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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거개념에서의 사회적 혼합이란 동일한 단지 및 주동 내에서 분양·임

대세대 입주민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고, 사회통합은 여기에 교류의 개념

이 더해진 것이다. 사회적 혼합단지는 주거지의 슬럼화를 방지시키고, 사

회적 자원을 누릴 기회를 입주민에게 균등히 분배해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을 줄이

고자 다양한 계층이 혼합하여 거주하도록 사회적 혼합단지를 조성하였

다. 그러나 당시 지어진 사회적 혼합단지들에서는 계층 간 물리적 거리

가 좁혀졌으나, 계층 간 교류 및 차별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지어져, 혼합

단지 내 임대세대 입주민에 대한 공간적·심리적 배제가 발생하였다. 따

라서, 사회적 혼합단지가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적 측면에서 입주민의 만족도 및 교류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을 위하

여 기존의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 방안을 평가하고, 개선할 점을 찾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단지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간구문론을

사용하였고, 통합도와 국부통합도라는 지표를 사용하였다. 또한, 입주민

의 만족도 및 교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공간구

조와 입주민의 만족도 및 교류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

다. 본 연구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적 차원에서는 보행권 내에 도시기반시설들이 있어야 하며, 임대

주택의 고립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곳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단지 차원에서는 분양동, 임대동을 각각 모아서 배치한 경우, 분양·임

대 입주민 간 교류가 감소하였으며, 분양·임대주택이 단지 내 좋은 위치

에 골고루 섞여 있지 않다는 의견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세대소유유형별

로 주동을 3개 이상 모아서 배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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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 내부 공간의 경우, 공용공간의 접근이 용이할수록 주동 내에서의

교류 빈도와 교류하는 이웃의 수가 증가한다고 예측되므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선 공용공간의 접근성을 증진해야 한다.

혼합동의 임대세대 입주민의 경우, 주호 출입구의 프라이버시가 낮은

위치에 있을수록,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점이 주변 이웃들에게 눈치가

보여 분양·임대주택이 단지 내 좋은 위치에 골고루 섞여 있지 않다는 의

견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혼합동 내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혼합동

내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에 비해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는 곳에 배치해

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향후 사회적 혼합주택 설계 시, 사회통합을 증진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혼합단지, 사회적 혼합, 사회통합, 공간구문론, 공간구조, 축

선도

학 번 : 2019-2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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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를 각각 다

른 색으로 도색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은 사

회적 낙인화를 두려워했으나,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문제 해결에 어

려움을 느꼈다고 한다.1)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사회적 혼합단지 내 임

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뉴스 기사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슈이다.

사회적 배제란, 물질적, 경제적 부족 외에도 열악한 주거, 건강, 교육

조건 및 사회적 관계망 단절 등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인해 개인들

이 사회 주류로부터 격리되는 현상이다2).

1960·70년대에 급격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도심에 몰려든 저임금 노동

자들은 극심한 주택난을 겪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말 정부는 도심의

주택 수요에 맞추어 영구임대주택을 대규모·대단위 위주로 공급하였고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에 밀집되었다. 그러나 임대주택 집단건설은 저소득

층의 소외감 및 계층 간 주거지 분리로 인한 슬럼화 등의 문제로 이어졌

다.3) Evans et al.(1976)의 연구에 의하면, 계층 간 주거지 분리 또한

사회적 배제 현상의 하나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을 줄이고자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계층이 혼합하여 거주하도록 사회적 혼합단지

1) 서울신문, https://news.daum.net/, 21.04.13
2) 정이윤(2003),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지표 평가, 빈곤없는세상, p.80-81
3) 임재혁(2007),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노원구

공릉3동 공릉1단지아파트를 중심으로,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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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성하였고, 이를 통해 주거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

였다.4) 그러나 당시 지어진 사회적 혼합단지들에서는 계층 간 물리적 거

리가 좁혀졌으나, 계층 간 교류 및 차별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지어져, 혼

합단지 내에서 임대세대 입주민에 대한 공간적·심리적 배제가 발생하였

고 이로 인한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나타났다.5)

사회적 혼합단지 중 세대소유유형별(분양, 임대)로 주동을 나눈 단지

들의 경우, 분양동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는 임대주택 입주민 이용에 제

한을 두는 등의 차별이 발생했다.6) 그 외에도 하나의 주동 내 분양·임대

입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소유유형별로 출입구와 승강기를

별도로 사용하게끔 설계한 사례7)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임대주택 입주

민의 피난계단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사례8)가 발견되는 등 건축

설계적 부분에서부터 동등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거나 입주민 간 교류를

차단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사회적 혼합단지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사회적 혼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주민 간 물리적·사회적 차별이 없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입주민이 사회적 혼합단지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사회적 혼합

단지의 주거 환경을 양호하게 조성해야 한다. 그 외에도, 사회통합에 긍

적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주민 간 교류 증진을 통한 하나의 주거 공

동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혼합 및 사회통합 측면에서

의 성공적인 사회적 혼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건축설계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4) 오정석, 천현숙(2020), 혼합주택단지가 입주민의 주거만족도와 사회관계만족

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
5) 천현숙(2012),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국토연

구원
6) 안용진, 김주현(2019), 사회적 혼합 아파트 단지의 이웃 유대감에 영향을 미

친 요인, 도시설계
7)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 19.05.28
8) MBC뉴스,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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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혼합단지 계

획을 위하여 기존의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 방안을 평가하고, 개선할 점

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사회적 혼합단지 사례에서의 물리적 현황 및 공간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사회적 혼합단지와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 방안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공간구조와 입주민 만족도 및 교류 현황의 관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공간구조가 사회적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검토해보고, 어떠한 공간구조가 사회통합에 효과적인지 확인해본다.

또한, 해당 분석을 활용하여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 방안과 이를 통한 사

례 단지 기존 주동 내부의 개선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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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사회적 혼합은 좁게는 소득 계층 혼합을 의미하며, 넓게는 인종 및 연

령 간 혼합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9)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혼합은 하

나의 단지 또는 주동에서의 분양세대와 임대세대의 혼합으로 정의하였

다.

2020년 4월 말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단지 557개 중 서울시 혼합단지는 329개이며, 이는 전체 관리단지 대비

59%의 비율을 차지한다.

서울시 혼합단지는 크게 ‘주동분리형, 혼합형, 복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동분리형’은 단지 내에서 세대소유유형별로 주동(분양동, 임대

동)을 분리하여 거주하는 유형이다. ‘혼합형’은 혼합동으로만 구성된 유

형이다. 즉, 혼합형에서는 분양·임대 입주민들이 동일한 주동에서 거주한

다. ‘복합형’은 주동분리형과 혼합형이 함께 있는 유형이다. 서울시 혼합

단지 중 주동분리형은 126개 단지(38%), 혼합형은 73개 단지(22%), 복합

형은 130개 단지(40%)이다.10)

2021년 5월 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의해 2021년 하

반기부터 신규 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에서는 민간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매입할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11) 이러한 방

법을 적용하면 동·호수 구분없이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혼합되어 공급될

것이다. 즉, 공공임대주택도 민간 분양 주택과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주

거 환경에서의 차별을 줄일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민간 분양 입주

자와 같은 수준의 관리비를 내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

주 가능한 소득 기준을 중산층으로 넓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12) 이와

9) 이혜진(2011), 사회적 혼합아파트의 사회통합효과 연구, p.7
10) 오정석, 천현숙(2020), 전게서
11)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21.05.25
12)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 21.05.25

https://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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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공임대 입주 가능 소득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화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소득 계층 혼합을 다루므로, 공

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기준이 중산층까지 적용될 수 있는 무작위 혼합 방

식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혼합단지 중 현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주동분

리형과 혼합형이 합쳐진 형태인 복합형 단지를 조사 대상 단지로 선정하

였다. 복합형 단지 중 준공시기가 비슷한 은평구 I 아파트(은평뉴타운 1

지구 4단지, 2008년 준공)와 중랑구 D 아파트(신내지구 2블록, 2009년 준

공)를 사례 단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1-1] 혼합단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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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조사, 물리적 현황 분석, 도면분석, 공간분석, 설

문조사를 선정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사회적 혼합의 배경 및 목적, 사

회적 혼합단지의 사회통합 효과, 관련 법규 및 계획 방안을 조사하였다.

또한, 물리적 현황 분석과 도면분석, 공간분석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혼

합단지와 혼합단지 계획 방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도구는 공간구문

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SaAxial v1.2를 통하여 국부통합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 단지 입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혼합단지의 사회통합

수준을 검토하였다. 사회적 혼합단지의 공간구조와 설문조사 결과를 함

께 분석하여 공간구조가 입주민의 만족도 및 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였다. 연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1. 서울시 사회적 혼합단지 2곳을 대상으로 단지 내외부 시설의 입지 및

주동의 도면을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기존 혼합단지 계획 방안과 비

교한다.

2. 대상 단지 내외부 환경의 공간구조는 표준화된 기준심도 값을 이용하

여 분석한다. 단지 내외부에 비해 좁은 범위의 공간인 주동 내부는 국

부통합도 값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공간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혼

합단지 계획 방안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3. 대상 단지 입주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입주민 만족도 및 입주

민 간 교류 현황을 확인한다.

4. 혼합단지의 공간구조와 입주민 설문조사 결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공

간구조와 입주민의 만족도 및 입주민 간 교류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5. 혼합단지의 사회통합에 긍정적 효과를 내는 공간구조를 찾고, 개선된

혼합단지 계획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사례 단지의 혼합동 개선안을

도출하고, 기존 혼합동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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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장, 2장, 3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방법을 논의한다. 4장, 5장, 6장에서는 사례 단지의 현황을 혼합

단지 계획 방안과 비교해보고, 입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혼합단지 계획

방안을 평가한다. 7장에서는 혼합단지 계획 방안과 사례 단지 주동의 개

선안 및 결론을 제시한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서울시 사회적 혼합주택의 등장 배경 및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며, 건축설계적 접근을 통한 사회적 혼합단지에서

의 사회통합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 방안 및 혼합단지

설계와 입주민의 만족도 및 교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혼합단지의 사회

통합 수준에 관한 문헌을 고찰한다. 또한, 혼합단지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공간분석지표인 표준화된 기준심도, 국부통합도를 탐구한다.

‘제 3장 분석 방법’에서는 공간 분석 방법을 설정하고, 혼합단지의 사

회적 혼합 및 통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설계한다. 이를 바

탕으로 공간분석·설문응답 상관성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제 4장 사례 단지의 현황’에서는 단지 내외부 시설, 주동 내부 공간의

현황 및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기존 혼합단지 계획 방안과 비교해본다.

‘제 5장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에서는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입주민

의 만족도 및 입주민 간 교류 수준을 확인해보고, 입주민의 특성별 차이

가 있는지 분석한다.

‘제 6장 공간구조 특성에 따른 입주민의 만족도 및 교류’에서는 공간

구조 특성에 따른 입주민의 만족도 및 입주민 간 교류 수준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공간구조를 파악한다.

‘제 7장 결론’에서는 사례 단지 주동 개선안과 혼합단지 계획 방안을

제시하는 등 본 연구를 종합한 후,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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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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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사회적 혼합주택 관련 문헌 고찰

사회적 혼합주택 관련 문헌 고찰에 앞서, 사회적 혼합의 배경 및 목적

을 조사하였다.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사회적 혼합주택에서의 사회통합

효과와 사회적 혼합단지 관련 법규 및 계획 방안을 고찰하였다.

1. 사회적 혼합과 사회통합

연구의 배경을 통해 보았듯, 공공임대주택의 대단위·대규모 공급으로

인해 임대주택에 밀집된 저소득층은 사회적 배제를 겪었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의

정의는 연구자별로 차이가 있는데, 사회적 배제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발

견되는 것은 특정 범위나 영역에서 특정 집단 또는 사회로부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13)

Evans et al.(1976)에 의하면, 계층 간 주거지 분리 또한 사회적 배제

현상의 하나이다.14) 주거 측면에서의 사회적 배제에 해당하는 계층 간

주거지 분리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의 이동이 가능한 집단은 슬

럼화가 진행되는 주거지에서 양호한 주거지로 이동하고, 경제적 요인 등

으로 주거지 선택에 제한이 있는 집단은 슬럼화된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

하거나, 대단위 임대 주거지로 이동하기 때문이다.15)

13) 문진영(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

심으로, 사회복지학회, 이혜진(2011), 재인용
14) 김주진, 서수정, 정경일(2005), 사회통합을 고려한 임대주택정책 및 개발사

례의 특성 연구, 국토계획
15) 서수정, 김주진, 정경일, 설정임(2004),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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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사회적 배제의 정의

Turner* 1986
사회 내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이 사회, 경제, 정치 및 
그 참여 과정에서 사회의 희소자원에 접근할 수 없거
나 그 분배가 공정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Room* 1995
빈곤 및 박탈이 분배의 문제에 집중하였다면, 사회적 
배제는 부적절한 사회참여, 사회적 보호의 부족, 사회
적 통합의 결여, 권력의 부족 등 관계문제에 집중함.

박병현, 
최선미***

2001

집단·개인 간 분화를 시키며, 특정 집단·개인이 사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차원(경제·심리·문화)에서 
주류화된 영역에 대해 참여의 기회가 차단되어 그 권
리가 침해되는 상태

EU** 2003
인간이 현대사회의 정상적인 교환, 관행,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요인.

정이윤 2003
경제적 부족 외에도 열악한 주거, 건강, 교육 조건 및 
사회적 관계망 단절 등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인
해 개인들이 사회 주류로부터 격리되는 현상.

김위정16) 2004

다원적 요인(경제·문화·정치·사회)에 기인한 차별로 인해 
주류 사회의 자원 및 기회와 단절되어 빈곤이 확산·강
화되는 과정. 주거지 격리는 거주자들을 외부사회로부
터 단절시키므로 배제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함.

문진영*** 2004
한 개인이 지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사회에서 시
민으로서 누려야 할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 활동에 지
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그 사회로부터 배제됨.

강신욱

외**
2005

어떤 대상으로의 진입 또는 그 대상과의 교류를 막는 
일로,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그 대상은 자산, 주거, 교
육, 기술, 고용 등 구체적 범주가 될 수 있음. 

[표 2-1] 사회적 배제의 정의

(출처 : 김주진 외(2005)*, 강신욱 외(2005)**, 이혜진(2011)*** 재수정)

Mumford(1938), Sarkissian(1976)은 사회적 혼합을 이룬 커뮤니티가

그렇지 못한 커뮤니티에 비해 도시적 다양성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많음을 주장하며 사회적 혼합 자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17)

16) 김위정(2004),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 – 주거지격

리를 통한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17) 김주진, 서수정, 정경일(2005),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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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합은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양해진다. 예컨대, 고

령화 현상이 심한 국가의 사회적 혼합은 다양한 연령대의 혼합을 의미하

기도 하며, 다인종·다민족 국가들의 경우, 인종 또는 민족 간 혼합의 의

미를 갖기도 한다.18)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적 혼합 개념을 정의

할 때, 임대주택 거주자를 건전한 사회구조로 편입시키기 위해 임대세대

와 분양세대를 혼합하는 소득 계층 혼합의 의미가 강조되는 편이다.19)

연구자 연도 사회적 혼합의 정의

김성옥* 2008 주택단지 내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거주함

김현호* 2010
사회적 계층, 사회경제적 지위, 인구학적 분류, 연령, 
가구·가족 유형 등이 다양한 사람들의 공간상 혼합

박근석* 2010

사회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전체 사회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자 도시나 주거단지 
개발에서 주택단지 내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것

이혜진20) 2011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발전된 개념인 사회적 혼합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국가, 지역, 도시, 
근린지역, 주택 단지 등의 공간에서 사회 계층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양한 사람들의 혼합

[표 2-2] 사회적 혼합의 정의 (출처 : 이수민(2013)* 재수정)

사회적 혼합의 목적은 기회의 균등 증진, 사회적 갈등 감소21), 주거지

슬럼화 방지22), 사회통합23) 등이 있다. 사회통합은 사회 구성원 간 원활

한 소통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 사회적 배제 현상을 줄이고 계층 간 갈

등을 해소하는 과정 및 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통합이 곧 사회적

혼합이라고 하는 등(Mumford, 1938, Sarkissian, 1976) 사회적 혼합과 사

회통합은 혼용되는 개념이지만, 본 논문에서의 사회적 혼합은 동일한 단

18) 이혜진(2011), 전게서, p.12
19) 서수정, 김주진, 정경일(2004), 전게서
20) 이혜진(2011), 전게서, p.12
21) 하성규(2006), 주택정책론, 박영사, p.273-274.
22) 서수정, 김주진, 정경일(2004), 전게서
23) 이혜진(2011), 전게서,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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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주동 내에서 임대세대 입주민에 대한 물리적 배제 없이 분양·임대

세대 입주민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고, 사회통합은 분양·임대세대 입주민

의 주거지 혼합 외에도 입주민 간 교류라는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

이다.

연구자 연도 사회통합의 정의

Lockwood* 1964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적이지 않은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

Sarkissian** 1976

사회적 혼합과 동일한 개념. 사회적 혼합은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의 방법임. 사회적 약자의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질적·경제적 차원 
및 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통합을 의미함.

Giddens* 1984
시공간을 공유하는 행위자나 집단들 간 호혜적 
관계가 이뤄지는 것.

Powers** 1985
사회의 다양한 단위들이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역동적인 과정과 어떤 통합적 과정의 
산출이나 결과적 상황.

Habermas* 1987
생활세계 수준에서 사회규범, 개인의 정체성, 문화적 
의미 등에 대하여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태.

김주진

외**
2005

바람직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물질적 결핍과 사
회적 배제 현상을 줄임으로써 계층 간 불평등과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하
나의 전체 사회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상태.

신운경

외**
2008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혼합의 의미
를 갖는 사회 전반적 통합을 나타내는 포괄적 의미
임. 물리적 혼합, 소득계층, 연령, 인종, 주택의 유형 
등의 사회전반적 인식으로부터의 통합과 사회·문화·경
제적 부분의 사회통합을 의미함.

채종헌24) 2014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서 벗어나 사회적 동질성을 형
성하고, 갈등을 극복하여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

[표 2-3] 사회통합의 정의

(출처 : 이재열 외(2014)*, 김미희 외(2008)** 재수정)

24) 채종헌(201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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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사회적 혼합과 사회통합

2. 사회적 혼합단지와 입주민 간 교류와의 관계

이웃과의 유대감은 사회통합 지표를 설명하는 대리변수이고, 이웃 간

유대감 증대의 주요 요인은 물리적 커뮤니티 공간의 반복적 사용행태 및

이웃 간 지속적 교류이다.25) 또한, 이웃 간 지속적 교류와 같은 사회적

상호관계는 입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촉진제로 작용하고,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적 혼합이 이뤄진 곳의 경우, 빈곤층

밀집지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더 나은 사회적 연줄이 형성되고, 그 영향

으로 일자리에 대한 정보 획득, 주거환경 개선, 주민 갈등 완화26) 등 긍

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27) 이처럼, 안주진, 김주현(2018)의 연구와 오

정석, 천현숙(2020)의 연구에서는 전용임대단지에서보다 혼합단지에서

임대주택 입주민의 이웃관계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안주진, 김

주현(2018)의 연구에서는 단지 내 분양·임대주택이 섞인 경우보다 분양·

임대단지가 인접한 경우에서의 임대주택 입주민의 이웃관계만족도가 높

았으며, 분양·임대세대가 같은 주동에서 거주하는 주동 내 혼합형에서보

다 분리 배치된 유형에서의 임대주택 입주민의 이웃관계만족도가 높았

25) 안용진, 김주현(2019), 전게서
26) 미국의 경우, 빈곤층 간 치안 및 불신 등의 이유로 빈곤층 간 교류에서 오

히려 주민 갈등이 심했다. 한국에서는 임대주택단지의 아파트 단지 관리 등의

이유로 빈곤층 간 갈등이 있었으며, 본 논문 작성을 위한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7) 김위정(2004),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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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단순히 계층 간 물리적 거리를 좁힌다고 해서 이웃관계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웃 간 교류 빈도를 높이

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혼합단지 계획방식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

다.

3.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 방안

(1) 사회적 혼합단지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4항에서 혼합주택단지의 법적 정의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혼합단지에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다. 이는 주거 계층

분화에 따른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적정한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 것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 물리적으로 낙

인화가 용이한 단지일수록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의

식이 강하게 나타나며, 분양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상대적 차별의식이 작

용하기 때문이다.28) 따라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공공주택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2-4]는 본 연구의 사례

단지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물리적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28) 서수정, 김주진, 정경일(2004), 전게서, 이혜진(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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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 준

단지계획

① 주택단지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해야 함.

② 주택단지의 각 주동은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 채광, 일조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배치해야 함.

③ 건축물은 서로 다른 높이로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옥외공간
계획

① 주택단지의 옥외공간은 지역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이 확
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② 주택단지 내에는 주민교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
니티 시설과 연계한 열린공간을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함.

③ 주택단지 외부의 녹지축이 단지 내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생활동선과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어린이집

① 단지규모를 감안하여 접근성 및 인지성이 좋은 단지 전면부 
또는 중앙부에 우선 배치하여야 함.

② 가급적 독립적인 건물로 계획하여야 함.

통합부대·
복리시설

① 단지계획시에도 개별단지별로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통합하여 인접단지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통합부
대·복리시설로 계획할 수 있음.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부대·복리시설의 배치 및 내부시설의 
용도를 결정할 때는 단지의 주택유형·인근 유사시설의 존재유
무·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

지역 
편의시설

지역 주민과 행복주택 입주민이 교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주민 
공동시설

① 주민공동시설은 필요한 경우 입주민의 다양한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개방형 복합공간 또는 가변형 구조로 설
치할 수 있음.

② 단지 내 경로당 면적은 50㎡에 고령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으로 함.

[표 2-4]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물리적 계획기준

(출처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2021.05 기준)



- 16 -

그 외에도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규가 있다. 사회적

기업 등 입주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입주민을 지

원해야 한다고 하였고(제34조의 6),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단지에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의 공공 서비스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다(제34조의 7).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 특화 등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행복주택 입주민의 특성에 따른 이용 수요,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시설 등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제34조의 8).

시설명 시설 종류

생활편의시설 공용세탁실, 공용취사장, 방문자숙소(게스트룸) 등

소통교류시설 주민카페, 주민휴게시설, 다목적회의실 등

성장발전시설
도서실, 독서실, 세미나실, 창업지원실, 컴퓨터·사무기기실 
등

건강체육시설 피트니스센터, 단체운동실, 옥내외 스포츠·운동시설 등

취미여가시설
동아리방, 교육·체험실, 전시·공연장, 영상·음악감상실, 유희
실 등

보육·경로시설
영유아놀이방, 공동육아실, 장난감대여실, 옥외 유아놀이터, 
고령자 휴게·활동실 등

[표 2-5]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출처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2)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 방안 관련 선행연구

혼합단지 계획의 기본방향은 단지 내 분양·임대주택에 차등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29) 혼합단지 계획에 대한 선행연구의 세부적인 내용

은 [표 2-6]에 정리하였다.

29) 서수정, 김주진, 정경일(2004), 전게서,

최권종, 진정(2015), 소셜 믹스를 위한 분양임대 혼합주거동 건축계획연구, 대한

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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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연구자 관련 내용

도시
천현숙 외

(2009)

Ÿ 보행권 내에 대중교통을 위치시켜야 함.
Ÿ 인근 공원, 학교, 쇼핑, 공공교육 및 여가시설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들에 인접 배치해야 
함(도보권 10분 이내).

단지

서수정 외 
(2004)

Ÿ 인접한 주동 간 주택규모 차이는 5평 이내로 최소
화해야 함

Ÿ 1000세대 미만인 단지의 경우, 동별혼합을 해야 
하며, 1000세대 이상인 단지의 경우, 동별혼합과 
군집형 혼합을 병행해야 함

천현숙 외 
(2009)

Ÿ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주동을 배치함(진입방향이 
공유공간을 향하도록 함).

Ÿ 대규모 단지의 경우, 분양·혼합·임대동을 2, 3개의 
연속적인 군집단위로 배치하거나 동내 혼합 배치
를 해야 함.

서수정 외 
(2004),

천현숙 외 
(2009)

Ÿ 커뮤니티 공간 공유를 통해 분양·임대주택 거주자
들이 보행동선으로 자연스럽게 접촉할 기회를 제
공해야 함(가로형 주동의 계획 등).

Ÿ 임대동을 왕래가 뜸한 곳 또는 물리적 환경이 열
악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선 안 됨.

주동

서수정 외 
(2004)

Ÿ 사회적 낙인 방지를 위해 소형 임대주택은 긴 주
동을 지양하고 외관 변화를 유도해야 함.

Ÿ 반사회적 행위를 줄이기 위해 거주자들의 안면이 
인식되도록 편복도형 주동의 길이를 조정해야 함.

천현숙 외
(2009)

Ÿ 주동 내 복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적극적 
연결을 위해 공용공간 계획해야 함.

Ÿ 단위세대의 다양한 조합을 위해 세대 간 교류를 
위한 동내 수직/수평적 공공공간을 고려해야 함.

정희수
(2010)

임대주택 내 복도에 적치물에 의한 물리적 차단 방지
가 필요함.

단위
세대

천현숙 외
(2009)

메조넷, 스킵플로어 형식 등의 단면계획 적용으로 풍
요로운 공간구성 및 입면디자인 개선을 유도함.

최권종,   
진정

(2015)

최적의 계획은 주동 내 분양임대주택의 무작위혼합이
나, 현실적으로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는 상층부, 하층
부를 구분하여 혼합하는 방식과 코어를 두고 연접시
키는 방식이 현실적임.

[표 2-6] 혼합단지 계획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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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차원에서의 혼합단지 계획은 접근성이 유리한 위치에 혼합단지

를 배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단지 차원에서는 주동의 배치를 위

주로 다루는데, 세부적으로는 혼합단지 내 입주민 간 격차 체감을 줄이

는 방법, 입주민 간 접촉 기회 증대 방안, 임대주민의 공간적 배제 방지

방안을 다룬다. 주동 차원에서는 사회적 배제 방지를 위한 주동 디자인

및 주동 내 공용공간의 연결성 확보 방안을 다룬다. 이 중 천현숙 외

(2009)의 연구에서는 주동 내 공용공간의 연결성을 확보하면 주동 내 입

주민 간 교류가 증가한다고 예측하였다. 단위세대 차원에서는 주동 외관

으로 인한 낙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단위세대 형식을 제안하였

고, 분양·임대주택 혼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아파트의 공간구조 관련 선행연구

이상이, 최윤경(2013)의 연구에서는 주동 내 기준층 평면 사례들을 대

상으로 국부통합도를 비교하였다. 김주영(2018)의 연구에서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지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통합의 관련성을 입증하였

다. 자세한 연구 내용은 다음 [표 2-6]과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자 요약 관련 내용

이상이, 
최윤경
(2013)

아파트 
주동 내 

국부통합도 
비교

공용공간의 국부통합도가 높아지면 단위세대의 국
부통합도도 높아짐. 계단실형의 국부통합도가 다른 
유형 대비 가장 낮음.

김주영
(2018)

영구임대 
아파트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통합의 
관계

2층부터 단위주호의 국부통합도값이 급격히 낮아짐. 
층수가 높아지거나 층당 주호 개수가 적어질수록 
국부통합도값이 낮아짐.
주호의 공간접 접근성이 높을수록 불편한 대인 접
촉으로 인하여 이웃 간 교류를 회피하였으며 자연
스러운 교류를 선호하였고, 주호의 공간접 접근성이 
낮을수록 고립감을 느꼈으며 의도적인 교류 활동을 
하였음.

[표 2-7] 아파트 공간구조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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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간분석지표 및 도구

1. 공간구문론(Space Syntax)

공간구문론은 1984년 런던대학교의 Bill Hillier와 Julienne Hanson에

의해 고안된 공간구조를 정량적으로 기술하는 방법론이다. 공간구문론은

공간구조를 공간 간의 네트워크로 가정하여 공간의 연결체계 속에서 각

공간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30). 공간구문론은 건축 및 도시 공간

을 단위공간인 노드(node)와 단위공간 간의 연결인 에지(edge)의 그래프

형식으로 공간의 배치를 표현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공간구조의 특성으로부터 사회적 의미가 조장되기도 하고, 사회적 의

도가 공간구조를 통해 공간적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또한 건물을 통해

구현된 공간구조는 관련 집단 또는 구성원 상호 간의 교류 양상을 조성

하는 주체이다.31) 공간구문론을 이용하면, 공간구조의 위상학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다루며, 통계적 접근 방법으로 분석대상의 공간구조를 객관

적이며 정확하게 분석 가능하다. 또한, 가치중립적으로 공간구조를 다루

므로 다양한 해석 및 접근이 가능하며, 적용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32)

[그림 2-2] 건물, 공간구조, 사회적 의미의 관계

이와 같은 공간구문론의 분석 지표는 통합도(Integration), 통제도

(Control)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표를 산출하여 공간구조를 분석한다.

30) 이태규, 최재필(2017),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프로젝트가 주변 도시공간

의 보행통행량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31) 최윤경(2003),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p.16-33.
32) 변나향(2009),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의 시기별 공간구조분석, 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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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분석지표 및 도구

(1) 표준화된 기준심도(Standardized point depth)

기준심도란 공간구조 내의 특정 하위공간집단에 대한 나머지 각 단위

공간과의 최소 깊이이다. 기준심도는 노드 간의 위상적 거리(topological

distance)인 깊이(depth)의 개념을 토대로 계산할 수 있는데, 깊이란 하

나의 노드로부터 또다른 노드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링크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임의의 두 노드를 가장 적은 깊이로 연결하는 경로

인 최단깊이경로(shortest path of depth)를 구할 수 있다. 최단경로 평균

깊이는 임의의 두 축선 쌍을 연결하는 최단경로깊이의 총합을 축선 쌍의

개수로 나눈 값으로, 각각의 축선들에 대한 총 깊이의 총합을 축선 쌍에

대한 순열(Permutation) 개수로 나눈 값과 같게 된다.

기준심도 값을 최단경로 평균깊이로 나누게 되면, 축선도의 규모와 독

립적인, 즉 표준화된 기준심도(standardized point depth, 이후 PD값으로

표현) 지표가 산출되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두 축선도 간 기준심도 비

교분석이 가능하게 된다.33)

PD값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가장 가까운 시설을 사용한다고 가

정한다. 예컨대, 아파트 놀이터 이용 시, 거주중인 주동으로부터 가장 가

까이 있는 놀이터만 사용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동

출입구에서부터 단지 내외부 시설까지의 PD값을 통해 시설의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2) 국부통합도(Local Integration)

공간구문론에서 주목하는 네트워크의 수학적·정량적 속성으로는 중앙

성(centrality)이 있다. 중앙성이란 네트워크 전체에서 특정 노드가 얼마

만큼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한 개념이다. 중앙성의 분석지표

로는 통합도(integration)가 있다. 통합도 역시 깊이(depth)의 개념을 토

33) 최재필, 변나향, 김민석(2011), 서울지역 아파트단지 평형대별주동배치경향

의 시계열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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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계산할 수 있다. 특정 노드로부터 나머지 모든 노드들로의 최단깊

이경로들을 구하여, 이 경로들의 깊이값 합계나 평균값인 평균깊이

(mean depth)지표를 구할 수 있다. 평균깊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정의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 통합도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공간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 평균 깊이의 분포를 0과 1 사

이의 상대적 공간심도(Real Relative Asymmetry) 값으로 변환하여 보정

한다. 이렇게 계산된 RRA값은 값이 작을수록 공간의 중심에 있다는 의

미이기 때문에, RRA의 역수를 취해 통합도를 나타내어 통합도 값이 클

수록 공간의 중심에 있도록,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바꾼다.34)

통합도는 특정 단위공간의 다른 모든 단위공간에 대한 접근성

(accessibility)을 의미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35)36) 즉, 통합도가 높

을수록 입지적으로 접근성이 좋다. 또한, 통합도는 전체 공간구성에 따라

정해지는 대인 교류의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깊이 3의 범위 내에서 통합도를 계산한 국부통합도를

이용하여 입주민의 이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인 주동 내부 공간

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부통합도는 이웃 공간에 대한 공간의 통합 정도

를 나타낸 것으로, 좁은 영역에서의 통합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국부통합

도(3) 값을 이용하면 주동 내부 공간분석 시, 주동 평면의 공간분석에서

층수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부통합도를 공

간분석 지표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4) 변나향(2009), 전게서, p.35-36
35) 김민석, 박근송(2018), 공간구문론에의 거리가중개념 적용에 관한 심층 연

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6) 김영우, 박근송, 김민석(2020),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인한 광주광역시 및 나

주시의 도시 공간 네트워크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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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방법

제 1 절 공간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파트의 평면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보공개 청

구를 통해 얻었으며, 공간구조는 AutoCAD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통합

도 분석은 공간구문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SaAxial v1.2를 사용하였다.37)

대상 단지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전, 축선도 작성 및 공간분석 방법에

있어 다음의 기준들을 설정하였다.

1. 축선도의 작성 범위 및 방법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축선도(Axial Map), 볼록 공간도

(Convex Map) 등 분석 대상의 공간구조를 네트워크 그래프로 나타내는

재현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단위주호 평면 분석

에 이용되는 볼록 공간도 대신 단지 내부 가로를 포함한 분석이 용이한

축선도 방식을 선정하였다.

[그림 3-1] 단지 내외부 가로 축선도 작성 예시

3) http://ladonara.blogspot.com/2017/02/saaxial-v12.html에서 SaAxial v1.2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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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선도를 사용하려면 공간의 속성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두 가

지 가정을 전제해야 한다. 첫째, 도로망 또는 오픈 스페이스를 연속된 공

간의 집합으로 가정하며, 분석 범위 내 모든 공간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

공간들을 최대한 긴 직선만을 사용하여 최소 개수의 직선으로 그린다.

이 직선을 축선(axial line)으로 정의하며 위 과정에 따라 분석대상 지역

내에서 이들 축선으로 구성한 축선도를 구축한다. 둘째, 네트워크로 형성

된 축선에 대한 속성을 계산해야 하는데, 각 축선은 노드(node)가 되고

축선의 교차점은 링크(link)가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가 구

성되면 네트워크의 속성을 계산한다.38)

본 연구에서는 입주민이 단지 내외부 및 주동 내부 공간에서 보행을

통해 마주칠 것이란 가정을 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축선은 해당 공간뿐

아니라, 입주민의 보행을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 단지당 두 종류의 축선도를 그렸다.

(1) 단지 내외부 공간

단지 내외부 공간만을 표현한 축선도의 경우, 보행로를 중심으로 축선

도를 그렸다. 보차분리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도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축선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 반경 400m는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중 근린주구 생활권 범위39)이므로 아파트

단지 반경 400m의 축선도를 그린 후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단지 내외

부 시설 출입구 등에서와 같이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축선을 분절하

여 그렸다.

38) 이태규, 최재필 (2017), 전게서
39)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4장 제3절,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구단

위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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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 내부 및 주동 내부 공간

단지 내부 공간 및 주동 내부 공간을 표현한 축선도 작성 시, 단지 외

부 공간은 제외하고 그렸다. 축선도 작성 범위에 있는 단지 외부 건물들

의 주동 내부 축선도를 포함하여 그리지 않을 시, 사례 단지 내부의 통

합도 값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내부 축선은 보행로를 중심으로 축선도를 그렸으며, 주동 내부

공간 축선도를 작성할 때, 지하 주차장 및 옥상을 포함한 건물 내에서

이동 가능한 모든 주호 출입구, 복도, 수직동선의 축선을 작성하였다. 또

한, 공간별 교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3-2]에서처럼 필요한 경

우, 공간의 특성별로 축선을 나누어 그렸다. 엘리베이터의 수직동선은 하

나의 축선으로 그려야 하지만 아직은 축선도를 3차원으로 그릴 방법이

없다. 따라서, 엘리베이터의 수직동선이 복도를 포함한 다른 공간과 합쳐

지지 않도록 첫 링크와 끝 링크만 연결되는 축선인 Connector를 이용하

여 한 층 단위로 엘리베이터의 수직동선을 분절 후 층별 엘리베이터 출

입문에 해당하는 축선과 연결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단지 내 상가 및 복

리시설 출입구 또는 주동 및 단위세대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문을 통과

해야 하는 경우, 축선을 분절하여 그렸다.

[그림 3-2] 주동 내부 공간 축선도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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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분석 방법

(1) 단지 내외부 시설 및 주동 출입구

본 연구에서는 단지 내외부 공간을 나타낸 축선도 내 주동 출입구 축

선에서 단지 내외부 시설 축선까지의 PD값을 통해 시설의 접근성을 분

석하였다. 단지 내외부 시설 축선은 각 시설의 출입구 축선 또는 각 시

설을 가로지르는 축선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 주동 내부 공간

주동 내부 공간의 접근성은 단지 내부 공간 및 주동 내부 공간을 표

현한 축선도에서 주호 출입구, 복도 및 로비, 수직동선(계단,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홀) 축선들의 국부통합도(3) 값을 이용하여 각 공간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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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설문조사

1. 설문조사도구의 개발

본 설문은 사회적 혼합단지 입주민의 만족도와 입주민 간 관계를 중

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일반적이고

표면적인 질문만을 할 수 있어 자세한 행동 동기나 의견 파악이 어렵지

만 조사대상자 다수의 행태 및 인식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적

절한 분석도구라 판단하였다.40)

조사를 위해 사례 단지에 거주하는 성인 입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고, Covid-19 전염병 유행 이전을 기준으로 응답을 부탁하였다. 조사도

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건축설계 전공 분야의 교수와 석사학위 이

상의 연구자 3인에게 검토 후 설문조사를 하였다.

2. 설문조사도구의 구성

(1) 설문조사도구 개요

본 논문에서 사용할 조사도구는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설문조사도구의 구성

40) 김위정 (2004),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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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민의 주거 특성

두 사례 단지는 특성이 상이한 편이므로, 사례 단지에 따라 응답자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단지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세대소

유유형은 분양동 분양세대, 혼합동 분양세대, 혼합동 임대세대, 임대동

임대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동의 분리/혼합 여부에 따라

입주민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41) 또한, 응답자의 주동 출입

구로부터 단지 내외부 시설까지의 시설 접근성, 주동 및 주호 출입구 접

근성 등 공간구조와 설문조사 응답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주

민의 거주 위치를 조사하였다.

(3) 입주민 만족도

만족도 변수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만족도의 척도는 매

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으로

구성된다. 입주민 만족도의 변수는 이혜진(2011), 장한수(2017)의 설문문

항을 참조하여 혼합단지 전반적 주거 만족도, 분양·임대세대 혼합 배치

만족도, 시설 접근성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먼저, 전반적 주거 만족도의 경우, 거주자의 만족도는 주거의 질을 평

가하는 적합한 기준으로, 거주자의 욕구 수준에 따라 평가의 수준이 달

라진다. 주거 만족도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이라는 측면에

서, 주택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주자의 주관적 만족의 정도

를 의미한다. 즉, 주거 조건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의 상태로, 거주자

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을 의미한다.42)

시설의 접근성은 공간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조사할 수 있는

변수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 혼합단지에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가 중요하다. 이는 주거 계층 분화에 따른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적정한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 것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43)

41) 이혜진(2011), 전게서, p.46

분양타가(분양으로 공급된 세대 중 전세 또는 월세 형태)의 경우, 분양과 임대

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므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42) 오정석, 천현숙(2020).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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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세대 혼합 배치 만족도는 단지 또는 주동 내 좋은 위치에

분양·임대주택이 골고루 섞였는지 질문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임대주

택이 왕래가 뜸한 곳 또는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과 관련 있는 변수로, 단지 또는 주동 내 임대주택

에 대한 공간적 분리 및 배제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변수이다.

(4) 입주민 교류

앞서 선행연구에서 보았듯, 이웃 간 유대감의 개념은 입주민의 사회통

합을 설명하는 대리변수이고, 이웃 간 유대감 증대의 주요 요인은 물리적 커

뮤니티 공간의 반복적 사용행태 및 이웃 간 지속적 교류이다.44) 다음의 변수들

은 김위정(2004), 이혜진(2011)의 설문문항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들을 참고

하여 골랐으며, 이를 통해 혼합단지의 사회통합 현황을 알아보았다.

입주민 간 교류 여부에 관한 질문은 교류 장소별 교류 빈도 및 교류

이웃 수에 관한 설문 대상에서 입주민 간 교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함이다.

입주민 간 교류 빈도는 아파트의 배치에 의해 분양·임대 입주민끼리 마주

치며 교류하는 빈도와 주동 내부 교류공간에서의 교류 빈도로 나눴다. 교

류 빈도 변수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교류 빈도의 척도는

거의 없음(1점), 적은 편(2점), 보통(3점), 비교적 자주(4점), 매우 자주(5

점)로 구성된다.

43) 서수정, 김주진, 정경일(2004), 전게서, 이혜진(2011) 재인용
44) 안용진, 김주현(2019),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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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대상 및 일정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유형별로 유층 표집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편의표집을 사용하였다. QR 코드를 이용한 설문조사 및 우편함에 설문

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후, 입주민 의견 청취 및 부족한 표본을

얻기 위하여 대면 형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사용하기 어려운 응답을 제

외하고 남은 유효한 표본의 수는 [표 3-1]과 같다.

단지명 항목 내용

은평구 I 
아파트

기간 2020.09.10.-23. 2020.09.18-.23.

응답 개수 38 22

수단 QR 코드 설문 설문지

중랑구 D 
아파트

기간 2020.09.14.-20. 2020.10.01.-02.

응답 개수 34 7

수단 QR 코드 설문 대면 설문 및 인터뷰

[표 3-1] 설문조사 일정 및 응답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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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간분석·설문응답 상관성 분석 모형

1. 분석항목 설정

(1) 단지 내외부 시설 및 공간

혼합단지에서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고립화와 사회적 배제의 방지 및

분양주택 입주민의 주거 환경 불만족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단

지 주변 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2장에서 살펴본 문헌과 최열,

공윤경(2007), 변나향(2009), 이혜진(2011), 김주영(2018)의 연구를 참고하

여, 단지 계획 시 고려되는 시설들을 분석항목으로 다음 [표 3-2]와 같

이 선정하였다. 입주민의 주거지에서 단지 외부 시설까지의 거리가 단지

내부 시설까지의 거리에 비해 멀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두 시설을 분리하

여 각각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구분 분석항목 해당 공간 및 시설의 축선

단지 
외부

교육환경 학교 및 학원 등의 출입구 축선

대중교통 지하철 출입구, 버스 정류소 등의 축선

공공시설 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 출입구 축선

의료시설 병원, 약국 등의 출입구 축선

상업시설 카페, 식당, 마트 등의 출입구 축선 

단지 
내부

옥외시설
공원,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등을 가로지르는 축선 
또는 출입구 축선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공간

경로당, 유치원 등의 출입구 축선

교육환경 학원 등의 출입구 축선

상가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의 출입구 축선 

단지 입구 보행 전용 출입구를 포함하는 단지 입구의 축선

[표 3-2] 단지 내외부 공간 및 시설 분석 항목



- 31 -

(2) 주동 내부 공간

2장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동 내 공용공간의 연결성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 및 주동 내 입주민 간 교류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2

장에서 살펴본 문헌과 이혜진(2011), 장한수(2017), 김주현(2018)의 연구

를 토대로, 주동 내부 교류 공간의 분석항목을 본인 또는 이웃의 집, 동

내 복도 또는 로비, 동 내 계단, 엘리베이터(홀)로 선정하였다. 주호 출입

구 축선의 공간구조를 통해 분양·임대주택의 배치에서 물리적 환경의 차

이와 분양·임대세대의 혼합 배치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주호, 복도 또는 로비, 수직동선의 공간구조가 입주민 간 교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통하여 주동 내부의 공간구조와 사회통합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항목 해당 공간 및 시설의 축선

주호 주호 출입구 축선

복도 또는 로비 복도 또는 로비의 축선

수직동선 동 내 계단, 엘리베이터 및 엘리베이터 홀의 축선

[표 3-3] 주동 내부 공간 및 시설 분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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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분석·설문응답 상관성 분석 모형

앞서 살펴본 분석항목의 공간구조와 설문조사 응답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3-3]과 같은 방식으로 Pearson

상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4] 공간분석·설문응답 상관성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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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례 단지의 현황

제 1 절 단지 내외부 시설

1. 단지 외부의 물리적 현황

(1) 은평구 I 아파트 단지 외부

은평구 I 아파트의 경우, 은평 뉴타운 개발조건 중 ‘더불어 사는 미래형 커뮤

니티’를 위한 ‘5유 5무’ 기본 구상 계획 중 담, 턱, 옹벽, 전신주, 간판이 없는

환경이 5무에 해당한다.45) 실제 단지 주변에는 담이 없었지만,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 단지 북서쪽이 자연환경(못자리골 근린공원과 창릉천)으로 둘러싸

여 막혀있고, 서쪽의 공원과는 대로변 근처만 연계되어 있다. 즉, 은평구 I 아파

트는 담이 없는 환경이지만 접근성 등 그에 따른 장점을 얻기엔 제한이 있다고

추측된다. 은평구 I 아파트의 동쪽은 다른 아파트 단지와 단지 저층부 상가에

인접해 있다.

[그림 4-1] 은평구 I 아파트 

배치도

(출처: https://map.naver.com/v5/)

45) 이혜진(2011). 전게서,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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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랑구 D 아파트 단지 외부

중랑구 D 아파트는 북서쪽의 공원과 연계 배치된 부분과 단지 출입구

를 제외하면 단지가 담으로 에워싸여 있다. [그림 4-2]에서 알 수 있듯,

단지 출입구가 위치한 단지 동쪽은 다른 시설이 없이 산에 의해 막혔으

므로, 시설 접근성에의 불편이 있으리라 추측된다.

[그림 4-2] 중랑구 D 아파트 배치도

(출처: https://map.naver.com/v5/)

2. 단지 내부의 물리적 현황

(1) 은평구 I 아파트 단지 내부

4개의 동으로 구성된 은평구 I 아파트의 경우, [그림 4-3] (좌)처럼 3

개의 분양동(B-D동), 1동의 혼합동(A동)이 있고 임대동은 없다. 혼합동

인 A동의 경우, 판상형이 접힌 형태이고, L자형으로 접힌 판상형인 B동

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동은 판상형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소형면적 위주의 주택공급으로 인해 작은 평형대의

주택이 임대주택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다. 한편, 혼합동(A동)은

59 , 84의 임대주택과 59 , 84 , 134의 분양주택이 혼합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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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혼합동 내에 공급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면적의 차이는 적은

편이다. 분양동인 B, C동 또한 84의 분양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

대주택과의 면적 차이가 적은 편이다(단, D동은 167이다).

[그림 4-3] 은평구 I 아파트

주동 종류별 배치도(좌), 단지 내부 시설 배치도(우)

단지 내부 시설 및 공간의 배치는 다음과 같다. 단지 출입구와 연결된

차로는 혼합동과 분양동 사이를 남북으로 분리한다. [그림 4-3] (우)에서

알 수 있듯,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은 혼합동 저층부에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상가는 혼합동에서 단지 외부 교차로와 가까운 쪽에 밀집되어 있

다. 옥외시설의 경우, 단지 내부에 분산되어 있다.

[그림 4-3] (우)의 북동쪽에 있는 보차혼용 단지 출입구 2곳 외에도,

필로티가 설치된 혼합동 저층부 중 일부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

출입구의 역할을 한다.

(2) 중랑구 D 아파트 단지 내부

중랑구 D 아파트는 [그림 4-4] (좌)에서와 같이 분양동, 혼합동, 임대

동이 각각 군집으로 모여있다. 분양동인 F-H동, 혼합동인 C, E동을 제외

하면 전부 임대동이다. 즉, 분양동 3동, 혼합동 2동, 임대동 10동으로 총

15동이다. 대부분의 주동은 판상형과 타워형이 합쳐진 형태이나, 임대동

인 M, N, O동의 경우는 타워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분양동의 경우, 84 , 114의 주택이 공급되었고, 혼합동, 임대동은

59 , 84 , 114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혼합동인 C동은, 59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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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양세대에게만 공급되었고, 84의 주택은 분양·임대세대에게 공급

되었다. 또한, 혼합동인 E동은 84의 주택이 분양세대에게만 공급되었

고, 114의 주택은 분양·임대세대에게 공급되었다. 즉, 두 사례 단지에

서는 동일한 면적의 주택이 분양·임대세대에 각각 공급되기도 하였고,

분양세대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이 임대세대에 공급되기도 하였다.

[그림 4-4] 중랑구 D 아파트 주동 종류별 배치도(좌),

단지 내부 시설 배치도(우)

중랑구 D 아파트의 상가는 [그림 4-4] (우)에서와 같이 단지 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옥외시설의 경우, I 아파트에서와 같이 단지 내부

에 분산되어 있다.

H동과 G동의 경우, 1층과 지하 주차장 사이에 부대·복리시설이 있으

며, 두 동과 부대·복리시설은 수직 동선을 통해 연결되지 않아 부대·복리

시설과의 접근성이 배치도에서 보이는 것만큼 가깝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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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 내외부 시설의 공간구조 분석

PD값은 클수록 위상적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3](좌)

와 [그림4-4](좌)를 참고하고, [표 4-1], [표 4-2]를 확인해보면, 두 사례

단지에서 모두 혼합동 또는 임대동의 출입구가 분양동 출입구에 비해 단

지 내외부시설로부터 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즉, 2장 1절 혼합단지 계획 방안의 내용에서처럼 혼합단지 내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에 비해 물리적 환경이 우수하고, 단지 내외부 시설

로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다.

시설 구분
주동별 PD값 평균

p-value
분양동 혼합동

단지 외부 11.02 9.38 p=0.000***

단지 내부 5.35 4.57 p=0.000***

[표 4-1] 은평구 I 아파트 주동별 단지 내외부 시설까지의 PD값 t-test 결과

시설 구분
주동별 PD값 평균

p-value
분양동 혼합동 임대동

단지 외부 17.97 13.28 14.32 p=0.000***

단지 내부 9.62 6.52 9.36 p=0.000***

[표 4-2] 중랑구 I 아파트 주동별 단지 내외부 시설까지의 PD값 ANOV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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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동

1. 주동 내부 복도의 공간구조

주동 내부 복도의 공간구조는 복도의 연결성, 연결된 주호의 수 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두 조건에 의해 주동 내부 복도의 공간구조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Duncan 사후검정

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복도에 연결된 다른 복도의 수

주호가 연결된 복도에 연결된 다른 복도의 수는 다음과 같이 0개(계

단실형), 1개, 2개로 나누었다. [표 4-3]과 [표 4-4]를 통해 알 수 있듯,

두 사례 단지에서는 복도에 연결된 다른 복도의 수에 따라 복도 축선의

국부통합도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결된 
복도의 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사후
검정

자유도 F값
유의
확률

0개 42 1.73 0.03 A 집단간 =2
집단내 =228
전체 =230

20.121 .0001개 104 1.35 0.34 C

2개 85 1.53 0.41 B

[표 4-3] 은평구 I 아파트 주동 내 복도에 연결된 다른 복도의 수에 따른 

국부통합도 차이 ANOVA, Duncan 사후검정 결과

연결된 
복도의 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사후
검정

자유도 F값
유의
확률

0개 274 1.76 0.15 A 집단간 =2
집단내 =876
전체 =878

81.266 .0001개 317 1.56 0.19 B

2개 이상 288 1.80 0.28 A

[표 4-4] 중랑구 D 아파트 주동 내 복도에 연결된 다른 복도의 수에 따른 

국부통합도 차이 ANOVA, Duncan 사후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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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can 사후검정 결과, 연결된 복도가 없는 계단실형의 경우,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하나의 복도에 연결되어 복도 축선의 국부통합도 값이 다

른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나의 복도만 연결된 복도

의 경우는 주로 한쪽 끝이 막힌 길인 막다른 길과 유사한 공간의 위계를

가지며, 가장 낮은 국부통합도 값을 가진다. 즉, 연결된 복도가 하나일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 복도의 접근성이 가장 낮아지며, 입주민 간 교류

가능성이 감소한다. 한편, 양옆이 다른 복도로 연결된 경우는 복도 축선

의 국부통합도 값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게 나타났다.

(2)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는 1개, 2개, 3개(이상)으로 나누었다. 즉, 주

호와 연결되지 않은 복도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4-5]와 [표

4-6]을 통해 알 수 있듯, 두 사례 단지에선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에

따라 복도 축선의 국부통합도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결된 
주호의 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사후
검정

자유도 F값
유의
확률

1개 50 1.45 0.42 B 집단간 =2
집단내 =128
전체 =130

5.096 .0072개 74 1.49 0.31 B

3개 이상 7 1.95 0.80 A

[표 4-5] 은평구 I 아파트 주동 내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에 따른 

국부통합도 차이 ANOVA, Duncan 사후검정 결과

연결된 
주호의 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사후
검정

자유도 F값
유의
확률

1개 308 1.54 0.17 C 집단간 =2
집단내 =748
전체 =750

522.395 .0002개 296 1.64 0.16 B

3개 147 2.03 0.07 A

[표 4-6] 중랑구 D 아파트 주동 내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에 따른 

국부통합도 차이 ANOVA, Duncan 사후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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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can 사후검정 결과,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가 3개(이상)일 경우,

복도 축선의 국부통합도 값이 다른 경우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연결된 주호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복도의 접근성과 입주민 간 교류 가

능성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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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동 내부 주호 출입구의 공간구조

주동 내부 주호 출입구의 공간구조 역시 주호가 연결된 복도의 연결

성, 주호가 연결된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 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

서, 두 조건에 의해 주호 출입구의 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과 Duncan 사후검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

다. 단, 주호가 복도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 주호가 연결된 복도에 연결된 다른 복도의 수

[표 4-7]와 [표 4-8]을 통해 알 수 있듯, 두 사례 단지에서 주호가 연

결된 복도에 연결된 다른 복도의 수에 따라 주호 출입구의 국부통합도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결된 
복도의 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사후
검정

자유도 F값
유의
확률

0개 80 0.91 0.00 B 집단간 =2
집단내 =233
전체 =235

151.472 .0001개 108 0.66 0.02 C

2개 48 1.33 0.40 A

[표 4-7] 은평구 I 아파트 주동 내 복도에 연결된 다른 복도의 수에 따른 

국부통합도 차이 ANOVA, Duncan 사후검정 결과

연결된 
복도의 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사후
검정

자유도 F값
유의
확률

0개 580 0.94 0.05 B 집단간 =2
집단내 =1323
전체 =1325

196.143 .0001개 374 0.84 0.12 C

2개 이상 372 1.00 0.18 A

[표 4-8] 중랑구 D 아파트 주동 내 복도에 연결된 다른 복도의 수에 따른 

국부통합도 차이 ANOVA, Duncan 사후검정 결과



- 42 -

Duncan 사후검정 결과, 하나의 복도만 연결된 복도의 경우, 가장 낮

은 국부통합도 값을 가진다. 즉, 연결된 복도가 하나일 경우, 주호 출입

구의 프라이버시가 가장 잘 지켜진다. 두 개 이상의 복도가 연결된 경우

는 주호 출입구 접근성이 가장 높았다.

(2)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는 다음과 같이 1개, 2개, 3개(이상)로 나누었

다. [표 4-9]과 [표 4-10]을 통해 알 수 있듯, 두 사례 단지에서는 분석

하는 주호가 연결된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에 따라 주호 출입구 축선

의 국부통합도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Duncan 사후검정 결과, 주호가 연결된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가 3

개(이상)일 경우, 주호 출입구의 국부통합도 값이 다른 경우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가 많아질수록 복도에 연결

된 주호 출입구의 접근성이 개선된다.

연결된 
주호의 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사후
검정

자유도 F값
유의
확률

1개 50 0.78 0.26 B 집단간 =2
집단내 =233
전체 =235

83.236 .0002개 148 0.78 0.17 B

3개 이상 38 1.37 0.46 A

[표 4-9] 은평구 I 아파트 주동 내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에 따른 

국부통합도 차이 ANOVA, Duncan 사후검정 결과

연결된 
주호의 수

빈도
평
균

표준
편차

사후
검정

자유도 F값
유의
확률

1개 306 0.84 0.11 C 집단간 =2
집단내 
=1323

전체 =1325

1100.853 .0002개 585 0.87 0.10 B

3개 435 1.08 0.05 A

[표 4-10] 중랑구 D 아파트 주동 내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에 따른 

국부통합도 차이 ANOVA, Duncan 사후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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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혼합동 내부 공간

1. 물리적 현황

(1)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내부 공간

은평구 I 아파트의 경우, 분양동(B-D동)은 주로 계단실형으로 이루어

졌지만([그림 4-3] (좌) 참고), 혼합동인 A동의 경우, [그림 4-5]에서 알

수 있듯, 일부분은 계단실형(라인 1, 2)으로 설계되었으며, 대부분 복도를

통해 주호 간 연결이 되어있다. A동의 경우, 직각 또는 둔각으로 굴절된

복도에 의해 일부 동내 분양·임대세대가 구분되기도 한다. 굴절된 복도는 주호

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획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4-5]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분양·임대세대 혼합 평면도

A동의 단면도를 일자로 펼친 다이어그램 [그림 4-6]에서 볼 수 있듯,

A동은 주로 라인별로 분양·임대세대가 혼합되었고, 일부 라인의 1층 또

는 가장 높은 층에서만 층별로 혼합하였다. 라인 4-13은 복층 구조로 3

개 층당 한 층씩 복도가 배치되어 3층과 6층에만 라인 4-13을 연결해주

는 복도가 있다. 라인 1-2의 경우, 분양세대만 같은 출입구 및 코어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주동 내부에서 임대세대와 단절되어 있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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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 붙은 다리가 3층, 6층에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라인 1-2의 복도

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면상 이동을 할 수가 없다. 이는 임대세

대에 대한 공간적 배제일 수 있다.

[그림 4-6]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단면도 (출처: 서병헌 (2012), p.49 재수정)

(2) 중랑구 D 아파트 혼합동 내부 공간

중랑구 D 아파트의 경우, 혼합동인 C, E동의 분양·임대세대 혼합을 나

타낸 평면도는 [그림 4-7]과 같다. 또한, 분양동 및 임대동이 타워형 및

계단실형 또는 두 유형이 혼합된 형태이고([그림 4-4] (좌) 참고), 혼합

동 역시 타워형과 계단실형이 혼합된 형태이므로 주동별 외관상 차이가

적은 편이다.

[그림 4-7] 중랑구 D 아파트 혼합동 분양·임대세대 혼합 평면도

(출처: 최권종 & 진정 (2015), p.44 재수정)

C, E동의 단면도를 일자로 펼친 다이어그램 [그림 4-8]에서 볼 수 있

듯, C, E동은 라인별 및 층별로 분양·임대세대가 혼합되었고, 주로 고층

에 분양세대를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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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중랑구 D 아파트 혼합동 단면도

(출처: 네이버 부동산, 재수정)

[그림 4-7]와 [그림 4-8]을 참고하면, C동 라인 1-4와 E동 라인 3-7

에서는 분양세대만 같은 출입구 및 코어를 사용하도록 설계한 점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앞서 봤던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에서와 같이 임대세대

에 대한 공간적 배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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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동 내부 공간구조 분석

(1) 은평구 I 아파트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A동)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

기 위해, [그림 4-9]에서는 A동의 3층, 4층의 평면을 선정하였다.

[그림 4-9]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3층(좌), 4층(우) 평면

A동에서는 3개층 당 1층씩 복층 라인 4-13을 연결한 복도가 있어 3

층과 6층에서만 복층 라인과 복도가 연결되어 있다. 나머지 층에서는 복

도까지 복층 주호의 면적을 확장하여 복도를 막았다. 또한, 3층에서만 라

인 1-2를 제외한 25개 주호가 복도를 통해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호가 배치된 나머지 층에서는 4층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복도의 연

결을 막았다. 예컨대 라인 22-23처럼 복도까지 주호의 면적을 확장하여

복도의 연결을 막거나, 라인 15-16에서와 같이 주호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혼합동인 A동 3, 4층에서 주호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또는 복도를

막는 복층 세대에 의해 변화하는 주동 내 국부통합도 값을 [그림 4-12]

에서 시각화하였다. 단, 각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연결하는 축선은 복도

의 축선과 구분이 어려워 분석을 마친 후, 그림에서 생략하였다. 공간분

석 시, 축선은 통합도 및 국부통합도 값이 클수록 빨간색에 가깝고, 작을

수록 파란색에 가까운데, 라인 14-24에 해당하는 주호와 그에 연결된 복

도를 보면, 국부통합도 값의 차이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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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에서는 A동 복도에 연결된 세대의 수가 많을수록 복도와

그 주변 세대 및 수직동선의 국부통합도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막다른 길과 같이 한쪽 끝이 막힌 복도는 주변 복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국부통합도 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0]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3층(좌), 4층(우)

공간구조(국부통합도) 분석결과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A동)의 경우, 임대세대에 비해 분양세대는 주

호 출입구의 국부통합도 값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표 4-11]으로 확인하였다. 즉, 혼합동 A동 내부에서 분양세대 주호에

비해 임대세대 주호는 출입구의 프라이버시가 더 잘 지켜지는 위치에 배

치되었다.

혼합동 주호 출입구 국부통합도 값 평균
p-value

분양세대 임대세대

1.05 0.84 p=0.005**

[표 4-11]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주호 출입구 국부통합도 값 t-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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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랑구 D 아파트

중랑구 D 아파트 주동의 경우,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의 사례에서처

럼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가 많을수록 복도와 그 주변 세대 및 수직동

선의 국부통합도 값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한쪽 끝이

막힌 복도는 주변 복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국부통합도 값을 갖는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랑구 D 아파트 혼합동(C, E동)에서는 [표 4-12]와 같이,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주호 출입구 국부통합도 값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중랑구 D 아파트 혼합동 내부 주호 출입구는 세대소유유

형별 접근성 차이가 없었다.

혼합동 주호 출입구 국부통합도 값 평균
p-value

분양세대 임대세대

0.82 0.79 p=0.084

[표 4-12] 중랑구 D 아파트 혼합동 주호 출입구 국부통합도 값 t-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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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제 1 절 사례 단지 입주민의 일반적 현황

1. 공급 당시 세대소유유형별 공급 비율

공급 당시 은평구 I 아파트는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비율이 약 7 : 3으

로 단지 내 분양세대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혼합동의 경우, 분양세

대와 임대세대 비율이 약 4 : 6으로 임대세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중랑구 D 아파트의 경우,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비율이 약 3 : 7로 단

지 내 임대세대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혼합동의 경우, 분양세대와 임

대세대 비율이 약 7 : 3으로 분양세대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5-1] 공급 당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비율

구분 은평구 I 아파트 중랑구 D 아파트

총 세대수 241세대 1326세대

분양 : 임대 세대수 164세대 : 77세대 358세대 : 968세대 

혼합동 세대수
126세대

(분양:임대=39:61)

207세대

(분양:임대=67:33)

분양동 : 혼합동 : 임대동 개수 3 : 1 : 0 3 : 2 : 10

총 응답자수 (101명) 241세대 중 60명 1326세대 중 41명

[표 5-1] 세대 공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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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I 아파트는 총 241세대의 단지인 것에 비해 중랑구 D 아파트

는 총 1326세대의 단지로, [그림 5-2]처럼 단지의 크기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림 5-2] 공급 당시 분양 임대 세대수

따라서, 두 아파트의 공급에서 세대소유유형 비율 및 단지 크기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두 단지를 비교 분석하기보다는 각각의 사례로서 분석

하고자 한다.

2. 응답자의 특성

(1) 응답자의 세대소유유형

본 조사에서는 편의표집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파트의 공급 당시 세

대소유유형 비율을 포함한 각 아파트 입주민의 특성별 비율과는 다른 비

율의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필요시, [그림 5-3]과 같이 세

대소유유형을 분양동 분양세대, 혼합동 분양세대, 혼합동 임대세대, 임대

동 임대세대로 분류하였다.

[그림 5-3] 응답자의 세대소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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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의 교류 현황

입주민 간 교류가 있는 응답자는 약 60~70%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입주민과의 교류가 있었다. 입주민과의 교류가 없는 응답자에게는 입주

민끼리 교류하는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또한, 혼합동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의 배치를

모른다고 한 응답은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구분 은평구 I 아파트 중랑구 D 아파트

응답자 수

60명 41명

분양동 혼합동 분양동 혼합동 임대동

30명 30명 7명 15명 19명

입주민과의 교류가

없는 응답자 수
8명 16명 3명 6명 3명

혼합동 입주민 중 혼합동 
내 분양·임대 주택의 

배치를 모르는 응답자 수
- 2명 - 3명 -

[표 5-2] 응답자의 현황

입주민과의 교류가 없거나 적은 응답자에게 교류하지 않는 이유를 조

사하였는데(복수 응답 가능), 시간의 부재는 교류하지 않는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공간의 부재가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따라서, 일부 응답자를 제외하면 차별 등 사회적 배제가 교류 부

족의 원인이 아니었다. 또한, 교류하지 않는 이유로 공간의 부재를 고른

응답률이 적지 않은 편이므로, 혼합단지 내 교류 공간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교류하지 않는 이유 은평구 I 아파트 중랑구 D 아파트

시간의 부재 19 4

공간의 부재 6 3

개인주의 등 기타 3 5

[표 5-3] 입주민의 교류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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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입주민의 만족도

1. 전반적 주거 만족도

은평구 I 아파트와 중랑구 D 아파트 두 혼합단지의 세대소유유형별

전반적 주거 만족도 평균은 보통(3점)에서 매우 만족(5점) 사이였다. 즉,

세대소유유형별 혼합단지의 전반적 주거 만족도에선 불만족 이하의 평균

값이 없었다. 특히, 두 단지 모두 임대세대는 만족(4점) 이상의 점수였다.

선행연구에서와는 달리, 중랑구 D 아파트의 사례에서는 혼합동 임대세대

입주민의 만족도가 임대동 임대세대 입주민보다 높았다.

[그림 5-4] 전반적 주거 만족도 평균

주동
유형

세대
소유
유형

은평구 I 아파트 중랑구 D 아파트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분양동 분양세대 30 3.07 1.31 7 4.14 0.38

혼합동
분양세대 9 3.56 0.88 7 3.43 0.98

임대세대 21 4.19 0.68 8 4.38 0.74

임대동 임대세대 - 19 4.00 0.92

[표 5-4] 전반적 주거 만족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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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 내외부 시설 접근성 만족도

(1) 단지 외부 시설 접근성 만족도

시설의 접근성은 공간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요인이

다. 입주민의 시설 접근성 만족도 조사 대상이었던 단지 외부 시설은 교

육 환경, 대중교통, 공공시설, 의료시설, 상업시설이다. 주동 종류별 각

시설까지의 접근성 만족도 평균은 [그림 5-5]와 [표 5-5]와 같다. 두 단

지 모두 단지 외부 시설까지의 접근성 만족도 평균은 보통(3점) 이상이

었지만, 만족(4점)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

[그림 5-5] 단지 외부 시설 접근성 만족도

세대
소유
유형

은평구 I 아파트 중랑구 D 아파트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분양동 150 3.33 1.01 35 3.69 1.35

혼합동 150 3.72 1.02 75 3.43 1.16

임대동 - 95 3.67 1.01

[표 5-5] 단지 외부 시설 접근성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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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 내부 시설 접근성 만족도

입주민의 시설 접근성 만족도 조사 대상이었던 단지 내부 시설은 옥

외시설,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공간, 교육환경, 상가, 단지 입구이다.

주동 종류별 각 시설까지의 접근성 만족도 평균은 [그림 5-6]과 [표

5-6]과 같다. 두 단지 모두 단지 외부 시설까지의 접근성 만족도 평균은

보통(3점) 이상 만족(4점) 사이거나 만족과 가까운 수준이었다.

[그림 5-6] 단지 내부 시설 접근성 만족도

세대
소유
유형

은평구 I 아파트 중랑구 D 아파트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분양동 150 3.49 1.08 35 4.06 1.02

혼합동 150 3.73 1.03 75 3.57 1.01

임대동 - 95 3.79 1.07

[표 5-6] 단지 내부 시설 접근성 만족도

즉, 두 사례단지의 단지 내외부 시설 접근성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

니지만, 물리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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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란, 분양동, 혼합동, 임대동과 같이 세대소유유

형으로 분류된 주동이 단지 내 좋은 위치에 골고루 섞여 배치되었는지

질문한 응답을 5점 척도로 나타낸 것이다. 주동 종류별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 평균은 [그림 5-7]과 [표 5-7]과 같다.

두 사례 단지에서 분양세대 입주민의 경우, 혼합동보다 분양동에서 주

동 혼합 배치 만족도 평균이 더 높았다. 한편, 임대동이 있는 중랑구 D

아파트의 경우, 임대동에서보다 혼합동에서 임대세대 입주민의 주동 혼

합 배치 만족도 평균이 더 높았다. 또한, 임대세대 입주민의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 평균은 보통(3점) 이상이었으므로, 입주민이 불만족스러워하

는 수준은 아니었기에, 주동의 배치에서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배제가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7]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

주동
유형

세대
소유
유형

은평구 I 아파트 중랑구 D 아파트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분양동 분양세대 30 3.17 1.09 7 3.66 1.02

혼합동
분양세대 9 2.56 0.88 7 3.29 1.11

임대세대 21 3.43 0.98 8 4.25 0.71

임대동 임대세대 - 19 3.53 1.07

[표 5-7]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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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란, 주동 내 좋은 위치에

분양·임대주택이 골고루 혼합되어 배치되었는지 질문한 응답을 5점 척도

로 나타낸 것이다. 단,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의 배치를 모른다고 한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일부 응답자를 제외한 결과, 세대소유유형

별 분석을 하기엔 중랑구 D 아파트의 표본 수가 부족하므로(혼합동 분

양세대 입주민 : 4명), [표 5-8]과 같이 혼합동 전체의 평균을 구하였다.

두 단지에서 모두 보통(3점) 이상의 응답 평균값을 얻었다.

한편, 일정 부분 복도로 연결된 은평구 I 아파트는 만족(4점) 이하의

응답 평균값이 나왔지만, 층별, 라인별로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이 I

아파트에 비해 더욱 분리된 중랑구 D 아파트의 경우, 만족(4점) 이상의

응답 평균값을 얻었다. 따라서, 6장에서는 주호 출입구의 프라이버시와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은평구 I 아파트 중랑구 D 아파트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28 3.54 1.00 12 4.17 0.84

[표 5-8]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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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입주민 간 교류

입주민 간 교류가 많을수록 입주민 간 교류 만족도는 높아진다.46) 따

라서, 입주민 간 교류가 많을수록 사회통합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통합 지표인 입주민 간 교류 빈도와 이웃의 수를 설문을 통해 살펴

보았다.

1. 단지 내 분양·임대 입주민 간 교류 빈도

아파트의 배치에 의해 분양·임대 입주민끼리 마주치며 교류하는 빈도

를 5점 척도로 나타낸 응답의 평균은 다음 [표 5-9]과 같다. 두 사례 단

지에서 분양·임대 입주민 간 교류하는 빈도는 보통(3점) 이상이었다.

[그림 5-8] 단지 내 분양·임대 입주민 간 교류 빈도

세대
소유
유형

은평구 I 아파트 중랑구 D 아파트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분양동 30 4.10 1.03 7 3.57 1.40

혼합동 30 3.07 1.31 15 3.47 1.30

임대동 - 19 3.42 1.31

[표 5-9] 단지 내 분양·임대주택 입주민 간 교류 빈도

46) 김현주, 최재필(2021), 사회적 혼합아파트의 공간구조와 입주민 간 교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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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동 내부 교류공간별 입주민 간 교류 빈도

주동 내부에서 입주민 간 교류 빈도를 조사한 공간은 주호, 복도와 로

비, 수직동선(계단, 엘리베이터 및 엘리베이터 홀)이다. 한편, 각 교류공

간에서의 이웃과의 교류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류하는 이웃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두 사례단지 모두 주동 내 각 교류공

간에서의 교류 빈도는 적은 편(2점)에서 보통(3점) 사이에 그쳤다.

2장 1절의 혼합단지 계획 방안에서와 같이 공용공간의 연결성이 좋을

수록 주동 내 입주민 간 교류가 증가한다면, 사회통합의 증진을 위해 주

동 내 공용공간 연결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림 5-9] 은평구 I 아파트와 중랑구 D 아파트

주동 내부 교류공간별 입주민 간 교류 빈도

교류 빈도 평균

교류공간

은평구 I 아파트
교류 빈도 평균 (N=36)

중랑구 D 아파트
교류 빈도 평균 (N=2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본인 또는 이웃의 집 2.53 1.00 2.31 1.31

복도 및 로비 2.56 1.03 2.52 1.35

계단, 엘리베이터(홀) 2.36 1.13 2.62 1.27

[표 5-10] 주동 내부 교류공간별 입주민 간 교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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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의 수

같은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의 수에 대해서는 교류하는 이웃이

있는 응답자만 선정 후 조사하여 표본의 수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그

중, 아파트 내 특정 업무를 맡은 경험으로 인해 같은 동에서 교류하는

이웃의 수가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너무 많은 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같은 동에

서 교류하는 이웃의 수의 평균은 적게는 1명, 많게는 5명 이하로, [그림

5-10]과 같이 세대소유유형 및 주동 종류와의 연관성이 적었다.

[그림 5-10] 같은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의 수

세대
소유
유형

은평구 I 아파트 중랑구 D 아파트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분양동 분양세대 22 4.50 3.71 4 1.25 1.26

혼합동 분양세대 3 1.00 1.00 3 2.67 0.58

혼합동 임대세대 11 3.00 2.19 5 3.20 1.10

임대동 임대세대 - 16 3.37 2.16

[표 5-11] 같은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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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공간구조와 입주민의 만족도 및 교류

제 1 절 공간구조 특성에 따른 입주민의 만족도

1. 단지 외부 시설 입지에 따른 시설 접근성 만족도

입주민의 시설 접근성 만족도 조사 대상이었던 단지 외부 시설은 교

육 환경, 대중교통, 공공시설, 의료시설, 상업시설이다.

단지 외부 시설 입지에 따른 시설 접근성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

지 반경 400m를 나타낸 축선도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동 출입구로부터 단지 외부 시설까지의 위상적 최단거리인 PD

값과 시설 접근성 만족도 응답을 Pearson 상관으로 분석하였다.

(1) 은평구 I 아파트 단지 외부 시설 입지에 따른 시설 접근성 만족도

PD값은 클수록 위상적으로 거리가 먼 것을 의미하는데, 은평구 I 아

파트 단지 외부 시설의 경우, [표 6-1]과 같이 주동 출입구로부터 단지

외부 시설까지의 PD값이 커질수록 시설 접근성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감

소하였다.

N PD값 평균 시설 접근성 
만족도 평균 상관계수 p-value

300 9.15 3.53 -0.183** p=0.001

[표 6-1] 은평구 I 아파트에서의 PD값과

단지 외부 시설 접근성 만족도의 상관관계

주동 출입구로부터 단지 외부 시설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시설 접근성

만족도는 [그림 6-1]과 같이 감소하였다. 즉, 혼합단지 계획 방안에서와

같이 대중교통 및 도시기반시설과의 접근이 유리한 위치에 혼합단지를

배치하면 입주민의 시설 접근성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예측된다.



- 61 -

[그림 6-1] 은평구 I 아파트에서의 PD값과

단지 외부 시설 접근성 만족도의 상관관계

(2) 중랑구 D 아파트 단지 외부 시설 입지에 따른 시설 접근성 만족도

중랑구 D 아파트 단지 외부 시설의 경우, [표 6-2]와 같이 주동 출입

구로부터 단지 외부 시설까지의 PD값과 시설 접근성 만족도 사이의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N PD값 평균 시설 접근성 
만족도 평균 상관계수 p-value

205 14.19 3.59 0.017 p=0.807

[표 6-2] 중랑구 D 아파트에서의 PD값과

단지 외부 시설 접근성 만족도의 상관관계

즉, 중랑구 D 아파트의 경우, 응답자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동

출입구로부터 단지 외부 시설까지의 접근성과 시설 접근성 만족도는 [그

림 6-2]와 같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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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중랑구 D 아파트에서의 PD값과

단지 외부 시설 접근성 만족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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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 내부 시설 배치에 따른 시설 접근성 만족도

입주민의 시설 접근성 만족도 조사 대상이었던 단지 내부 시설은 옥

외시설,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공간, 교육환경, 상가, 단지 입구이다.

단지 내부 시설 입지에 따른 시설 접근성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

지 반경 400m를 나타낸 축선도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

운 주동 출입구로부터 단지 내부 공간 및 시설 출입구까지의 PD값과 시

설 접근성 만족도 응답을 Pearson 상관으로 분석하였다.

(1) 은평구 I 아파트 단지 내부 시설 배치에 따른 시설 접근성 만족도

은평구 I 아파트 단지 내부 시설의 경우, [표 6-3]과 같이 주동 출입

구로부터 단지 내부 시설까지의 PD값이 커질수록 시설 접근성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N PD값 평균 시설 접근성 
만족도 평균 상관계수 p-value

300 4.33 3.61 -0.117* p=0.042

[표 6-3] 은평구 I 아파트에서의 PD값과

단지 내부 시설 접근성 만족도의 상관관계

즉, 주동 출입구로부터 단지 내부 시설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시설 접

근성 만족도는 [그림 6-3]과 같이 감소하였다.

[그림 6-3] 은평구 I 아파트에서의 PD값과

단지 내부 시설 접근성 만족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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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랑구 D 아파트 단지 내부 시설 배치에 따른 시설 접근성 만족도

중랑구 D 아파트 단지 내부 시설의 경우, [표 6-4]와 같이 주동 출입

구로부터 단지 내부 시설까지의 PD값이 커질수록 시설 접근성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N PD값 평균 시설 접근성 
만족도 평균 상관계수 p-value

205 7.57 3.76 -0.157* p=0.025

[표 6-4] 중랑구 D 아파트에서의 PD값과

단지 내부 시설 접근성 만족도의 상관관계

즉, 응답자에게 가장 가까운 주동 출입구로부터 단지 내부 시설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시설 접근성 만족도는 [그림 6-4]와 같이 감소하였다.

[그림 6-4] 중랑구 D 아파트에서의 PD값과

단지 내부 시설 접근성 만족도의 상관관계

따라서, 단지 내부 시설의 경우, 주동 출입구로부터 단지 내부 시설까

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시설 접근성 만족도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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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 내부 시설 배치에 따른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

단지 내부 시설 배치에 따른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를 알아

보기 위해 단지 반경 400m를 나타낸 축선도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거주지에

서 가장 가까운 주동 출입구로부터 단지 내부 공간 및 시설 출입구까지

의 PD값과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 응답을 Pearson 상관으로 분석

하였다.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란, 분양동, 혼합동, 임대동과 같이 세대소

유유형으로 분류된 주동이 단지 내 좋은 위치에 골고루 혼합되어 배치되

었는지 질문한 응답을 5점 척도로 나타낸 것이다.

(1) 은평구 I 아파트 단지 내부 시설 배치에 따른 단지 내 주동 혼합 배

치 만족도

은평구 I 아파트 분양세대 입주민의 경우, [표 6-5]와 [그림 6-5]와 같

이 응답자에게 가장 가까운 주동 출입구로부터 단지 내 상가 출입구와의

최단 거리가 멀수록 단지 내 주동이 좋은 위치에 골고루 혼합되어 배치

되었다고 하였다(다른 시설들로부터의 PD값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N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 평균

상관계수 p-value

39 3.03 0.461* 0.003

[표 6-5] 은평구 I 아파트 분양세대로부터 상가까지의 PD값과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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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은평구 I 아파트 분양세대

주동 출입구로부터 상가까지의 PD값과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의 상관관계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양세대 주동 출입구로부

터 단지 내 상가 출입구까지의 PD값과 같은 단지 내 입주민 간 생활 수

준 격차 체감과의 상관관계를 [표 6-6]과 [그림 6-6]에서 살펴보았다. 응

답자의 주동 출입구가 상가와 가까울수록 응답자는 같은 단지 내 입주민

간 생활 수준 격차를 더 많이 체감하였다.

변수 평균 (N=30) 상관계수 p-value

같은 단지 내 입주민 간

생활 수준 격차 체감
3.05 -0.332** 0.039

[표 6-6] 은평구 I 아파트 분양세대 주동 출입구로부터 상가까지의 PD값과 

입주민 간 생활 수준 격차 체감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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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은평구 I 아파트 분양세대

주동 출입구로부터 상가까지의 PD값과

입주민 간 생활 수준 격차 체감과의 상관관계

즉, 혼합단지 계획 방안에서와 같이, 은평구 I 아파트 분양세대 입주

민은 거주지가 상가 즉,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혼합동과 가까운 위치(내

부)에 있을수록 같은 단지 내 입주민 간 생활 수준 격차를 더 크게 느껴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은평구 I 아파트 임대세대 입주민의 경우, 옥외시설, 부대복리시

설 및 공용공간, 교육환경, 상가, 단지 입구와 같은 단지 내부 시설 및

공간이 혼합동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와 단지 내

부 시설까지의 거리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중랑구 D 아파트 단지 내부 시설 배치에 따른 단지 내 주동 혼합 배

치 만족도

중랑구 D 아파트 분양세대 입주민의 경우, [표 6-7]과 [그림 6-7]과

같이 응답자에게 가장 가까운 주동 출입구로부터 단지 내 옥외시설과의

최단 거리가 멀수록 단지 내 주동이 좋은 위치에 골고루 섞여 배치되었

다고 하였다(다른 시설들로부터의 PD값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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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 평균

상관계수 p-value

14 3.50 0.691* 0.006

[표 6-7] 중랑구 D 아파트 분양세대 주동 출입구로부터 

옥외시설까지의 PD값과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의 상관관계

[그림 6-7] 중랑구 D 아파트 분양세대

주동 출입구로부터 옥외시설까지의 PD값과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의 상관관계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양세대 주동 출입구로부

터 단지 내 옥외시설까지의 PD값과 단지 내 분양·임대 입주민 간 교류

빈도와의 상관관계를 [표 6-8]과 [그림 6-8]에서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주동 출입구가 옥외시설과 멀수록 오히려 아파트의 배치에 의해 분양·임

대 입주민끼리 교류하는 빈도가 증가했다.

변수 평균 (N=30) 상관계수 p-value

단지 내 분양·임대 입주민 간 

교류 빈도
3.21 0.534* 0.049

[표 6-8] 중랑구 D 아파트 분양세대 주동 출입구로부터 옥외시설까지의 

PD값과 단지 내 분양·임대 입주민 간 교류 빈도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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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중랑구 D 아파트 분양세대 주동

출입구로부터 옥외시설까지의 PD값과 단지 내

분양·임대 입주민 간 교류 빈도와의 상관관계

이는 대단지인 중랑구 D 아파트의 분양동(분양세대) 군집 배치로 인

해, 분양세대 입주민들끼리 분양동 근처의 옥외시설을 주로 사용하게 되

어 임대세대 입주민들과 교류가 적은 것에 의한 영향으로 추측된다.

한편, 중랑구 D 아파트 임대세대 입주민의 경우, [표 6-9]와 [그림

6-9]와 같이 응답자에게 가장 가까운 주동 출입구로부터 단지 내 상가

출입구까지의 최단 거리가 가까울수록 단지 내 주동이 좋은 위치에 골고

루 혼합되어 배치되었다고 하였다(다른 시설들로부터의 PD값과는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N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 평균

상관계수 p-value

27 3.74 -0.411* 0.033

[표 6-9] 중랑구 D 아파트 임대세대 주동 출입구로부터 상가까지의 

PD값과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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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중랑구 D 아파트 임대세대

주동 출입구로부터 상가까지의 PD값과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의 상관관계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임대세대 주동 출입구로부

터 단지 내 상가 출입구까지의 PD값과 단지 내 분양·임대 입주민 간 교

류 빈도와의 상관관계를 [표 6-10]과 [그림 6-10]에서 살펴보았다. 응답

자의 주동 출입구가 상가와 가까울수록 아파트의 배치에 의해 분양·임대

입주민 간 교류하는 빈도가 증가했다.

변수 평균 (N=27) 상관계수 p-value

단지 내 분양·임대 입주민 간 

교류 빈도
3.59 -0.458* 0.016

[표 6-10] 중랑구 D 아파트 임대세대 주동 출입구로부터 상가까지의 

PD값과 단지 내 분양·임대 입주민 간 교류 빈도와의 상관관계



- 71 -

[그림 6-10] 중랑구 D 아파트 임대세대 주동 

출입구로부터 상가까지의 PD값과 단지 내 분양·임대 

입주민 간 교류 빈도와의 상관관계

즉, 중랑구 D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부 시설 접근성은 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 및 단지 내 분양·임대세대 입주민 간 교류 빈도에 영

향을 주고, 단지 내 분양·임대세대 입주민 간 교류가 많을수록 단지 내

좋은 위치에 분양·임대주택이 골고루 섞여있다고 체감한다.

은평구 I 아파트 분양세대의 사례 및 기존 혼합단지 계획 방안에서와

같이, 분양·임대세대가 가까이 있으면, 같은 단지 내 입주민 간 생활 수

준 격차를 체감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양동 또는 임대동을 군집 형

태로 배치하게 되면, 중랑구 D 아파트에서와 같이 단지 내 분양·임대세

대 입주민 간 교류가 감소하여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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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합동 주호 출입구 프라이버시에 따른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

합 배치 만족도

혼합동 주호 출입구의 프라이버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지 내부

와 주동 내부를 나타낸 축선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혼합동 주호 출입구

의 프라이버시에 따른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를 알

아보기 위해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호의 출입구 축선 국부통합도 값과 혼

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 응답을 Pearson 상관으로 분석

하였다.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란, 주동 내 좋은 위

치에 분양·임대주택이 골고루 혼합되어 배치되었는지 질문한 응답을 5점

척도로 나타낸 것이다. 단,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의 배치를 모른다고

한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주호 출입구 접근성에 따른 혼합동 내 분양·

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주호 출입구 축선의 국부통합도가 높을수록

[표 6-11]과 같이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가 유의미

하게 감소하였다.

N
국부통합도(3)

평균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 평균

상관계수 p-value

28 0.92 3.54 -0.393* 0.038

[표 6-11]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주호 출입구 국부통합도(3) 값과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즉,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의 경우, 응답자들은 주호 출입구의 프라

이버시가 좋을수록 [그림 6-11]과 같이 혼합동 내 좋은 위치에 분양·임

대주택이 골고루 섞여 있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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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주호 

출입구의 국부통합도(3) 값과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의 상관관계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혼합동 내 주호 출입구 접

근성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을 [표 6-12]에서 살펴보았다.

변수
평균 

(N=30)
상관계수 p-value

임대주택 입주민은 임대주택에 
산다고 당당히 말함

3.10 -0.372* 0.043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분양주택 입주민의 무시

2.53 0.096 0.734

[표 6-12]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주호 출입구 국부통합도(3) 값과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먼저, 입주민의 의식에 관한 응답을 살펴보면, “임대주택 입주민은 임

대주택에 산다고 당당히 말한다”에 대한 응답 평균은 보통인 편(3점)에

가까웠으며,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분양주택 입주민의 무시”에 대한

응답 평균은 약간 그렇지 않다(2점)와 보통(3점) 사이였다. 은평구 I 아

파트 혼합동의 경우, 주호 출입구의 프라이버시가 좋지 않을수록 [그림

6-12]에서와 같이 임대주택 입주민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점 때문에

주변 이웃의 눈치를 보았다. 한편, 혼합동 주호 출입구 접근성과 임대주

택 입주민에 대한 무시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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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주호 출입구의 국부통합도(3) 값과

혼합동 임대주택 입주민의 인식과의 상관관계

또한, [표 6-13]에서처럼, 임대주택 입주민이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은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분양주택 입주민의 무시와

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N
임대주택 입주민은 
임대주택에 산다고 

당당히 말함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분양주택 
입주민의 무시

상관계수 p-value

30 3.10 2.53 -0.194 0.305

[표 6-13]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에서의

임대주택 입주민 차별에 대한 변수 간 상관관계

즉, 은평구 I 아파트의 경우, 혼합동 주호 출입구의 프라이버시가 나

쁠수록 임대주택 입주민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점에 대해 주변 이웃

의 눈치를 보아 불편을 느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분양주택 입주민

은 임대주택 입주민을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는 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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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랑구 D 아파트 혼합동 주호 출입구 접근성에 따른 혼합동 내 분

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과 달리 계단실형 아파트인 중랑구 D 아파트

혼합동의 경우, [그림 6-13]에서 알 수 있듯, 주호 출입구의 국부통합도

값 간의 차이가 적은 편이며,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

도에 불만족 응답(2점 이하)이 없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 중랑구 D 아

파트 혼합동 주호 출입구 축선의 국부통합도는 [표 6-14]와 같이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N
국부통합도(3)

평균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 평균

상관계수 p-value

12 0.81 4.17 -0.373 0.232

[표 6-14] 중랑구 D 아파트 혼합동 주호 출입구 국부통합도(3) 값과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그림 6-13] 중랑구 D 아파트 혼합동 주호 

출입구의 국부통합도(3) 값과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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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응답을 참고하면, 혼합동 주호 출입구 접근성이 좋을수록 혼합

동 입주민의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

우는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점이 주변 이웃에게 눈치 보이기 때문이라

고 예측된다. 그러나 임대주택 입주민이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알려지

는 것이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무시 및 차별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혼합동 주호 출입구의 좋은 접근성은 혼합동의 사회통합에서의 부정적인

효과 및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낙인화 현상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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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간구조 특성에 따른 입주민 간 교류

1. 주동 내부 교류공간 접근성에 따른 교류공간별 입주민 간 교류 빈도

주동 내부 교류공간 접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지 내부와 주동 내

부를 나타낸 축선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동 내부에서 입주민 간 교류

빈도를 조사한 공간은 주호, 복도와 로비, 수직동선(계단, 엘리베이터 및

엘리베이터 홀)이다. 주동 내부 교류공간의 경우, 응답자의 거주 위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각 교류공간에서의 이웃과의 교류 빈도를 알

아보기 위해, 교류하는 이웃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주

동 내부 교류공간 접근성과 교류공간별 입주민 간 교류 빈도의 상관관계

는 Pearson 상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호 또는 복도 및 로비의 경우, 응답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주동 출입

구에서 이동 가능한 모든 주호 출입구(응답자의 주호 출입구 축선 포함)

또는 복도 및 로비 축선들의 국부통합도 값 평균을 응답자별 주호 또는

복도 및 로비에서의 교류 빈도 응답과 각각 상관분석 하였다.

수직동선의 경우, 응답자가 거주하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직동선

축선들(지하에서부터 맨 꼭대기 층까지의 계단,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홀)의 국부통합도 값 평균을 응답자별 수직동선에서의 교류 빈도 응답과

상관분석 하였다.

(1) 은평구 I 아파트 주동 내부 교류공간 접근성에 따른 교류공간별 입

주민 간 교류 빈도

은평구 I 아파트의 경우, 각 교류공간에서의 교류빈도는 적은 편(2점)

에서 보통(3점) 사이에 그쳤다. 또한, [표 6-15]에서와 같이 본인 또는

이웃의 집, 복도 및 로비 접근성과 각 교류공간별 입주민 간 교류 빈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수직동선은 접근성이 좋을수록

수직동선에서의 입주민 간 교류 빈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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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공간
교류공간별 입주민 간 
교류 빈도 평균 (N=36)

상관계수 p-value

본인 또는 이웃의 집 2.53 0.207 0.227

복도 및 로비 2.56 0.278 0.101

계단, 엘리베이터(홀) 2.36 0.337* 0.045

[표 6-15] 은평구 I 아파트 주동 내부 교류공간별 국부통합도(3) 값과 

교류공간별 입주민 간 교류 빈도의 상관관계

(2) 중랑구 D 아파트 주동 내부 교류공간 접근성에 따른 교류공간별 입

주민 간 교류 빈도

중랑구 D 아파트의 경우에서도 각 교류공간에서의 교류빈도는 적은

편(2점)에서 보통(3점) 사이에 그쳤다. 또한, [표 6-16]에서와 같이 복도

및 로비, 수직동선에의 접근성과 각 교류공간별 입주민 간 교류 빈도 사

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주호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본인 또

는 이웃 집에서의 입주민 간 교류 빈도가 증가하였다.

교류공간
교류공간별 입주민 간 
교류 빈도 평균 (N=29)

상관계수 p-value

본인 또는 이웃의 집 2.31 0.374* 0.046

복도 및 로비 2.52 0.089 0.645

계단, 엘리베이터(홀) 2.62 -0.007 0.970

[표 6-16] 중랑구 D 아파트 주동 내부 교류공간별 국부통합도(3) 값과 

교류공간별 입주민 간 교류 빈도의 상관관계

즉, 주동 내 교류공간에서의 접근성이 증가할수록 각 교류공간에서의

교류 빈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주호 및 수직 동선과 연결된 복도의 접

근성을 개선한다면 교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처럼, 혼합단지 계획 방안에서와 같이 공용공간의 연결성이 좋을수록 주

동 내 입주민 간 교류가 증가한다고 예측된다. 따라서, 주동 내 교류공간

접근성이 좋을수록 혼합단지의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 예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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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동 내부 교류공간 접근성에 따른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의 수

주동 내부 교류공간 접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지 내부와 주동 내

부를 나타낸 축선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동 내부에서 입주민 간 교류

빈도를 조사한 공간은 주호, 복도와 로비, 수직동선이다. 응답자는 교류

하는 이웃이 있는 경우만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응답

자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응답자가 거주중인 주동 내부 교류공간 접근

성과 같은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 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으

로 분석하였다.

주호의 경우, 응답자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세대 중 응답자의 주호에

서 이동 가능한 모든 주호 출입구(응답자의 주호 출입구 포함) 축선들의

국부통합도 값 평균을 응답자가 같은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 수와

상관분석 하였다.

복도 및 로비의 경우, 응답자에게 가장 가까운 주동 출입구 근처 로비

축선들과 응답자와 같은 층에 있는 복도 중 응답자의 주호에서 이동 가

능한 모든 복도 축선들의 국부통합도 값 평균을 응답자가 같은 주동 내

에서 교류하는 이웃 수와 상관분석 하였다.

수직동선의 경우, 응답자가 거주하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직동선

축선들(지하에서부터 맨 꼭대기 층까지의 계단,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홀)의 국부통합도 값 평균을 응답자가 같은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

수와 상관분석 하였다.

(1) 은평구 I 아파트 주동 내부 교류공간 접근성에 따른 주동 내에서 교

류하는 이웃의 수

은평구 I 아파트 응답자의 경우, 평균 약 4명의 이웃과 같은 주동 내

에서 교류한다. 복도 및 로비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같은 주동 내에서 교

류하는 이웃의 수가 [그림 6-14]와 같이 증가하였다. 한편, [표 6-17]에

서와 같이 본인 또는 이웃의 집, 수직동선의 접근성과 같은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의 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 80 -

N
같은 주동 내
교류 이웃 수

교류공간 상관계수 p-value

36 3.75명

본인 또는 이웃의 집 0.013 0.938

복도 및 로비 0.454** 0.008

계단, 엘리베이터(홀) 0.154 0.370

[표 6-17] 은평구 I 아파트 주동 내부 교류공간별 국부통합도(3) 값과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 수의 상관관계

[그림 6-14] 은평구 I 아파트 복도 및 로비 

국부통합도(3) 값과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 수의 상관관계

(2) 중랑구 D 아파트 주동 내부 교류공간 접근성에 따른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의 수

중랑구 D 아파트 응답자의 경우, 평균 약 3명의 이웃과 같은 주동 내

에서 교류한다. 또한, 은평구 I 아파트에서와 같이 복도 및 로비의 접근

성이 좋을수록 같은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의 수가 [그림 6-15]와

같이 증가하였으며, [표 6-18]에서와 같이 본인 또는 이웃의 집, 수직동

선 접근성과 같은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의 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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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같은 주동 내
교류 이웃 수

교류공간 상관계수 p-value

28 3.21명

본인 또는 이웃의 집 0.204 0.297

복도 및 로비 0.450* 0.016

계단, 엘리베이터(홀) -0.151 0.442

[표 6-18] 중랑구 D 아파트 주동 내부 교류공간별 국부통합도(3) 값과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 수의 상관관계

[그림 6-15] 중랑구 D 아파트 복도 및 로비 

국부통합도 값과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 수의 상관관계

두 단지 모두 복도 및 로비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같은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의 수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복도의 접근성 및 연결성을

개선하고 로비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면, 같은 주동 내에서 교류하는 이웃

의 수를 증가시켜 혼합단지의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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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간구조와 입주민의 만족도 및 교류 소결

앞에서 분석한 공간구조와 입주민의 만족도 및 교류와의 관계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혼합단지 계획 방안에서는 보행권 내에 대중교통,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들이 있어야 하며, 임대동을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곳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사례 단지들은 단지 내외부 시설 접근성

측면에서 분양주택에 비해 임대주택은 물리적 환경이 우수한 입지에 배

치되었다. 즉, 주동의 배치에서는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배제가 나타나

지 않았다. 또한, 사례 단지 입주민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양·임대세

대 입주민 모두 단지 내외부 시설까지의 접근에 불편이 적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6장에서는 단지 내외부 시설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설

접근성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시설 접근성 측면에서

는 기존 혼합단지 계획 방안을 고수해야 한다.

2) 기존 혼합단지 계획 방안에서는 혼합단지 내 입주민 간 생활 격차

를 덜 느끼도록 분양·혼합·임대동을 각각 2, 3개의 연속적인 군집단위로

배치하도록 권장했다. 단, 분양·임대 입주민 간 외부 공공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 사례 단지는 기존 혼합단지 계획 방

안에서처럼 3개의 분양동이 군집단위로 배치되어 있다.

6장을 통한 검증 결과, 기존 혼합단지 계획 방안에서처럼 주동이 세대

소유유형별로 군집 배치된 경우, 1000세대 미만의 혼합단지에서 입주민

은 같은 단지 내 입주민 간 생활 격차를 덜 체감하였다. 한편, 1000세대

이상의 혼합단지에서 세대소유유형별 군집 배치를 한 경우, 다른 세대소

유유형의 주택과 먼 곳에 배치될수록 단지 내 분양·임대 입주민 간 교류

가 감소하고, 분양·임대주택이 단지 내 좋은 위치에 골고루 섞여 있지

않다는 의견이 증가하는 등 사회통합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공공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분양

세대 입주민들은 군집단위로 배치된 분양동과 가까운 공공공간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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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게 되어 임대세대 입주민들과의 교류 기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

측된다. 따라서, 기존 혼합단지 계획 방안과는 달리, 단지 내 분양·혼합·

임대동을 2, 3개 이상의 연속적인 군집단위로 배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3) 기존 혼합단지 계획 방안에서는 세대 간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결된 주동 내 수직·수평적 공용공간을 계획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간

분석 결과, 복도에 연결된 세대의 수를 3개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한쪽

끝이 막힌 복도의 연결성을 개선하면 공용공간의 접근성이 증가한다. 설

문조사 결과, 주동 내부에서의 교류 빈도는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한편, 주동 내부 교류공간의 접근이 용이할수록 주동 내에

서의 교류 빈도와 교류하는 이웃의 수가 증가한다고 예측된다. 따라서,

기존 혼합단지 계획 방안의 내용을 이어가면 된다.

또한, 기존 혼합단지 계획 방안에서는 메조넷, 스킵플로어 형식 등의

단면계획 적용으로 풍요로운 공간구성 및 입면디자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복층 및 스킵플로어 형식의 주호가 복도의 연결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내부 공간구조 분석 시, 임대주택은 분양

주택에 비해 주호 출입구의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졌다.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보면, 혼합동에 거주하는 임대세대 입주민의 경우, 주호 출입구의

프라이버시가 안 좋을수록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점이 주변 이웃에게

더 눈치가 보여, 혼합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만족도가 감소했다. 그러

나,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점이 주변 이웃에게 눈치보이는 것과 주호

출입구 접근성은 임대주택 입주민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는 것과 상

관관계가 없었다. 한편, 주호 출입구 접근성이 좋을 경우, 주동 내 입주

민과의 교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혼합동 내 사회통합

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호 출입구의 접근성은 높이되, 혼합동 내 임대주

택은 분양주택에 비해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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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제 1 절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 및 계획 방안 개선안

6장에서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도시 및 단지 차원과 주동 차원에서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 방안을 도출해냈다. 한편, 두 사례 단

지 내 주동은 크기, 모양, 세대 수 등이 다르므로, 수정된 계획 방안에

따라 군집 단위로 배치된 기존 주동을 무작위 혼합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선안의 범위를 분양·임대세

대가 혼합 배치된 주동인 혼합동 계획으로만 한정하였으며, 기존 계획과

개선안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1. 사회적 혼합단지 내 혼합동 계획 개선안

(1)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계획 개선안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기존 평면 계획안에서 주호 면적을 복도까지

확장하여 복도의 한쪽 끝을 막은 경우가 있었다. 혼합동 계획 개선안에

서는 이러한 주호를 [그림 7-1] (우)의 라인 4-13, 17-18, 22-23에 붙은

복도와 같이 주호 면적을 줄여 복도의 연결성을 증진하였다. 또한, 라인

15-16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하였다. 복층 주호의 경우, 주호 출

입구가 3층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복도에 연결된 주호 출입구의 개수를

3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일부 복층 주호를 수평적으로 확장하여 동일

한 면적의 1개층 주호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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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평면 개선안 예시

또한, [그림 7-2]에서와 같이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가 적어 주호

출입구의 국부통합도 값이 낮은 층에 되도록 임대주택을 배치하여 임대

주택 입주민의 불만족 요소를 줄였다.

[그림 7-2] 은평구 I 아파트 혼합동 단면 개선안

이와 같은 혼합동 계획 개선안의 공간구조를 분석하였을 때, [표 7-1]

에서와 같이 혼합동 내 전체 주호와 복도 및 로비의 국부통합도 값 평균

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혼합동 계획을 개선안과 같이

바꾸었을 때, 혼합동 입주민의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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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호 복도 및 로비 수직 동선

축선
개수

평균
유의
확률

축선
개수

평균
유의
확률

축선
개수

평균
유의
확률

기존
혼합동
계획

126 0.92

.031
*

179 1.44

.002
*

331 1.15

.698
혼합동
계획

개선안
126 1.02 171 1.55 333 1.15

[표 7-1] 은평구 I 아파트 기존 혼합동 계획과 혼합동 계획 개선안

국부통합도 차이 t-test 결과

(2) 중랑구 D 아파트 혼합동 E동 계획 개선안

중랑구 D 아파트 혼합동 중 계단실형 라인에 분양·임대주택이 혼합된

E동 계획의 개선에만 집중하였다. 중랑구 D 아파트 혼합동의 경우, 계단

실형과 타워형이 혼합된 형태인데, 계단실형의 경우, 하나의 복도에 2개

의 주호만이 연결되어 있다. 입주민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해, 라인 1-2의

수직 동선을 없앤 후, 수직 동선이 있던 자리에 라인 2의 평면을 확장시

키고, 라인 3-4의 복도를 [그림 7-3]에서처럼 라인 1-2까지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복도에 4개의 주호를 연결하였다.

[그림 7-3] 중랑구 D 아파트 혼합동 평면 개선안

혼합동 계획 개선안에서는 한 층에 하나의 주호만 연결된 경우와 같

이 복도에 연결된 주호의 수가 적어 주호 출입구의 국부통합도 값이 낮

은 층을 [그림 7-4]에서처럼 되도록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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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중랑구 D 아파트 혼합동 단면 개선안

이와 같은 혼합동 계획 개선안의 공간구조를 분석하였을 때, [표 7-2]

에서와 같이 혼합동 내 전체 주호와 수직 동선의 국부통합도 값 평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혼합동 계획을 개선안과 같이 수정

할 경우, 혼합동 입주민의 주동 내부에서의 교류를 증가시킬 수 있으리

라 예측된다.

구분

주호 복도 및 로비 수직 동선

축선
개수

평균
유의
확률

축선
개수

평균
유의
확률

축선
개수

평균
유의
확률

기존
혼합동
계획

102 0.80

.000
*

86 1.53

.311

227 1.21

.000
*혼합동

계획
개선안

102 0.91 69 1.59 153 1.27

[표 7-2] 중랑구 D 아파트 기존 혼합동 계획과 혼합동 계획 수정안

국부통합도 차이 t-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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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 방안 개선안

1) 도시 차원에서는 혼합단지의 고립화를 막기 위해, 보행권 내에 대

중교통,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들과 가까운 위치에 혼합단지를 배

치해야 한다.

2) 단지 차원에서는 시설 접근성 측면을 고려하여, 주동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옥외시설,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공간, 교육환경, 상가, 단

지 입구 등의 시설 및 공간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분양·임대 입주민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혼합단지 내 주동 혼

합 배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단지 내 분양·혼합·임대동을 2, 3개 이상

의 연속적인 군집단위로 배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3) 주동 차원에서는 주동 내부에서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주동 내

공용공간이 적극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한쪽

끝이 막힌 복도를 만들지 않아야 하며, 주호가 연결된 복도에는 적어도

3개 이상의 주호가 연결되어야 주동 내부에서의 교류 빈도를 높일 수 있

다. 분석 내용 외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설계 시, 임대주택이 대부분 판

상형 복도식 형태로 되어있다는 편견47)을 고려해야 하며 반사회적 행위

의 자연감시를 위해 거주자의 안면이 인식될 수 있는 적절한 복도의 길

이48) 또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메조넷, 스킵플로어 형식 등의 단면계획 적용으로 다채로운 공

간구성을 유도하고 입면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형식의

주호가 복도의 연결성을 저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4) 주동 내에서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주호 출입구의 접근성을 높

인다. 단, 혼합동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민의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는

위치에 임대주택을 배치한다.

47) 천현숙(2012), 전게서
48) 서수정, 김주진, 정경일(2004),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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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종합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혼합단지 계획을 위해

기존 혼합단지 계획 방안을 검토했으며, 사회적 혼합단지의 현황 분석

및 입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계획 방안의 개선점을 모색했다. 또한,

혼합단지의 공간구조와 입주민 만족도 및 교류와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단지 내외부 시설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설 접근성 만족도가 증

가한다. 따라서, 보행권 내에 도시기반시설들이 있어야 하며, 임대주택의

고립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곳에 배치해

서는 안 된다.

단지 내 주동을 세대소유유형별로 군집 배치한 경우, 분양·임대 입주

민 간 교류가 감소하였으며, 혼합단지 내 주동 혼합 배치 만족도 또한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단지 차원에서는 분양·혼합·임대동

을 3개 이상의 연속적인 군집단위로 배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주동 내부 공간의 경우, 공용공간의 접근이 용이할수록 주동 내에서의

교류 빈도와 교류하는 이웃의 수가 증가한다고 예측되므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선 공용공간의 접근성을 증진해야 한다.

혼합동의 임대세대 입주민의 경우, 주호 출입구의 프라이버시가 낮은

위치에 있을수록,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점이 주변 이웃들에게 눈치가

보여 주동 내 분양·임대주택 혼합 만족도가 감소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에 거주한다는 점이 주변 이웃에게 눈치보이는 것과 무시를 당한 경험과

는 관련이 없었다. 한편, 주호 출입구의 접근성이 좋을 경우, 주동 내 입

주민과의 교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예측된다. 따라서, 혼합동 내 사회통

합을 증진하기 위해 주호 출입구의 접근성은 높이되, 혼합동 내 임대주

택은 분양주택에 비해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혼합단지가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사회통합에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층 간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 외에도

건축설계적 측면에서 입주민의 만족도 및 교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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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사회적 혼합아파트의 공간구조와 입주민의 만족도 및 입주

민 간 교류 현황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

회적 혼합단지의 사회적 혼합 및 사회통합 현황을 검증하였고, 어떠한

공간구조가 사회통합에 효과적인지 확인해보았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

구는 향후 사회적 혼합주택 설계 시,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표본의 부족으로 인해 특정 정보는 대상 단지에

만 적용되었으며, 본 연구가 모든 단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후 더 많은 단지를 연구한다면 연구의 정확성을 올릴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룬 변수들 외에도 향, 소음 등 입주민의 주거만

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에 대해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며, 입주민

의 특성으로 성별, 연령, 가족 구성, 소득 수준 등의 요인 또한 고려해보

아야 한다.

또한, 관찰 조사 및 요인분석 등의 방법으로 후속 연구에서 본 논문의

주제를 재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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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valuation of Social Mixed

Complex Desig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Hyunj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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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ix in the concept of housing means that residents of sale

and rental households live together in the same complex and

residential building. Social integration is the addition of the concept of

interaction between residents to social mix. The social mixed complex

prevents slums in residential areas and distributes opportunities to get

social resources equally among residents.

Since the early 1990s, Korean government provided social mixed

complexes to reduce the social exclusion of low-income families.

However, in the social mixed complexes built at the time, the

physical distance between the classes got closer, but they were built

without considering the exchange and discrimination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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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es, resulting in spatial and psychological exclusion of tenants

from rented households in the social mixed complex. Therefore, in

order for a social mixed complex to reduce social exclusion and have

a positive effect on social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interaction between residents in terms of

architectural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xisting design

guidelines for social mixed complex, and to make the improved

guidelines that can promote social integration.

In this study, space syntax was used to analyze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social mixed complexes. In addition, a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residents' satisfaction and interaction statu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patial structure and the residents'

satisfaction and interaction was quantitatively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t the urban level, there should be urban infrastructure within the

pedestrian zone, and rental housing should not be placed in poor

physical environment to prevent the isolation of rental housing.

At the complex level, when sale housing buildings and rental

housing buildings were arranged separately, the interaction between

sale housing residents and rental housing residents decreased, and the

opinion that sale housing buildings and rental housing buildings were

not evenly mixed in good locations within the complex increased.

Therefore, it should be avoided to build three or more apartment

buildings in a row for each type of household ownership.

In the case of the inner space of the apartment building, the more

accessible the public space is, the more frequent the interactions

between residents and the more number of neighbors. Therefore, in

order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ocial integration, the accessibility

of the public space must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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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rental housing residents residing in the

mixed-buildng, the lower the privacy of the house’s entrance, the

opinion that sale housings and rental housings were not evenly mixed

in good locations within the mixed-building increased.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in the mixed-building, the rental

housings in the mixed-building should be located in the place where

privacy is better protected than the sale housing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when designing a social mixed complex

in the future.

keywords : Social mixed complex, Social mix, Social integration,

Space syntax, Spacial configuration, Axial map

Student Number : 2019-2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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