성되었다. 협의양도자택지는 6개의 블록, 

이주자택지는 3개의 블록으로 총 9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있다.

네 번째, 마지막 주거지가 밀집된 곳은 택지개발지구의 가장 오른편 중심

상업지구의 아래에 위치한 E14-1, F9-1, F10-1이다. 일반적인 협의양도자

택지의 계획 구성과 달리 클러스터형으로 구성되어있고, 블록 수가 적으므

로 다른 주거지와 차이를 보인다. 

밀집된 주거지 중 첫 번째 주거지는 협의양도자택지로만 이루어져 점포

주택이 허용되지 않은 단독주택용지이다. 세 번째 주거지는 대부분 협의양

도자택지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주자택지는 아파트 단지 블록을 두고 약

간 거리 두어 계획되었다. 네 번째 주거지는 블록 수가 적어 조사 대상 표

본이 되기 어렵다. 

운중동 동측에 밀집된 두 번째 주거지에 속한 단독주택용지는 9개의 블

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자택지가 적절하게 혼재되

어 있다. 이는 모든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적용된 공유외부공지를 통합

적으로 관찰하기 적절하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용지 중 선호도가 가장 높으

며, 허용용도 측면에서 일반적인 도시 주거지역과 흡사한 특성을 보기 때문

에 연구 대상지로 한정하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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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구분 면적(m2)
가구
수

필지수
획지규모(

m2)

공유외부공지수
비고

1열 2열
총 

개수
지정 선택

총 
개수

R1(이
주자택

지)

F1-1 20,783 13 31 43 74 251~408 56 18 74

F2-1 7,886 5 4 25 29 254~425 27 2 29

F4-1 13,341 9 19 30 49 262~320 49 0 49

F5-1 11,285 7 7 34 41 261~318 41 0 41

F6-1 16,467 10 29 30 59 255~356 51 5 56
614-1.,2,3 

지정X

F7-1 27,653 16 55 47 102 258~354 79 17 96

609,609-1,
2 / 

608,608-1,
2 지정X

F8-1 13,244 6 6 42 48 250~353 33 4 37

F9-1 23,860 15 34 52 86 247~345 85 0 85

F10-1 30,060 19 8 105 113 245~326 113 0 113

R2(협
의양도
자택지)

E1-1 12,954 9 27 27 54 220~370 34 20 54

E1-2 4,974 5 8 12 20 231~382 16 4 20

E1-3 7,444 7 19 12 31 230~292 19 11 30
849 대지 

지정X

E2-1 11,497 7 24 24 48 231~264 40 8 48

E2-2 7,184 5 12 22 34 222~255 20 11 31

E3-1 6,745 5 10 18 28 229~308 21 7 28

E4-1 14,973 6 13 51 64 225~292 40 23 63 1개 누락

E5-1 11,006 8 25 19 44 231~319 33 11 44

E5-2 25,524 13 46 54 100 263~432 46 45 91 블록8 지정X

E6-1 18,633 12 42 35 77 230~285 49 28 77

E6-2 11,332 9 29 18 47 225~285 34 13 47

E8-1 7,706 4 13 16 29 234~406 15 14 29

E9-1 23,416 11 4 94 98 182~313 65 31 96
645, 645-9 

대

E10-1 22,727 9 12 84 96 226~279 59 37 96

E11-1 22,165 15 8 76 84 231~354 60 24 84

E12-1 62,298 39 48 213 261 213~330 180 81 261

E13-1 46,025 13 26 140 166 220~393 121 45 166

[표 18] 블록별 필지 및 공유외부공지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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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지 선정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의 공유외부공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공유외부공

지의 표본을 정한다. 앞서 대상지로 선정한 운중동 동측의 단독주택용지의 

블록 중 블록별 공유외부공지 현황 조사에 따라서 블록별 가구 수, 필지 

수, 공유외부공지 수, 1열과 2열 필지의 비율의 평균과 비슷한 블록을 선정

한다.

이주자택지의 평균 필지 수는 67개, 면적은 18,287m2, 블록 수는 11개, 

공유외부공지 수는 64개이며, 1열과 2열의 필지 수는 21개, 45개로 1:2.1

의 비율을 보인다. 

협의양도자택지의 평균 필지 수는 75개, 면적은 18,624m2, 블록 수 11

개, 공유외부공지 수는 74개이며, 1열과 2열의 필지 수는 21개, 54개로 

1:2.6의 비율을 보인다. 

이에 평균 수치와 비슷한 블록을 선정하여113) 연구 대상지로 한정한다. 

이주자택지의 F1-1, F4-1, F5-1 블록과 협의양도자택지의 E4-1, E5-2, 

E6-1, E6-2 블록이 이에 해당된다. 

 

113) 각 블록의 가구 수, 필지 수, 공유외부공지 수는 다음과 같다. F1-1(13, 74, 74개), 
F4-1(9, 49, 49개), F5-1(7, 41, 41개), E4-1(6, 64, 63개), E5-2(13, 100, 91개), 
E6-1(12, 77, 77개), E6-2(9, 47, 4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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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공유외부공지 조사 연구 대상지 

따라서 그림 27과 같이 공유외부공지의 사용실태를 조사할 연구 대상지

를 한정한다. 대상 단독주택용지 블록에 조성된 406개의 공유외부공지를 

조사하며, 완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4.1.2 단독주택용지 외부 공간의 계획

공유외부공지 현장조사하기 전, 연구 대상지의 외부 공간의 계획을 분석

한다. 사유지 내 준공적 공간 성격의 공유외부공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공

공 공간의 속한 외부 공간이 계획된 방식을 분석하여 도시 계획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외부 공간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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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경부고속도로 서측 주거지역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대상지 

중심에는 판교의 동서를 잇는 대로가 지나가며, 운중천 또한 중심으로 동서

를 가로질러 지나간다. 북과 남에는 산이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다. 판교 신도시는 계획 초기에 공원·녹지구상을 기조114)로 주택용지를 

계획했다. 따라서 판교 신도시의 외부공간은 기존의 자연 경관과 관계를 가

지며, 경관을 활용하여 공원 및 녹지기능을 분배하려 했다. 

(1) 외부공간의 현황

연구 대상지에서 전체를 구상하는 도시설계의 목표에서 외부공간은 큰 

스케일에서 작은 스케일까지 다양하게 제시된다. 도시의 공공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규모가 큰 스케일의 외부 공간은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이다. 

북쪽의 판교 제4호 공원으로부터 남쪽의 운중천까지 연결되면서 북쪽과 남

쪽의 자연경관을 자연스럽게 외부 공간을 연결하려했다. 지구를 관통하는 

녹지 축을 대상지의 중심에서 남북방향으로 조성하였다. 그 사이에는 폭 

10m 보행자 전용통로가 같은 방향으로 조성되어 블록 내부를 관통하여 보

행을 촉진시킨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공공공간으로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114)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7,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단위계획. p.113

구분 개발방향
근린공원 가고 싶은, 머무르고 싶은 공원계획, 공원의 기능성을 고려한 공원계획 수립

어린이공원 놀이기능 및 주거공간내 미니파크 기능, 접근성, 편의성 위주
완충·경관녹지 주거단지의 자연환경 보전 및 개선 역할

공공공지 하천과 접하는 공공공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일반광장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
가로수 토양 기후 등 생태적 조건이 적합한 향토수종 선정

[표 19] 판교신도시 공원 및 녹지계획 유형별 개발방향 
[출처: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7,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p.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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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가 있다. 단계별로 나아가 더 작은 스케일로는 공유외부공지이며 

각 필지마다 지정/권장하는 것을 통해 블록과 사유지의 필지 내부에서도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도시 계획에서 크게는 지구의 녹지보행 네트워크부터 작게는 사유지 안

의 공유외부공지 조성을 통해 외부 공간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판교신도

시 단독주택용지에서 보행 위주의 쾌적한 경관 조성, 인간친화형 생활도시

상, 지속적인 정주지의 구현과 같은 초기의 도시 계획이 의도한 목표를 달

성하려 하였다.

[그림 28] 연구 대상지의 외부 공간 분석도 (검정: 도로, 주차장 / 회색: 공공보행통로, 산책로 / 밝은 회색: 
사유지 내의 외부공간 / 흰색: 자연환경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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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간을 분석한 그림 28에서 검정으로 표현된 부분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와 주차장을 표현한 것이다. 운중로부터 각 블록으로 향하는 

도로가 뻗어있고 이 도로를 통해 블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운중천과 접한 

협의양도자택지 두 개의 블록을 제외하고는 가구는 남북장방형으로 구성되

어있다. 흰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자연 환경이거나 자연 환경을 이용해 계획

한 외부 공간이다. 남쪽과 북쪽의 산지형과 운중천이 있다. 그 사이를 연결

하는 근린공원도 규모가 큰 외부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각 블록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보행으로 지구를 관통할 수 있다. 남북의 산지를 

연결하는 근린공원과 같은 남북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그 외의 밝은 회색으

로 표현된 부분은 사유지인 필지에 속한 외부 공간이다. 이 중의 일부가 공

유외부공지로 계획된다.

(2) 필지와 공유외부공지의 크기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는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자택지로 나누어지고, 

각 블록별로 필지의 평균 면적과 최소·최대 면적은 이주자택지에서는 F1-1

는 280m2, F4-1는 272m2, F5-1는 275m2 이다. 협의양도자택지에서는 

E4-1는 234m2, E5-2는 277m2, E6-1는 242m2, E6-2는 241m2이다. 이

를 종합한 필지의 평균 크기는 260.1m2이다. 필지의 세장비는 앞 너비보

다 안 길이가 더 길고 1:1.2~1.8의 범위에서 결정되었다.115)

115)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7,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단위계획.

F1-1 F4-1 F5-1 E4-1 E5-2 E6-1 E6-2
평균(m2) 280 272 275 234 277 242 241
최소면적, 
최대면적

251~
408

262~
320

261~
318

225~
292

263~
432

230~
285

225~
285

[표 20] 연구 대상지 필지 평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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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외부공간 계획에 의한 
단독주택용지의 입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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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에서는 필지의 양쪽이 도로에 면한 필지를 제외하고 블록 

내부 방향에 건축지정선이 지정되어있다. 공유외부공지는 판교 지구단위계

획 총괄도에서 지정한 구역으로부터 위치가 정해진다.

 이주자택지의 블록과 협의양도자택지 블록의 건폐율은 50%로 동일하다. 

필지 내의 건축지정선, 건폐율을 종합하여 평균적인 필지의 크기 안에서 보

편적으로 단독주택용지에서 나타나는 필지, 공유외부공지의 배치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그림 30] 공유외부공지의 평균적인 배치와 크기 

공유외부공지가 안길에 배치될 때는 공유외부공지가 필지의 대략 18.9%

를 차지하고, 앞 혹은 후면에 배치될 때는 대략 12.6%를 차지한다.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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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면 개별 필지에서 평균적으로 25.2%~37.8% 정

도를 필지에서 공유외부공지의 면적이 된다.

4.2.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

도시계획 단계 이후 개별 필지의 주택설계가 완성된 후, 실제로 계획 의

도와 부합하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거주자와 건물 이용자가 공유외

부공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지에 배치되는 406개의 

공유외부공지를 모두 조사하였다. 답사는 2020년 7월에 진행하였으며, 완

공된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116)

단독주택용지 중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자택지에 속한 블록은 허용되는 

용도가 다르다. 이주자택지는 점포주택이 허용되었고, 협의양도자택지는 2

가구 이하의 주택만 허용되어 순수 주거지역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대부분 

이주자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의 저층부는 상업 용도로 활용되며, 협의양도자

택지는 그렇지 않다. 이는 단독주택용지를 계획하는 도시 설계의 목표와 취

지가 각 택지가 다르게 설정되는 이유에 기인하였으며, 실제 조사 결과 공

유외부공지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 이후 공유

외부공지가 거주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방식을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자택

지를 분리하여 유형화 할 수 있었다.  

116) 대상지 406개의 필지 중 89%가 완공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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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이주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유형

(1) Type A – 도시계획의 의도와 부합하도록 빈공간으로 작동하는 경우

Type A는 공유외부공지의 지침에 의도에 부합하게 조성한 경우이다. 지

정/선택된 위치의 공유외부공지를 빈공간으로 두어 보행이 가능한 점포의 

외부 공간으로 열어 두었다. 도시계획의 의도에 맞게 보행자가 방해물 없이 

통행할 수 있다. 점포 주택으로의 진입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경계부 지침

과 주차, 포장에 관한 규제도 수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조성 방법과 가장 

근접하게 조성한 경우이다.  

Type A

용도 지구단위계획 의도 그림

보행로, 통로로 
사용되는 경우, 

오픈 스페이스로 
비워진 경우

공공성 ●

연속성 ●

경관적측면 ●

● - 부합  ◐ - 비교적 부합  ○ - 부합하지 않음

[표 21] 이주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유형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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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ype B – 외부 테라스를 조성한 경우

[그림 31] Type A로 사용되는 공유외부공지 [좌] F4-1 [우] F1-1 

Type B

용도 지구단위계획 의도 그림

점포의 내부와 
연계한 외부 테라스

공공성 ●

연속성 ○

경관적측면 ◐

[표 22] 이주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유형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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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B는 공유외부공지에 점포와 연계된 테라스를 조성한 경우이다. 지

구단위계획에서는 공유외부공지를 활용한 점포와의 연계, 점포의 상업적 활

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보인다. 점포와 연계된 테라스는 다른 유형보다

도 상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유형이다. 특히 점포가 카페로 이

용되는 경우 가장 잘 나타나는 유형이다. 하지만 점포의 대부분이 테라스를 

통해 점포를 진입하는 방식이 아닌 도로로부터 출입하는 방식으로 계획되

어, 공유외부공지에 설치된 테라스는 울타리로 경계를 만든다. 따라서 상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더라도 사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공지와 연

속성이 떨어지며, 통행하기 어려워진다. 도시계획적 의도로 이주자택지에서

는 점포의 활성화를 취지로 들었다. 외부인과 건물 이용자가 만나는 테라스

는 경관적 측면에서 공공성의 이미지에는 부합하나, 사유화되었기 때문에 

의도와는 다소 부적합하다 판단된다.  

● - 부합  ◐ - 비교적 부합  ○ - 부합하지 않음

[그림 32] Type B로 사용되는 공유외부공지 [좌] F1-1 [우] 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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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ype C –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Type C는 공유외부공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한 경우이다. 지구

단위계획 지침에서는 주차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도시계획에서 기대한 공

유외부공지의 사용과는 거리가 먼 조성 방식이다. 공유외부공지의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목표와 계획 단계에서는 주차장과 공유외부공지가 분리되어 서

로 다른 기능을 만족하는 것을 기대하였으나.117)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 

117)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6, 성남판교지구 단독주택용지 경관
형성을 위한 연구. p.107 계획도를 살피면 주차공간과 공유외부공지를 분리하여 작성하였
고, 공유외부공지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면 안된다 주장하였다.

Type C

용도 지구단위계획 의도 그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된 차량이 
없을시 보행이 
가능한 통로

공공성 ◐

연속성 ◐

경관적측면 ◐

● - 부합  ◐ - 비교적 부합  ○ - 부합하지 않음

[표 23] 이주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유형 Typ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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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차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물리적으로 건

축 행위를 하지 않아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오픈스페이스로 작

동하나, 점포주택 용도 특성상 외부인이 많으므로 공유외부공지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이용된다.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공유외부공지는 공공성을 도모

하기 어려운 장소가 된다. 차량은 보행에 있어 방해물이 되고, 도시계획이 

의도한 경관적 측면과 비교적 적합하지 않은 공유외부공지가 된다.  

(4) Type D – 공유외부공지에 각종 시설물, 설치물이 적치된 경우

[그림 33] Type C로 사용되는 공유외부공지 [좌] F4-1 [우] F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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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는 공유외부공지를 조성하였으나, 상가의 업종에 관련한 시설물, 

설치물들을 적치한 경우이다. 공유외부공지는 사유지내의 공적 공간으로 준

공적 공간의 성격을 띠도록 도시계획측면에서 의도했으나, 점포의 사적 용

도로 각종 물건과 시설물이 적치되어 사유지로 점유되면 지구단위계획 취

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공공성을 위한 장소로 보기 어려우며, 적치물들

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한다. 게다가 시설물 적치로 인한 사적 점유되

는 경우는 도시의 쾌적한 경관을 마련하고자한 도시계획의 의도와 가장 부

합하지 않는다.

Type D

용도 지구단위계획 의도 그림

공유외부공지에 
각종 시설물, 

적치물로 인해 
점유된 경우

공공성 ◐

연속성 ◐

경관적측면 ○

● - 부합  ◐ - 비교적 부합  ○ - 부합하지 않음

[표 24] 이주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유형 Typ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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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ype E – 공지를 차폐한 경우

[그림 34] Type D로 사용되는 공유외부공지 [좌] F1-1 [우] F5-1

Type E

용도 지구단위계획 의도 그림

공유외부공지를 
높은 식재나 

물리적인 요소로 
차폐한 경우

공공성 ○

연속성 ○

경관적측면 ○

[표 25] 이주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유형 Typ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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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E는 공유외부공지를 물리적인 요소로 차폐한 경우이다. 이 경우 

공유외부공지로 보행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통행과 보행이 어렵기 때

문에 접근도가 떨어진 이 유형은 공지가 방치된 경우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유형으로 조성된 경우 공공성을 도모하기 어려운 장소가 되며, 

공지간의 연속성도 유지되지 않는다. 조경 계획에 의한 식재로 차폐하더라

도 통경축을 유지하고자하는 도시계획의 경관적 측면에 부합하지 않기 때

문에 공유하는 경관과 쾌적한 경관 조성 측면의 도시계획 의도와 상충한다.

 

(6) Type F – 불법 증개축으로 내부화한 경우

● - 부합  ◐ - 비교적 부합  ○ - 부합하지 않음

[그림 35] Type E로 사용되는 공유외부공지 [좌] F1-1 [우] F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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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F는 외부를 내부화하여 불법 증개축한 경우로 주로 요식업 용도로 

사용하는 점포주택에서 나타난다. 공유외부공지를 불법 증개축한 경우는 지

구단위계획의 의도와 취지에 상반된 유형이다.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지 않

았으며 보행로의 역할도 불가능하다. 경관적 측면에서도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지 못한다. 이 경우는 공유외부공지를 사적 재산권으로 사용하는 것으

로 사유지 내에 준공적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려는 도시계획적 목표에 반하

는 유형이된다.  

유형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이주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는 보행자가 원활

Type F

용도 지구단위계획 의도 그림

불법 증개축하여 
공유외부공지를 

내부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공성 ○

연속성 ○

경관적측면 ○

● - 부합  ◐ - 비교적 부합  ○ - 부합하지 않음

[표 26] 이주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유형 Typ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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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와 접촉이 발생하는 외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도했다. 하지만 공유외부공지를 사용하는 방식은 의도와 달리 다양

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주자택지에서 나타나는 공유외부공지 사용방법의 

유형은 보편적으로 6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구분 Type A Type B Type C
용도 보행로 외부 테라스 주차장

도시계획의 의도와 
적합성 

적합 비교적 적합 비교적 적합

유형 그림

대표 사례

Type D Type E Type F
용도 시설물 적치 폐쇄된 공지 불법 증개축

도시계획의 의도와 
적합성

비교적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유형 그림

대표 사례

[표 27] 이주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유형 정리 

Type A, B, C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조성 방법과 비교적 부합하게 조

성한 경우이다. Type A는 보행로로 조성하여 통행이 원활한 경우이다. 

Type B는 외부 테라스로 조성하여 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다만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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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울타리를 설치했을 경우 다른 공유외부공지로 통행하기 어렵다. Type 

C는 주차장으로 조성한 경우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본래 도시의 쾌적한 경관을 마련하고자 한 목표와는 다소 상충한다.

Type D, E, F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지양하는 바에 가까운 조

성 방법이다. Type D는 점포에서 사용하는 각종 시설물과 적치물이 통행

을 방해하고 있다. Type E는 물리적인 요소로 공지를 차폐하고 있으며 닫

힌 공간으로 만들고 방치한 경우이다. Type F는 공지를 내부화하여 불법 

증·개축한 경우이다. 앞서 살핀 세 가지 유형의 경우 공유하는 경관과 쾌적

한 경관 조성 측면의 도시계획 의도와 상충하며 공유외부공지를 거쳐 다른 

가구로 통행할 수 없도록 만든다.

4.2.2 협의양도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유형

협의양도자택지는 이주자택지와 달리 점포주택을 허용하지 않는 단독주

택용지이다. 2가구 이하 단독주택만 허용된 순수 주거지역으로 조성되며 이

에 공유외부공지 조성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점포주택이 가능한 이주자택지

에서는 점포에 입주한 상가과 업종에 따라 공유외부공지를 사유화하는 방

식에 차이가 있었다.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의해 공유외부공지의 조

성 방법과 취지와 달리 사용되는 문제를 보였다. 하지만 협의양도자택지의 

경우 건축선 지정에 의한 프라이버시 문제에 맞물려 공유외부공지의 조성

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주택 설계 단계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

다. 따라서 공유외부공지의 도시계획적 취지와는 달리 시각적인 차폐를 하

거나 소극적인 공유 방법을 택하면서 준공적 공간의 성격의 공지로 조성되

지 않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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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ype A΄ - 시각적으로 공유하는 정원을 만든 경우

Type A΄ 는 공유외부공지를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협의양도자택

지에서의 공유외부공지 조성 의도와 취지는 이웃 간의 친밀감을 도모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구성이었다. 공유외부공지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도시

계획의 이상적인 목표는 도로와 접한 경계에 낮은 담장이 있더라도, 인접 

필지와의 공지와는 경계가 없이 공유하는 정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하

지만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한 주택의 특성상 개인의 사유지에 속한 외부 

공간을 이웃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비교적 지구단

위계획의 취지와 같은 방향으로 조성한 경우는 Type A΄이다. 낮은 식재 

혹은 담장으로 물리적인 접근은 차단하였으나, 공유하는 경관의 취지와 맞

Type A΄
용도 지구단위계획 의도 그림

공유외부공지를 
정원으로 조성한 

경우

인접한 필지와는 
낮은 식재로 

경계처리

공공성 ◐ 

연속성 ◐ 

경관적측면 ●

● - 부합  ◐ - 비교적 부합  ○ - 부합하지 않음

[표 28] 협의양도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유형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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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각적으로 정원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2) Type B΄ - 공유외부공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그림 36] Type A΄로 사용되는 공유외부공지 [좌] E4-1  [우] E6-1 

Type B΄
용도 지구단위계획 의도 그림

주차장으로 사용

공공성 ◐ 

연속성 ◐ 

경관적측면 ◐

● - 부합  ◐ - 비교적 부합  ○ - 부합하지 않음

[표 29] 협의양도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유형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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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B΄는 공유외부공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 유형이다. 주차장으로 활

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경관의 취지와 

맞게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을 해야한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차량이 없을시 주거지의 오픈스페이스 역할을 하지만 상시 도시계획 초기

의 경관적 취지와 부합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인접한 공유외부공지끼리 공

유할 수 없으며, 이웃간의 친밀감 도모를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기 어

렵다.

(3) Type C΄ - 시각적으로 닫힌 정원을 조성한 경우

[그림 37] Type B΄로 사용되는 공유외부공지 [좌] E6-1 [우] E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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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
용도 지구단위계획 의도 그림

외부로부터 차폐된 
정원

공공성 ○

연속성 ○

경관적측면 ◐

● - 부합  ◐ - 비교적 부합  ○ - 부합하지 않음

[표 30] 협의양도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유형 Type C΄

Type C΄는 외부로부터 시각적으로 차폐하여 닫힌 정원으로 사용하는 경

우이다. 이 유형은 주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택한 조성 방법으로 

보여진다. 이웃 간의 친밀감 도모를 위한 장소로 역할하기 어려우며, 경계

를 닫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 물리적인 벽과 담장이 아닌 식재 및 조

경으로 경계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도시 설계의 경관적 취지와 부

합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나, 장소를 시각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의도한 경관적 측면과 부합하다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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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Type C΄로 사용되는 공유외부공지 [좌] E6-1 [우] E4-1

(4) Type D΄ - 공유외부공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Type D΄
용도 지구단위계획 의도 그림

방치된 
공유외부공지

공공성 ○

연속성 ○

경관적측면 ○

● - 부합  ◐ - 비교적 부합  ○ - 부합하지 않음

[표 31] 협의양도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유형 Typ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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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는 공유외부공지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가깝다. 공유

외부공지를 이웃간의 친밀감 도모를 위한 장소로 조성하지 않았으며, 높은 

식재를 심거나 담장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로 외부와 닫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공지를 방치한 유형이다. 주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폐쇄적으로 조성하거나, 계획성 없이 방치하여 공유외부공지의 초기 목표와 

달리 사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의 조성 방법은 외부 공간을 준공적 공간으로 

설정했지만, 이 유형으로 조성되었을 경우 조성 방법에서 의도한 공공성, 

연속성, 경관적 측면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된다.

[그림 39] Type D΄로 사용되는 공유외부공지 [좌] E6-1 [우] E4-1

2가구 이하의 순수주거용도의 단독주택용지에서는 건축선 지정으로 건물

이 도로와 면하게 되었고, 공유외부공지 계획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문

제가 심화되었다. 조성 취지와 달리 시각적인 차폐를 하거나 소극적인 공유

방법을 택하면서 유형이 나누어진다.

Type A΄, B΄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비교적 부합하게 조성한 유형이다. 

Type A΄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경우이다. 다만 인접한 대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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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는 낮은 식재를 통해 경계를 한정하고 있다. Type B΄는 주차장으로 사

용하며 건물 사이의 빈공간을 조성한다. 하지만 이웃 간의 교류를 위한 공

유하는 공간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Type C΄, D΄의 경우 지침의 조성 취지와 거리가 멀다. 주택의 프라이버

시를 보호하기 위해 택한 조성 방법이다. Type C΄는 시각적 접근을 차폐

하여 닫힌 정원으로 조성한 유형이다. Type D΄는 공지를 활용하지 않고 

높은 식재를 심거나 담장 같은 물리적인 요소로 닫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

나 방치하는 유형이다.

구분 Type A΄ Type B΄ Type C΄ Type D΄
용도 시각적 공유된 정원 주차장 차폐하여 조성한 정원 활용하지 않음

도시계획의 
의도와 적합성 

적합 비교적 적합 비교적 부적합 부적합

유형 그림

대표 사례

[표 32] 협의양도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유형 정리  

4.2.3 공유외부공지와 면한 주택 외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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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공유외부공지는 상업의 활성화, 이웃 간의 친

밀감 도모와 같은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위해 주거지에 계획되었

다. 공유외부공지에 면한 주택 1층의 오프닝 입면 계획은 개별 개발 주체

가 주택 설계 단계에서 공유외부공지와 주택 사이에 어떠한 관계설정을 하

여 계획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주자택지에서 공유외부공지와 면한 외벽의 오프닝 계획은 보행자가 공

유외부공지에서 점포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직결되어있다. 혹은 창 계

획을 통해 점포 내부와 시각적 교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는 점

포의 상업적 활성화라는 도시계획의 공유외부공지 계획 의도에 얼마나 근

접하여 저층부가 계획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협의양도자택지의 경우, 공유외부공지 조성으로 인해 주택의 프라이버시

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유외부공지에 면한 1층 외벽의 오프닝 

계획은 주택이 공유외부공지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어떠한 관계

를 설정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공유외부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웃 

간의 공유하는 정원으로 조성하고, 저층부 입면을 개방적으로 계획해 주택

의 공용공간과 연계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공유외부공지 조성으로인해 취약

해진 사생활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입면 계획 단계에서 창을 계획하

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주택의 입면 계획은 주택 설계 단계에서 공유외부

공지와 주택 사이에 어떠한 관계 설정을 염두하여 계획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1) 이주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와 면한 외벽 계획

조사 결과 4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Type a는 외벽 계획이 공유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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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에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은 경우이다. 전면이 오프닝으로 계획되어 1층 

외벽을 통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시각적인 교류에도 유리하다. Type 

b는 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고 시각적인 교류도 가능하게 계획한 유형이다. 

Type c는 외벽을 통해 진입할 수 없다. Type d는 더욱 소극적으로 계획

한 경우이며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창만을 내어 시각적인 관계가 적도록 

계획했다.

(2) 협의양도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와 면한 외벽 계획 

이주자택지와 달리 순수주거용도의 단독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이다. 유형

은 주택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Type a΄의 외벽

은 현관과 거실과 같은 공동공간과 접해 있고, 공유외부공지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이다. 넓은 개구부와 출입문이 외벽 계획에 포함되어있다. 

Type b΄는 a΄와 달리 출입은 불가능하나 시각적으로 교류를 맺은 계획이

다. Type c΄는 공유외부공지를 거쳐 주택으로 진입이 가능하나, 최소한의 

창으로 공지와 소극적으로 관계를 맺었다. 시각적인 교류는 불가능하다. 

Type d΄는 외벽에 오프닝 계획이 없는 경우이다. 공유외부공지에 면한 외

벽과의 관계가 가장 소극적이며, 건물과 공유외부공지의 어떠한 관계설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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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계획 유형 그림
협의양도
자택지

계획 유형 그림

Type a
주 출입구 
및 전면 
창 계획

Type a΄ 주 출입구 
및 창 계획

Type b
부 출입구 

및 창 
계획

Type b΄ 창 계획

Type c
창으로만 

구성
Type c΄

입구 및 
최소한의 

창

Type d
최소한의 

창
Type d΄ 맹벽

[표 33] 공유외부공지와 면한 주택 입면 계획 

4.2.4 블록별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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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공유외부공지가 조성된 연구 대상지 현

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이주자택지의 경우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비교적 많아 용이하게 현장 방문이 가능하였다. 순수주거지역인 협의양도자

택지의 주거지역의 경우 공유외부공지를 직접 보행할 수 없는 경우 블록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하여 조사하였으며, 관찰이 어려운 몇 대상지는 항공

사진을 이용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수치지형도 위에 공유외부공지 위치를 표

기한다. 색상으로 앞서 유형화하였던 공유외부공지의 유형을 나타내고, 해

치 표현으로 주택 입면 유형을 표기한다.   

(1) 이주자택지 F1-1블록의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

[그림 40] F1-1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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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블록은 대상지의 가장 서측에 있는 이주자택지이다. 대로인 운중로

가 남측에 위치한다. 이주자택지의 1열 가구에서는 공유외부공지가 가구의 

수직방향으로 지정/선택되어있다. 이는 블록 외부로부터 접근을 용이하게하

여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다만 F1-1 블록의 1열 가구

는 대부분 Type C,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열 

가구의 경우 내부의 공유외부공지는 가구 내에서 보행이 원활하게 행해지

는 것을 바랬던 도시계획 목표에 의해 설정되었다. 보행로로 조성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유형으로 조성한 경우도 나타난다. 불법 증개축

을 통해 공유외부공지를 사유화한 유형도 2열 가구 내부에서 나타난다. 

구분 Type A Type B Type C Type D Type E Type F 총 개수
Type a 0 5 6 0 2 1 14
Type b 4 3 4 5 5 4 25
Type c 0 0 5 1 0 1 7
Type d 6 1 8 3 3 2 23
총 개수 10 9 23 9 10 8

[표 34] F1-1 공유외부공지 용도 유형과 주택 유형의 관계 

  

(2) 이주자택지 F4-1블록의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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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F4-1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결과

F4-1블록은 운중로의 남측에 붙어있으며 대상지의 남쪽에는 운중천이 흐

르는 산책로가 조성되어있는 블록이다. 1열 가구는 두 군데가 있는데, 대로

와 접해 조경으로 가려진 곳과 보행자 전용도로와 접한 곳이다. 대로와 접

해 조경계획으로 가려진 1열 가구는 공유외부공지가 아닌 블록 내부로부터 

점포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외부공지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외

부인으로부터 접근도가 떨어지는 공유외부공지는 사유화되어 사용되고 있

다. 반면에 보행자 전용도로와 접한 1열 가구의 경우 점포는 보행로를 향

해 공유외부공지가 배치되어있다. 외부인들로부터 접근과 노출도가 높기 때

문에 점포의 상업적 도모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외부 테라스를 

조성하여 카페 혹은 음식점과 연계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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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ype A Type B Type C Type D Type E Type F 총 개수
Type a 0 6 0 1 3 2 12
Type b 1 2 0 5 4 4 16
Type c 0 0 1 0 0 0 1
Type d 6 0 3 2 3 4 18
총 개수 7 8 4 8 10 11

[표 35] F4-1 공유외부공지 용도 유형과 주택 유형의 관계 

  

 

(3) 이주자택지 F5-1블록의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

[그림 42] F5-1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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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 블록은 F4-1의 우측에 붙어있는 블록으로 북쪽에는 운중로와 남쪽

에는 운중천이 지나가는 것이 동일한 대상지이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서쪽

에 있다. 1열 가구는 F4-1과 마찬가지로 보행자 전용도로로부터 점포의 진

입이 용이하여, 공유외부공지는 외부테라스, 불법 증개축과 같은 유형으로 

사용되며 상가 업종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2열 가구는 대부분 유형이 

연속되지 않고, 그 중 1가구만이 공유외부공지가 연속하여 보행로로 작동할 

수 있다.

구분 Type A Type B Type C Type D Type E Type F 총 개수
Type a 1 4 0 1 0 3 9
Type b 9 0 4 3 3 0 19
Type c 6 0 2 0 0 0 8
Type d 1 0 0 3 0 2 3
총 개수 17 4 6 7 3 5

[표 36] F5-1 공유외부공지 용도 유형과 주택 유형의 관계 

(4) 협의양도자택지 E4-1블록의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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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E4-1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결과 

협의양도자택지는 순수주거지역으로 2가구이하의 단독주택만 허용되는 

택지이다. 협의양도자택지에 해당하는 공유외부공지의 주된 조성 목표는 이

웃 간의 친밀감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다만 물리적

으로 정원으로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공유외부

공지의 배치가 수직방향으로 지정/선택된 1열 가구내 필지에서는 대부분 

차량을 주차하는 용도로 공유외부공지를 조성했다. 시각적 교류와 공유가 

가능하게끔 공유외부공지를 정원으로 조성한 유형은 2열 가구의 내부에서 

나타난다. 다만 도로와 접한 2열 가구는 정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E4-1는 대상지의 가장 북쪽에 있는 블록으로 대로와 비교적 거리

가 있다. 외부인이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해당 공지로 보행하지 않을 가능

성이 높아, 다른 블록들에 비해 정원으로 조성한 유형이 비교적 많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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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보인다.   

구분 Type A΄ Type B΄ Type C΄ Type D΄ 총 개수
Type a΄ 15 3 7 0 25
Type b΄ 1 1 2 3 7
Type c΄ 1 2 0 0 3
Type d΄ 1 3 0 6 10
총 개수 18 9 9 9

[표 37] E4-1 공유외부공지 용도 유형과 주택 유형의 관계 

(5) 협의양도자택지 E5-2블록의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

[그림 44] E5-2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결과

E5-2블록의 남쪽에는 대로인 운중로가 지나가며 서측에는 이주자택지의 

F1-1블록이 위치해있다. E5-2의 1열 가구에서는 다른 대상지에 비해 공유

외부공지의 쓰임새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2열 가구는 내부에 도로에 수직인 

공유외부공지와 도로에 수평인 공유외부공지로 나누어진다. 해당 블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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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로에 수직인 공유외부공지는 대부분 도로와 접해있기 때문에 주차장

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로와 수평인 공유외부공지는 블록의 내부

에서 도로와 접하지 않기 때문에 닫힌 정원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나타난다. 

또한 이 블록은 다른 블록과 달리 북쪽 필지들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각 

개별 필지들이 개발 주체가 신축시 조성해야하므로 개발 주체간의 협의가 

없을 시 공유외부공지와 인접 필지는 경사 차이가 생긴다. 대지의 경사에 

차이가 생기면 공유외부공지의 조성 목표인 이웃 간의 공유하는 공지로 조

성되기 어렵다. 해당 블록에서는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공유외부

공지를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한 조성 방법과 달리 공유외부공지를 조성한 

경우로 나타난다. 

구분 Type A΄ Type B΄ Type C΄ Type D΄ 총 개수
Type a΄ 5 2 6 0 13
Type b΄ 3 4 6 2 15
Type c΄ 0 2 2 2 6
Type d΄ 0 13 1 8 22
총 개수 8 21 14 12

[표 38] E5-2 공유외부공지 용도 유형과 주택 유형의 관계 

  

(6) 협의양도자택지 E6-1블록의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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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E6-1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결과

 

E6-1블록은 운중천 산책로의 남쪽에 위치하며 해당 블록의 남쪽으로는 

산지가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인다. 1열 가구 중 운중천과 맞닿아있는 

공유외부공지는 산책로와 면해 계획되었다. 산책로와 1열 가구 사이에 가구

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녹지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많은 주택

이 산책로 방향인 공유외부공지에 정원을 조성하였으나, 시각적으로나 물리

적으로 공유되기 어려운 정원 계획을 하였다. 2열 가구 내부 또한 정원으

로 사용되지만 공유하기 어려운 조성 방법을 택했다. 1열 가구의 경우 도

로와 접해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조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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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ype A΄ Type B΄ Type C΄ Type D΄ 총 개수
Type a΄ 10 2 5 0 17
Type b΄ 2 9 9 0 20
Type c΄ 1 2 3 0 6
Type d΄ 3 8 2 2 15
총 개수 16 21 19 2

[표 39] E6-1 공유외부공지 용도 유형과 주택 유형의 관계 

 

(7) 협의양도자택지 E6-2블록의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

[그림 46] E6-2 공유외부공지 사용실태 조사결과

E6-2블록은 E6-1블록의 우측에 위치해있다. E6-1블록과 달리 운중천 

산책로에 공유외부공지는 면해 있지 않다. 도로가 운중천과 접해 있다. 따

라서 해당 블록의 공유외부공지는 운중천의 자연경관과 맞닿아 계획되어있

지 않다. 남쪽 도로와 블록사이에 녹지 공간이 마련되어있으며, 녹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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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면한 1열 가구의 필지들은 녹지 방향으로 공유외부공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녹지공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원으로 조성하는 방향

으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시 계획상 선형으로 연결하여 계획한 

공유외부공지는 개발 주체가 주택을 건설한 후,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으

며 높은 식재로 경계를 한정해 시각적인 교류도 어렵게 조성하였다. 따라서 

닫힌 정원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해당 블록의 1열 필지의 경우 도

로와 접해 공유외부공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구분 Type A΄ Type B΄ Type C΄ Type D΄ 총 개수
Type a΄ 3 6 18 0 27
Type b΄ 0 5 0 1 6
Type c΄ 0 2 1 0 3
Type d΄ 0 3 0 0 3
총 개수 3 16 19 1

[표 40] E6-2 공유외부공지 용도 유형과 주택 유형의 관계 

4.2.5 공유외부공지 현황 분석

(1) 이주자택지 공유외부공지 현황 분석

R1에서 공유외부공지의 조성 방식은 통일되지 않고, 6가지의 유형이 비

교적 균등하게 나타난다. 상가 업종에 유리하게 공유외부공지를 다양한 행

태로 사유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시각적인 교

류마저 차단하는 Type D, E, F 유형이 46%를 차지하는 만큼 지구단위계

획에서 계획한 공유외부공지 지침의 취지와는 상당 부분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현황을 용도, 통행의 기능, 경관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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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유외부공지

이주자택지에서는 공유외부공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

은 비율로 나타났다. 2열 필지는 공유외부공지가 가구 내부를 관통하기 때

문에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없다. 1열 필지와 2열 필지의 비율이 1:2.1 임

에도 주차장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주자택지의 1열 필지

에 속한 공유외부공지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보행로로 작동하지 않는 공유외부공지

보행로로 조성한 경우는 이주자택지에 속한 공유외부공지 중 18.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열 필지의 공유외부공지 배치 특성상 인접한 모든 

공유외부공지가 보행로로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이 어렵게 된다. 따라

서 2열 필지 안에서 개별 필지가 보행로로 조성하였더라도 가구 내에서 통

행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Type D, E와 같이 시설물을 

적치하거나, 폐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나타난다.

③ 통경축이 유지되지 않는 공유외부공지의 경관 

외부 테라스를 만들거나 불법 증·개축을 통해 사유화한 경우는 이주자택

지 내에서 전체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외부공지를 물리적으로 사

유화하여 점포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유

화된 공유외부공지는 블록 내부와 사이에 통경축을 만들지 못한다. 이주자

택지에서는 공유외부공지를 경관적 조화를 우선으로 두기보다 건물 이용자

의 편의에 맞추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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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1-1
14%
(10)

12%
(9)

32%
(23)

13%
(9)

16%
(11)

11%
(8)

F4-1
15%
(7)

19%
(9)

6%
(3)

15%
(7)

22%
(10)

22%
(10)

F5-1
28%
(12)

10%
(4)

15%
(6)

18%
(7)

11%
(4)

16%
(6)

합계 18.8%(29) 14.2%(22) 20.7%(32) 14.9%(23) 16.2%(25) 14.9%(23)

[표 41] 이주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사용 유형별 비율 

(2) 협의양도자택지 공유외부공지 현황 조사

단독주택으로만 구성된 협의양도자택지 내의 공유외부공지는 주차장으로 

조성되거나 폐쇄된 정원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웃 

간의 친밀감 도모를 목표로 공유하는 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와 거리가 

먼 조성 방법이 주를 이룬다. 도시계획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조성한 경우

는 11.6%를 차지한다. 현황을 용도, 통행의 기능, 경관적 측면에서 살펴본

다.

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용도의 공유외부공지

시각적으로 차폐한 개인적인 정원(Type C΄)이나, 주차장(Type B΄)의 비

율이 높다. 특히 Type C΄의 경우 E6-1과 E6-2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운

중천과 산책로와 인접한 부분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

인다. 협의양도자 택지 내의 1열 필지에 속한 공유외부공지는 대부분이 주

차장으로 조성되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금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지의 활용 두 가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공유외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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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 Type B΄, Type C΄, Type D΄(78.9%)

는 주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시한 유형이며 공유외부공지를 통해 이

웃이 통행하기 어렵다. 비교적 시각적 교류가 가능한 Type A΄ 유형 또한 

인접한 대지 경계에 식재로 경계부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공유외부공지 간

에는 연속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유형이 물리적으로 공간을 상호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외부공지는 연속되지 않는다. 

③ 식재로 차폐된 공유외부공지의 경관

도로와 면한 1열 필지의 경우 대부분 Type B΄로 조성되어있다. 이 경우 

경관을 차폐한 경우는 아니나, 블록 내부에 배치된 공유외부공지는 식재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차폐한 경우의 비율이 높다. 서로 다른 조성 방법을 

취한 공유외부공지는 도시 설계의 배치 계획으로 인해, 서로 접해 있으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어 통경을 유지하지 못하는 블록이 다수 나타난

다.

 경사가 있는 경우, E4-1블록은 북쪽의 필지의 높이가 도로보다 높아 프

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적어 Type A΄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E5-1 블록의 경우 담을 쌓거나 높은 식재로 경사를 처리하여 D΄유형이 가

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R2의 경우 공유외부공지를 조성하는 방법은 프

라이버시 보호를 우선시하여 개인의 영역으로 조성해 활용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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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4-1 36%(18) 26%(13) 20%(10) 18%(9)

E5-2 12%(7) 36%(21) 31%(18) 20%(12)

E6-1 26%(15) 34%(20) 36%(21) 3%(2)

E6-2 8%(3) 40%(16) 50%(20) 2%(1)

합계 20.8%(43) 33.9%(70) 33.4%(69) 11.6%(24)

[표 42] 협의양도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사용 유형별 비율

(3) 공유외부공지에 면한 주택 1층 입면 계획 유형 분석

이주자택지에서는 Type b > Type d > Type a > Type c 순으로 개구

부 계획의 비율이 나타난다. 공유외부공지에 소극적인 개구부 유형 비율

(39.6%)이 가장 높고, 공유외부공지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 유형

(28.5%)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협의양도자택지에서는 Type a΄> Type d΄> Type b΄> Type c΄순의 비

율을 보인다. 이주자택지과 달리 공유외부공지와 비교적 적극적인 관계설정

의 개구부 계획 비율이 가장 높으며 맹벽으로 공유외부공지와 가장 소극적

으로 관계를 맺은 외벽의 유형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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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1-1 20%(14) 37%(26) 11%(8) 31%(22)

F4-1 30%(14) 30%(14) 4%(2) 38%(16)

F5-1 23%(9) 55%(21) 5%(2) 16%(6)

Sum 24%(37) 39.6%(61) 7.7%(12) 28.5%(44)

a΄ b΄ c΄ d΄
E4-1 50%(25) 14%(7) 8%(4) 28%(14)

E5-2 24%(14) 27%(16) 8%(5) 39%(23)

E6-1 31%(18) 34%(20) 10%(6) 24%(14)

E6-2 70%(28) 15%(6) 7%(3) 7%(3)

Sum 41.2%(85) 23.7%(49) 8.7%(18) 26.2%(54)

[표 43] 공유외부공지에 면한 주택 입면 계획 유형 비율 

①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이주자택지)

이주자택지의 경우 Type b 유형의 개구부 계획의 유형 비율이 가장 높

았다. 진출입이 가능하고 시각적인 교류가 가능한 점에서 공유외부공지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점포와 상가가 아닌 2층, 3층

의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단실의 위치가 공유외부공지를 면해있을 경

우 이 유형이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난 Type b의 계획은 도시 계

획 측면에서 의도한 보행 활성화와 점포의 상업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유형

으로 보기 어렵다.

② 공유외부공지와 개방적 관계를 맺은 경우(협의양도자택지)

협의양도자택지에서는 공유외부공지와 적극적으로 관계한 a΄유형의 비율

이 가장 높았다. 특히 정원(Type A΄,Type C΄)로 사용하는 공유외부공지가 

많은 E4-1, E6-2블록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주택이 공유외부공지를 사

유화하며 정원으로 사용할 때 공유외부공지와 면한 외벽 계획이 개방적으

로 계획된다 볼 수 있다. 한편 건축지정선으로 인해 도로와 면한 전면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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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맹벽으로 계획되어118) 출입문과 창

을 공유외부공지 방향으로 계획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③ 공유외부공지와 면한 맹벽(이주자택지, 협의양도자택지 모두 해당) 

오프닝 계획이 없는 경우는 R1은 28.5%, R2는 26.2%로 각 대상지에서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많은 대상지에서 공유외부공지

와 건물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이 계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설계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의도한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공지와 

건축을 개별적인 대상 요소로 바라보고, 공유외부공지를 주택 계획과 관계

하지 않도록 수동적, 소극적으로 계획한 경우도 상당 부분 나타난다.

(3) 공유외부공지 용도와 주택 입면과의 관계

118) 손동욱, 김지엽. (2014).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30(n.5),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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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F1-1 F4-1 F5-1
전체에 대한 

비율
A-a 0 0 1 0.7%
A-b 4 1 9 9.2%
A-c 0 0 0 0.0%
A-d 6 6 1 8.6%
B-a 5 6 4 9.9%
B-b 3 2 0 3.3%
B-c 0 0 0 0.0%
B-d 1 0 0 0.7%
C-a 6 0 0 3.9%
C-b 4 0 4 5.3%
C-c 5 1 2 5.3%
C-d 8 3 0 7.2%
D-a 0 1 1 1.3%
D-b 5 5 3 8.6%
D-c 1 0 0 0.7%
D-d 3 2 3 5.3%
E-a 2 3 0 3.3%
E-b 5 4 3 7.9%
E-c 0 0 0 0.0%
E-d 3 3 0 3.9%
F-a 1 2 3 3.9%
F-b 4 4 0 5.3%
F-c 1 0 0 0.7%
F-d 2 4 2 5.3%

[표 44] 이주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용도와 주택 입면과의 관계 

이주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가 보행로로 작동하는 경우 출입하지 못하는 

입면 계획이 주를 이루며, 창 계획만 있는 경우가 다수 나타난다. 외부 테

라스로 쓰이는 경우 전면 창으로 계획하여 건물 내부로 진입이 가능한 입

면 계획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난다. 주차장으로 쓰이는 경우 최소한의 

창만 계획되거나 부출입구가 있는 경우로 나타난다. 적치물이 쌓여있거나 

폐쇄된 공유외부공지로 조성한 경우 전면 창은 아니지만, 출입이 가능한 입

면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공유외부공지를 도시 계획에서 의도한 바와 부합한 방향인 준공

적 공간의 성격의 외부공간으로 조성한 경우 공유외부공지에 면한 주택 입



- 145 -

면 계획은 오히려 공지를 향해 소극적으로 닫은 입면의 비율이 높았다. 점

포주택이 가능한 단독주택용지임에도 공유외부공지를 통한 주택 내부로의 

접근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유외부공지를 사유화한 경우는 출입

이 가능한 입면의 비율이 높았으며, 공유외부공지가 외부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호받는 경우, 더 개방적인 입면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E4-1 E5-2 E6-1 E6-2
전체에 대한 

비율
A΄-a΄ 15 5 10 3 16.7%
A΄-b΄ 1 3 2 0 3.0%
A΄-c΄ 1 0 1 0 1.0%
A΄-d΄ 1 0 3 0 2.0%
B΄-a΄ 3 2 2 6 6.6%
B΄-b΄ 1 4 9 5 9.6%
B΄-c΄ 2 2 2 2 4.0%
B΄-d΄ 3 13 8 3 13.6%
C΄-a΄ 7 6 5 18 18.2%
C΄-b΄ 2 6 9 0 8.6%
C΄-c΄ 0 2 3 1 3.0%
C΄-d΄ 0 1 2 0 1.5%
D΄-a΄ 0 0 0 0 0.0%
D΄-b΄ 3 2 0 1 3.0%
D΄-c΄ 0 2 0 0 1.0%
D΄-d΄ 6 8 2 0 8.1%

[표 45] 협의양도자택지 공유외부공지 용도와 주택 입면과의 관계  

낮은 식재로 울타리 경계를 만들어 조성한 정원의 경우 개방적인 입면의 

유형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정원으로 쓰일 때 주택의 내부 공간과 잘 연계되

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유외부공지를 활용하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주차

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오프닝이 없는 맹벽으로 계획한 경우의 비율이 높았

다. 주차장을 면한 입면에서는 큰 오프닝을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유외부공지를 외부에 물리적, 시각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폐쇄된 

정원으로 조성했을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입면을 개방적으로 계획한 경우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공유외부공지와 입면이 적극적으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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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는다. 이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된 상태에서 정원이 적극적으로 입면과 

관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유외부공지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맹벽으로 계

획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침한 공유외부공지의 

조성 방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유형이다.  

4.2.6 공유외부공지 배치별 사용 용도 및 특성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 공유외부공지는 개별 필지의 

대지안의 공지를 규제하는 시행지침이다. 공통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5m를 이격하여 해당 영역 안에 공유외부공지를 조성하도록 하였지만, 공

유외부공지를 조성해야 하는 개별 필지들은 대지 경계선 주변과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대상지의 주변 환경과 도시 계획, 입지에도 차이가 있으며, 

대상지 안의 블록별로도 주변과 어떤 환경과 관계하고 있는가에 따라 블록

의 물리적인 조건이 달라진다. 블록 내에 속한 필지도 블록 안에서의 위치

와 대지 경계선 밖의 환경에 따라 다른 조건을 갖게 된다. 

도시 계획에 의한 단독주택용지 내의 공유외부공지의 배치는 어떤 주변 

환경과 인접해있는가, 어떠한 배치 계획을 보이는 가에 따라 7가지로 유형

화가 가능하다. 공유외부공지 현황 분석결과, 7개로 나뉘어진 공유외부공지

의 배치 유형은 각 유형별로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필지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유외부공

지의 서로 다른 배치 계획은 공지의 쓰임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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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지 유형 용도의 경향 내용

이주자
택지

1열 
가구

인접한 도로와 
수직으로 

공유외부공지
가 배치된 

경우

주차장
도로와 인접하여 

공유외부공지를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함

인접한 도로와 
수평으로 

공유외부공지
가 배치된 

경우

외부 테라스

수평으로 배치된 경우 도로가 
아닌 보행로와 인접하기 때문에 
상업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유형으로 활용함

2열 
가구

가구 내부에 
공유외부공지

가 모두 
인접하여 

배치된 경우

다양하게 
혼재됨

민간이 따로 개발해야하는 특성 
상 조성방식이 통일되지 않게 

나타남

협의양
도자택

지

1열 
가구

인접한 도로와 
수직으로 

공유외부공지
가 배치된 

경우

주차장
도로와 인접하여 

공유외부공지를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함

자연환경 / 
녹지와 

인접하여 
수평으로 

배치된 경우

정원

녹지 공간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기 때문에 

정원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음, 
단 이웃 간에 공유하지 않음

2열 
가구

가구 내부에  
공유외부공지

가 배치된 
경우

폐쇄된 정원
가구 내부의 공유외부공지는 

보행로나 도로와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된 정원으로 활용함

가구 내부에서 
도로와 

수직으로 
배치된 경우

주차장
1열 가구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인접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음

[표 46] 공유외부공지 배치 유형별 용도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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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와 인접하여 수직으로 공유외부공지가 배치된 경우

1열 필지에서 도로와 수직으로 배치했을 경우 공유외부공지는 대부분 주

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향은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자택

지 관계없이 모든 택지에 해당한다. 도시 계획의 의도와 목표와는 달리 지

구단위계획에서 공유외부공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

기 때문에 차량의 출입이 원활한 배치형태를 보이는 공유외부공지와 도로

가 수직으로 배치된 1열 필지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2) 보행로·녹지공간에 수평으로 공유외부공지가 배치된 경우

1열 필지에서 공유외부공지를 수평으로 배치한 유형은 연구 대상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은 아니다. 이주자택지에서는 보행로에 면하여 수

평으로 공유외부공지를 배치한 경우가 나타나며, 협의양도자택지에서는 운

중천과 산책로가 지나가 가구 주변으로 공공조경, 녹지공간과 같은 자연환

경을 계획했다. 계획된 녹지공간에 공유외부공지를 접하여 수평으로 배치한 

경우가 나타난다. 이주자택지에서는 보행로와 접하였기 때문에 공유외부공

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외부 테라스를 내어 보행로와 연계하여 

공간을 활용하거나, 상업적 용도와 부합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타

난다. 헙의양도자택지에서는 수평으로 배치된 경우, 정원으로 조성한 비율

이 가장 높았다. 이는 공공조경, 녹지의 물리적인 환경이 일차적으로 주택

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 것이 원인이 된다. 다만 정원의 경우에도 이웃 간

에 공유하는 정원보다는 개인 정원에 가깝게 조성한다. 가구에서 도로와 수

평 방향으로 계획된 공유외부공지의 특성은, 이주자택지에서는 상업적 활성

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고, 협의양도자택지에서도 정원 등으로 

활용되며, 경관적 측면에 부합하는 용도로 공유외부공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나타난다. 배치 유형 중 도시계획적 의도와 비교적 부합하도록 조성되는 배

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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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열 가구 내부에 공유외부공지를 모두 배치한 경우

가구 내부에 모든 공유외부공지를 배치하여 하나의 통로의 개념으로 이

용하길 기대한 경우, 의도와는 달리 연속된 보행로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

는 개별 사유지에 속한 공유외부공지는 공동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닌 각 

개발 주체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다만 2열 가구 내부의 

모든 공유외부공지가 보행로로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개발 주체들이 

통일감 없는 수법으로 보행로를 조성하였을 경우, 미관, 경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대부분 보행로로 조성되지 않았다. 

각 공유외부공지가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

여 하나의 개념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 배치 유형의 두 번째 문제이다.  

(4) 2열 가구 내부에 가구와 수평으로 공유외부공지를 배치한 경우

협의양도자택지에서는 2열 가구에 나타나는 공유외부공지의 배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2열 가구 중 한 가구는 도로에 수직인 방향으로 공

유외부공지가 배치되었고, 다른 한 가구는 수평인 방향으로 가구 내부에 배

치되어있다. 각 블록의 위치에 따라 용도의 경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협의양도자택지에서 가구와 수평으로 공유외부공지를 배치한 경우에 대부

분 폐쇄된 정원으로 조성하여 공유외부공지를 사용한다. E4-1블록의 경우 

대상지의 외곽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리해 시각적으로 공유가 가능

한 정원으로 조성한 경우도 나타나기도 하며, 결론적으로 정원으로 사용하

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대상지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도로와 인접한 

경우는 도로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에 불리할 수 있지만, 내부의 경우 외부

로부터 프라이버시 문제는 다소 줄어들 것이 원인이다. 다만 이웃 간에 정

원을 공유하는 것 또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필

지로부터 공간을 폐쇄하여 폐쇄된 정원으로 조성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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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4.3. 지구단위계획 공유외부공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구단위계획 상의 의도와 계획, 현황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공유외

부공지가 목표와 달리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살필 수 있었다. 이는 크게 계

획 목표 설정 단계, 도시계획 단계, 주택설계 단계로 나누어진다. 각 문제점

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4.3.1 거주자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 목표의 설정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공유외부공지의 지침은 ‘이웃과의 교류공간이 

있는 단독주택용지’ 구상을 목표로 사유지 안에 준공적 공간의 성격을 부여

하여 공유하는 공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밀집된 도시 주거지의 주택

은 가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며, 점포주택의 

경우에도 업종의 성격에 따라 준공적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고, 사유지를 공

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에 따라 작은 필지에서 상당한 면적을 준공적 공간 성격의 외부 공간을 조

성하도록 하여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별 거주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다.

조사 결과 공유외부공지가 단순히 빈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공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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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는 장소로 사용하길 바랐던 도시설계의 계획 목표와는 달리 작동한다. 실

제로 밀집된 주거지에서는 개별 개발 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때 공유외부공

지를 준공적 공간으로 조성하지 않는다. 공통의 규율을 준수하기보다 사적

인 이해를 더 고려하여 공유외부공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주자택지의 경우 

연속성 있는 보행로나 점포의 상업적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지 못

하였다. 개별 점포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거나 공유외부공지를 통해 주택으

로 진입하는 출입구를 계획하는 등 개별 건물의 다양한 입장에 맞추어 계

획되었다. 

협의양도자택지의 경우 이웃 간의 친밀감 도모를 위한 공유하는 공간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유외부공지는 도로와 면할 경우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면하지 않을 경우 폐쇄적인 정원을 조성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

를 위해 물리적, 시각적인 공유를 차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한 조성익(2012)119)의 연구에서도 공유외부공지 조성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특히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여, 공유외부공지의 담장 

불허 규제 항목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사유지 내에서 타자와 공유 

하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문제가 된

다는 것을 방증한다.

공유외부공지의 의미와 그 기능은 공적 영역인 가로와 사적 영역인 개별 

필지 사이의 준공적 성격을 갖는 중간 매개 영역에 속해 있다 볼 수 있다. 

이에 지구단위계획 공유외부공지 지침의 목표와 취지는 사유지 안에서 공

적인 역할을 기대하였고, 조성 방법도 취지에 맞게 설정되었다. 사적 영역 

안에서 공적 영역의 역할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김지엽 외 

2(2010)이 연구한 바와 같이 공유외부공지를 포함하는 개별 필지는 명백히 

119) 조성익, 박지영. (2012).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대한 거주자 만족도 연구. 대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8(n.05), 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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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재산권의 영역이다. 따라서 주택에 속한 공지 계획은 개인과 가족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공유외부공지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공적 성격의 공간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강제적으로 재산권

을 제한할 수 있는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당한 제한인지에 대한 법적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는 이슈이

다. 따라서 민간에게 준공적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라는 일방적인 규제적 지

침을 하려면, 프라이버시와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에 대한 마련이 필

요할 것이다.   

통합적인 도시설계의 계획 목표는 개별적인 개발 주체로부터 완성된다. 

개발 주체가 협력적으로 준수하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초기 계획 목표

의 가치가 지켜지기 어렵다. 한편 사유지 내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항목 없이 공공성을 도모하려는 목표는 거주자들의 개별적인 입장을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 거주자들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계획 없이 주거지의 사유

지 내에서 공공성을 도모하려는 것은 거주자들이 협력적으로 준수하기 힘

들며 실현되기 어려운 계획 목표로 판단된다. 준공적 공간이 잘 조성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보인다.

4.3.2 블록과 필지 내의 획일적인 공유외부공지 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유외부공지의 기능을 정성적으로 설정하였다. 1열 

가구는 자연스러운 접촉 및 왕래의 공간, 2열 가구에서는 커뮤니티 공간, 

점포의 옥외시설, 보행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획일적인 배치와 세장한 폭원

의 공유외부공지 계획은 도시계획에서 부여한 기능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



- 153 -

으며 각 거주자에 의해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에서 의도한 

바와 달리 사용된다.

도시의 경관과 공공성 증진에 일조하기 위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보행

자 전용도로, 공공보행통로와 같은 외부 공간은 공공에 의해 개발됐다. 반

면에 공유외부공지는 사유지 내에서 개발 주체가 개별적으로 계획해야 하

는 특성이 있어, 건축주와 거주자들의 입장과 이해가 고려되어 공유외부공

지 계획이 완성된다. 도시계획의 획일적인 지침 내용과 규제는 개별적인 실

거주자들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공유외부공지

가 최소한의 조건만을 지킨 상태로 조성되는 문제로 귀결되었다.

공유외부공지는 지구단위계획 총괄도를 통해 위치를 지정·선택하여 규제

하는 2차원적인 외적 질서의 구성을 주안에 둔 계획이다. 아시하라(200

9)120)가 2차원적인 외적 질서는 수천 미터의 상공에서 도시를 내려다본 것 

같은 것이며, 인간의 행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듯 획일적인 계획은 

다양한 거주자의 입장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이는 공유외부공지가 통합

적인 계획과 달리 작동하는 배경이 되었다.

계획 상의 문제는 획일적인 배치의 공유외부공지를 각기 다른 개발 주체

가 계획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공유외부공지가 연속하여 면한 

이주자택지의 2열 필지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유외부공지를 활용하

면서 보행로의 기능을 잃었다. 대지의 경사도에 따라 높이차로 인해 연속성

이 유지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협의양도자택지는 이미 건축지정선의 영

향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에 취약해졌음에도, 블록 안쪽과 건물 사이에 공유

외부공지를 배치함으로써 내부에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각 

120) Ashihara, Y (2009). Exterior Design in Architecture(Kim, J. D. Translator). 
Korea: Kimoondang.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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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주택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유외부공지의 기능과 달리 조성하

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웃 간에 공유하는 정원으로 조성되지 못하였다.

둘째로, 인접 대지로부터 2.5m 확보하여 결정된 세장한 폭원 계획이다. 

공유외부공지는 개인의 사유지에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폭원이 세

장하기 때문에 양 건물 간의 간섭이 작용한다. 사생활 침해와 같은 내부적

으로 건축계획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우선 당면하였다. 동시에 건축행위에

도 규제를 받아 실거주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사용성이 떨어지

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림 47]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외부 공간의 가용토지면적 예시 

 도시설계 측면에서 계획한 공유외부공지는 주택설계 단계에서 외부공간

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제한하게 되었다. 평균 260m2의 필지에서 건

폐율을 제외하고 규제된 공유외부공지, 대지 안의 공지법, 주차설치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약 70%가 넘는 외부공간을 할애해야 한다. 공유외부공지를 

도시계획의 의도와 부합하게 준공적 공간의 성격으로 계획하는 경우 주택

에서 개인적인 외부공간으로 가용할 수 있는 필지의 면적은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는 거주자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외부공지의 위치에 주차

장을 설치하거나 도시 계획의 의도와 다른 개인적인 정원으로 조성하게 되

는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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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주택설계 단계에서 소극적인 외부공간 조성

공유외부공지 계획은 초기 의도와 취지에 부합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 

가치가 달리 사용되면서 각 필지의 개별적인 입장과 맞물려 다양한 방식으

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통으로 주택설계 단계에서 공유외부공지를 소

극적인 외부공간으로 계획했다. 건물의 계획을 우선 고려하고 공유외부공지

의 경계를 건축한계선으로 인지하여 남는 잉여공간으로서 분리하면서 공유

외부공지는 수동적인 공간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의도와 기능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수동적인 공간으로 조성된 것은 앞서 언급한 도시설계 계

획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공유외부공지의 폭원과 배치는 인접한 대지 경계로부터 2.5m를 확보하

여 조성하도록 한 것으로부터 결정된다. 그 폭은 세장하고 협소한 것에 반

해 이주자택지의 경우 12m~15m 높이의 벽면이 면하고 있고, 협의양도자

택지의 경우 8m~10m의 벽이 면하고 있다. 인동간격과 높이의 비율은 

D/H < 0.17~0.3를 보인다. 손동욱, 김지엽(2014)121)은 이러한 비율의 문

제로 공유외부공지의 외부공간으로서 매력도가 매우 떨어지고 적극적인 외

부활동을 수용하기에는 규모가 작다고 지적하였다.122) 아시하라(2009) 또

한 외부공간이 적극적인 공간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D/H가 1~2상의 폭

이 필요하며 D/H가 1 이하가 되면 상호간섭이 시작되어 단순히 빈(残部)

121) 손동욱, 김지엽. (2014).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30(n.5), 211-219.

122) 협의양도자택지에서는 토지 경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에 대한 선호 경향이 더해지면서 
공유외부공지가 이웃 간에 공유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on & 
K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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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하였다.123)

[그림 48] 2열 가구의 공유외부공지 일부의 실제 조성 방식  

도시 주거지는 교외의 전원주택과 달리 공지의 폭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판교 공유외부공지의 폭원은 대지 안의 공지 법에 의한 인동 간격

보다는 넓지만, 여전히 좁고 세장하다. 주택설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

하기에는 사용성이 떨어진다. 공공성을 위한 계획적인 요소가 충분히 담기

기 힘들며 좁고 밀폐된 공지에서 건축계획의 주된 과제는 양 건물 간의 간

섭과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것들이 되었다.

 담장 불허와 같은 건축행위 또한 규제하였기 때문에 건물과 연계한 적

123) Ashihara(2009, p.52)에서 D/H < 1 이 될 때는 외부공간의 계획이 주된 관심사가 아
닌, 벽면의 재질, 창이나 출입구의 크기 및 위치, 햇빛의 입사각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
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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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외부공간을 계획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이는 공유외부공지가 주로 

저층부의 계획과 상호 관계가 없는 주차장 또는 폐쇄된 공간으로 사용되고 

저층부 입면이 공유외부공지를 향해 소극적으로 계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4.3.4 소  결

공공의 영역을 만들 때는 필지 규모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큰 규모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성이 작동하지

만, 교외의 주거지가 아닌 밀집된 도시 주거지에서 주택이 들어서는 작은 

규모의 사유지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의 독립적인 입장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한 준공적 공간 성격의 외부공간을 부여하려

는 계획 목표와는 상충하여 작동하게 된다. 

공유외부공지는 주거지의 경관을 조절했다. 다만 하나로 연속하여 작동하

고자 했던 공유외부공지의 획일적인 계획은 다양한 거주자들의 개발 방식

에 의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세장한 폭원 계획은 양 건물 간의 거리를 

가깝게 두어 건물의 상호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주택 설계 단계에서는 간섭

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면서 공유외부공지가 공유하는 공간이 아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공간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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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5.1 연구의 종합

본 연구는 준공적 공간에 대한 이해와 고찰을 선행하고, 도시주거사 속의 

준공적 공간이 대두된 배경과 계획을 우선 살펴보았다. 이후 서양의 도시이

론에 영향을 받은 한국 신도시 개발 방향과 목표를 짚어보고, 주거지를 규

제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제도를 고찰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기 신도시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규제 중 공유외부공지의 계획 의도와 계획 내용

을 파악한 뒤, 개별 개발과정을 거쳐 현실에서 거주자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조성하였는지 관찰하였다. 도시계획에서는 공유외부공지를 조성하도록하여 

주거지에 준공적 공간을 계획하였으나, 그 의도와 목적은 잘 전달되지 않았

다. 실제로 거주자들은 공유외부공지를 의도와 달리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

고 있고,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본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를 분석하여 

판교 신도시의 공유외부공지가 도시 계획 단계에서의 준공적 공간 계획 의

도와 달리, 왜 주거지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가에 대한 원인을 고찰하였다.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에 규제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건물 내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인동간격을 규제하는 한편, 사유지 내에서 보행로 조성과 공공

성 유발을 목표로 공유외부공지를 계획하였다. 공유외부공지 시행지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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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단독주택용지 사유지 내에 준공적 공간 성격의 외부공간을 계획하였

다. 하지만 도시 계획의 목표와 달리 공유외부공지는 공공의 영역으로 환원

되지 않고, 사유지 내의 공지로 다양한 거주자들의 입장과 이해에 의해 작

동하고 있었다. 공유외부공지 조성은 프라이버시 문제와 같은 건물 간의 간

섭을 발생하였다. 이에 주택 설계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

획수단을 택하는 것이 우선시되는 등, 개인 영역에 속한 공유외부공지는 계

획의 초기 목표와 상충하여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택이 건설되는 작은 필지에서 공공성을 도모하려는 계획 목표

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지 않으면, 거주자들이 협력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 공유외부공지가 사적 용도의 활용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

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의 공공성, 경관적 측면에서 준공적 공간 

성격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가깝다. 

두 번째, 도시 계획의 획일적인 배치와 세장한 폭과 같은 물리적인 계획 

요소들로 인한 문제이다. 공유외부공지를 조성해야하는 가구와 필지는 위치

에 따라 서로 다른 물리적인 맥락과 조건을 지닌다. 그럼에도 동일한 폭과 

배치를 통해 규제하였다. 이에 공유외부공지들은 하나로 작동하지 않고 거

주자에 따라 개별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대상지에 따른 거주자

들의 서로 다른 요구를 예측하지 않은 도시 계획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셋째로 위와 같이 공유외부공지들이 도시 계획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으

면서도, 담장 불허와 같은 건축 행위에 규제를 가한 문제가 있다. 이는 주

택설계 단계에서 공지를 주차장, 폐쇄된 정원 등으로 조성하고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응하여 수동적으로 입면을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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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는 공유외부공지가 사유지 내에서 상당한 면적

을 차지하지만 주택과 적극적인 관계를 갖는 외부공간으로 계획하기 어렵

도록 각종 규제 항목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준공적 공간을 밀도 높은 도시 주거지의 사유지 내에서 계획한다면, 거주

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면밀히 고려한 계획 목표가 수립되도

록 개선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방식을 우선시

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유외부공지와 

같은 준공적 공간을 도시 주거지 에서 계획하고 규제할 때는 획일적인 배

치와 일괄적인 폭원이 아닌 계획성이 뚜렷한 외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상지의 특성에 맞게 면적을 통해 입체적으로 규제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한편 향후 단독주택용지의 가구구조를 계획할 때 사유지 내에서 계획하는 

공유외부공지 제도에 대해서 재고하고, 공공성을 도모할 수 있는 다른 방안

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다.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도시 계획에서의 준공적 공간 조성 의도와 사용

실태에 비추어 단독주택용지 내의 공유외부공지가 의도와 달리 사용되는 

원인을 살폈다. 

둘째, 이전 연구와 달리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자택지를 모두 살펴 통합

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는 용도가 다른 단독주택용지 모두에 규제한 공유외

부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반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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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상지의 공유외부공지의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실제 용도와 공지

에 면한 주택 입면 계획을 조사하였다. 이후 분석 단계에서 용도에 따른 입

면의 관계를 밝혔고, 공유외부공지 배치 유형에 따른 용도의 경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이와 같은 사항들은, 이후 단독주택용지 계

획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 신도시의 준공적 공간에 대한 지침이 다양하지 않아, 본 연구

는 판교신도시의 일부를 대상으로, 공유외부공지에 대해서만 다루어 준공적 

공간 연구가 이루어진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공유외부공지 지침이 가진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하였으나, 이후 제도의 향방을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를 통하여 모범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도 필수적이

며, 해당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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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of detached housing

area in Pangyo New Town

Choi Hy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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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general, the external space formed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building was recognized as a surplus space formed in the framework

of laws. Pangyo New Town Urban Planning legislates a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in detached housing sites from district unit plans.

Through this, the width of the private land was secured and the

installation of fences was not permitted. The space to be emptied

without a plan was intervened in terms of urban planning to

integrate the dispersed and inefficient vacant lot within the building

site. The goal of the plan was to control the urban landscape. For

residents, it was to build an external space that was shared

physically and visually in order to prepare a pedestrian-oriented living

environment and promote intimacy between n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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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n a detached housing site in Pangyo New Town, it is rare

that neighbors shar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regulated for the

community and the landscape. Rather, it can be found to be

privatized or visually shielded for privacy protection. The purpose of

the build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considered in urban

planning is not working as it leads to construction.

In this study, the purpose and method of building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which are the guidelines for implementing district unit

planning in Pangyo New Town, in the urban planning stage. After

this system is applied to the residential area, the actual us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rough grasp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regulated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on detached

housing sites, critical consideration is given to the meaning and

effectiveness of giving an external space of a semi-public space to

dense urban dwellings. It is meaningful to provide new opportunities

in the step of setting up the elements of the detached house site

planning of the new city plan later to find out how the semi-public

space actually works in the detached housing site of the new city.

In order to closely grasp the meaning and function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shown in the district unit plan for detached

housing sites in new Korean c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external spaces have been shared in urban housing history. It

examines how the theories of modern architects and urban planners

have influenced new city planning in Korea since the 20th century.

Through an institutional review of the Korean new town, the function

of the semi-public space set in the detached housing site is gras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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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lanning goals and creation methods of the Implementation

Guidelines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are analyzed.

Subsequently, through on-site surveys, it is established as a method

of research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notices outside

the detached housing site in Pangyo New Tow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asons why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in Pangyo New Town do not work differently from the

intention of urban planning in urban residential areas are as follows.

First, the planning goal of promoting publicity in a small parcel

where houses are built is difficult for residents to cooperatively

comply with unless privacy considerations are prioritized.

Second, the uniform layout plan and the narrow width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do not work as a single concept, but are used for

individual purposes depending on the residents. This is a problem

stemming from urban planning that did not anticipate the different

needs of the residents.

Third, as abov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s are not working as

planned, but due to restrictions on construction such as not allowing

fences, privately owned public spaces are built as parking lots, closed

gardens, etc. At the stage of housing design, and are passive in

response to the invasion of privacy. It caused a problem that could

not be actively utilized. Although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occupies a significant area within the private land, various regulations

operate to make it difficult to plan as a good external space that has

an active relationship with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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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s are planned within private lands of

dense urban dwellings, the opinions of residents must be actively

accepted and the planning goals carefully considered should be

established. It would be better to regulate three-dimensional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site, rather than the

consistent layout and same width. On the other hand, when planning

the block of a detached housing site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to

reconsider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system planned within

the private land and to consider other ways to promote publicity.

keywords : Korean New Town, Detached Housing Area,

Semi-Public spac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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