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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게이티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 아파트지구 내 아파트단지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반포아파트지구를 중심으로 : 

배광진

환경조경학과 환경대학원, 

서울대학교

   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1950~60

해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과 아파트지구의 지정은 아파트 보급을 기하급

수적으로 급격히 증가시켰다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은 아파트단. 

지 간의 생활권 개념을 적용한 근린주구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년대에 들어 아파트단지들은 사업성 확보 위주와 단지의 2000

고급화를 주목적으로 재건축되어 게이티드 커뮤니티적 특성을 지닌 공간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도시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건. 

설되고 있으며 년 아파트지구가 폐지 이후 아파트지구 정비 및 관, 2003

리 측면에서 특정한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다 영동아파트. 

지구의 반포아파트지구는 년대에 일제히 건설되었으며 현재 재건축 70~80

연한이 도래했다 현재 총 개의 아파트단지 중 개의 아파트단지가 완. 62 7

공되었으며 개의 아파트단지가 재건축 진행 중이며 나머지 개의 아파6 49

트단지도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반포아파트지구가 생활권개념이 적용된 근  

린지구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년대 아파트단지 형태와 재건축으70~90

로 변화된 아파트단지가 지구 전체차원에서 어떠한 물리적 공간구조가 

변화했고 게이티드 커뮤니티적 특성을 기술한다 이를 통해 단지들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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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밝혀내 현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현재보다 도시맥락을 

고려한 형태로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연구를 진

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반포아파트지구의 형성과정 관련 정책 아파   , , , 

트단지의 변천 과정을 조사하여 대상지인 반포아파트지구의 공간구조 형

태와 시대적 특징에 관해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도시조직을 통해 아파. , 

트단지의 물리적 형태 형성 변화 원인과 각각의 관계성을 게이티드 커, , 

뮤니티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 반포아파트지구의 도시조. 

직 현황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

해 변화될 공간구조에 대해 예측해 보았다 셋째 설문조사와 반구조적 . , 

인터뷰를 통해 거주자들이 실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 재건축 아파트단

지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를 통해 아파트단지와 . 

개별 주구간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본다 인지하는지를 게이티드 . 

커뮤니티적 관점에서 조사해 재건축된 아파트단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아

파트지구 측면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관해 기술한다 장에서 . 3

분석된 물리적 공간구조와 장의 거주민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물리4

적인 공간구조 형태가 거주자의 인식과 행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

하였으며 이를 통해 반포아파트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본

질적인 의미와 게이티드 커뮤니티적 특성을 분석했다.

………………………………………
주요어 아파트지구 근린주구 게이티드 커뮤니티 반포 서울 강남: , , , , , 
학번: 2018-2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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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1. 

한국의 아파트 주거형태는 이미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1) 아파트의 보급은 년 초반 일본이 건설한 회현동의 미쿠. 1930

니아파트와 충정로 가에 위치한 도요타아파트를 시작으로 초기에는 소규3

모 단일 주거동 형태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설한 아파트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대량 인구수용이 가능한 아파트 형태의 주거 보급은 점차 . 

보편화되기 시작했으며 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저소득층뿐만 아닌 중1960

산층을 위한 근린상가 놀이터 유치원 등의 근린시설이 포함된 아파트단, , 

지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년 대한주택공사의 마포 아파트단지를 시작 박철수 으로 아파1962 ( , 2009)

트단지의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년 도시계획 법인 아파트. 1976

지구가 도입되면서 지구 내 주거형태를 아파트단지 건설을 의무화하였으, 

며 반포동 압구정동 청담동 도곡동 등 , , , , 강 이남 영동지역에 아파트단지

의 형태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영동지역의 아파트지구는 단독주택 위주. 

의 주택공급으로 인구수용이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거형태를 

아파트 건축물 형태로 제한하고 개별적인 아파트단지의 폐쇄성을 개선하, 

기 위해 근린주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을 수

1) 하성규 , 2000, The Changing Housing Norms as an Impact of Mass Apartment Construction in Seoul 

한국지역개발학회지Metropolitan Region, , 12(3), pp.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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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했다. 

또한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은 생활기반 시설 주거시설 토지이, , , 

용의 체계화를 통해 아파트지구를 주구별로 구성하였으며 하나의 주구가 ,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동하도록 계획하였다. 

년 아파트지구 제도는 폐지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지구2003 , 

를 관리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의 중요 관리수단으로 아파, 

트지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기존 년대 개발되었던 아파트지구 . 1970~80

내 아파트단지의 형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서울시 공동주택연구회. , , 

서울시정연구원 현 서울연구원 등은 아파트지구가 토지용도를 지정하는 ( ) 

방식으로 계획되어 개별 아파트단지가 폐쇄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보고 있

으며 근린주구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주구 중심으로 계획해 주변 지역과, 

의 연계적 측면에서 단절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파트지구 내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은 년대 이후 개발되기 시2000

작하였으며 년대 준공되었던 아파트단지들은 대형건설사들의 고급 , 1970~80

브랜드 아파트단지들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 단지들의 고급화된 주거시설. , 

커뮤니티시설과 차별화된 조경 시설 등은 해당 거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지

만 고층 고밀로 개발되며 단지 외곽에 담장과 차폐 조경을 설치하고 외, , , 

부인을 차단하여 단지를 사유화하는 형태는 게이티드 커뮤니티 적 특성을 

심화시키고 있다2). 

2)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이숲 서울  . 2009. , .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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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구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반포아파트지구는 공공주도로 주변의 

도시맥락과 생활권에 대한 개념을 적용했지만 일부 아파트단지는 재건축, 

되어 단지 내부를 사유화하며 주변 지역과 구별되는 단지 내부 형태를 거,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로 만들고 있다.

연구의 목적2. 

현재 아파트 건축물로 한정되어 개발된 반포아파트지구는 년대에서1970

부터 현재까지의 아파트들이 시기별로 건설되어있다 생활권 개념이 적용. 

된 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개발된 아파트단지들이 현재 재

건축 연한이 도래하여 점차 개발되고 있다 재건축으로 인해 변한 물리적 . 

공간구조형태가 단지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지

구측면에서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사업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과 아파트단지의 게이티드 커뮤니적 특성에 대, 

한 비판은 다수 존재하지만 실제 거주자들이 재건축된 아파트단지가 개발, 

됨으로써 느끼는 인식과 변화된 행태에 관해 논의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를 통해 반포아파트지구 내 아파트단지들의 특징을 밝혀내 현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현재보다 도시맥락을 고려한 형태로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반포아파트지구 형성과정을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 계획 배경에 , , 

의해서 형성되었는지 밝히는 것이다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부터 반포아파. 

트지구 형성과정을 주요정책 사회학적 요소로 미루어 보아 지역적 특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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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구조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반포 아파트 지구의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을 분석해서 도시 계획, 

적 측면에서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와 재건축 후 변화될 아파트단지의 형태

를 예측해 반포아파트지구의 물리적 공간구조 특성과 현황을 이해한다.

셋째 설문조사와 반구조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거주자들이 실제 물리적 , 

변화가 일어난 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게이티드 커뮤

니티적 관점에서 조사해 재건축된 아파트단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아파트

지구 측면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관해 기술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년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1976

의 근린주구 개념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재건축사업으로 인, 

해 변화된 아파트단지의 현황과 그 안에서 거주민들이 변화된 인식과 행

태가 대규모 주거지계획인 아파트지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한다 또한 아파트지구 내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아파. , 

트지구 제도를 관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들 계획에서 제, 

시하는 지침보다 재건축사업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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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연구의 범위1. 

공간적 범위1) 

대상지는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아파트지구 중 가장 많은 아파트단지

가 분포하며 대지면적이 가장 넓은 반포아파트지구이다 반포아파트지구는 . 

공공주도로 개발된 아파트단지가 다수 포함된 저밀도 아파트지구와 민간

건설사가 택지개발형식으로 개발한 중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분포한 고밀, 

아파트지구로 이루어져 있다 반포저밀 아파트지구의 대지면적은 . 

이며 개의 주구 개 단지를 포함하고 있다 반포고밀 아파1,120,645.0 , 6 , 6 . ㎡

트지구의 대지면적은 이며 개의 주구 개의 단지를 포함한1,528,426.5 , 3 45㎡

다 인터뷰의 대상은 재건축으로 변한 물리적 공간구조가 미치는 영향에 .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재건축 전후 모두 거주한 거주민과 인근에 재건축

되지 않은 단지에서 재건축이전과 이후의 공간구조변화를 경험한 거주민

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의 범위는 현재 재건축이 완공된 개의 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조3

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는 층 높이 제한 때 주민 커뮤니티 . 35

시설 및 공원 등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시켜준다는 조건하에 층으로 인38

센티브 받은 아크로리버파크 구 신반포 차 와 인접해 있는 반포주공 ‘ ( 1 )’ 1

단지 둘째로는 외부인의 출입은 가능하나 펜스와 경비실이 입구에 존재하, 

며 커뮤니티시설은 거주민만 이용이 가능한 반포 센트럴자이 와 인접한 ‘ ’

한신 차 아파트단지 마지막으로 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분할개발되며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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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출입이 불가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와 인접한 잠원훼미리한‘ '

신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시간적 범위2) 

본 연구에서 시간적 범위는 반포아파트지구 내 아파트단지 도시조직 형

태를 재건축 전과 후를 알아보기 위해 지구 내 최초로 개발된 대한주택공

사의 반포주공 단지의 준공 시점인 년부터 년까지 반포아파트지1 1973 2000 (

구에서 첫 재건축이 일어난 시점 와 재건축 이후 년 이후까지로 설정) 2000

한다 현재 반포아파트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 

경우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면과 수치지형도를 참고하여 재건축 후의 

형태를 검토하였다. 

그림 [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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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2. 

제 장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문헌연구를 통해 반포아파트지구가 형성2

된 과정과 어떤 계획과 배경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는지 알아보려 한다 또. 

한 반포아파트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어떤 시대적인 특성을 , 

가지고 있는지 시기별 아파트단지의 특성에 관해 탐구하며 조성된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특성을 도시조직 요소로 해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조사한다.

제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도시조직 요소를 바탕으로 반포 3

아파트단지 전반의 물리적 환경 즉 건조환경을 조사한다 분석과 국, . GIS 

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서 제공

하는 재건축될 아파트단지의 배치도 및 사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재건축 이전의 물리적인 형태와 재건축 이후의 형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

지에 대해 예측해 본다 이를 통해서 반포아파트지구의 물리적인 도시조직 . 

현황과 그 특성을 분석한다.

제 장에서는 본 조사의 목적은 반포아파트지구 내 변화된 재건축 아파4

트단지 공간구조 형태가 거주민의 행태와 반포를 생각하는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반포아파트 지구 전체 . 

거주민이 느끼는 전반적인 인식과 행태를 알아보는 양적연구가 아니라 재

건축 전과 후를 거주했던 거주민과 주변 재건축되지 않은 거주민을 중심

으로 특수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재건축된 공간구조가 거주민의 소속감, 

애착감과 소비 이동 등의 행태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어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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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는지 기술한다는 점에서 정성적 조사방법을 사용한다.

조사방법은 거주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파악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문조사 와 변화된 요인이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 ’

파생된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을 수집할 수 있는 반구조‘

화된 인터뷰 로 설정하였다’ .

제 장에서는 장과 장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반포아파트지구의 5 3 4

게이티드 커뮤니티적 현재 특성과 재건축으로 변화될 지구의 특성을 분석

해 반포아파트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본질적인 의미를 도

출한다.



- 9 -

장 이론적 고찰2

절 아파트의 도입과 전개 및 기존연구 동향1

아파트의 도입과 전개 1. 

년대 아파트의 특징 1) 1950

한국전쟁 이후 획지개발과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주거지 

개발규모는 비중이 작았다 대부분의 주택보급 형식은 층이나 공동주택 . 2

형태의 연립주택이었다 아파트 형태의 최초 보급은 회현동의 년 미쿠. 1930

니상사의 직원들이 관사로 사용했던 미쿠니 아파트이다 시민들을 대상으. 

로 한 첫 아파트는 년에 건설된 도요타아파트 현 충정아파트 이다 이1930 ( , ) . 

를 시작으로 한국에서 최초 건설한 년 층으로 개발된 종암아파트를 1958 4

시작으로 희망주택 부흥주택 국민주택 등의 소규모 단지들이 서울 외곽, , 

과 지방에 소규모로 건설되었다 이 시기의 아파트단지들은 생활편익시설. 

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개발되었다. 

년대 아파트의 특징2) 1960

년대 초반까지 각종 소규모 아파트들은 단지형 아파트의 형태를 가1960

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년에 설립된 대한주택공사는 단지 개념을 적용. 1962

한 마포아파트단지를 건설하였다 마포아파트단지는 근린시설인 상가와 놀. 

이터 유치원 등의 시설을 포함하는 생활권개념이 들어가 있는 최초의 단, 

지로 아파트단지를 하나의 생활권 단위로 설정하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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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아파트의 공급 대상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었다면 마포아파트는 중

산층을 위한 주거단지로 계획되었다 마포아파트의 건축물 형태는 중앙에 . 

자형 주동이 개동 배치되고 판상형 주거동이 외각을 감싸는 형태로 개Y 6

발되었다 마포 아파트단지를 시작으로 대규모 단지인 동부이촌동의 한강. 

아파트 한강공무원 한강멘션이 건설되었다 동부이촌동의 아파트단지는 , , . 

생활권 개념을 적용한 단지들로 한국 아파트단지의 전형적인 일자형 주동 

배치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정목 이러한 아파트단지의 형태( , 2003). 

는 독일의 지들렁 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Siedlung) 3).

년대 아파트의 특징3) 1970

년대에 진행된 대규모 택지개발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한 것이 70

대부분이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아파트단지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파트 용지확보를 가능하게 한 환지방식 체비지 매, 

각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하고 아파트단지 건설을 의무화해야 하는 아파트

지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가능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먼저 건설되. 

어야 강변지구사업과 영동지구 개발 사업비용이 충당되기 때문에 공공주

도로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먼저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 대규모 . 

아파트단지들이 공공 주도하에 건설되었으며 주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

로 하였다 년 건설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년 반포주공아파트 등 . 1971 , 1973

공공주도로 지어진 아파트단지는 동부이촌동과 같이 일자형 주동 배치로 

3) 아파트공화국 동부이촌동의 한강아파트는 독일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고있 p159 Siedlung 

다.



- 11 -

건설되었다 공동주택연구회 년에 준공된 잠실 아파트단지는 격( , 1999). 1977

자형 주동 배치로 중정형 형태로 이전의 아파트단지와는 다른 배치로 건

설되었다 잠실주공 아파트단지는 단지 크기와 중심부에 학교와 근린생활 . 

배치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단지로 인식되고 있다 공동주택연구회 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 , 1999). 1970

서 대표적인 민영아파트들이 서울 영동지역에 건설되었다 민영아파트들의 . 

아파트 주동 배치는 일자형 병렬배치 위주로 개발되었으나 부분적으로 격

자형으로 개발된 단지들도 존재한다 이 시기에 건설된 민영아파트들은 평. 

균 높이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폐쇄적인 아파트단지의 경관의 대표적인 12

예로 손꼽히고 있다 강홍빈( , 1985).

년대 아파트의 특징 아파트 대량보급4) 1980 : 

년대에 들어서 서울의 주택난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건물 건설에 대1980

한 용적률과 높이에 대한 규제가 에서 로 완화되었다 서울시 건150% 200% . 

설부는 년 부터 년까지 백만 세 대 건설계획을 발표했고 년 1981 1995 5 1988

서울 올림픽을 맞아 강남구와 송파구 중심으로 여러 건축물이 지어졌으며 

잠실과 반포 사이에 제 의 업무지구가 지정되었다 서울주택공사는 년3 . 1979

의 과천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거주민들의 생활공간을 고려한 보행자 전용 

도로와 도시공원 등을 계획하면서 아파트단지 차원의 설계에서 도시설계 

차원의 고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아시아선수촌 과 올림픽선. , (1986)

수촌 아파트단지 목동신시가지 는 현상설계를 통해 아파트단지(1988),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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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근린생활시설 보행자도로 도시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거주민을 고려, , 

한 새로운 개념을 적용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년대에는 정부 . , 1980

주도의 계획에서 제외되어있던 소규모 단지들 세대 이하 이 민영회사 (1,000 )

주도하에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반포아파트지구 고밀 에는 정부가 조성한 . ( )

이하의 택지에 초소형 단지들이 개발되었다2~3ha . 

년대 아파트의 특징5) 1990

년대에 들면서 아파트단지 건설이 가능한 택지가 줄어들었으며 서울90 , 

시는 년대를 향한 서울 도시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인구 만 명‘2000 ’ 1,200

을 위성도시와 다섯 개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아. 

파트단지는 도시 외곽에 형성되어 서울 내 양적 아파트 공급은 수그러들

었다 반면 년대 이전에 조성되었던 초기의 아파트들은 재건축시기가 . , 1970

도래했다 년 재개발아파트의 용적률은 를 크게 넘지 않았지만 . 1985 220%

년대에 들어 서울시 최대 허용 한도인 를 넘는 고밀도개발이 주1990 300%

를 이루었다 한국 최초의 아파트 종암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년 . 1996

선경아파트가 들어섰고 단지개념이 처음 도입된 마포아파트도 년에 , 1994

마포삼성아파트로 재건축되었다 년대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사업들. 1990 , 

은 대부분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단지개발보다 개발이익을 극대화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아파트 경관을 악화시키고 도시기반시설 , 

부족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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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아파트의 특징6) 2000

년대 이후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앞세운 고급 아파트단2000

지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고급브랜드 아파트단지는 발전된 기. 

술을 바탕으로 고밀 고층의 타워형으로 개발되며 고급화된 커뮤니티시설, 

을 제공하고 지하주차장의 보급으로 인해 넓은 조경시설의 조성해 공원의 , 

기능을 대체했다 이와 함께 거주민 보안의 목적으로 단지외부에 더 높은 . 

담장이 설치되어 해당 거주민의 영역성을 형성했다 이러한 게이티드 커뮤. 

니티적 특성을 지닌 년대 이후 고급 아파트단지는 년대 건설2000 1970-80

되었던 아파트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주, 

거지에 섬처럼 침투하여 주변 지역과 다른 영역성을 띤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정헌목(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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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반포아파트지구 형성과정 2

아파트지구의 형성1.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1) 

년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여러 도시문제와 강북의 인구 과밀1966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당시 자원이 부족해 거점개발형식으로 . 

진행되었으며 논현동 공무원 아파트단지를 시작으로 곳의 단지를 거점10

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토지와 건물 매매자에게 각종 세금감면과 지방세에 . 

인센티브를 주었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 2009). 

사업은 년의 영동 지구 년의 영동 지구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1968 1 , 1971 2

되었다 영동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고속도로 용지를 무상으로 확보하. 1

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예상지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한 만 제곱미1,273.8

터를 사업예상지로 구획하였으며 영동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인구문, 2

제를 해결할 주택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만 제곱미터에 신시가지를 1,315.7

계획하였다 아파트지구의 계획밀도는 당 인을 기준으로 도로율은 . ha 200 , 

공원시설은 전체면적의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영동 지구는 주24.6%, 3% . 1

변 구릉지와 고속도로 위주로 도로망이 형성되어 페리의 근린주구 개념에

서 추구하는 블록의 크기와 맞지 않는 주구가 존재하지만 영동 지구에서, 2

는 격자형 가로계획으로 에서 의 길이로 블록을 구성하고 있다40m 70m . 

영동지구의 대지 최소면적은 평 이상 주거전용면적 평 이상으로 규정50 , 50

하였고 당시 평균 평 이하 대지가 대부분인 시점에서 획기적인 시도였30

다 녹지비율은 계획 당시 였으나 감보율 에서 도로를 우선적으로 . 4.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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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여 체비지 학교 어린이공원을 최소면적으로 확보해 현재 의 , , 1.3%

녹지비율에 불과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 2010).

그림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출처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건설공사지[ 2-1] ( : )

공유수면매립사업과 택지조성2) 

년 한강 연안 도로 건설과 함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공사가 1966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제방공사를 통해 한강 주변부에 새로운 택지조성이 .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경석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통해 ( , 2006). 

대량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거용지를 조성하여 택지를 매각해 도로 건

설비용을 마련했다 반포주공아파트는 현대 대림 등의 컨소시엄으로 공유. , 

수면매립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대한주택공사에 매각되어 대규모 주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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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단지가 건설되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아파트단지는 여. 

의도 시범아파트 동부이촌동 한강공무원 한강멘션 한강외인(1968), , , (1969),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반포동 반포주공(1972), (1972), 

아파트 잠실 주공아파트 구의동 현대아파트 가 있다(1972), (1978), (1983) . 

영동아파트지구 지정3) 

영동지구의 단독주택 보급만으로 주택공급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

고 판단한 서울시는 년 영동 지구 내 아파트지구제도를 도입해 주1976 1, 2

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영동지구의 아파트지구 면적은 영동지구 면. 

적의 로 정도로 책정되었으며 주로 저습지를 따라 지정되었다 공유수1/4 . 

면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한강 변의 토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적합했다 영동아파트지구는 페리의 근린주구 개념과 개념을 도입하여 대. 

규모 아파트단지를 통해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과 편익시설을 확보하면서 

다량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초기 아파트지구는 근린주구 개념을 도입한 개의 주구 개 단지로 구4 , 16

분하여 개발하였으며 인구밀도 인 중심반경 면적 규모 500 /ha, 120m, 5ha, 

호의 근린분구를 최소단위로 책정하였다 년 대한주택공사의 반포500 . 1973

아파트가 최초로 준공되었으며 년 극동아파트 년에는 도곡주공아1976 , 1977

파트 신반포 차 한양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년부터는 대량으로 아파, 1 , 1978

트단지가 준공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가로망이 조성되어 있었. 

기 때문에 근린주구 이론의 블록의 크기를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정부는 아파트지구를 저밀도 아파트지구 층 이하 와 고밀도 아파트지구(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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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이상 로 나누어 개발하였으며 저밀 아파트지구는 공공주도로 시민들(5 )

을 불러 모으기 위한 거점으로 계획하였으며 중산층 반포주공 단지 과 ( 1, 2 )

저소득층 반포 차관아파트 반포주공 단지 을 위한 아파트단지를 조성( AID , 3 )

했다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중대형 평형 위주의 개발로 민간건설사에 의해 . 

건설되었다 공공이 주도한 저밀도 아파트지구 내 아파트단지들은 대부분 .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어 근린지구 이론에서의 학교 공원 공공시설 근린, , , 

생활시설 등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고밀도 아파트지구 내 민간건설사, 

가 개발 잔여지에 개발한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필지형태는 부정형으로 형

성되었으며 생활편익시설의 규모적 위치적 한계가 존재한다, , . 

그림 영동아파트지구 출처 영동지구 방침관계철 주택건설촉진지구[ 2-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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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 동향2. 

아파트지구와 관련된 연구는 지구 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주거문화의 변화과정을 연구하는 흐름에서 등장하는 아파트지구가 

대부분이었다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 

이다.

아파트지구 를 대상으로 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오동훈‘ ’ , 

박병길 은 반포 저밀아파트지구 재건축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2001)

규제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과 

부동산 관점에서의 재건축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였고 한지원 은 , (2004)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의 방향성을 고

찰하였으며 최근희 는 서울시 개의 아파트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 , (2004) 5

정책을 분석하였다 장영수 는 잠실 저밀도아파트지구를 대상으로 재. (2006)

건축 시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다 김용국 은 . (2009)

아파트지구 내 단지계획의 변화를 통해 아파트지구계획의 주요 경향을 파

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옥희 는 서울시 개의 고밀도아파트지, (2012) 13

구를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상헌, 

은 강남지역의 아파트지구와 잠실아파트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2018)

내 근린상가의 배치 변화를 통해 아파트의 경계성과 폐쇄성에 대해 기술

했다 배선혜 는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 계획개념의 의미를 제도의 . (2020)

도입 배경과 적용과정 및 실행의 과정을 통해 아파트지구의 가치를 재조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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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연구 내용 및 특징

오동훈 박병길, (2001)

아파트지구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 분석과 

대상조합원의 셀링포인트에 관한 연구 반포 : 

저밀도아파트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반포 저밀아파트지구 재건축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규제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

재건축 

토지이용

제도

한지원(2004)

아파트재건축에서 지구단위계획적용에 관한 

연구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중심으로: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과정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재건축 

지구단위

계획

최근희(2004) 

서울시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도시유형론적 분석

서울시 내 개의 아파트지구를 대상으로 5

도시유형론을 적용하여 서울시 재건축 

정책을 분석

재건축 

정책분석

장영수(2006)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분석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잠실 저밀아파트지구 중 단지를 3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재건축 

부동산

김용국(2009)

공공부문 아파트지구의 계획경향에 관한 

연구

아파트지구내 아파트단지계획을 

유형화하고 계획단계와 비교하여 

아파트단지계획의 경향을 밝힘

재건축 

단지계획

이옥희(2012)

고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개 고밀아파트지구의 현황과 13

서초구 내 지정된 고밀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

재건축 

제도

이상헌(2018)

대 말 년대 초 서울의 아파트단지 1960 -1980

상가 배치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강남과 : 

잠실 신시가지의 아파트지구를 중심으로

영동아파트지구와 잠실아파트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을 대상으로 근생 

상가의 배치 원인에 대해 분석

재건축 

배치변화

배선혜(2020)

대규모 주거지 개발 수단으로서 

아파트지구 특성 연구 영동아파트지구 ' ' :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에서의 

제도적 의미와 대규모 주거지로 조성된 

아파트단지 비교

제도

종합개발

계획

표 [ 2-1 아파트지구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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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도시조직 의 의미 3 (Urban Tissue)

도시조직 요소의 의미1. 

본 연구는 반포아파트지구 내 개별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사업을 통한 물

리적으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도시조직에 관. 

련된 연구는 주로 도시의 형성과정이나 변화과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여러 선행연구에서 착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시조직을 연구하는 의미. 

는 도시 공간구조의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각 요소의 형성 변화의 원인·

과 각각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반포아파트지구 전체의 도시. 

조직을 이해하는 것은 아파트지구 내 단지 연계성 접근성을 비롯한 공간, 

구조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도시조직 연구동향 2. 

최두호 는 단지계획이론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계획요소의 특성이 어(2007)

떤 관계를 가지고 변화해왔는지를 고찰하였다 분석요소는 생활권계획 공. , 

원녹지 도로계획 주거동계획 상가 공공시설 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요, , , , 

소를 분석하여 각 주거단지의 특성과 변화과정을 기술하였다.

권혁삼 은 생활권 개념을 바탕으로 조성된 아파트단지들을 대상으(2008)

로 단위블록 규모 근린생활권 규모 학교 근린공원 보행 및 녹도 대중교, , , , , 

통 체제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신예지 는 근린주구이론을 바탕으로 조성된 아파트단지들의 공간구(2009)

조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요소로는 생활권 주동배치 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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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녹지 교육시설 동선계획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 , .

김진희 는 잠실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2010) 60~70

년대 도시개발계획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계획 내용은 가구계획 도로계획. , , 

공공시설 공원녹지로 구분하여 기본계획에 적용된 수법들을 분석하였다, .

고세범 은 서울시 기성시가지 내 소단위 아파트단지 개발로 인한 (2013)

변화를 유형형택학적 접근으로 블록 필지 가로 주거동 공지로 구분하여 , , , , 

분석하였다 각 도시조직 요소 간의 관계를 통해 변화 특성과 문제점을 도. 

출하였다.

이지은 은 근린주구로 조성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도시조직의 조직(2019)

방법에 따른 보행환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도시조직 물리적 요소는 근린공. 

간구조 커뮤니티구조 블록구조 근린가로 도로망 국지도로 보행축 근린( , ), ( , , ), 

시설물 녹지시설 상업 및 서비스 시설 학교시설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 ) .

배선혜 는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의 근린주구이론을 근린주(2020)

구 생활편익시설 학교 상업 공공시설 교통 공원녹지 주거동으로 구분, ( , , ), , , 

하고 도식화 작업을 통해 계획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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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분석항목

최두호

(2007)
생활권계획 도로 상가 

공공시

설
공원녹지 주거동

권혁삼

(2008)

단위

블록

근린

생활권
대중교통

상업시

설
학교 근린공원 -

신예지

(2009)
생활권 동선 교육시설 공원녹지

주동배

치

김진희

(2010)
가구계획 도로계획 공공시설 공원녹지 -

고세범 

(2013)
블록 필지 가로 공지 건축

이지은

(2019)

근린 공간구조 근린가로 근린시설물

-
생활

권
블록

도로망, 

국지도로, 

보행축

상업 학교 녹지

배선혜

(2020)
근린주구 교통

생활편익시설

공원녹지 건축

상업 학교
공공

시설

영동아파트

지구종합개

발계획

(1976)

근린주구 교통 중심시설

공원녹지

건축

공원 경관

본 연구

근린주구 가로 시설물

주거동

블록 가구 도로 담장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표 [ 2 도시조직 분석 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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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조직 요소간의 관계로 도시공간구조 특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권혁

삼 (2011)4)은 길음 왕십리 뉴타운을 대상으로 도시조직 건축물 가로 블, ( , , 

록 필지 공원 공공시설 을 분석하여 공간구조의 특성을 주변지역과의 , , , ) ‘

연계 기존환경의 고려 도시주거로서의 기능 이라는 세 가지 관점’,‘ ’,‘ ’

으로 고찰하였다. 

오주형(2012)5)은 도시조직 가로 자연요소 건축물 가구 필지 을 바탕으( , , , , )

로 도시공간조직의 구성체계와 요소들의 관계구조 측면에서 중층고밀의 

중소규모 가구단위로 구성된 주거지 정비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관계. 

구조의 특성으로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도시의 역사적 연속성‘ ’, ‘ ’, 

거주환경의 다양성 세가지 관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 . 

한지영(2012)6)은 잠실아파트지구와 길음 뉴타운을 대상으로 도시공간구, 

조를 고려한 주거계획을 제시하였다 공간구조의 특성을 분석을 위해 고려. 

된 지표는 도시조직 요소 도로 블록 외부공간 녹지공간 광장 도로 주, , ( , ), , 

거동 보행로로 구분하여 각 요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간구조 , . 

특성은 연계성 과 영역성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연계‘ ’ ‘ ’, . ‘

성 관점에서는 도로 및 블록의 연결방식 도로 가로 및 블록과 주거’ < >, < ( ) 

동의 배치 주거단지 간 외부공간의 연계 및 이용방식 주거단지 접점 >, < >, <

공간의 처리방식 을 설명하였고 영역성 관점에서 주거단지 내부의 > , ’ ’ <

공적 사적 배치 방식 주거동 내 주택공간으로의 접근 방식 기술했다- >, < > . 

4) 권혁삼 도시조직에 대응하는 주거지 계획방안 연구 , 2011, 

5) 오주형 도시공간조직에 대응하는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 2012, 

6) 한지영 대규모 아파트지구 중심가로변 활성화에 관한 연구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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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개념 분석항목 조사항목

권혁삼

(2011)

주변지역

과의 연계

주변 공공공간과의 연계 가로 녹도 공원 연결체계 분석, , 

주변 가로체계와 연계 대상지와 연결되는 가로 분석

주변 필지 블록과의 연계, 
필지 블록 크기 및 형태 , 

관계분석

기존환경

의 고려

기존 블록을 유지하면서 

단계적 개발

블록 내의 건축물의 리모델링, 

철거 등을 통해 개발과정 분석

기존 블록을 유지 및 개발
건축물의 신축을 통해 블록이 

채워지는 형태 분석

블록의 합필과 분할을 통한 

개발

블록의 합필과 분할을 통해 

개발과정 분석

기존개발을 유지하면서 개발
필지를 유지하면서 신축된 

개발과정 분석

도시주거

로서의 

기능

블록에 대응하는 건축물 

배치
가로와 건축물의 배치 특성 분석

가로와의 기능 공간적 연계, 
가로변 저층부의 용도와 블록 

내부와의 관계 접근방식 분석

연속적인 경관 입면 형성, 
건축물의 연속적인 경관과 입면에 

대한 계획특성 분석

오주형

(2012)

주변지역

과의 

연계성

도시의 유기적 연결성
가로 구성 체계 분석

자연요소와 가로 관계 분석

도시경관과의 조화
가로와 건축물 관계 분석

건축물 구성 체계 분석

자연요소와 건축물 관계분석역사적 

연속성

도시의 구조와 지속가능성

장소가치의 보존 블록 및 필지 구성 체계 분석

거주환경

의 다양성

주거지유형의 다양성
필지와 건축물 관계 분석

건축물 구성체계 분석

근린가로의 활용성
가로 구성체계 분석

건축물과 가로와의 관계 분석

한지영

(2012)

연계성 주변 도시맥락에 순응

도로 블록체계의 연결방식, 

도로 및 블록과 주거동의 

배치방식

주거단지 접점공간의 처리방식

영역성 공간의 위계와 특성

단지 내부의 공적 사적 공간 , 

배치

주거동 내 주택공간으로의 접근

표 [ 2-3 공간구조 분석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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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연구의 차별성4

아파트지구 아파트의 공간적 형태에 관한 연구는 연구의 범위가 단지 , 

단위 혹은 블록단위로 한정적이며 주거문화의 변화과정을 연구하는 흐름, 

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거나 아파트단지가 기존의 도시조직에 개발되면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 

로 다가올 재건축 사업이 근린지구 이론을 토대로 조성된 반포아파트지구 

전체차원에서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건축 이후의 형태에 관해 논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물리적인 형태분석과 분석의 특징으로 예. , 

측하는 것이 아닌 실제 반포아파트지구 내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느끼는 

재건축으로 변한 공간구조 형태에 대해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기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반포아파트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사업이 . 

아파트지구 전체적인 도시 계획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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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반포아파트지구 도시조직 분석3

절 반포아파트지구 현황 1

반포아파트지구는 저밀 아파트지구 면적 와 고밀 아파트( : 1,120,645.0m²)

지구 면적 로 나뉘며 영동지구 내 아파트지구 중 가장 대( : 1,528,426.5m²)

지면적이 넓은 지역이다 근린주구이론을 바탕으로 조성되었으며 저밀 . 6

개 고밀 개 총 개의 주구로 구성되어 있다 반포아파트지구는 토지구획, 3 , 9 . 

정리사업 당시 형성된 가로망과 인근의 구릉지로 인해 주구의 형태를 제

대로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초등학교 근린공원 근린상가 등의 생활편익시, , 

설을 주구 내 배치함으로써 생활권의 개념을 적용했다 공공주도로 계획된 . 

반포 저밀지구는 아파트와 근린시설이 비교적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데 비, 

해 고밀지구의 아파트단지는 민간건설사들의 개별 아파트단지 건설로 비

교적 작은 대지면적의 단지 형태를 보여 근린생활시설의 역할이 제한적이

다.

아파트단지 현황1. 

반포 저밀 아파트지구 현황1) ( ) 

반포 저밀지구는 개의 주구로 개의 단지가 있으며 반포주공 단지6 8 2, 3 , 

미주아파트 신반포 차 개 단지는 준공되었고 개의 단지는 정비사업추, 1 , 4 , 4

진 중이다 반포 단지 아파트는 주구와 주구로 분할개발 될 예정이. 1 1, 2, 4 3

며 신반포 차 아파트는 기부채납과 커뮤니티시설개방 등으로 인해 층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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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받았다 공공주도로 건설된 주공 단지는 이하의 용적. 2,3 100% 

률에서 의 용적률 세대 이상이 증가하였다269% , 1,000 . 

반포 고밀 아파트지구 아파트단지 현황2) ( ) 

반포 고밀지구는 개의 주구로 주구 개 단지 주구 개 단지 주구3 1 (4 ), 2 (9 ), 3

개 단지 총 개의 단지가 있으며 신반포 차 반포우성아파트 반포(49 ), 52 3 , , 

경남아파트가 준공 중이며 신반포 차 차 차 차 대림아파트 반포, 5 , 6 , 18 , 24 , , 

한양아파트가 준공되었다 신반포 차와 반포경남아파트는 통합 개발되어 . 3

준공 중이며 한신 차 차 차 차 차는 통합개발로 사업추진 중이, 8 , 9 , 10 , 11, , 17

다 개의 단지는 사업 미추진상태이다. 30 . 

지구

구분

주구

구분
단지수 단지명 동수

총 

세대수

저밀

주구1 1 반포주공1

199
12,143

예정( )

주구2 2 반포주공 현대아파트1, 

주구3 1 반포주공1

주구4 3 아크로리버파크 신반포 차, 15

주구5 2 래미안퍼스티지 반포힐스테이트, 

주구6 1 반포자이

고밀

주구1 2 래미안원베일리 예정 반포푸르지오( ), 

194 21,260

주구2 9

신반포 차 블루힐하우스 반포타워한신2 , , , 

킴스빌리지 중앙하이츠 신반포 차 신, , 14 , 

반포센트럴자이 르엘신반포 센트럴 신반, , 

포 차4

주구3 39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차 차 차 차, 7 , 8 , 9 , 10 , 

차 차 차 차 차 차 차11 , 12 , 13 , 16 , 17 , 18 , 19 , 

차 차 차 차 차 차 차20 , 21 , 22 , 24 , 25 , 26 , 27 , 

신반포자이 잠원동아 한신타운 한신한, , , 

강 잠원훼미리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 , 

표 반포아파트지구 내 아파트단지 현황 년[ 3-1]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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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제도의 변화 2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1. 1976 

년 영동지역에 단독주택공급으로 충분한 인구를 수용시키기 어렵다1975

고 판단한 서울시는 건설부에 아파트지구 제도 신설을 요청하였고 년 , 1976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지구가 신설되었다 영동아파트지구 종, . 

합개발계획은 근린주구이론을 토대로 계획되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 

먼저 구획된 도로망으로 인해 근린주구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지만 지구중, 

심시설과 근린공원 편익시설 등을 주구 내에서 일정하게 배분하려 노력하, 

였다.

반포아파트지구 기본개발계획2. 1977 ~ 2017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 이후 영동아파트지구 기본개발계획으로 아파, 

트지구를 관리수단으로 일삼았으며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의 영동 , 

주구와 반포주공 단지가 반포아파트지구에 포함되었으며 저밀 아파트3-1 1 , 

지구와 고밀아파트단지를 나누어 관리지침을 다르게 하였다 이 시기에 영. 

잠원현대 강변 미주파스텔 잠원한신 잠, , , , 

원신화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잠원그린한, , 

신 신반포청구 한신로얄 녹원한신 잠원, , , , 

현대훼미리 롯데캐슬갤러시 차 차 브, 1 , 2 , 

라운스톤잠원 금호베스티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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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구와 주구가 고밀 주구로 통합되어 관리되었다 년 아파1-4 1-5 3 . 2003

트지구제도가 폐지된 이후 아파트지구 내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지침으, 

로 아파트지구 기본개발계획의 지침을 사용하였다.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3. 2018 

년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더욱 통합적인 지구의 형2018

태를 모색하기 위해 탈거주거지화 를 목표로 각각의 아파트단지를 특별‘ ’

계획구역으로 묶어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 , 

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들은 기존의 재건축 지침과 다르지 않으며 아파트지

구 기본개발계획의 지침을 현재까지 따르고 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도 반포아파트지구를 저밀지구와 고밀지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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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재건축 전 후 도시조직 형태 비교 3 , 

근린주구1. 

블록 및 가구1) 

반포아파트지구 내 아파트단지의 규모는 신반포 차 고밀 13,211m²( 11 ; 3

주구 에서 반포주공 단지 저밀 주구 까지 대규모단) 560,766m²( 1 ; 1, 2, 3, 4 )

지와 소규모 단지가 혼재되어있으며 주구의 크기는 반포저, 141,032.6m²(

밀 주구 에서 고밀 주구 까지 다양하다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2 ) 921,546.9( 3 ) . 

발계획 당시에는 반포주공 단지 구 남서울아파트 는 포함되지 않은 영동 1 ( )

까지 개의 주구로 계획되었다 개의 주구의 크기와 형태가 다1-1~5, 3-1 6 . 6

양한 이유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획되었던 도로와 주변의 

구릉지 저습지 위치에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다 또한 당시 구획된 필지가 , . , 

재환지 된 위치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그 단지의 형태가 부정형으로 개

발되었다 이후 영동 주구가 고밀 주구로 통합되었고 반포주공 . , 1-4, 1-5 3 , 

단지가 저밀 주구로 나뉘어 포함되었으며 영동 주구가 반포1 1, 2, 3, 4 , 3-1

아파트지구로 편입되면서 현재 아파트지구의 주구를 형성하게 되었다 모. 

든 주구의 형태가 간선도로로 인해 구획되지는 않았으며 주구를 나눈 기, 

준은 인구와 생활편익시설 근린공원을 공유하는 적정크기로 나눈 것으로 , 

추정된다 배선혜( , 2020).

반포아파트지구에는 대규모 세대 이상 중규모 세대 소규(1,000 ), (300~1,000 ), 

모 세대 아파트단지가 혼재되어 있다 반포저밀지구에는 개의 대(150~300 ) . 4

규모 개의 중규모 아파트단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규모 개의 단지 중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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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차 현 아크로리버파크 를 제외하고 공공에서 주도하여 개발하였1 ( )

다 반포고밀지구의 모든 아파트단지는 민간건설사가 택지개발 형태로 개. 

발했으며 개의 대규모 개의 중규모 개의 소규모와 아파트 건축물, 3 , 16 , 18

세대 이하 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고밀 주구에 소규모와 중규모 (150 ) , 3

아파트단지가 혼재되어 있고 주구에는 대규모와 중규모 아파트단지들이 , 2

혼재되어 있다 가구의 형태변화 측면에서 보면 반포저밀지구에 포함된 . , 

대규모 반포주공 단지 대규모 는 반포 주구 대규모 와 주구 대규모1 ( ) 1,2,4 ( ) 3 ( )

가 분할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반포고밀지구에서는 신반포 소규모, 18( ), 24

차 소규모 가 통합되어 신반포 래미안 리오센트 중규모 로 재개발되었고( ) ( ) , 

신반포 차 중규모 차 소규모 경남아파트 중규모 가 통합된 원베일리3 ( ), 23 ( ), ( )

대규모 신반포 차 소 중규모 가 메이플자이 대규모 로 통합되( ), 8, 9, 10, 11 ( , ) ( )

어 준공 중에 있다.

지구

구분

주구

구분
단지명

대지면적 

( )㎡

재건축 

추진 현황
시행자

저밀

주구1, 2, 3

개 단지(1 )
반포주공1 560,766 관리처분인가 공공

주구2

개 단지(2 )
현대아파트 3,412 조합없음 민간

주구4

개 단지(3 )

신반포 차1

아크로리버파크> 

74,374 

> 68,842
재건축 완료 민간

신반포 차 15

대우> 

30,441 

> 27,846
착공 공공

주구5

개 단지(2 )

반포주공2 

래미안퍼스티지> 

139,138 

> 133,060
재건축완료

공공 

민간> 

표 아파트 지구 블록 및 가구 현황 재건축 전후[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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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

미주아파트 

반포힐스테이트> 
- > 20,680 재건축완료 민간

주구6

개 단지(1 )

반포주공3 

반포자이> 

192,460 

> 194,459
재건축완료

공공 

민간> 

고밀

주구1

개(3

단지)

신반포 차3 67,750 착공 민간

반포경남 59,516 착공 민간

반포대우 7,748 
리모델링 

조합설립 추진
민간

신반포 차23 5,089 추진위승인 민간

주구2

개 단지(9 )

신반포 차2 85,331 추진위승인 민간

블루힐하우스 3,427 조합 없음 민간

반포타워한신  9,117 조합 없음 민간

킴스빌리지  2,558 조합 없음 민간

중앙하이츠 3,173 조합 없음 민간

신반포 차 14

르엘 신반포> 

10,543 

> 10,055 
착공 민간

신반포 차6

신반포 센트럴자이 > 

34,746 

> 30,532 
재건축완료 민간

반포우성

르엘 신반포센트럴 > 

 26,384 

> 23,727 
착공 민간

신반포 차4 85,421 조합설립 민간

주구3

개 단지(39 )

신반포 차5

아크로리버뷰> 
- > 24558 재건축 완료1:1 민간

신반포 차7  35,010 조합설립인가 민간

신반포 차22  9,169 관리처분인가 민간

반포한양 신반포자이> - > 23451 완공 민간

잠원동아 29,715 
리모델링 

조합설립 추진
민간

한신타운  3,921 조합 없음 민간

한신한강  18,205 조합 없음 민간

신반포 차18  5,918 사업시행인가 민간

신반포 차16  12,977 조합설립 민간

잠원훼미리  10,133 
리모델링 

조합설립 추진
민간

신반포 차 24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 > 21,674 완공 민간

잠원현대 8,002 조합 없음 민간

강변 13,351 조합없음 민간

신반포 차 13 > 

르엘신반포파크애비뉴
- > 12,053 철거신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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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

미주파스텔 2,316 조합없음 민간

잠원한신 22,282 조합없음 민간

신반포 차27 5,765 조합설립 민간

잠원신화 3,801 조합없음 민간

잠원대림 래미안 > 

신반포 팰리스
- > 34,873 완공 민간

신반포 차25 13,620 추진위승인 민간

신반포 차19 13,389 조합설립 민간

잠원 그린한신 6,396 조합설립 민간

신반포청구 9,675 조합없음 민간

한신로얄 신반포 > 

아이파크
- > 7,215

리모델링

조합설립
민간

신반포 차26 4,991 추진위 민간

신반포 차9 1,442 관리처분인가 민간

녹원한신 8,889 관리처분인가 민간

신반포 차8 46,437 관리처분인가 민간

신반포 차20 9,594 조합설립 민간

잠원 현대 훼미리 2,856 조합없음 민간

신반포 차21 8,786 사업시행인가 민간

신반포 차11 13,211 관리처분인가 민간

신반포 차17 16,252 관리처분인가 민간

신반포 차10 29,993 관리처분인가 민간

신반포 차12 17,712 조합설립 민간

롯대캐슬갤럭시 차(2 ) 21,376 조합설립 민간

브라운스톤잠원 2,893 조합없음 민간

금호베스티빌 5,613 조합없음 민간

롯대캐슬갤럭시 차(1 ) 11,940
리모델링

조합설립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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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반포아파트지구 재건축 전 상 후 하 블록 및 가구[ 3-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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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2. 

도로1) 

반포아파트지구는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하기 이전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간선 도로망이 먼저 구획되었다 동측의 이수교차로 주 . (

간선도로 서측의 경부고속도로 북측의 올림픽대로 남측의 사평대로 주 ), , , (

간선도로 가 외곽에 개발되어 현재의 아파트지구 형태를 이루고 있다) .

반포아파트지구의 교통은 고속도로 주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 , , , 

도로 가지 위계로 나누어져 있다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사평대로와 5 . , , 

같은 교통량이 많은 대로의 통과교통의 효율성을 위해 주구 내로의 직접

적인 진입은 배제하였으며 지구를 중앙으로 관통하는 신반포로 보조 간선, (

도로 잠원로 보조 간선도로 를 통해서 진입하도록 하였다 다만 주 간선), ( ) . , 

도로인 반포대로가 저밀 고밀 지구와 저밀 고밀 지구 사1, 2, 3, 4, 1 5, 2, 3

이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어 물리적 단절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반포. 

아파트지구의 각 주구는 근린주구론을 바탕으로 주구 내로의 출입구와 통

과교통을 줄여 차량의 속도를 저하시키도록 유도했다.

반포아파트지구 내 아파트단지의 내부 도로체계는 년대 개발된 1970-90

아파트단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쿨데삭으로 개발되었, 

다 고밀 지구의 경우 개별 민간건설사의 택지개발로 인해 부정형으로 형. 3

성되어 단지 간의 통과교통이 부재한 반면 공공에서 주도한 대규모 아파, 

트단지의 경우 주구의 크기에 맞게 하나의 단지로 계획하여 주구 내 통과, 

교통이 원활하다 재건축 이후의 단지내 도로는 지하주차장의 보급으로 인. 

해 줄어들었으며 아파트 출입구는 대부분 루프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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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반포아파트지구 재건축 전 상 후 하 가로[ 3-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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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및 차폐녹지2) 

저밀아파트지구에 분포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반포 단지는 대한1, 2, 3

주택공사에서 공공주도로 개발되었다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공원의 경우 . 

주변 단지와 연계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고려되어 개발되었으며 담장과 단, 

절녹지는 단지 외곽을 감싸고 있지 않다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개. 

별 주거동 건축물 주변을 낮은 차단녹지로 보호하고 있다 반포 단지. 2, 3

의 경우 년 동시에 재건축을 진행했으며 현 반포자이와 래미안 퍼스2009 , 

티지로 준공되었다 반포자이와 래미안 퍼스티지는 거주민의 프라이버시 . 

침해 및 거주성 개선의 목적으로 의 높은 담장과 이상의 차단녹2-3m 1m 

지를 설치하였다.

저밀지구의 신반포 차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재건축을 진행해 아파1

트단지의 외부시설과 커뮤니티시설 개방을 통해 층의 인센티브를 받아 3

층으로 재건축되었다 현재 주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사이의 담장은 38 .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고밀지구의 아파트단지는 년대에 민간건설사들. 80~90

에 의해 준공되어 기본적인 담장이 설치되어있지만 최근 건설사들이 설치

하는 담장과 차단녹지에 비해 양호하며 단지로의 접근이 양호한 편이나 , 

시대적 특성상 설치되어진 담장은 거주민들의 동선을 제한하고 있다 고밀. 

지구 내 재건축된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단일 개발된 아파1:1 

트단지는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하게 건설되고 있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반. 

포자이와 래미안 퍼스티지와 같이 차단녹지와 담장이 결합된 상태로 설치

되었으며 접근로는 주거민전용 카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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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반포아파트지구 재건축 전 상 후 하 담장[ 3-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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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3. 

근린생활시설1)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은 근린주구이론 개념 하에 근린생활시설

이 주구 내에서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보행의 이용률이 . 

높은 동선을 중심으로 근린시설을 배치시켰으며 주구 전체에서 효율적으, 

로 작동하기 위해 주요시설 학교 공공시설 근린공원 을 통합한 집중형태( , , )

로 계획하거나 주요동선에서 선형배치를 통한 보행자몰 주요 동선의 흐, , 

름을 유지하기 위한 분산배치로 구성하였다 반포아파트지구는 토지구획정. 

리사업으로 인해 도로가 먼저 구획되었기 때문에 주구 내부에 근린생활시, 

설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다 저밀아파트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주구. 

의 크기와 동일하게 단지가 형성되어 주구 중심에 통합배치되게 고려되었, 

으며 고밀 지구와 같이 여러 도로가 먼저 구획되고 잔여지에 단지가 들, 3

어선 경우에는 주구 내부의 동선을 연결하기 위해 선형배치와 분산배치가 

주를 이뤘다.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아파트단지의 인구에 비례하여 그 크기가 결정

되어 대규모 단지에서는 업종이 다양하고 규모가 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 

되어졌던 반면 중 소규모 아파트단지에서는 그 규모가 작으며 선형배치, , 

와 분산배치를 통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반포주공 단지. 1

의 경우에는 단지 중앙의 노선상가에 시장용도의 한신상가 현대백화점이 , 

배치되었고 그 외 근린상가가 신반포로를 따라 긴 선형으로 배치되어 학

교시설까지 연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밀 주구의 중 소규모의 아. 3 , 

파트가 혼재된 경우에는 각각의 아파트단지 출입구에 작은 규모의 근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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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시설이 보행도로를 따라 분산적으로 설치되어 학교나 공공시설로의 연, 

결을 돕고 있다 또한 고밀 주구는 계획 당시 영동 주구가 나누어. , 3 1-4, 5

져 계획되어 있어 영동 주구의 주구중심시설이 분구중심시설로 바뀌었1-5

으며 영동 주구의 주구중심시설이 고밀 주구의 중심시설의 역할을 수, 1-4 3

행해야 하지만 이미 구획된 도로와 아파트단지로 인한 개발잔여지 부족으, 

로 확장이 불가하다 년의 반포아파트지구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를 보. 2020

면 보조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배치가 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저밀지. 

구의 경우 신반포로를 중심으로 선형배치로 계획되고 있으며 고밀지구는 , 

신반포로와 잠원로를 중심으로 선형배치되고 있어 지구 중심으로의 편익

시설이 부재할 것으로 보이며 거주민의 동선 또한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 



- 41 -

그림 반포아파트지구 재건축 전 상 후 하 근린생활시설[ 3-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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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단지내 외 공원2) , ·

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에서의 공원녹지계획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획되었다 첫째는 공원과 녹지가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구축. , 

하는 것이고 둘째는 공원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공공시설과 , , . 

학교로의 보행동선에 공원과 녹지를 배치하여 자연친화적인 보행활동을 

이끌었으며 차량과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큰 규모의 근, . , 

린공원을 주구중심시설에 배치하여 학교 공공시설과 함께 집중시켜 커뮤, 

니티의식을 높여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의 근린공원은 고밀 주구 고밀 주구의 중, 1 , 2

심에 근린공원이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밀 주구는 이미 형성, 3

된 도로망과 규모가 작은 필지에 근린공원을 계획하다 보니 그 위치와 규

모가 다른 주구에 비해 작으며 중앙에서 벗어나 있어 연계가 잘 이루어지

지 않는다 반포주공 단지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개발되어 단지 사이의 . 1 , 

보행을 위해 균일하게 배분하여 계획하였다.

재건축 후의 반포아파트지구를 살펴보면 아파트단지 주거동 이외에 높, 

은 비율을 차지했던 주차장 공간이 지하주차장으로 변화하면서 상층부에 

고급화된 조경시설이 공원의 역할을 대신했다 또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 , 

기부채납 형태로 조성되고 있는 근린공원들을 살펴보면 주구의 중심에 계, 

획되기보다는 주구나 아파트단지를 나누는 주 보조 간선도로와 같이 통과, 

교통이 높은지역에 주로 계획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간선도로로에, 

서 보행활동을 유도하려는 측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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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반포아파트지구 재건축 전 상 후 하 공원녹지 [ 3-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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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4. 

주거동1) 

반포아파트지구는 총 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단지의 기62

준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세대 이상으로 선정하였고 세대 이하는 개150 150

별 아파트건축물로 구분하였다 현재 재건축이 완공된 단지는 개의 단지. 9

로 저밀단지 개 고밀단지 개가 재건축되었다 현재 개의 아파트단지가 3 , 6 . 5

재건축 중이며 재건축이 진행 중이지만 결정이 고지되지 않은 단지는 , 19

개다 년대 후반에 준공된 용적률 보다 높은 개의 단지는 리모델. 90 300% 5

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 

진행되고 있는 단지의 경우 계획하고 있는 배치도를 기준으로 재건축후의 

변화모습을 예측해 보았다.

저밀지구와 고밀 주구 아파트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는 년대 아파트1 70

를 대표하는 판상형 아파트가 일자형으로 배치되었다 고밀 주구는 . 2, 3 80

년대 이후 대부분 건설되었으며 년대 특성을 보여주는 사선배치나 중정, 80

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후 년대 들어서 건설되는 아파트 건, , 2000

축물은 고층화되기 시작했으며 조망확보와 높은 인구밀도를 수용할 수 있, 

는 타워형으로 건설되었다 반포아파트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년대 초. 2000

반부터 진행되었다 민간건설사들은 수익성 창출목적으로 이전 저층 아파. 

트들이 들어섰던 한정된 단지 대지면적에서 최고층 최고 용적률 최소 인, , 

동간격으로 아파트단지들을 건설하고 있다 이 같은 주거동의 배치와 밀도. 

의 변화는 단지간 폐쇄적인 동선과 경관을 유발하게 만드는 요소로 보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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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구분

주구

구분
단지명

건축

년도

건축물

수

용적률

(%)

저밀

주구1,2,3

개 단지(1 )
반포주공 단지1 1973 99 77

주구2

개 단지(2 )
현대아파트 1984 1 81

주구4

개 단지(3 )

신반포 차 아크로리버파크1 > 1977 > 2016 21 > 15 112 > 300

신반포 차 래미안 원 펜타스15 > 1982 8 > 6 124 > 299

주구5

개 단지(2 )

반포주공 단지 래미안퍼스티지2 > 1978 > 2009 46 > 28 73 > 270

미주아파트 반포힐스테이트> 1979 > 2011 4 > 5 - > 270

주구6

개 단지(1 )
반포주공 단지 반포자이3 > 1980 > 2009 62 > 45 81 > 270

고밀

주구1

개(3

단지)

신반포 차3 1978 15 189

반포경남 1978 10 184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 2000 3 284 > 431

신반포 차23 1983 1 178

주구2

개 단지(9 )

신반포 차2 1978 13 177

블루힐하우스 1999 1 358

반포타워한신 1996 2 271

킴스빌리지 1996 1 266

중앙하이츠 1998 2 349

신반포 차 르엘 신반포14 > 1983 1 176 > 299

신반포 차 신반포 센트럴자이6 > 1980 4 > 7 174 > 300

반포우성 르엘 신반포센트럴> 1978 4 179 > 299

신반포 차4 1979 12 173

주구3

개 단지(39 )

신반포 차 아크로리버뷰5 > 1980 > 2018 5 221 > 267

신반포 차7 1980 3 144

신반포 차22 1983 1 166

반포한양 신반포자이> 1979 4 > 7 167 > 299

잠원동아 1993 2 299

한신타운 1989 1 245

한신한강 1989 5 240

신반포 차18 1983 1 302

표 건축물 현황 재건축 전후[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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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
주구3

개 단지(39 )

신반포 차16 1983 2 180 > 253

잠원훼미리 1992 3 342

신반포 차 24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1984 > 2019 5 > 6 146 > 299

잠원현대 1993 2 299

강변 1987 4 243

신반포 차13 1982 3 > 3 155 > 300

미주파스텔 2002 1 324

잠원한신 1992 7 237

신반포 차27 1985 1 167

잠원신화 1997 1 374

잠원대림 래미안 신반포 팰리스> 1979 > 2016 > 7 244 > 300

신반포 차25 1984 2 176

신반포 차19 1982 2 179

잠원 그린한신 1993 1 227

신반포청구 1998 2 328

한신로얄 신반포 아이파크> 1992 2 268 > 390

신반포 차26 1984 1 176

신반포 차9 1981 2 164

녹원한신 1995 2 258

신반포 차8 1981 9 156

신반포 차20 1983 1 169

잠원 현대훼미리 1997 1 342

신반포 차21 1984 2 148

신반포 차11 1981 4 161

신반포 차17 1983 3 159

신반포 차10 1981 5 172

신반포 차12 1982 3 132 > 299

신반포 차12 1982 3 132 > 299

롯데캐슬갤럭시 차(2 ) 2004 8 299

브라운스톤잠원 2003 1 297

금호베스티빌 2002 2 298

롯데캐슬갤럭시 차(1 ) 2002 5 309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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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반포아파트지구 재건축 전 상 후 하 건축물[ 3-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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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공간구조 특성 및 거주민 인식조사4

절 아파트단지의 규모별 현황1

규모별 아파트단지 현황1. 

반포 저밀지구에는 대부분 공공에서 주도로 개발하여 비교적 대지면적

과 세대수가 높은 대규모로 계획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반포주공 단, 1

지 반포주공 단지 현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주공 단지 현 반포자이 이며, 2 ( ), 3 ( ) , 

신반포 차 현 아크로리버파크 는 예외적으로 한신공영에서 준공했다 반1 ( ) . 

포주공 단지는 주구의 크기보다 크게 계획되었으며 현재 반포 저밀 1 1, 2, 

주구로 있다 반포주공 단지의 경우에는 주구의 크기와 단지의 크3, 4 . 2, 3

기가 동일하며 주구에서의 중심시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개발되었다 반, . 

포 고밀 주구는 대규모와 중규모 아파트들이 혼재해 있으며 하나의 1, 2 , 

주구에 개에서 개의 단지가 분포하고 있다 반포 고밀 주구의 경우에3 10 . 3

는 개의 중 소규모 아파트들이 혼재하고 있어 도로망과 단지를 구획하39 , 

고 있는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이 대부분이고 소규모 단지의 개발로 인해 

주구중심 내 생활편익시설의 규모와 업종이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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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규모별 아파트단지 현황[ 4-1] 

절 대규모 대규모 아크로리버파크 대 반포주공 단지 대2 - : ( ), 1 ( )

위치 및 단지 개요1. 

아크로리버파크는 신반포 차 아파트단지가 년 재건축이 준공되었1 2017

다 당시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층의 높이제한이 있었으며 특별건축구. 35 , 

역 제도를 적용하여 커뮤니티 시설과 단지 내 공원을 공유하고 담장이 없

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신반포 단지 현 아크로리버파크 는 영동아파트지. 1 ( )

구 종합개발을 바탕으로 고밀 주구에 주구중심시설을 신반포 차 경남1 15 , 

아파트 신반포 차 아파트단지가 이용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반포주공 단, 3 , 1

지는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계획되었다 신반포 차 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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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리버파크 와 같이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에 의거해서 개발되지는 )

않았으며 대한주택공사가 부지 전체를 매입하고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통해 , 

비교적 넓은 대지에 아파트단지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학교와 공공기관, , 

공원 노선상가 등을 공유하는 근린주구론을 토대로 계획되었다 반포아파, . 

트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반포저밀 주구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1, 2, 3, 4 .

접근성의 변화2. 

아파트단지 간 접근1) 

반포주공 단지와 신반포 차 아파트단지 경계에는 가량의 차폐조경1 1 4m

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개소의 출입구가 존재한다 신반포 차가 아크로, 2 . 1

리버파크로 재건축된 이후에도 단지 간의 출입개소는 개소로 동일했다2 . 

다만 재건축 이전에는 단지사이를 도로 폭의 신반포 길이 분리했, 6~7m 11

던 반면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보행자 중심의 보도로 개발하였으며 단지 , , 

간의 출입구에 기부채납형식의 공개공지를 조성하였다 공개공지와 아크로. 

리버파크 단지를 구분 짓는 요소로 가량의 차폐조경을 부분적으로 설1.5m

치하였지만 의 차폐조경에 비해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되었다 또한 반, 4m . , 

포주공 단지의 지대는 아크로리버파크와 신반포 차보다 더 높1 15 1~1.5m 

게 설계되었다 이는 홍수를 대비해 대한주택공사에서 계획한 것을 확인할 . 

수 있었다.

반포주공 단지와 아크로리버파크의 거주민은 출입문이 개에 불과하며 1 2

높은 단차가 존재하지만 거주민들은 단지 간의 접근을 불편요소로 보지 , 

않았다 기존에 동일한 층 판상형 아파트로 개발되어 외부단지라고 인지. 5



- 51 -

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 같은 인식은 재건축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했다, .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된 공원은 아크로리버파크와의 일관된 경관을 형성

하여 반포주공 단지 거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1

으며 단지 간의 사적 외부공간 간의 버퍼역할을 하고 있었다, . 

그림 아파트단지 간 접근 좌 단지 경계부 우[ 4-2] ( ), ( )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2) 

신반포 차 반포주공 단지는 근린주구론을 바탕으로 계획되어 각 주구1 , 1

의 주구중심시설은 중앙에 위치한다 반포주공 단지는 현재 반포저밀 . 1 1, 

주구로 나뉘어져 있지만 계획당시 하나의 생활권으로 개발되었기 2, 3, 4 , 

때문에 단지의 중심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앙 경계도로 신반포로 를 따라 ( )

노선상가가 배치되었다 노선상가는 의 폭의 간선도로 현 신반포로 로 . 24m ( )

단지를 관통하면서 층 높이의 상가건물로 배치되었으며 상가 후면도로1~3 , 

에서 진입이 가능하여 거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다만 단지의 . , 

대지규모가 크게 계획되어 거주동과의 거리가 크게는 도보 분 까650m(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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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차이가 난다 신반포 차의 경우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에 따라 주구 . 1

중심에 신반포상가를 포함한 주구중심시설이 위치하며 이는 반포주공 단, 1

지의 도로변 상가와 대조되는 주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신세계 뉴코아. , 

의 킴스클럽과 센트럴시티의 입점으로 거주민들은 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 

로의 접근이 높아졌으며 단지내 보행로는 소비를 위한 접근로로 주로 이, 

용되었다. 

반포주공 단지의 거주민들은 단지 내에 격자형으로 조성된 보행로를 1

따라 노선상가로 주로 이동하였으며 주거동 내부와 담장과 차폐조경없이 , 

연계되어 있어 개방적인 형태로 인지하고 있다 또한 주공 단지의 거주. , 1

민들은 주로 신반포 단지 북측의 오솔길을 따라 신세계와 고속버스터미1

널로의 접근이 있었다 신반포 차 경남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 오. 3, 23 , 

솔길이 단절되어 소음과 매연으로 선호하지 않는 신반포로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했다 신반포 단지의 거주민의 경우 비교적 열약한 . 1 , 

근린생활시설 업종으로 인해 재건축이전에는 반포 노선상가와 한신상가 

등으로의 접근이 있었다 반포주공 단지 근린생활시설로의 이동에서 차량. 1

소음과 매연이 비교적 심한 신반포로를 제외한 단지 서측의 개소 출입구2

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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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단지 내 외부공간으로의 접근 3) , 

신반포 차에는 개의 단지 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의 완충녹지 1 4 , 

지역에 오솔길이 조성되어 있다 주구중심시설에는 파랑새 근린공원이 위. 

치하고 있으며 담장과 차폐조경은 존재하지 않아 격자형 보행로를 통해 

접근이 용이하다 아크로리버파크로 재건축되면서 신반포로 길과 보행로. 11

가 위치하던 장소에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공원을 조성했으며 이는 반포주

공 단지와 연결된 서쪽에 위치한다 아크로리버파크와 가장 가까운 근린1 . 

공원은 장미공원이며 단지 간의 출입구에 근접하게 있다 반포주공 단지. 1

의 근린공원은 개소로 그 반경이 가량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공5 400m , 

원 근처에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비치되어 있다 근린공원에 설. 

치된 차폐조경은 정도로 외각을 두르고 있으나 거주민과 외부인60~70cm , 

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재건축 이전 신반포 차 거주민들은 주로 규모가 크며 시설이 다양한 1

반포주공 단지의 근린공원과 오솔길 그리고 한강공원으로 주로 접근하1 , , 

였다 반포주공 단지의 근린공원 중에서는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장미공. 1

원으로의 접근이 높았고 근린공원에서 서는 장터를 이용하기 위해 푸른공, 

원으로 접근하는 거주민도 많았다 장미공원과 푸른공원에 접근 시 반포주. 

공 단지와 신반포 차에 위치한 개소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거1 1 2

주민들은 장미공원 인근에 위치한 출입구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가량의 , 3m

담장이 부착되어 있고 주변에는 의 차폐조경과 의 단차가 존재했4m 1.5m

지만 큰 방해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건축 이후에는 아크로리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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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서 기부채납으로 형성된 면적의 근린공원은 아크로리버파3,452.05m² 

크 단지사이에 낮은 차폐조경만 설치되어 있어 접근에 불편함이 없었으며, 

주공 단지 거주민들 또한 신반포 길을 도로에서 담장없는 오픈된 공원1 11

으로 조성하여 출입개소를 통과해 단지 내부 공원과 시설물로의 접근 또

한 용이했다 아크로리버파크 주공 단지의 거주민은 주로 완충녹지지역에 . , 1

설치된 오솔길을 주로 이용했지만 신반포 차 경남아파트의 재건축으, 3, 23 , 

로 인해 단절된 오솔길 일부만 이용하고 있다. 

시설의 이용변화와 동네 소속감 3. 

생활편익시설의 이용 변화1) 

반포주공 단지는 반포아파트지구 내 건설된 첫 아파트단지이다 기존의 1 . 

도시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개발지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주거단지

의 규모가 넓게 결정되었으며 주거 세대수에 맞춰 상업시설의의 규모 또, 

한 크게 개발되었다 단지의 규모가 큰 만큼 단지 내 노선상가와 시장용도. 

로 개발된 한신상가 현대백화점 현 엘루체 반포프라자 등의 다양한 상업, ( ), 

시설이 밀집되어있어 다양한 업종들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반포주공 단. , 1

지의 근린공원 푸른공원 과 신반포 차의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일장이 ( ) 1 7

섰으며 격일마다 운영하는 채소트럭도 단지 내 존재했지만 현재 운영되, , 

고 있지 않다 신반포 차 거주민의 경우 주구중심시설로 신반포 상가 성. 1 , 

당 파출소 성당이 주구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거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 , . 

시설로는 중심상업시설에 포함된 신세계 센트럴시티 와 지구중(2000), (2000)

심지역에 포함된 뉴코아 킴스클럽 이 입점해있다(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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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단지 거주민의 경우 주로 신반포로에 배치된 노선상가를 이1 , 

전에 주로 이용하였다 시장용도로 설정된 한신상가와 현대백화점 반포프. , , 

라자 등을 주로 이용했으며 신반포 상가로의 이용은 적은 편으로 조사되, 

었다 부족한 생활용품이나 식료품 등은 근린공원에서 매주 한 번씩 열리. 

는 청과물 한수공원 신반포 차 놀이터 해산물 장터 푸른공원 를 이용했( , 1 ), ( )

다 이후 신세계와 센트럴시티 뉴코아의 입점 등으로 인해 소비생활 환경. , , 

이 고속터미널 주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신세계와 같은 주변 인프라의 . 

개발로 인해 반포 현대백화점은 년 수익성 악화로 폐점하였다 이 같2005 . 

은 현상이 노선상가에도 지속되며 거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은 신세계와 

뉴코아로 변화했다 신반포 차 거주민의 경우에는 주구중심시설의 신반포. 1

상가의 이용률은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반포 주공 단지의 노선상가의 이, 1

용 또한 높았다 근린공원에서 열리는 장을 이용하고 단지 내 보행로를 따. 

라 주로 이동했다 신세계와 킴스클럽 입점 이후 거주민들의 발걸음은 고. 

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아크로리버파크 재건축 이후에도 주요 . 

소비생활로는 중심상업지역에 속해있는 신세계와 지구중심시설 뉴코아의 

킴스클럽을 주로 이용하며 주공 단지의 상가 이용은 현저히 줄어든 것을 , 1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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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단지 내 외부 공원의 이용 변화2) , 

재건축 이전 반포주공 단지 거주민들은 주로 단지 내 근린공원과 한강, 1

공원을 이용했으며 신반포 차 북측의 오솔길을 주요 산책로로 이용했다, 1 . 

단지 내 근린공원에서는 주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의 목적으로 이용하였

고 아이들의 생일파티나 바자회와 같은 이벤트도 이용하는 모습을 전해들, 

을 수 있었다 신반포 차 거주민의 경우 주로 한강공원과 반포주공 단. 1 , 1

지의 근린공원을 이용했고 상대적으로 단지내 공원과 주구중심시설에 위

치한 파랑새공원의 이용은 적었다 거주민들이 비교적 양호한시설과 넓은 . 

크기의 공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반포 차의 거주민 또. 1

한 북측의 오솔길을 산책으로 주로 이용하였으며 중심상업지역 고속버스, (

터미널 로의 접근 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건축 이후 반포주공 단지의 거주민들은 고급화된 아크로리버파크의 , 1

외부공원과 기부채납으로 형성된 근린공원을 선호했다 주공 단지와 재건. 1

축된 아파트의 경관은 이질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단지 외부공원과 오, 

솔길을 주공 단지의 근린공원보다 자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 . 

다만 신반포 차 경남아파트의 개발로 인해 오솔길은 단절되어 단지, 3, 23

를 통한 고속버스터미널로의 접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지만 산책로로 

자주 이용했다 아크로리버파크 거주민은 주공 단지의 근린공원보다 단지 . 1

내 공원을 주로 이용하였다 재건축 전과 후 모두 한강공원을 산책 시 주. 

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반포천 일대를 피천득길로로 개발함, 

에 따라 산책 시 주로 이용하는 장소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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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 범위 및 소속감의 변화3) 

재건축 이전 반포주공 단지와 신반포 차 거주민은 생활하는 반경과 , 1 1

보행가능한 지역까지를 동네의 범위로 인지하고 있었다 반포주공 단지의 . 1

거주민은 반포주공 단지 전역과 반포고밀 주구 계획 당시 영동 주1 1 ( 1-1

구 반포한강공원 남측에 위치한 서초구민회관을 포함한 지역을 동네의 ), , 

범위로 보고 있었다 중심상업시설로의 접근 시 고밀 주구의 단지 내 보. 1

행로를 이용하였으며 커뮤니티시설을 이용을 위해 반포천을 지나 서초구. 

민회관까지 범위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주간선도로인 사평대로가 서래마을, 

을 포함하고 있는 반포 동과 경계에 단절을 일으키는 요소로 파악되었다4 .

신반포 차의 거주민은 반포주공 단지 전역과 반포고밀 주구 전역 반1 1 1 , 

포주공 단지 반포한강공원까지를 동네의 범위로 보고 있었다 비슷한 아1 , . 

파트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단지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동네로 보았으며 중심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지구 중심의 시설을 이용 , , , 

시 보행하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반포주공 단지에 위치한 반포. , 1

초 반포중 세화여중 세화여고를 졸업한 자녀를 두었거나 졸업한 거주민, , , , 

의 경우 반포주공 단지 전역을 동네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었다1 .

재건축 이후 반포주공 단지의 거주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단지와 , 1

반포고밀 지구를 동네의 범위로 보았지만 신반포 경남아파트 원베1 , 3, 23, (

일리 의 재건축으로 인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으며 중심상업시설로 가) , 

는 오솔길로의 동선이 단절되어 동네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아. , 

크로리버파크의 개발로 인해 이질적인 아파트와 조경 경관을 형성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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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동네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또한 반포주공 . , 

단지 남측에 반포천을 피천득길을 개발하여 단지와 연결되었으며 반포천1

을 새로 동네의 범위로 인식했다 신반포 차의 거주민 또한 반포주공 . 1 , 1

단지와 반포고밀 주구를 동네의 범위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신반포 1 , 3, 23, 

경남아파트 원베일리 의 재건축으로 단절되어 동네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 )

는다고 답했다.

두 단지의 거주민들 모두 반포주공 단지는 동네의 범위로 보고 있지 2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폭의 신반포로 집산도로 가 단지 사이의 단절, 25m ( )

을 이루고 있었으며 생활편익시설이나 근린공원의 이용을 인근지역에서 ,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포 주공 단지의 신반포로가 단지간의 경계. 1

로 작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노선상가가 신반포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어 

가로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반경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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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차1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주공 단지1

현황

사진

담장없는 전경▲ 차폐조경 전경▲ 상가와 아파트 전경▲ 

근린생활시설 전경▲ 근린생활시설 전경▲ 노선상가 전경▲ 

단지 내 공원▲ 공개공지▲ 근린공원▲ 

관찰

특성

1.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

며 거주민의 보행측면에서 

접근 용이

2.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에서 

담장 존재하지 않아 접근과 

이용용이

3. 단지 내 공원을 이용하며 

인근단지 내 공원에 대한 

이용률 높음. 

1. 차폐조경이 외곽에 설치되

었지만 단지안으로의 접근 

용이 

2.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측면

에서 변화행태 없음

3. 공개공지로 조성된 근린공

원과 단지 내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거주민들도 

주로 이용

1. 단지 내 담장이 존재하지 

않아 거주민의 보행측면에

서 접든이 용이

2. 단지 내부와 노선상가 간 

담장이 없고 간선도로 양측

으로 조성되어 있어 물리적 

단절을 일으키지 않음

3. 단지 내 근린공원에 이용에 

불편함 없지만 상대적으로 , 

잘 조성된 아크로리버파크 

단지 내 공원 이용

표 아크로리버파크 구 신반포 차 및 반포주공 단지 관찰[ 4-1]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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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대규모 중규모 신반포 차 대 반포센트럴자이 중3 - : 2 ( ), ( )

위치 및 단지 개요1. 

반포센트럴자이는 신반포 차 아파트단지가 년 월 재건축이 준공6 2020 4

되었다 한강 변 아파트 높이제한에 따라 최고층 층으로 개발되었다 신. 35 . 

반포 차 현 반포센트럴자이 는 반포 고밀 주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영동6 ( ) 2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는 주구에 위치한다 신반포 차 반포타1-3 . 2 , 

워한신 킴스빌리지 신반포 차 우성아파트 등 총 개의 아파트단지, , 4, 14 , 10

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반포 고밀 주구의 아파트단지들은 민간건설사들. 2

의 택지개발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 그 크기가 다양하며 킴스빌2,557.5m²(

리지 부터 신반포 차 까지 다양하다 반포 고밀 주구는 주구 ) 85,331 m²( 2 ) . 2

중심에 주요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주구 중심의 잠원로 길과 신반포, 3

로 길이 지구중심과 중심상업지역으로 향하는 보행로로 계획되었다 지23 . 

구중심시설은 신반포로 가로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신반포 차 아파트. 2

단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구획된 신반포로 길로 인해 대지의 형태23

가 부정형으로 조성되어 있다 신반포 차의 경우 정방향으로 개발되어 있. 6

지만 인근 신반포 차와 우성아파트와 생활가로를 공유하고 있는 형태로 14

조성되지는 않았다 현재 신반포 차는 르엘신반포로 우성아파트는 르엘. 14 , 

신반포센트럴로 준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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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의 변화2. 

아파트단지 간 접근1) 

신반포 차와 신반포 차 현 반포센트럴자이 경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2 6 ( ) 

있지 않으며 차폐조경 없는 완충녹지로 단지의 경계를 나누고 있다 두 , . 

아파트단지 모두 의 담장이 존재하지만 생활가로를 공유하여 단지의 1.5m , 

접근이 용이하다 신반포 차의 경우 신반포로 길을 따라 담장이 설치되. 2 23

어 있으며 신반포 차의 경우 서측의 우성아파트단지 신반포 차 아파, 6 , , 14

트단지와 동측의 반포대교의 경계 사이에는 동일한 형태의 담장이 1.5m 

존재해 동서 방향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신반포 차는 반포대로 신반. 6 , 

포로 신반포로 길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신반포 차는 반포대로 신, 23 , 6 , 

반포로 길과 신반포 차의 생활가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반포센트23 6 . 

럴자이로 재건축 후 단지 외곽을 두르는 차폐조경과 펜스는 두터워졌지, 

만 신반포 센트럴자이와 우성아파트 신반포 차 아파트 경계에 공공보, , 14

행통로가 형성되었고 단지 거주민을 위한 출입개소가 경비실과 문주와 함

께 설치되어 신반포 차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통로가 개소 늘어났다, 2 1 . 

서측의 우성아파트와 신반포 차의 아파트는 준공 중에 있어 벽면으로 14

현재 단절되어 있다.

신반포 차 거주민들은 재건축 이전 주로 대중교통이 밀집되어 있고 2, 6 , 

지구중심 중심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남측의 신반포로에서 주로 접근, 

했으며 신반포 차 내 보행로와 신반포 길의 이용률이 높았다 가량, 6 23 . 48m

의 반포대교와 입체화된 도로 협소한 출입구로 인해 반포대교에서의 접근, 

은 비교적 이용률이 낮았다 신반포 차가 반포센트럴자이로 재건축된 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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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차 거주민들은 기부채납으로 설치된 보행녹도 우성아파트와 신반2 (

포 차의 경계 보다 단지 내 조경을 즐기며 보행할 수 있는 거주민들을 14 )

위한 단지 보행통로를 선호했다 단지내 보행로는 문주와 경비실이 출입구. 

에 존재하지만 위압감 없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단지 내 보행, . 

통로를 통과해 근린생활시설인 잠원쇼핑센터로 접근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신반포로 길의 길 또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 23 . 

센트럴자이 거주민들 또한 주로 단지 내 보행통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기부채납으로 설치된 의 보행녹도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 6m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부채납 형식의 근린공원이 반포대교 측면과 신. , 

반포 차 반포센트럴자이가 교차하는 부분에 설치되었으나 센트럴자이로 2 , ,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는 이면도로를 따라 가량 내려가야 접근할 수 100m

있어 보행측면에서의 접근성은 보다 떨어졌다.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2) 

신반포 차는 반포고밀 주구에 해당하며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2, 6 2

획의 영동 주구에 속해있었다 지구면적과 중심시설의 관한 변화가 없1-3 . 

는 지구이다 근린주구론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으며 주구중심시설이 주. , 

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지구중심시설이 신반포로를 따라 동서. , 

로 조성되어 있다 주구중심시설로의 접근은 잠원로 길과 신반포로 길. 3 23

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이는 지구중심시설인 반포종합상가와 중심상업, 

지역인 고속버스터미널과도 연계가 된다 지구중심으로의 거리는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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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분 까지 차이가 난다 반포주공 단지처럼 대규모로 계획되지 500m( 7 ) . 1

않았기 때문에 중심시설의 위치가 균등하게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보도로 , 

여러 근린생활시설의 접근에 불편함은 없었다.

두 단지 모두 지구중심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신반포 차에 위치한 , 2

근린생활시설 또한 신반포 차와 차 경계에 있어 접근성이 높다 재건축 2 6 . 

이후에도 근린생활시설과 지구중심 중심상업지역으로의 연계성은 크게 다, 

르지 않았으며 반포센트럴자이의 거주민 전용 보행통로와 기부채납으로 , 

개발된 보행녹도 신반포로 길을 이용했다 중심상업시설과 주구중심시, 23 . 

설 지구중심시설이 다양하게 고밀 주구에 분포해 다른 주구의 근린생활, 2

시설로의 접근은 미비했다. 

근린공원 단지 내 외부공원으로의 접근 3) , ·

신반포 차에는 개소 차에는 개소의 단지 내 공원이 위치하고 있으2 3 , 6 2

며 북측의 완충녹지 지역에 신반포 차와 같이 오솔길이 조성되어 있다, 1 . 

오솔길은 주구의 신반포 차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한강공원으로 통하는 3 16 , 

접근로와 연결되어 있다 주구중심시설에 위치한 코아 반원 어린이공원이 . , 

위치하고 있으며 차폐녹조경과 펜스가 존재하지 않아 접근이 용이하다 반. 

포 센트럴 자이로 재건축되면서 반포대교 측에서 신반포 차로 접근하는 2

출입구가 위치하던 장소에 기부채납을 통한 근린공원을 조성했으며 반포, 

센트럴자이와 인접해 있지만 펜스로 인해 접근이 불가하며 가장 가까운 , 

출입문은 반포대로 이면도로를 따라 거리에 위치한다 또한 신반포 100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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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내 반포한강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존재한다2 .

재건축 이전 신반포 차 거주민들은 주로 규모가 크며 시설이 양호한 , 6

반원 코아 어린이공원 오솔길 반포한강공원으로 주로 접근했다 주구중, , , . 

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으로의 접근은 신반포 차의 단지 내 보행로를 통6

해 신반포 차 경계에 있는 잠원쇼핑센터를 경유해 접근하거나 신반포 2 , 14

차 담장에 위치한 출입구를 통해 접근했다 오솔길과 반포한강공원으로 접. 

근하기 위해서는 신반포 차를 통과해 접근하였다 재건축 이후 반포 센2 . , 

트럴 자이의 거주민들은 우성아파트와 신반포 차의 재건축으로 인해 현14

재 준공 중이며 신반포 차 르엘신반포 가 외부인을 통제하는 형태로 개, 14 ( )

발된다면 북측에 조성된 출입구와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보행녹도로만 오, 

솔길과 어린이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기부채납으로 개발된 근린공원으. 

로의 접근은 신반포 차와 연결되어 거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2 , 

반포센트럴자이의 거주민은 펜스를 돌아 접근해야 하지만 큰 불편사항으

로 인지하지 않았다. 

시설의 이용변화와 동네 소속감3. 

생활편익시설 이용변화1) 

신반포 차가 위치한 반포고밀 지구는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 2, 6 2

당시 지구중심이 주구에 포함되었으며 중심상업지가 고밀 주구 남측에 , 2

계획되었다 반포아파트지구의 주구중심시설에서 제한되었던 업종들이 지. 

구중심시설과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섰으며 주구 중에 가장 다양한 생활편, 

익시설을 근접하게 접할 수 있는 주구이다 신반포 차은 주구중심시설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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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닿아 있으며 신반포 차는 차와 교차되는 지역에 분구시설이 위치했다6 2 .

재건축 이전 신반포 차 거주민의 경우 주로 지구중심시설인 반포 , 2, 6

쇼핑센터와 반원상가가 포함된 지구중심시설 분구중심시설 잠원쇼핑센터, ( ), 

단지 내 장터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년 뉴코아의 킴스클럽 입점 이후, 1995 , 

지구 분구중심시설의 이용이 줄어들었다 이후 년에 중심상업지역의 , . , 2000

신반포와 센트럴시티의 입점으로 거주민들의 소비생활이 주구의 중심시설

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신반포 차의 주거동에서 중심상업. 2, 6

지역으로의 거리는 분 으로 반포주공 단지 거주민이 노선200~400m (3~6 ) 1

상가를 이용하는 거리보다 가까워 주구중심시설은 생활에 필요한 세탁소, 

은행 편의점과 같은 시설들로 변화했다 재건축 이후에도 거주민들은 중, . , 

심상업지역과 지구중심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부수적으로 주구중심시설을 

이용했다. 

근린공원 단지 내 외부공원 이용 변화2) , 

재건축 이전 신반포 차의 거주민들은 주로 북측에 위치한 오솔길, 2, 6 , 

도시공원인 코아 반원 어린이공원 반포한강공원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아, , , 

파트단지 내 공원의 시설이 대부분 어린이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

지 내 공원 면적보다 큰 주차장으로 뒤덮여 있어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은 공공에서 조성한 코아 반원 어린. , , 

이 공원이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 녹지가 잘 조성되어 거주민들이 자주 , 

찾았다 또한 산책이나 운동 시 주로 신반포 차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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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솔길을 두 단지의 거주민 모두 이용하며 그 반경이 신반포 차로 나타, 16

났으며 반포한강공원으로의 이용 또한 높았다, .

반포 센트럴 자이 재건축 이후 해당 거주민은 단지 내 공원과 어린이 , 

놀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신반포 차의 거주민도 센트럴 , 2

자이 내 시설들을 이용했다 넓어진 조경면적과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어. , 

린이 놀이터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반원과 코어 어린이공원으로, 

의 시설 또한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산책 시 오. 

솔길의 이용은 재건축 이후에도 거주민들이 선호하는 공간이었으며 한강, 

공원의 이용 또한 선호하고 있었다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근린공원은 신반. 

포 차 거주민들이 더 선호하고 있었으며 차 단지 내 어린이 공원보다 2 , 2

자주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포 센트럴 자이 거주민은 설치된 . 

담장을 경유해서 와야 하지만 시설의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었다. 

동네의 범위 및 소속감의 변화3) 

재건축 이전 신반포 차 거주민 또한 생활하는 반경과 보행 가능한 , 2, 6

지역까지를 동네의 범위로 인지하고 있었다 신반포 차 거주민은 반포. 2, 6

고밀 주구 전역 중심상업지역만을 동네의 범위로 보고 있었다 주요 생2 , . 

활편익시설들이 반포 구주에 밀집되어 있어 다른 지구로의 이동이 없는 2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인근 지구의 필요시설들이 개발되었을 경우 시. , 

설주변 지역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신반포 차 반포 센트럴 자이 구 신반포 차 거주민이 인지하는 동네2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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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는 재건축 전과 후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반. , 

포고밀 주구의 신반포중이나 반포고밀 주구의 경원중으로 학교를 졸업1 3

한 경우에 그 지역 주변을 동네의 범위로 인지했다 또한 반포대로 주 간. , (

선도로 의 넓은 도로의 폭과 입체화된 도로로 인해 반포고밀 주; 40~44m) 1

구 사이에 단절을 이루고 있었으며 고밀 주구 서측 잠원로 주간선도로, 2 ( ; 

도 반포고밀 주구 사이에 단절을 일으키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30m) 3 . 

다만 신반포로 주 간선도로 의 경우 중심상업지역과 고밀 주구를 , ( ; 35m) 2

관통하고 있지만 주요 생활하는 반경에 포함되어 동네의 범위로 인지하고 ,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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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차6 반포 센트럴 자이 신반포 차2

현황

사진

신반포 차 담장 전경6▲ 센트럴 자이 담장 전경▲ 신반포 차 담장 전경2▲ 

근린생활시설 전경▲ 근린생활시설 전경▲ 근린생활시설 전경▲ 

단지 내 공원 전경▲ 단지 내 공원 전경▲ 공개공지 전경▲ 

관찰

특성

1. 담장이 외각에 담장이 위치

하지만 거주자들은 주통행

로로 단지 내 보행로 이용

2.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은 

주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

를 통해 이용하며 담장의 

역할은 단지의 영역성을 구

분

3. 단지 내 공원보다 보다 좋

은 시설을 갖춘 근린공원으

로의 이용 높음

1. 재건축으로 인해 문주와 

펜스가 강화되었지만 주거

민의 접근 측면에 있어 악

화되지 않음

2.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은 

기부채납형태로 조성된 보

행녹도보다 단지 내 보행

로 선호

3. 단지 내 공원의 이용이 증

대되는 반면 근린공원의 , 

이용 감소

1. 재건축되면서 아파트단지 

간 담장이 설치되었지만 

문주와 단지 내 보행로 여

전히 이용

2.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측

면에서 변화된 행태 없음

3. 근린공원에 대한 이용률 

높은 반면 공개공지로 형, 

성된 공원과 연계되어 주

로 이용

표 반포 센트럴 자이 구 신반포 차 및 신반포 차 관찰[ 4-2] ( 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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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중규모 소규모 잠원훼미리한신 소 래미안 신반포 리오4 - : ( ), 

센트 소 중( )→

위치 및 단지 개요1.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는 신반포 차의 일부와 신반포 차가 통합개18 24

발하여 년 월 준공되었다 한강변 아파트 높이제한보다 층 낮은 2019 6 . 3 32

층이 최고층으로 준공되었다 신반포 차는 잠원로 북측의 동과 남측. 18 337

의 동으로 개발되었다 신반포 차 동을 제외한 남측 두개동335, 336 . 18 337

과 신반포 차 동 총 개의 동을 통합재건축해 보다 넓은 대지의 24 342, 343 4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었다 신반포 차와 차는 반포 고밀 주구에 포함. 18 24 3

되고 있으며 현재 개의 아파트단지가 속해있다 아파트단지의 대지규모, 39 . 

는 신반포 차 에서부터 신반포 차 까지 다양한 중소1,441.8m²( 9 ) 29,993m²( 10 )

규모 아파트단지들이 혼재되어있다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인근의 잠원. 

훼미리한신의 경우 대지면적이 에 불과하다 반포고밀 주구는 8,001.5 m² . 3

년에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의해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의 영동 2002 1-4

주구와 주구를 통합했으며 신반포 차 차는 계획 당시 주구에 1-5 , 18 , 24 1-5

포함된다 영동 주구는 주구중앙에 잠원로 길이 관통하고 있으며 지구. 1-4 4

중심과 중심상업지역을 보행동선으로 연결하고 공원과 근린상업 학교 등, 

의 공공시설을 주구 중앙에 배치하였다 주구의 경우 학교부지가 나루. 1-5

터로 가로변에 위치하며 중심시설은 잠원로 길 동남 측 외곽에 위치하고 , 14

있다 통합된 반포 고밀 주구의 중심시설과 학교용지는 주구와 주. 3 1-4 1-5

구를 통합하였기 때문에 주구의 중심시설들이 섬처럼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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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의 변화2. 

아파트단지 간 접근1) 

신반포 차 현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는 폭의 잠원로가 단지 중앙18 ( ) 30m 

을 관통하고 있어 단지 내부의 접근성 측면에서 떨어진다 또한 의 . , 1.5m

담장이 잠원로 따라 신반포 차 북측 동과 남측의 동 외곽에 18 337 335, 336

각각 설치되어 있다 남측의 두 개의 동은 신반포 차 아파트단지와 . 13, 24

담장을 공유하고 있었다 낮은 마운드로 조성된 완충녹지가 단지를 구분 . 

짓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녹지사이에 작은 보행로가 단지 사이를 , 

연결시켜주고 있었다 또한 잠원로를 따라 설치된 담장 외 신반포 . 13, 18, 

차 외각에 설치되어진 담장의 높이는 비교적 낮은 의 높이로 조성되24 1m

어 보다 개방성이 높았으며 단지로의 출입구는 차 개 차 개로 출, 18 5 , 24 4

입구가 존재했다.

인근단지인 잠원훼미리한신은 신반포 차와 비슷한 형태인 의 18, 24 1m

담장을 외곽에 설치하고 있었으며 출입개소는 근린상가를 통해 접근하는 , 

출입구를 비롯해 개소가 존재한다 잠원훼미리와 신반포 차 단지의 3 . 18, 24

경계에는 의 보차가 분리된 잠원로 국지도로 가 존재하며 길을 따라 양6m ( )

측에 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로 재건축되면1m . 

서 단지는 펜스와 거주민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입주민 카드, . 

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고 주 출입구에서는 경비원이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다.

재건축 이전 신반포 차 잠원훼미리한신 아파트단지의 거주민은 , 18, 24 , 

의 담장으로 각 단지가 둘러싸여 설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민들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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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지 간 보행에 있어 담장을 불편요소로 보지 않았다 거주민들 모두 . 

잠원로 길을 통해 중심상업지역과 지구중심으로 접근하였고 신반포 12 , 18, 

차 아파트단지 내부 보행로를 이용했다 재건축되면서 잠원훼미리한신 24 . , 

거주민은 통제된 단지의 형태로 인해 주로 이용하던 단지 보행로를 이용

할 수 없었다.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2) 

신반포 차 잠원훼미리한신은 반포고밀 주구에 해당하며 영동아18, 24 , 3 , 

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의 영동 주구에 속해있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1-5 . 

로 인해 근린주를 반영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컸던 지구이다 주구의 중심. 

시설은 잠원역근처에 집중되어 있으며 계획당시 주구의 주구중심시설, 1-5

은 분구중심시설로 변경되었다 또한 주구중심시설에서 거주동과의 거리. , 

가 크게 도보 분 까지 차이가 난다 반포고밀 지구의 잠원로와 잠1km( 15 ) . 3

원로 길은 지구중심과 중심상업지역으로의 연계를 위한 보행로로 계획되4

었지만 그 거리가 크게 도보 분 까지 차이가 난다, 2km( 30 ) .

재건축 이전 신반포 차 잠원훼미리한신의 거주민들은 근린생활시, 18, 24 , 

설을 이용할 때 비교적 거리가 짧은 단지 내에 조성된 녹도를 따라 접근, 

하였다 민간건설사들이 택지개발형식으로 준공한 소규모 아파트단지들이 . 

혼재했기 때문에 단지 내 보행로는 격자형이 아닌 복잡한 부정형 형태로 

조성되었으며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외곽에 담장이 설치되어 거주민들의 , 

동선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또한 주구중심시설로의 거리는 다른 주구에 . , 



- 76 -

비해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재건축 후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의 . , 

단지 내 보행로를 통제하면서 단지를 돌아 근린생활시설로 접근했으며 더 , 

비효율적인 동선 형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며 리오센트 단지를 개방할 것을 ,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신세계 중심상업시설 뉴코아 지구중심시. ( ), (

설 로의 접근 또한 기존에 단지 내 녹도를 이용해 접근했던 것과 달리 거)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소음과 매연이 심한 잠원로와 잠원로 길을 통14

해 접근하였다. 

근린공원 단지 내 외부공원으로의 접근 3. , 

재건축 이전 신반포 차에는 개소 잠원훼미리한신에는 개소의 , 18, 24 2 , 1

단지 내 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명주 근린공원과 사평리 근린공원이 단, 

지 주변에 인접하게 조성되어 있다 사평리 근린공원은 잠원훼미리한신 단. 

지 내 공원과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았으며 명주 근린공원은 잠원로 , 

길을 건너 분구시설인 롯대복지센터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명주근린공14 . 

원은 외각에 차폐조경이 조성되어있고 의 단차가 존재한다 거주민은 1.5m . 

명주 근린공원으로의 접근은 단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 시 위화감이 

없었다 또한 잠원 반포한강공원으로 접근 시 잠원로를 지나 신반포 차 . , 18

동 서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337 .

재건축 이후 리오센트 단지 내 공원은 잠원훼미리한신에서의 접근은 불, 

가하다 리오센트는 외부인을 차단해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해당 . , 

거주민만 단지 내부에 조성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리오센트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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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잠원로 집산도로 측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기존 잠원로 국지도로 측에( ) ( )

서의 출입구는 제거되어 근린공원으로의 접근동선이 늘어났다 기부채납 . 

형식으로 조성된 근린공원은 리오센트 남측에 선형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잠원훼미리한신 거주민이 접근 시 도로변인 잠원로 길을 통해서 갈 수14

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남측에 위치한 지구중심의 근린공원과 어린이 . 

놀이를 이용하기 위해 리오센트단지를 돌아 접근해 거주민들이 불만을 토

로하고 있다.

시설의 이용변화와 동네 소속감3. 

생활편익시설 이용 변화 1) 

반포고밀 주구는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의 주구가 통합3 1-4, 1-5

하여 구성되어 있다 주구 분구중심시설은 종합개발계획대로 지정된 위치. , 

에 개발되었으나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한 소규모 아파트단지들의 무분별

한 건설로 대지의 형태가 대부분 소규모 부정형으로 여러 단지들이 분포

한다 여러 단지들이 빈 땅을 찾아 개발했기 때문에 주구중심시설과 분구. 

시설의 크기가 소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근린생활시, 

설 또한 아파트 주거동의 배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그 시설의 위치가 

인접한 단지간의 접근을 위해 설치되지 않았다.

재건축 이전 신반포 차 잠원훼미리한신의 거주민들은 주로 분구, 18, 24 , , 

주구중심의 근린생활시설을 주로 이용했으며 비교적 규모와 업종이 빈약, 

한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주변 단지에 속해있는 근린생활시설들에 접근하

여 생활필요물품을 조달했다 설악아파트 현 롯데캐슬 차 아파트 의 설.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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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상가 현 분구중심 영동 지구 때 주구시설 대림상가를 주로 이용했( ; 1-5 ), 

으며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신반포 차 단지 내 청과물 장터를 이용했, 24

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의 잠원 대림 현 래미안 신반포 팰리스 신반포 . ( ), 19

차에 등 소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열리는 장을 여러 곳 이용하였다 다른 지. 

구와 마찬가지로 년 뉴코아 킴스클럽 입점 년 신세계의 입점으로 95 , 2000

인해 주요 생활시설을 이용했으며 거리가 다른지구 보다 상대적으로 먼 , 

도보 분 에 위치하고 있어 여전히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이 1.2~1.8km( 17~25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이후 주요 생활시설은 뉴코아와 신세계 백. , 

화점이었으며 근접한 거리에서 단지사이를 관통해 이용하던 생활편익 시, 

설으로의 이용에 있어 거주민들은 불편함을 토로했다 잠원훼미리한신의 . 

거주민들은 근린생활시설 중 비교적 규모가 크며 업종이 다양한 래미안 

신반포 팰리스와 연결된 대림상가를 주로 이용했다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 

트가 단지를 개방하지 않으면서 단지를 돌아 접근해야했으며 이는 리오센, 

트뿐만 아니라 래미안 신반포 팰리스 또한 단지를 개방하지 않아 거주민

의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뉴코아 지구중심 신세계 중심상업지, ( ), (

역 으로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답했다) . 

근린공원 단지 내 외부공원 이용변화2) , 

재건축 이전 신반포 차 잠원훼미리한신 거주자들은 반포한강공원, 18, 24 , 

과 명주근린공원을 주로 이용했으며 인근의 사평리 근린공원의 이용은 , ,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평리 근린공원은 잠원훼미리한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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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내 공원과 연결되어 있지만 협소한 규모와 단일화된 시설로 인해 거주, 

민이 자주 이용하지 않았으며 잠원로와 연결되어 있어 주로 출입구로 이, 

용하였다 년 사평리 근린공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을 탈바꿈했. 2010

지만 협소한 공원의 면적 과 여전히 부족한 운동시설로 인해 , (1913.7m²)

이용률이 낮았다 두 단지 거주민들 모두 소규모아파트개발의 영향으로 조. 

성된 협소한 공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큰 규모와 조경이 상, 

대적으로 잘 조성되며 운동기구가 많은 명주근린공원을 이용했다 한강공, . 

원 또한 거주민들이 산책과 운동 시 선호하는 공원이었다.

재건축 이후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단지 내부에 고급화된 비교적 넓, 

은 면적의 공원들이 조성되면서 해당 거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리오센트 거주민들은 명주근린공원과 단지 내 공원을 주로 이용. 

하고 있었으며 사평리 근린공원으로의 접근 인근 단지 내 공원으로의 이, , 

용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훼미리한신 거주민들은 래미안 신반포 . 

리오센트 내부 공간을 고밀 주구의 아크로리버파크 주구의 반포 센트럴1 , 2

자이처럼 이용하고 싶어 했으며 단지의 개방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현재 반포훼미리한신 거주민은 재건축 이전과 동일한 명. 

주근린공원과 한강공원을 주로 이용했으며 반포고밀 주구 남측에 있는 , 3

단지 내부공간이 개방된 반포자이로의 이용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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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 범위 및 소속감의 변화3) 

신반포 잠원훼미리한신 거주민도 다른 단지들의 거주민들과 같 18, 24, 

이 생활하는 반경과 보행가능한 지역까지를 동네의 범위로 인지하고 있었

다 신반포 차 잠원훼미리한신 거주민들은 반포고밀 주구 전역을 . 18, 24 , 3

동네의 범위로 보고 있었다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도로와 보행로가 복잡하. 

게 개발되었으며 소규모 아파트단지들로 개발되어 단지 주변을 두른 담장, 

도 다른 주구와 비교해 높고 연계성도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 , 

하지 않은 근린시설의 업종때문에 고밀 주구에 산발적으로 위치한 여러 3

생활편익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 주구 전역을 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3

다. 

재건축 전과 후 두 단지 모두 동네를 느끼는 범위가 변하지 않았다 고, . 

밀 주구 서측의 경부고속도로와 동측에 위치한 폭의 잠원로 주간선3 35m (

도로 가 거주민이 인지하는 동네의 범위를 단절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

었다 다만 고밀 주구에 년 입점한 킴스클럽을 주로 이용하여 인지. , 2 1995

하는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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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차18, 24 신반포 래미안 리오센트 잠원훼미리한신

현황

사진

▲ 신반포 차 담장 전경18, 24 리오센트 담장 전경▲ 잠원훼미리 담장 전경▲ 

대림상가 뒷편▲ 대림상가 뒷편▲ 한신종합상가▲ 

단지 간 경계▲ 단지 내 공원 전경▲ 명주 근린공원 전경▲ 

관찰

특성

1. 펜스가 존재하나 거주민은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이 

자유롭다.

2. 신반포 차 차는 차폐18 , 24

조경으로 단지의 경계를 

나누고 있으나 보행로를 

통한 접근에 불편함 없음

3. 단지 내 공원의 이용보다 

규모와 시설이 갖추어진 

인근 근린공원 주로 이용

1. 외부인이 통제되어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은 단지 

내 접근로 차단

2. 근린생활시설로의 동선 차

단으로 인한 인근 거주민

들의 민원

3. 재건축으로 조성된 공원을 

인근 근린공원에 비해 주

로 이용.

1. 잠원훼미리와 신반포 18, 

차의 접근은 용이했으나24 , 

재건축 후 출입로가 통제

대림상가로의 접근과 주구 2. 

중심시설로의 접근 차단

재건축 이전과 동일하게 3. 

명주 근린공원을 주로 이용하

며 단지 내 공원 이용 미비, . 

표 신반포 래미안 리오센트 구 신반포 차 및 잠원훼미리한신 관찰[ 4-3] ( 1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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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반포아파트지구 게이티드 커뮤니티 특성5

절 펜스의 역할1

담장의 형태와 인식1. 

서구 아파트단지 담장의 경우 방범의 목적으로 거주민들의 안전성을 위

해 설치되어졌지만 반포아파트지구 초기의 담장과 차폐조경은 개별 아파, 

트단지를 구분 짓는 경계의 요소로 설치됐다 년대 초반에 개발된 아. 1970

파트단지는 문주와 담장의 형태가 개방적으로 설치되어 인근 거주민의 입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로 설치되었지만 년대가 넘어서면서 담, 1990

장의 높이와 출입구의 형태가 더욱 높아지며 폐쇄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후 초기에 준공되었던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랜드화, 

되어 담장의 형태가 더욱 폐쇄적이며 일부 아파트단지는 외부인이 접근이 , 

불가한 아파트들도 생겨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펜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반포아파트지구 내 , 

대부분 아파트단지 거주민들은 단지 사이에 높이의 펜스가 존재했음1~2m 

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하지 않았다 반포 저밀지구, . 

의 경우 대부분 년도에 준공되어 층 판상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1970~80 5

으며 격자형으로 조성되어 있어 개별 아파트단지의 이름만 다르며 비슷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을 공유하여 이용했기 때문에 . 

담장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단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네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밀지구 또한 마찬가지로 평균 층의 아파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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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들이 비슷한 경관을 형성하며 비슷한 크기의 근린생활시설을 공유하

고 있었으며 중심상업지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그 접근통로를 공유하며 , 

단지 내 보행로를 이용했다 재건축되면서 층의 높은 고층 아파트 건물. 35

과 높고 폭이 넓어진 담장과 차폐조경이 단지 외곽에 설치되어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지나다녔던 기억과 하나의 동네라, 

는 인식 때문에 위화감을 느끼기보다 좋아진 시설에 더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반포주공 단지에서 아크로리버파크 통행로 좌 아크로리버뷰 [ 5-1] 1 ( ), 

출입문 중 래미안 신반포 팰리스 문주 우( ), ( ) 

외부인이 차단된 형태로 개발2. 

다만 일부 재건축된 아파트단지는 외부인을 차단해 거주민 위주의 단지, 

를 만들어 인근 거주민들에게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인근 거주민들, . 

은 이질적으로 변한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대해 위화감이 생기지는 않았지

만 기존에 통행이 가능하던 길이 재건축되면서 거주민들만 이용한다는 점, 

에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반포 고밀 주. 3

구에서 이런 현상을 주로 볼 수 있었는데 고밀 주구의 대부분의 아파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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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는 중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도로망도 부정형으로 되어있다, . 

그 원인으로는 개발 잔여지에 민간건설사들이 택지개발 형태로 개발한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부의 보행로는 주구 내에서의 접근에 .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지만 점차 외부인을 차단하는 단지가 늘어 차

단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현재 입출입이 제한된 단지는 아크로리버. 

뷰 래미안 신반포 펠리스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신반포 자이 개의 단, , , 4

지가 존재하며 모두 년 이후에 준공된 최근의 단지들이며 반포 고밀 2016 , 

주구에 분포한다3 .

그림 신반포 차 통행로 좌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통행로 우[ 5-2] 18, 2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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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근린공원 공개공지 개방2 , 

근린공원의 변화1. 

반포아파트지구 공원녹지의 위치와 규모는 영동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에 따라 설치되었다 기본계획의 설치기준을 보면 첫째로 녹지공간(1976) . , 

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민들의 일상동선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증대시킨

다 둘째로 유사한 성격의 시설을 통합배치해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 . , , 

등의 비슷한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반포 저밀지구의 반포주공 단지의 경우에는 주구를 포함할 만1 1, 2, 3, 4

큼 거대한 규모로 개발되었다 대한주택공사는 계획단계에서 하나의 자족. 

적인 생활권을 확보하고자 거대 규모로 계획하여 단지 내 근린공원이 

간격으로 일정하게 배치됐다 현재 재건축이 완료된 반포주공 300~400m . 2

단지 현 래미안 퍼스티지 단지 현 반포자이 또한 마찬가지로 주구내에( ), 3 ( ) 

서 고르게 분포된 사실을 재건축 이전 배치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반포 고밀지구는 택지개발형태로 조성되어 아파트단지가 중소규모로 남

은 잔여지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근린공원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로 조성

되었다 대부분의 소규모 아파트단지 내 공원은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공. 

원으로 조성되어 아파트단지 사이에 존재하는 근린공원의 역할이 중요하

게 작용하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 

단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역할을 단지내 고급 조, 

경시설들이 그 이용을 대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재건축 이전에는 아이들과 같이 옆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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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이용했지 신반포 차 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터는 너무 작기도 하고 . 1

시설물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 물론 학교로 가는 길에 있기도 했고. , . 

지금은 재건축되면서 아파트 앞에 워낙 시설이 좋은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 ”

아크로리버파크 거주민의 이야기를 통해 재건축 이전에는 반포주공 단1

지의 근린공원 이용에서 아크로리버파크 조경시설에 설치된 벤치와 놀이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조경. 

시설에 비해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단지내 조경시설 또한 소규모

로 조성되어 여전히 근린공원으로의 이용이 존재하였으며 인근 대단지 재, 

건축 아파트의 조경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처럼 소규모아파트단지가 다수 분포한 고밀 주구의 경우에는 적. 3

정규모의 근린공원 시설이나 단지내 조경시설이 통합재건축을 통해 설치

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공지의 개방2.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기부채납 비율은 대지면적의 이며 공공도로15% , , 

근린공원 공공시설 등이 이 면적에 계획된다 아파트단지의 규모가 클수, . 

록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근린공원의 크기는 크게 책정되며 근린공원의 위

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인근 아파트 주변에 설치되어 

단지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되도록 간선도로변에 설치되는 것을 유도하여 , 

가로변 도시활동축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저밀지구 내 재건축이 진행된 단지의 경우 기부채납 형태의 공개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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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간의 연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단지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다 대규. 

모 아파트단지가 주로 분포하여 그 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크게 개발되었

으며 단지내 조경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거주민들의 체감상 지정된 기부채

납 근린공원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규모 반포주공 단지와 단. 2 3

지의 경우 공개공지가 주보행로와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인근 단지에서 

접근할 경우 단지 내부로 접근 시 자연스럽게 동선을 유도하도록 계획되

었지만 공개공지 외부에 높은 담장과 차폐조경이 조성되어 단지내 공원으, 

로 거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중소규모 아파트단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고밀 주구의 경우에는 2, 3

단지내 공원을 제외한 실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매우 작다 또, . 

한 단지내 공원과 도시공원과의 연결성은 떨어지고 잔여지에 개발되어 그 , 

규모가 협소해 공원으로의 기능이 제한적이다 이에 공개공지를 통한 공원. 

확보는 인근 주구보다 더욱 필요한 지역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지구전체 차원에서 재건축 시 단지 경계부의  

공개공지가 결합하여 하나의 공원을 이루는 것을 지침으로 두고 있는 반

면 일부 외부인을 개방하지 않는 래미안 리오센트 아크로리버뷰 래미안 , , , 

신반포 팰리스 재건축 단지의 경우 공개공지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 

단지내 공원과 연계도 되어 있지 않다 지구전체 차원에서 고밀지구의 공. 

원 및 녹지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지내 공원과 공개공지

와의 담장을 허물어 연계성을 높이고 근린공원 사이에 선형적인 시설녹지

를 배치하여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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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주구중심시설의 역할3

근린생활시설의 위치와 규모1.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에서의 상업시설 위치는 주부와 어린이가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일상생활 동선 상에 있고 어린이공원과 함께 배치하

는 것이었다 또한 생활권을 도보로 가능한 주거단위로 설정한 근린주구를 . 

바탕으로 조성되었으며 계획단위에서 시설물을 주구 내에서 집중배치 선, 

형배치 분산배치 방식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집중배치는 학교와 공원 , . 

등의 시설이 배치된 형태이며 선형배치는 보행이 연결되도록 시설을 선형, 

을 배치하고 분산배치는 간선도로로 분리되어 있고 보도권 유지를 위해 , 

파편적으로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집중배치로 학교와 근린공원 근린생활. 

시설이 결합한 형태로 조성된 지역은 반포주공 단지 반포 저밀 1 ( 1, 2, 3, 4

주구 반포 저밀 주구 반포 고밀 주구에 해당하며 선형배치로 간선), 6 , 1, 2 , 

도로의 보행이 강조되어 설치된 지역으로 저밀 주구가 해당하며 반포 고5

밀 주구의 경우 파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된 분산배치의 형태로 3

개발되었다.

반포아파트지구는 위 가지의 배치방법으로 주구중심 분구중심으로 분3 , 

리하여 상업시설을 배치하였고 이는 중심상업지역과의 연계보다는 단지내 

상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구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와는 다르게 . , 

근린생활시설이 아파트단지와 분리되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재건축 또한 

분리되어 개발되고 있다 반포아파트지구의 근린생활시설은 중심상업지역. 

에만 의존하기에는 그 규모가 거대하다 고밀 주구를 제외한 주구에서 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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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생활시설의 역할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거주민이 보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보면 상가시설을 간선도로변에 배, 

치하여 가로변 도시활동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저. 

밀지구의 경우에는 간선도로까지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상

당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단지들도 다수 분포하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

로의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밀지구의 경우에는 협소한 근린생, 

활시설을 통합개발해 보다 적합한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반포 지구의 경우 개의 단지와 상가 개소를 공동개발해 적. 4 , 7 2

정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확보했으며 이와 같은 공동개발이 고밀 주구3

의 다른 아파트단지에도 필요해 보인다.

그림 반포주공 단지 근린생활시설 좌 잠원현대훼미리 근린생활시설 우[ 5-3]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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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의 역할2. 

종합개발계획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반포아파트지구의 지구중심시설은 , 

중심상업지역으로 설정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와 반포쇼핑타운 뉴코아 부, 

지로 설정되어있다 이후 기본개발계획과 생활권계획에서는 지구중심시설. 

을 넘어 반포 생활권의 지역거점으로 육성시키고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구

역으로 지정하여 복합적인 시설들을 확충하는 계획을 세워 개발되어왔다. 

년 고속버스터미널을 시작으로 년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개설1976 1980 , 

년 뉴코아 입점 년 센트럴시티와 신세계 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1995 , 2000

다양한 업종과 거대한 규모의 복합적인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이에 . 

비해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면서 조성된 주구중심 분구중심 근린생활시설, , , 

의 개발은 미비했으며 현재 조성 당시와 비슷한 시설과 업종이 분포되어, 

있다 거주민들 또한 주된 생활을 집 근처인 근린생활시설에서 중심상업지. 

역으로 변화된 사실을 년 이상 살아왔던 거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알 30~40

수 있었다.

예전에는 반포주공 단지에 있던 큰 상가들이나 집 앞에 있는 상가를 “ 1

주로 이용했지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그렇. , 

게 잘 지어진 상가들도 다른 동네에는 없었어요 요새는 주로 신세계 백화. 

점이나 뉴코아가서 생활을 하지 거기에 다 있잖아 이제는 급할때 장보러 . . 

가거나 세탁소 편의점 갈 때나 주로가지 애들 학원이나 그리로 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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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와 같이 거주민의 주된 소비생활은 주구중심시설에서 중심상업지

역으로 변화했다 또한 반포아파트지구 중앙에 위치하지만 지구면적이 . , 

저밀 고밀 로 계획되어 지구 내 2,649,051.5 ( :1,120,645.0 , :1,528,426.5 )'㎡ ㎡ ㎡

모든 거주민이 도보로 이용하는 데는 접근적으로 한계가 있다 가장 먼 저. 

밀 지구와 고밀 주구의 아파트 건축물의 경우 최대거리 도보로 1 3 2km 30

분이 소요된다 저밀지구는 비교적 단지 내 보행로와 도로가 격자형으로 . 

조성되어 있어 보행이 용이하며 담장 또한 동선을 가로막지 않는다 고밀. 3

지구의 경우에는 재건축이 되면서 조성된 담장이 보행동선에 가로막혀 보

행시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조경시설이 있는 보행로에서 차로

변을 통해 접근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림 중심상업시설 전경 좌 중심상업지역 위치 우[ 5-4] ( ), ( )



- 94 -

제 장 결론6

반포아파트지구는 영동아파트지구 지정 때 압구정 서초 도곡 청담지역, , , 

과 함께 조성되었다 아파트지구제도 설립의 목적은 영동지구 내 단독주택 . 

주거형식으로 보급으로는 급격히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에 부족해 보다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학계에서는 아파트지구가 아파트의 형태. 

가 획일적이며 폐쇄적인 주거형태를 만든 요소 중 하나라고 보고 있지만, ,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인구수용 목적뿐 아니라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 생활권 개념과 함께 계획되었다 반포아파트지구는 영동아파. 

트지구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 근린주구 이론을 바탕으로 각각의 주구가 

자족성을 지니며 주구 간의 연계성과 영역성측면에서 고려된 대규모 주거

지 계획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그 주구의 형태가 효율적으로 구. 

성되지는 않았으나 주구중심의 형태로 계획되고 주구 간의 연계를 고려, , 

했다는 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현재 반포아파트지구의 대부분의 아. 

파트단지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으며 일부 재건축이 진행되었다 재건축, . 

된 아파트단지의 형태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적 특성을 탑재해 변화되고 있

으며 이는 이전 계획에서 고려했던 연계성과 영역성 근린주구 관점과는 , , 

다른 각각의 단지가 자족성과 영역성을 갖는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본 연. 

구는 반포아파트지구가 재건축을 통해 변화한 혹은 변화할 아파트단지의 

영향에 대해 물리적인 형태분석과 변화된 재건축으로 인해 변한 공간구조

를 실제 거주민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알

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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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본 연구의 분석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담장과 차폐조경. 1.

은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면서 더 높아지며 출입개소 또한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거주민들은 재건축 이전부터 그 공간을 이. , 

용하고 있었으며 재건축이 진행되었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동네의 영역

성은 바뀌지 않았다 그렇기에 재건축으로 형성된 담장과 차폐조경은 아파. 

트 간의 접근에 큰 방해요소가 되지 않는다 다만 단지의 출입구가 통제. , 

되는 형태로 개발된다면 근린공원이나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거주민들의 공원과 생활편익시설에 . 2. 

대한 이용은 재건축사업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았다 해외의 게이티드 . 

커뮤니티와는 달리 단지 내에는 일부 커뮤니티시설의 고급화로 인해 편의

성은 높아졌지만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개발되지 않아 자족성 측면에서 다, 

른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주로 주변 도시공원의 변화 중심상업지역 인프. , 

라의 발달로 인해 그 이용행태가 변화였다 거주민들이 인지하는 동네. 3. 

의 범위는 거주자가 보행이 가능한 공간을 범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동. 

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에서 보행개념은 주구 간 연계와 각각 아파트단

지 간의 연결을 고려해 계획되었지만 아파트단지의 개별 재건축 사업으로 , 

인해 그 연결이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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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orphological Changes of Apartment Complexes 

in the Apartment District from the Perspective of Gated 

Community 

: Focused on Banpo Apartment District

Kwangjin Ba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solve the population problem caused by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 1950s and 1960s,‘Yeongdong 

Land Readjustment Project’and‘Apartment Zoning Area’increased the 

supply of apartments exponentially. Although the Yeongdong Apartment 

Zoning Area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was developed based on 

the neighborhood theory that applied the concept of living area between 

apartment complexes, apartment complexes have been reorganized to 

secure business feasibility and enhance the urban complex. These 

apartment complexes are being constructed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urban context, and since the apartment district was abolished in 

2003, there is no specific plan in terms of apartment district  

management. The Banpo Apartment District in Yeongdong Apartment 

District was constructed mostly in the 70s and 80s, and the current 

reconstruction period has arrived. Currently, 8 of the 62 apartment 

complexes have been completed, and 6 apartment complexes are under 

reconstruction, and the remaining 48 apartment complexes are expected 

to be rebuilt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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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describes the morphology of 

apartment complexes in the 1970s and 1990s, which were developed 

based on the ‘neighborhood unit’ theory with the concept of living 

area, and the changed apartment complex structure changed at the entire 

level of the gated community characteristics. Through th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complexes were identified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construction project were supplemented, and 

basic research was conducted to help establish efficient manag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urban context.

  First, a literature study investigated the formation process of Banpo 

Apartment District, related policies, and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apartment complex and described the spati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eriod in Banpo Apartment District. Next, through the urban 

organization, the morphological form, and cause of change of the 

apartment complex and their respective relationships are examined from 

a gated community perspective.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organization of the 

Banpo Apartment District and predict the morphological structure that will 

change due to the ongoing reconstruction project. Third,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residents will learn about changes in the perception and 

behavior of reconstructed apartment complexes where actual 

morphological changes occurred. It examines whether they are aware of 

it from a gated community perspective and describes how the 

reconstructed apartment complex is being used and how it is operating in 

terms of apartment districts. Based on the morphological structure 

analyzed in Chapter 3 and interviews with residents in Chapter 4, the 

impact of morphological structure forms on residents' perceptions and 

behavior changes was analyzed to analyze the essential meaning and 

gated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the reconstruction in Banpo Apartment 

District.

………………………………………

Keywords: Apartment Complex, Neighbourhood Unit, Gated Community, Banpo, 

Seoul, Gangnam

Student Number: 2018-2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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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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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포아파트지구 일대 공간구조 변화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

응답자 기초 사항■ 

일반 사항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1. ? (     )

남성①  여성②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2. ? (     )

대10① 대20② 대30③ 대40④ 대50⑤ 대60⑥ 대 이상 70⑦ 

현재 세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괄호 안에 표시해주십시오3. ? ( .) (     )

인 가구              1① 인 가구 부부 친구 자녀 부모 기타2 ( , , , , )② 

인 가구부부 친구 자녀 부모 기타  3-4 ( , , , , )③ 인 가구 이상 부부 친구 자녀 부모 기타5 ( , , , , )④ 

반포동에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4. ? (     )

년 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1 1 -2 2 -3 3 -5① ② ③ ④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 미만     년 이상 재건축 이전 거주   5 -10 10 -20 20⑤ ⑥ ⑦ 　　　　　 　⑧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서울시 반포아파트지구 내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입
니다 본 설문은 반포아파트지구에 대한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 
듣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며 통계법 제 조비밀의 보호에 따, 33 ( )
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년 월2020 9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설계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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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활동사항2. 

동네에서 자주 이용하는 길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그림 에 표시해주십시오5. . ( 1, 2 .)

6 해당 길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길 별로 표시해주십시오. . 

통근 통학 산책 편의시설이용 복지시설 이용어린이집 노인복지 등 기타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루트 이유 루트 이유 루트 이유   1.( :                 )   2.( :                 )   3.( :                )

주요 이동수단출퇴근 외부활동 등은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이용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7. ( , ) ? ( .         )

자동차택시포함   ( )① 지하철② 버스             ③ 마을버스            ④ 

자전거       ⑤ 보행⑥ 기타              (⑦          )

여가시간에 동네를 포함한 인근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산책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8. ? 

         재건축전 재건축 후( :      :        )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   ① 반포종합운동장 ② 

인근 아파트 근린공원   ③ 반포천 ④ 

인근학교    ⑤ 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  ⑥ 

기타 위치이름              ( / ) ⑦ 

동네에서 식재료 구입 및 쇼핑은 어디에서 주로 하십니까 재건축 전 재건축 후10. ? ( :       :      )

괄호 안에   ※ 위치 또는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

단지 내 근린상가 잠원 쇼핑센터   ( )① 

동네 인근 마트 반포쇼핑타운 홈플러스 노브랜드 등   ( , , )  ② 

백화점   (③ 신세계 뉴코아 등, )

편의점   ④ ⑤ 기타(          )

동네에서 외식 및 문화 레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생활은 어디에서 주로 하십니까15. · ? 

순위 순위         (1 :     , 2 :     )

서래마을 ① 뉴코아 반포쇼핑타운    , ② 가로수길③ 

신게계 고속버스터미널  , ④ 그 외 지역    (         )⑤ 기타(⑥ )

　　

단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구조물이 단지로 접근 시 위화감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12. ?

펜스                     문주              경비실                 차폐조경 ① ② ③ ④ 

차폐조경과 펜스의 혼재   높은 단차         다른위계의 도로 기타 (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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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생각하는 자기동네 커뮤니티 로 인식되는 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14. ‘ ( )’ ? 

그림 에 표시해주십시오   ( 1,2 )

이 동네에 애착이나 소속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건축 전 재건축 후16. ? ( :      :      )

아주 많다       많다       중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이 동네가 거주지로서 매력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17. ? (     )

아주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중간   매력적이지 않다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반포 동네에서 생각나는 특별한 공간이 있으십니까 그림 에 표시해주십시오18. / ? ( 1,2 )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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