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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거 신도시 주거지 개발에서 도시경관의 획일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후 양질의 신도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

시경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특히 신도시 특

성상 공동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도시경관 형성에 공

동주택이 중요시되고 강조되는 상황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디자인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및 건

축물 미관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사업들을 계획 초기부터 적

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방식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

합도시는 도시특화사업을 추진하여 MA(Master Architect)를 통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공동주택 디자인 특화를 내세우며 우수한 공

동주택 경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신도시와 다르게 계획 초기부터 도시디자인 향상

을 위한 관리체계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행정중

심복합도시의 도시경관 특성은 어떠하고, 더 나아가 어떠한 과정

을 통해 경관이 창출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만의 차별화된 공동주

택 경관 창출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2-1생

활권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

중심복합도시 경관 형성에 바탕이 되는 계획·제도 및 사업방식을

살펴본 후, 경관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여 공

동주택 경관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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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관 형성에 기조가 되는 행정중심복합도

시 기본계획, 개발계획, 7대경관과제, 지구단위계획 등을 살펴본 후

도시특화사업의 도입 및 정의, 사업대상 및 방식, 운영과정과 더불

어 설계공모지침에서 제시된 경관지침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이후

도시특화사업이 도입된 2-1생활권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경관 형용사를 활용한 선호도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결과

를 토대로 기술통계분석과 더불어 경관 형용사 변수들의 공통적인

특성과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수들간의 상관관

계를 통해 관련성이 높은 변수끼리 집약하는 요인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지별 경관 선호도 특성을 경관 요

소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진행하여 이미지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통계분

석 결과, 전반적인 권역별 선호도는 P4, P2, P1, P3권역 순으로 높게

나타나 권역별 선호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단지별로는 M4, L2, L1,

M2, M1, L4, M7, L3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관형

용사별로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항목간 평균값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경관의 특성으로 도출된 다양성과 심미성 요인을 통해

경관 요소와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각 단지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

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단지들에서 다양성 요인과 심미성 요인이

정(+)의 관계, 즉 대체로 비례하는 특징이 보였다. P4권역이 두 요

인 모두 가장 높게 산출되었으며, 반면에 P3권역이 가장 낮은 값

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P1,2,4 권역의 단지들은 다양성 요인 값이

심미성 요인 값보다 더 컸던 반면 P3권역의 단지들은 심미성 요인

값이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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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특화사업에 의해 조성된 공동주택

을 대상으로 경관선호도 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경관이 가지는 성

격이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와 어떠한 관계적 특성이 있는지를 분

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만의 차별화

된 사업방식이 공동주택 경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영향력과 동시

에 사업방식의 한계점을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경관선호도 평

가에 의해 도출된 다양성과 심미성 요인에 대하여 경관으로서 지

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도시특화사업에 의해 개발된 공동주택 경관의 특

성 자체를 분석하는 연구로서, 도시특화사업이 도입되지 않은 공동

주택과 비교하여 경관 향상의 정도를 파악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제

한된 사진으로 경관 평가를 수행한 점과 경관분석 과정에서 연구자

의 주관적 판단이 일부 개입되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밝힌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향후 도시특화사업 및 유사사업 운영과정에

있어 제도의 보완 및 지침 마련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향후 신도시 주거경관 창출에 있어 창

의적이고 우수한 경관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도시경관, 도시특화사업,

공동주택, 경관선호도분석, 요인분석

학 번 : 2019-2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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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변형, 적응에 반응할 수 있으며, 동시대

도시 상황이 요청하는 개방성, 불확정성, 가변성에 꼭 들어맞는 매체다.1)

한 지역의 경관적인 매력은 그 지역을 기억하거나 찾게 되는 요인이며 한

도시나 국가를 알리고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차주영·

이상민, 2013). 이처럼 도시경관은 도시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도시

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도시경관의 요소 중에서 건축물 경관은

원경과 근경에 상관없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집합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경관이라 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은

하늘과 지상 지형물의 경계선이 되며, 도시경관 형성에 주요 요인이 된다

(임승빈, 1993). 특히 도시 스카이라인을 구성하는 물리적 형태의 요소로

서 건축물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건축물의 층수, 매스, 배치 등의 변화는

도시경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경관에서 건축물의 비중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

지만 동시에 훼손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이상민, 2010). 과거 국가

주도 경제성장 속에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고 아파트의 양적공급이 확

산됨에 따라 신도시개발과정에서 아파트형 주거단지는 개별 단지설계방

식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등 문

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이정형, 2003). 주거단지 개발에 있어 계획 초기

공공주도로 진행하다 중기부터 마지막 단계까지는 민간 주택 사업자 중

심으로 개발되어 공통된 디자인 기준 없이 도시가 디자인되어왔는데(문

1) Charles Waldheim, 배정한·심지수 옮김, 2018, 『경관이 만드는 도시』,한숲,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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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박환용, 2004),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거단지 계획

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도시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설

계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도시경관과 건

축물 미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획 초기부터 도시환경의 질을 높

이기 위해 경관 관련 제도 및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다. 개발계

획 초기 단계부터 민간전문가인 총괄기획가(PC:Planning Commissioner)

를 중심으로 총괄조정체계를 운영하여 기존 도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조화로운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디자

인을 유도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2)

특히 행복도시는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경관 7대 과제를 통해 도시

경관 및 건축물 미관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였으며, 더 나아가 도시·건축

통합디자인을 추구한 생활권 마스터플랜 공모를 기반으로 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계획 및 지침

과 제도적 차원을 넘어 행복도시는 차별화된 도시의 경관·미관 향상을

위하여, 사업제안공모, 설계공모 및 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토지를

공급하는 도시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필지 및 권역에 대

해 특화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상업·업무용지 등의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

방식으로, 현재까지 행복도시 내 다수 지역에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 등은 총괄조정체계에서 추진하는 총괄자문회의와

연계하여 상호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윤두원, 2020). 이처럼 행

복도시는 건설계획 초기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토지를 공급하는 일

련의 과정에서 기존의 건설계획기법을 지양하고, 우수하고 차별화된 디자

인을 도입하여 도시경관 및 건축물 미관의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건축물이자,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건축물이지만, 일반 건축물에 비해 주거 기능에 초점

2) www.happycity2030.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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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구현에 한계가 존재

한다. 하지만 행복도시 일부 생활권의 공동주택은 기존의 틀을 깨고 창

의적이고 도전적인 디자인을 제시하여 새로운 주거모델을 선도하고자 하

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전반적인 공동주택 외관 디자인은 특정 건

설사 브랜드의 정체성이 짙어지는 추세지만, 행복도시 공동주택은 같은

건설사에 의해 건설되었다 하더라도 타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경

관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공동주택 경관은 “어떤 과정을 통해 독특한 경관

이 도출되었고, 더 나아가 경관의 특성은 어떠할까?” 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행복도시만의 차별화된 공동주택 경관의 계획 방식 및

창출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공동주택 경관의 특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의 요인으

로 설계사 및 시공사의 역량 이외에도 행복도시만의 사업방식이 경관 형

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에, 본 연구는 우수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미관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방식이 적용된 공동주

택을 중심으로 경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신도시 주거지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도시경관

및 건축물 미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획 초기부터 경관 관련

제도 및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온 행복도시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행복도시 공동주택의 경관을 형

성하기 까지 수립된 계획 및 제도 그리고 도시특화사업의 운영과정 및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공동주택 경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

고, 동시에 경관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행복도시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

을 종합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경관으로서 공동주택 경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상기

시키고, 더 나아가 향후 신도시 주거지 개발 시 양질의 공동주택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적 정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음

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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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그림 1-1]3)과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을 대상으로 한다. 행복도시의 생활권 구조는 6개소의 지역생활권과 그

아래 일상적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과 편익시설이 유치

될 수 있도록 3~5개소의 기초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4), 특히 생활권

개발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생활권별로 지구단위계획도 순차적

으로 수립하고 있다.5)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권 중 행복도시 특화사업

방식으로 개발된 2-1생활권 공동주택 단지 8곳6)을 대상으로 한다. 2-1

생활권은 2014년 공동주택 디자인 특화를 위한 도시특화사업이 비교적

초기7)에 도입된 생활권이며, 특히 36번 국도에서 세종시 도심부로 진입

하는 구간이자 진입경관의 역할로서 세종시의 첫 이미지를 전달하는 랜

드마크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공간적 범

위는 도시특화사업이 초기에 도입이 되었고, 진입경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행복도시 2-1생활권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1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2012년

7월부터 현재로 하되 2장의 이론적 고찰의 시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로 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www.naacc.go.kr)를 참고하여 재작성.
4) 건설교통부,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5) [표 1-1] 참고.
6) 2-1생활권 내 공동주택 단지는 총 12곳이지만, 실제 설계공모는 8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설계공모에 의거한 공동주택 단지 8곳을 대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7) 행복청에서 발간한 ‘샛골마을 아름답고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 이야기(2015)’에 따르
면, 실제 2-1생활권 공동주택 특화계획은 2013년 2-2생활권에 이어 2014년에 두 번째
로 계획이 되었다. 하지만 2-2생활권은 동시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특화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2-2생활권 공동주택의 경관 형성에 있어, 도시특화사업뿐만 아니
라 특별건축구역지정의 영향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특화
사업방식에 의해서만 공동주택 경관이 형성된 2-1생활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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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지역생활권
기초생활권

구분 지구단위계획 최초 수립시기

1생활권

1-1생활권 2008.09

1-2생활권 2007.12
1-3생활권 2009.02

1-4생활권 2007.12

1-5생활권 2007.12

2생활권

2-1생활권 2012.07
2-2생활권 2012.07

2-3생활권 2007.07

2-4생활권 2012.07

3생활권

3-1생활권 2009.01

3-2생활권 2009.01

3-3생활권 2012.07

4생활권
4-1생활권 2012.07

4-2생활권 2012.07

5생활권
5-1생활권 2019.01
5-2생활권 2020.06

5-3생활권 2015.05

6생활권

6-1생활권 2017.07
6-2생활권 미수립

6-3생활권 2013.04

6-4생활권 2016.01

S생활권
S1생활권 2011.07

S2생활권 2010.12
www.happycity2030.or.kr를 참고하여 재작성.

[표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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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과거 신도시 건설개발기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양질의 신도

시 도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행복도시는 도시경관 및 건축물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틀

을 깨고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특화사업은 어떠한 과정

을 통해서 경관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그러한 경관의 특성이 무엇인

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본 연구는 경관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서 경관형용사를 이용한 경관선호도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경관형용사 문항을 평가 및 측정하여 경관의

선호도 특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요인분석을 통해 경관형용사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도출하여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경

관의 종합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전체적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그림 1-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으로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경

관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주거지 경관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행복도시의 도시특화사업의 과정 및 운영방식의 검

토 및 이에 따른 경관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될 연구의 방법과 연구의

내용을 소개한 후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서 공동주택 및 도시경관의 고찰과 행복도시

경관 관련 제도·계획 및 도시특화사업의 고찰로 구성된다. 먼저, 관련 문

헌과 논문 및 보고서를 통해 공동주택 및 도시경관과 공동주택 경관과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더불어 도시경관 및 건축물 미관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만의 제도 및 계획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도시특화

사업의 배경 및 도입 과정과 특징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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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해복도시 공동주택의 경관분석 방법의 틀로서, 먼저 본 연구

에서 사용될 분석방법의 개요를 시작으로, 본 연구의 대상지인 2-1생활권

설계공모 과정을 살펴본 후 현황 등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경관분석방

법의 분류를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관선호도 방

법론을 살펴본 후 분석에 활용할 경관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끝으로 설문

조사에 관한 과정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수행한 경관분석 방법의 틀을 통해 분석결과를 도출

하였다. 설계공모가 진행된 4개의 권역 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각 단지별

경관의 선호도 특성을 요인분석과 앞서 설정된 경관요소를 중심으로 질

적분석을 수행하였다.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해석

한 후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 후,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그림 1-2] 연구의 흐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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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연구동향

본 연구는 행복도시 공동주택 경관의 선호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먼저 행복도시의 도시경관 및 건축물 미관 증진을 위해 진행

되었던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에 대한 경관디자인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행복도시 공동주택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끝으로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경관선호도

분석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1) 행복도시 경관디자인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먼저 박현옥(2017)의 연구에서는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

지공급방식에 따른 개발기법을 통하여 경관디자인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

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토지공급방식을 8가지로 구분한

후 각 토지공급의 특성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토지공급과 경관디자

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김영환(2017)의 연구에서는 행복도시 내 BA방식으로 진행된 여건불리

근린생활시설 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건축디자인 향상 방안의 도출과정,

BA가이드라인의 내용 분석, 건축계획에의 반영 과정 및 결과 등을 살펴보

고, 여건불리 근린생활시설 부지에서 건축디자인 향상과 도시경관 제고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이정수 외3(2017)의 연구에서는 행복도시 1-5생활권 특별계획

구역 내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 지침에 따른 적용평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디자인 특화 계획 및 지침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설계 공모 작품들을 분석하여 도시디자인을 위한 지침의 유효

성을 평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이정수 외3(2021)의 연구에서는 행복도시 6-3생활권 복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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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 디자인 특화권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공모지침의 적용내

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 기 수립된 마스터플랜과 지구단위계획을 검토

한 후, 디자인 특화권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공모지침을 제안하였다. 그 후

공모제출 작품을 대상으로 공모지침을 분석 및 평가하여 복합커뮤니티 디

자인 특화지침에 대한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2) 행복도시 공동주택의 디자인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먼저 박동춘(2008)의 연구에서는 행복도시 1-2, 1-4, 1-5 생활권 공동

주택 설계 공모안을 중심으로 외관계획 요소를 주동형태와 주동입면 유

형으로 분류하여 고층 아파트 외관의 다양화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

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아파트 외관계획 및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김용현(2018)의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 준공된 세종시 아파트를 대상

으로 도시경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매스구성, 입면패턴 구성, 세부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입면디자인의 다양한 방안과 방향성을 분석하

여 2010년 이후 변화하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입면의 특성을 밝혔다.

또한 김형진 외3(2013)의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현상설계방식이 활

발해지면서 고층 공동주택 주거동의 유형과 계획 수법이 변화하고 있음

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행복도시 공모안들을 분석하여 주동 형태의

유형을 탑상형, 판상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또한 설계특성에서 나타나는

주동의 유형 및 경향, 주호 조합수, 출입방식, 경사도를 중심으로 주동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마찬가지로 서혜영(2016)의 연구에서도 행복도시 공동주택 설계공모

당선작과 참여작을 통해 도시적 맥락에 대응하는 주동의 계획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판상형, 탑상형, 혼합형, 테라스하우스로 분류한

주동 유형을 통해 도시적 맥락으로서 수변, 공원변, 구릉지, 주거 및 교

육, 행정시설, 도시가로변, 생활가로변, 단지입구변에 대응하는 주동계획

의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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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내용 및 특징

반현옥
(2017)

신도시경관디자인형성을위한개발기법적
용방안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방식 사례를 중
심으로-

토지공급방식에 따른 개발기법을 통하여 경관디자
인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이를 위해 토지공급방식을 8가지로 구분
한 후 각 토지공급의 특성을 살펴보고, 설문조사
를 통한 토지공급과 경관디자인 효과를 분석함.

김영환
(2017)

여건불리 근린생활시설 부지에서의 건축 디
자인향상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BA제도를중심으로-

행복도시 내 BA방식으로 진행된 여건불리 근린생
활시설 사업대상지의 건축디자인 향상 방안, BA
가이드라인의 내용 분석, 건축계획에의 반영 사항
등을 살펴보고, 여건불리 근린생활시설 부지에서
건축디자인 향상과 도시경관 제고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함.

이정수
(2017)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중심상업지역
사업제안공모의도시디자인지침적용평가

행복도시 1-5생활권 특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의
디자인 특화 계획·지침과 설계공모작품들을 분석
하여 도시 및 건축 디자인 지침을 통한 통합적인
도시디자인 가능성을 검증함.

이정수
(2021)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
디자인 특화권역 설계공모 지구단위계획 적
용평가

행복도시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 디자인 특화권
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공모지침과 적용내용들을
분석 및 평가하여 복합커뮤니티 디자인 특화지침
에 대한 유효성을 분석함.

[표 1-2] 행복도시 경관디자인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내용 및 특징

박동춘
(2009)

고층아파트주동외관디자인다양화방안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 건축설계 공모안을
중심으로-

행복도시 공동주택 설계 공모안을 중심으로
외관계획 요소를 주동형태와 주동입면 유형으
로 분류하여 고층 아파트 외관의 다양화에 적
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함.

김용현
(2019) 세종시아파트입면디자인특성분석에관한연구

2010년 이후 준공된 세종시 아파트의 도시경
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매스구성, 입면패
턴 구성, 세부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입면디
자인의 다양한 방안과 방향성을 분석하여 2010
년 이후 변화하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입면의
특성을 밝힘.

김형진
(2013)

공동주거단지주동형태에관한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설계공모안을중심으로

고층 공동주택 주거동의 유형과 계획 수법이
변화하고 있는 경향을 언급하였고, 이에 따라,
행복도시 공모안들을 분석하여 주동 형태의
유형과 설계특성을 중심으로 주동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정리함.

서혜영
(2016)

도시적 맥락에 대응하는 공동주택의 주동 계획
에관한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 설계공모안을 중심
으로-

행복도시 공동주택 설계공모 당선작과 참여작
을 통해 도시적 맥락에 대응하는 주동의 계획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함.

[표 1-3] 행복도시 공동주택의 디자인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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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관선호도분석 관련 연구

먼저 경관선호도분석관련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 실시 후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통해 선호도를 분석하거나 경관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송대호(2006)의 연구에서는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와 가로 폭원의

차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관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는 연구이며 설문지조사 후 다중회귀분석, 신뢰도분석을 통해 연구

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주신하·이송희(2012)의 연구에서는 도시하천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하천 유형별 경관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도시하천 조성

및 관리에 있어 기초자료제공 및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경관형용

사를 이용한 선호도 조사 방법을 통해 하천경관의 아름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주신하(2012)의 연구에서도 수로교 경관개선을 위해 경

관선호도와 이미지측면에서 경관형용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경관특성

분석을 하였으며 경관선호도 조사 방법을 통해 경관특성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와 달리 송지연(2014)의 연구에서는 가로구조적 환경 측면에 주목하

여 보행자의 선호도와 길 선택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미지 실

험을 통해 가로의 구조적 요인과 가로선호도 결정 사이의 관계를 밝히

고 있다.

강규범(2015)의 연구에서는 도시보행가로 파사드를 대상으로 경관인지

에 영향을 주는 ‘미 원칙‘, ‘조형요소‘가 경관 선호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로서 설문조사 후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통해 파사드의

경관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서광영(2018)의 연구에서도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일반주거지역 내 상

업가로에 형성된 건축물 사이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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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관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건축물 사이공간 활용과 보행자 경관이미지와의 상관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와 다르게 이지아(2019)의 연구에서는 경관색채를 중심으로 삼청동

길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미지간의 차이를 컴퓨터 비전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역사문화경관 정체성 보전을 위한 색채-이미지 관계성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내용 및 특징 상관관계

송대호
(2006)

도시가로경관의 선호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경관선호 유형 및 영향요인 추출을
중심으로 -

인간의 형태/지각 특성에 근거한 경관선
호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아울러 가로
경관의 구성요소가 가로 폭원의 차이에
서 경관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

경관요소/
시각적선
호도

주신하
(2012)

경관형용사를 이용한 도시하천 경관특성
분석 : 청계천과양재천을중심으로

도시하천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하천 유형별 경관현황과 특징을 분석
하여
향후 도시하천 조성 및 관리에 있어 기
초자료제공 및 방향제시

경관형용
사 /경관
미

주신하
(2012) 수로교경관선호도및이미지특성분석

수로교 경관개선을 위해 경관선호도와
이미지측면에서 경관형용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경관특성 분석

경관형용
사 /경관
선호도

송지연
(2014)

가로의 구조적 환경에 대한 보행자 선호
도조사

가로구조적 환경(가로 양변 건축물의 높
이와 가로 폭) 측면에 주목하여 보행자
의 선호도와 길선택 간 영향관계 분석

가 로 의
구조적요
인 /가로
선호도

강규범
(2015)

일산 신도시 보행상업가로 파사드의 경
관선호구조분석
‘조형요소＇와 ‘미 원칙’의 상호작용경로
분석관점

도시보행가로 파사드를 대상으로 경관인
지에 미치는 ‘미 원칙‘ ‘조형요소‘ 두 인
자가 경관 선호에 미치는 상호관계를 파
악

미 원칙
과 조형
용소 /경
관선호도

서광영
(2018)

건축물 사이공간으로서 측면공간 활용
여부에 따른 보행자 경관이미지 분석 연
구
- 일반주거지역내상업가로를중심으로

일반주거지역 내 상업가로에 형성된 건
축물 사이공간의 활용 여부에 따라 보행
자의 경관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

건축물사
이공간활
용 /보행
자 경관
이미지

이지아
(2019)

역사문화경관의 색채특성 및 지역 이미
지분석
- 삼청동길사례분석을중심으로

경관색채를 중심으로 삼청동길의 이미지
를 분석하고 이미지간의 차이를 분석하
여 역사문화경관 정체성 보전을 위한 색
채-이미지 관계성 파악에 기여하고자 함

경관색채/
경관이미
지

[표 1-4] 경관선호도조사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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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결

이상으로 앞선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행복도

시 경관디자인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토지공급방식 즉 개발

사업방식에 따라 도시경관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사업방식이

적용된 건축물에 대한 경관디자인 평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건축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방향 및 지침들을 먼저 수립하

고, 설계공모 혹은 특화계획 수용 조건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과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디자인 지침과 실제

적용된 디자인의 유효성을 살펴보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복도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외관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행복도시의 공동주택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관

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동주택 설계공모 작품

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외관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현재 드러난 외관디자인 자체의 특

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외관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개발방식, 사업운영과정 등에 관한 설명이 부족했음을 보였다. 특히

행복도시 공동주택 디자인의 특성은 단순히 설계사 혹은 시공사의 역량

뿐만 아니라 각 생활권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비롯하여 개발

및 사업방식 과정에서 수립된 경관 및 디자인 지침들의 영향을 많이 받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을 보였다.

경관선호도 조사방법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설문조사 실시 후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통해 경관의 선호도 특성을 밝히는데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대부분의 경관선호도 조사 방법에서는 자연경관, 도시시설물경관,

거리경관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동주택 경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특히 신도시 도시경관의 특성상 공동주택의 비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친숙하고 흔하게 보여지는 경관으로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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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을 대상으로 선호도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앞선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본 연구는 공동주택 경관

의 특성을 행복도시만의 차별화된 특화계획 및 디자인 수립 과정에 대

한 검토를 수반하여, 경관선호도 분석방법을 통해 공동주택 경관의 특

성을 한층 더 폭 넓은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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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공동주택 경관의 이해

1. 공동주택의 개념 및 흐름

(1) 공동주택의 정의

통상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구분지어 쓰이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외벽

으로 둘러싼 건축물 내부에 세대의 유무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

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권의 구분되어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 이를 현행

법 상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법 2조 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

동주택으로 구분한다.8) 또한 같은 법 2조 3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

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

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9)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의

해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된

다.10)11) 2020년 기준, 한국의 전체 주택 수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

율은 약 78%에 해당되며, 또한 전체 주택 수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

율은 약 63%로 우리나라 주택 10채 중 6채 이상이 아파트에 해당된다.

더불어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약 81%를 차지하고 있어 통상적

8) 주택법 제2조 제1호
9) 주택법 제2조 제3호
10) 주택법 시행령 제3조
1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

르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
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은 주택으
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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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동주택을 아파트라 부를 정도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아파트를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아파트의 비율은 현저히 늘어나게

되며, 프랑스 지리학자인 발레리 줄레조가 한국의 주거형태를 보며 아

파트 공화국이라 칭할 정도로 어느 순간 아파트가 우리의 주거문화로

자리매김하였다.

주택 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계

18,525,844 3,897,729 213,871 11,661,851 521,606 2,230,787 14,414,244

100% 21.04% 1.15% 62.95% 2.82% 12.04% 77.81%

「통계청, 2020, 주택의종류별주택-읍면동, 시군구」를참고하여재작성

[표 2-1] 주택의 구분 및 주택의 수(2020년)

(2) 국내 공동주택의 확산

한편 박정희 정부 시기, 국가주도 경제성장에 의해 도시의 인구가 빠

른 속도로 늘어났고 더불어 신흥 중산층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량의 주택이 공급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특히 신흥 중산

층을 위한 주택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1962년에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하

였다. 이 후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을 제정하여 민간주택건

설업체에 의한 주택개발과 시공, 분양 등의 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양희진, 2017).

마찬가지로 한국 아파트가 확산되었던 배경으로 천현숙(2003)의 연구

에서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몇 가지 요인들을 언급하였다. 먼저 베이

비붐 세대의 주택수요의 주 연령층으로 성장하였고 핵가족 비율이 증가

함에 따라 가족의 주거공간임과 동시에 재산증식의 도구로 아파트를 선

호하는 경향이 증가함을 언급한다. 또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

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집합적 주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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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히며, 더불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교외화를 촉진시켜 수도권 일

대 신도시에 아파트 중심의 도시가 형성되었음을 언급한다. 그 밖에도

주거개념 및 소비자 선호의 변화가 한국 아파트의 확산을 촉진 시켰음

을 주목한다.

이처럼 주택법 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는 한국의 경제적 성

장에 따른 도시화와 함께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가족

구조의 변화와 중산층의 성장과 함께 아파트에 수요자의 계층적 특성이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여기기

시작하였다(천현숙, 2003).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배경으로 한국의 아파

트는 급속히 확산되었고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한국의 주거문화를 선

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1970년대는 대한주택공사 주도하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반포, 잠실, 둔촌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

성 되었고, 또한 민간건설사를 중심으로 압구정동, 잠원동 등에도 대규

모 아파트 개발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아파트의 양적공급이 확산되

었던 시기였다. 1980년대에는 정부의 주택 500만호 건설 추진과 택지개

발촉진법이 맞물려 대단위 토지를 확보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이 활발한

시기였으며 과천, 목동, 상계동, 개포동 등 신시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였다. 특히 올림픽 전후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투기문제

등이 발생하여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파트가 부동산 상품

으로서 아파트 상품의 개념이 보편화 되기 시작한 시기였다(정주현,

2013). 1990년대는 제1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을 꾸준하

게 이어나갔으며, 아파트를 단지 주거의 기능을 넘어 부동산 가치로 바

라보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분양가 자율화

이후 민간 건설업체들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브랜드의 고급화 등을 내세

워 품질 경쟁을 하기 시작하였다(이자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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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 이후 국내 공동주택의 경향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배경 속에서 중산층이 꾸준하게 성장하였고, 더

불어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었던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아파트를 하나의

부동산 가치로 보기 시작하였다. 정주현(2013)연구에서는 IMF이후 신자

유주의 경쟁의 확대와 무한경쟁체제가 돌입되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건

설업체간의 경쟁심화, 주택보급확대로 인한 수요의 감소, 신규 토지부족

및 원자재 값의 상승 등의 경제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정치적 안정, 시

민 참여 증대, 문화수준의 향상 등 사회적·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2000년

대 이후 아파트 상품화가 본격화되었음을 언급한다.

아파트 상품화가 시작되면서 과거 양적공급 체제에서 질적공급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민간건설업체들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아파트

의 브랜드화, 차별화된 디자인 전략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특히 건설업

체 브랜드의 정체성을 돋보이기 위하여 브랜드 이미지화뿐만 아니라 주

동형태, 입면색채, 옥외공간, 조경 등 아파트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공공에서는 과거 도시경관 훼손의 주요인

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주거단지 개발을 문제 삼아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활발한 현상설계 공모, MA설계방식,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시건축통합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공동주택은 단순 주거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상

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품질 경쟁을 위한 디자인의 가치가 증대되었다.

동시에, 도시경관과 건축물 미관에 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됨에 따

라 공동주택 경관은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따

라서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공동주택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공동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기존의 주거 기능만을 충족시켰던 건축물을

넘어 디자인이 도입된 건축물로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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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경관과 공동주택 경관

(1) 도시경관의 개념

경관(景觀)은 우리 주변 환경이 보여주는 풍경이나 도시의 모습이며,

물리적 형태, 객관적 실체로서의 환경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보이는’ 환

경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보는 사람의 체험과 의지에 의하여 해

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하나의 표상된 이미지로서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경관으로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물리적 형태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

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데, 인간의 사회·경제·문화·기술적 가치가 영향

을 주어 생긴 것이며, 경관은 그 경관의 형성에 영향을 준 인간의 가치

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도시경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12) 도시경관의 사전적 정의는 ‘도시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요

소와 인간에 의해 형성된 건물이나 구조물, 시설 등의 도시 구성물이 어

우러져 만들어 내는 전망’13)이라 일컫지만,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자연요

소와 인공요소들은 인간에 의한 시지각적 대상이 되는 동시에 체험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즉, 경관을 인간에 의해 체험된 환경의 상으로 봤을

때, 도시경관은 이러한 범주 안에서 도시라는 특별한 환경적, 제도적, 지

리적 단위에 제한된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14)

이처럼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요소들

과 함께 도시경관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도시의 이미지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김득곤, 2004). 즉 도시경관은 우리가 늘 겪는

일상적인 경관유형으로서 도시적인 시설과 활동이 주가 되는 경관으로,

건축물과 옥외공간, 자연물 등 시각적으로 보이는 풍경과 더불어 도시

내 활동이나 분위기, 이미지 등 도시 전체의 종합적이고 개성적인 표현

이라 볼 수 있다.15)

12) 이규목, 2014, 『한국의 도시경관』, 열화당미술책방, p123.
13)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14) 김득곤 2004, 도시경관 정체성 제고를 위한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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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경관과 공동주택 경관

인간의 시지각적 관점에서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건물, 구조물 등의 인

공물은 물리적 형태나 객관적 속성을 강조하게 되며 이것들은 사람의 눈

높이에서 체험되는 경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도시경관에서 건축물은

도시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써 도시의 볼륨(volume)과 매스(mass)

를 결정하며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방식으로 도시공간에 한계성을 부여한

다. 특히 근경(近景)으로서 가로의 경관을 형성할(홍성인, 2020)뿐만 아

니라 건축물은 원경(遠景)으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스카이라인은 하늘과 지상 지형물의 경계선이 되며(임승빈,

1993), 이러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구성하는 물리적 형태의 요소로서

건축물의 비중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의 층수, 매스, 배치 등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도시경관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는 11층 이상의 건물들 중 약 87.4%

가 공동주거용 건물이며16), 이는 아파트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데 상당

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는 과정에서 생활양식과 주거양

식이 변화됨에 따라 주거 건축물인 아파트가 도입되었고, 아파트는 경제

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도시경관

은 아파트 단지 중심의 주거유형에 의해 기본적인 도시조직과 사회적 기

능마저 기형화되어 왔는데, ‘단지’ 단위로 도시속에서 고립된 아파트들은

주변 도시 지역에서 하나의 격리된 섬으로, 도시의 경관적 조화와 사회

적 기능을 교란시키고 있다. 고층 아파트화와 단일유형의 주거방식에 의

한 바람직하지 않은 주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17) 이처럼 과거의 획일적

이고 조화롭지 못했던 아파트 경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0년

15) 이규목, 2014, 위의 책, p123-124.
16) 정미선, 1998, 이형주호 조합에 의한 아파트 주동의 구성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
교 석사논문, p9.

17) 이규목, 2014, 위의 책,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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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쟁에 의한 아파트 현상설계방식이 활발히 적용되면서 도시경관

등에 고려한 계획들이 시도되어 왔다(김형진, 2013).

한편, 2000년대 이후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바뀜에 따라 아파트의 브랜드화가 가속화되었으며, 또한 아파트 주 수요

층인 중간계급의 높아짐에 따라 문화적 취향 수준의 향상되었고, 다원화

되는 사회 속에서 소비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활발해 졌는데, 이

러한 이유들로 아파트를 상품적 가치로의 인식이 강해졌다(정주현,

2013). 이처럼 아파트는 더 이상 주거의 목적으로만 인식되는 공간이 아

닌, 하나의 상품으로써 인지되고 있으며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미

(美)의 가치를 부여하여 공동주택 디자인의 가치를 올리고 있다. 동시에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공동주택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인지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공동주택 경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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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행복도시 도시경관의 이해

1. 행복도시 경관 관련 제도의 이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기존의 도시들과 달리 신도시는 계획에 의해 형성

되는 도시이기에 도시 형성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계획이 요

구된다. 특히 도시를 구성하고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어 건축물은 가

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된다.18) 행복도시는 이러한 도시환경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도시·건축의 장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도시로 거듭

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적 명품도시로 향한 원동력으로 계획 초기

부터 도시경관과 건축물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체계 및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계획 초기에 수립되었던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 행복도시개

발계획, 7대경관과제를 통해 행복도시 전반에 걸친 도시계획 및 공간구상

등과 더불어 도시경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들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각 생활권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지별, 경관 및 공공부문

별 등으로 구분하여 경관 관련 지침들을 정립하였다. 더 나아가 행복도시

는 독자적 자문기구인 총괄조정체계를 운영하여 조화로운 공간환경 조성

을 유도하고 있으며, 경관·건축심의 등과 연계·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행복도시 경관계획수립의 특징은 건설기본계획, 개발계획 등

계획간 일관성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본계획과 총괄조정체계 운

영규정에 따라 총괄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총괄자문단 구성과 총괄자문회

의를 운영하여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현욱, 2017).

18) 한국토지공사,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7대경관과제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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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2006)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은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

하고, 건설과정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단계

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도시경관 기본

방향에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조망되는 도시’, ‘다양한 외부공간 조

성으로 활기찬 도시경관 창출’, ‘개방적이고 특색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진방안으로서 자연경관요소의 보존, 경

관권역별 조성방향, 조망점 및 조망축 설정, 건축물 높이구상, 상징적 건

축물(랜드마크) 배치 구상으로 구분되며, 이는 거시적으로 행복도시 경관

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행복도시개발계획(2006)

행복도시개발계획은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실천력

을 높이고 집행을 위한 개발계획의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부문별 계획

중 경관계획을 살펴보면, 경관이미지 구상과 조망경관계획, 세부경관조성

지침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세부경관 조성지침으로서 건축물 경관지침,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도시환경색채 가이드라인, 공원·녹지 및 수변공간

경관지침, 공공시설물 환경디자인, 도시구조물 미관, 야간경관으로 세분

화하여 향후 수립될 실시계획 등의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

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거시적 경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 행정중심복합도시 스카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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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도시 7대 경관과제(2007)

7대경관과제는 2007년 행복도시 도시경관의 전체적인 기준과 토대를 마

련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건축물미관, 옥외광고물, 색채, 공원, 공공시설

물, 야간경관, 도시구조물 7개 분야에서 각각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행복

도시 경관의 부문별 기조를 마련한 과제이다. 앞서 건설기본계획 및 개

발계획이 거시적으로 경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반면, 7대경관과제는 미

시적으로 경관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

계획조례 등 하위계획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계획으로서 비교적 세

부적인 경관기준을 제시하며 경관심의 등을 추진한다(박현욱, 2017).

특히 7개 분야 중 공동주택 경관과 가장 연관이 있는 건축물 미관 부문

은 건축물 미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성 있는

건축물의 미관을 형성하기 위한 세부 건축물 미관기준 도출하도록 계획

되어있다. 또한 경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연계를 추구하며 개별 건축물의 설계·심의 관리기준으로 활

용하도록 하였다. 건축물미관의 미관기준은 용도별, 부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는 [표 2-2]와 같다.

용도별 미관기준 부위별 미관기준 주변지역 관리기준

단독주택:
경사지, 공원주변, 수변 공동주택 발코니

주변지역 내 건축물:
민간, 공공 진입가로변 건축물공동주택:

경사지, 커뮤니티가로변, 단지형 최상층 또는 지붕

상업·업무시설:
보행가로, 대중교통축, 기타간선도로

옥외계단
담장 또는 울타리

진입가로변 건축물

공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행정기관

건축설비 및 배관

굴뚝

기타시설:
산업시설, 공급처리시설, 주차시설 대지 내 조경

한국토지공사,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7대경관과제 종합보고서.

[표 2-2] 7대경관과제(2007)에서의 건축물 미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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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기 앞서, 생활권 마스터플랜 공모지침서

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생활

권 마스터플랜 공모는 당선작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

획 등의 내용을 반영한 법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이며, 본

장에서는 2-1생활권의 공모설계지침서와 과업내용서를 검토하였다.

먼저 2008년 11월에 공고된 2-1생활권 마스터플랜 공모의 설계지침은

크게 토지이용 및 생활권 구상, 교통 및 동선, 공원 및 녹지, 가로, 건축

물 배치개념, 경관구상, 친환경 계획구상으로 분류되어있다. 이 중 공동

주택 경관과 관련된 항목은 건축물 배치개념과 경관구상이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 2-3]과 같다.

공모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은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에 가

깝다면, 과업내용서는 마스터플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제시

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지

구계획, 입체적 건축계획, 생태환경도시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경관계획,

특별계획구역 등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공동

주택 경관에 해당하는 항목은 입체적 건축계획, 경관계획으로 볼 수 있으

며, 특히 입체적 건축계획은 가구·획지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경관과 관련 있는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각 항목의 세부사항은 [표 2-4]와 같다.

계획·지침 대상 세부내용

건축물배치개념

- 가구계획, 획지계획
- 개략적건축물배치개념제시
(예: 건축물의용도, 층수및규모, 형태, 외관계획방향, 대지내공지, 진입부, 주차체계
등에개념등)

경관구상
- 스카이라인원칙
- 주요거점별, 가로별경관계획방향제시
- 도시상징물등랜드마크도입전략

한국토지공사, 2008, 2-1, 2-2, 2-4생활권 마스터플랜건설기술공모지침서.

[표 2-3] 2-1생활권 마스터플랜 건설기술공모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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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성지침

입체적
건축계획 건축물에

관한계획

- 건축물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용적율․건폐율․높이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용도, 형태, 색채, 배치, 용적율,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
선, 기타 밀도계획,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용도별 건축물의 평면 및 입체적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 가로경관에 관한 사항
- 차량의 대지내 출입계획, 차량․보행 동선계획 및 주차계획, 공공보행
통로 등에 관한 사항

- 주변용지에 대한 환경(일조, 바람 등)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및 시설배치에 대한 규제계획에 관한 사항
- 계획적 관리와 기본계획개념 및 필지분할과 입체계획 등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

- 도시전체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구 개발테마 및 특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경관계획 및 상위계획의 개념을 반영, 구체화하여 입체적인 계
획을 수립한다.

- 건축물 미관, 옥외광고물, 도시환경색채, 공공시설물, 도시구조물, 야간
경관 및 공원․녹지․수변공간 등 도시경관 7대과제 부문별로 연구된
경관계획을 통합․조정하여 반영 및 지침화 한다

- 도시의 상징물은 거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며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계획 한다.

-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향토문화의 구현과
지역특성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한국토지공사, 2008, 2-1, 2-2, 2-4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과업내용서.

[표 2-4] 지구단위계획 과업내용서 작성지침

행복도시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앞서 생활권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

을 바탕으로, 각 생활권에 대하여 입체적인 건축물 계획과 평면적인 토

지이용계획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된 계획이며, 또한 도시의 미관을 개선

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으로 획지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용도계획, 건폐율·용적률·녹지 등 개발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하는

밀도 계획, 공원 및 가로시설물에 관한 디자인 등 경관계획을 포함하고

있다.19)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공동주택 경관에 관한 내용은 주로 용지별

시행지침과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용지별 시행지침 중 공동주택용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건축물

의 배치,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 등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서는 건축물 미관과 도시색채

19) www.naacc.go.kr(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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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료에서 관련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2-1생활권 지

구단위계획의 지침의 구체적 사항은 아래 [표 2-5]과 같다.

구분 지침 내용

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4장
공동주택
용지

건축물의용도및규모
등에관한사항

- 제2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축물의 최고높이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배치등에
관한사항

- 제4조 배치의 기본방향
- 제5조 건축선에 관한 사항
- 제6조 탑상형 배치구간
- 제7조 중저층 배치구간
- 제8조 직각 배치구간
- 제9조 개방지수확보구간
- 제10조 연도형 배치구간
- 제11조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 제12조 디자인주거동 배치구간

건축물의외관및형태에
관한사항

- 제13조 입면적
- 재14조 주거동의 호수 제한
- 제15조 주거동의 형태
- 제16조 입면의 구성
- 제17조 필로티
- 제18조 지붕 및 옥상
- 제19조 담장 및 계단

기타사항
- 제27조 공동주택의 측벽
- 제31조 색채 및 야간조명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2장
건축물
미관

- 제3조 건축물 부위별 기준
③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최상층 기준
⑤ 공동주택 발코니
⑥ 도시가스관, 선흥통 등의 설치기준
⑦ 옥외계단 등의 설치기준

제3장
도시색채
및 재료

- 제4조 대상지 및 시설물별 색채기준
③ 중밀 주거용지에 대한 색채의 적용범위

한국토지공사, 2008, 2-1, 2-2, 2-4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과업내용서.

[표 2-5] 2-1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지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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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괄조정체계

행복도시는 국내 최초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총괄기획가(PC,

Planning Commissioner)20)를 도입한 사례이며, 과거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이전 도시건설방식을 지양하고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총괄기획가를 중심으로 총괄조정체계를 도입하였다. 행복

도시의 총괄조정체계는 기존 계획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화로운 공간

환경 조성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민간전문가인 총괄기획가

를 중심으로 총괄자문단21) 및 실무협의회로 구성된다.22) 총괄자문단은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책결정, 계획의 수립 및 설계·시공 등에

대한 조정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총괄조정체계는 [그림 2-2]23)와 같이, 비법정 자문기관으로서 개발계획, 지

구단위계획, 건축특화계획, 교통계획, 조경·환경계획, 공공디자인 계획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수행하며, 그 밖에도 분야별 법정위원회(건축,교통,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도시 전체를 통합적 시각으로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2] 총괄조정체계 및 법정위원회와의 관계

20) “총괄기획가(P.C : Planning Commissioner)”란 행복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계획 및 설계
등을 검토․조정하는 자로서 총괄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총괄자문단의 최종 의사를 결정
한다.(출처: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 운영규정, 2020.5.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1) “총괄자문단”이란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으로서 총괄기획
가와 선임자문위원을 포함한 총괄자문위원으로 총 40인 이내로 구성된다.(출처:행정
중심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 운영규정, 2020.5.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2) www.happycity2030.or.kr.
23) 윤두원, 2020,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 담론,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76.
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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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의 이해

(1)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의 배경

행복도시는 균형 있는 국가발전과 품격 있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

하고 있으며 기존의 도시건설방식을 지양하고 세계적 명품도시로 건설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건설기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과거 도시

개발과정에서 도시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단지, 분양위주의 상업건

물, 다양한 개발 주체에 의한 개별적 개발행위와 같은 기존 도시건설과

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위하여 행복도시만의 차

별화된 도시미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주체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중재하거나 조

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경관의 통일성과 디자인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건축 전문가들의 창의적이고 우

수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화할 수 있는 체계인 행복도시 도시특

화사업(이하 “도시특화사업”)을 도입하였다.24)

한편 행복도시는 2030년까지 총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으며, 1단계 초기활력단계(2007~2015년)에서는 도시계획의 방향

과 자족적 도시성장의 기반을 확보하였고, 2단계 자족적성숙단계

(2016~2020년)는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거점개발을 본격화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3단계 도시완성단계(2020

년~2030년)에서는 도시의 전체적인 골격을 완성하며 다양한 도시공간을

구현한다.25) 도시특화사업은 본격적인 도시 건설에 들어가기 앞서 초기

활력단계인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획조정단26)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특화사업 업무편람.
25) 건설교통부,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26) 기획조정단은 담당자가 변경되는 공공기관의 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사업지구 내 장기간 상근하면서 행복도시의 총괄조정체계 지원, 도시계획 사업 검토,
공모 및 특화사업 운영·관리, 사업의 모니터링 및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윤두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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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뢰하여 특화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기회

를 확장하여 사업의 질을 확보하고자 전문가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윤두원 2021).

(2)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의 정의

기존 도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도시건축문화를 선도하고자 추진된 도

시특화사업은 [표 2-6]과 같은 전략과 추진방향으로 품격 높은 행복도

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도시특화사업 운영규정, LH 세종

특별본부 도시특화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행

복도시 내 도시특화사업의 제도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시특

화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도시특화사업’은 도시의 미관·경관, 쾌적성

의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제안공모, 설계공모, 특화

계획 수용 조건부 토지공급 등의 방법을 통해 주택·상업·업무용지 등의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27)

전략

1. 건축기획설계(마스터플랜)를 포함하는 도시설계기법 적용으로 도시미래상 구체화

2. 경쟁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설계공모, 사업제안공모 등)

3.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로 도시특화공간 실현

추진방향

다양화 (공동주택)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한 주거 유형 공급 및 新건축기법 도입을 통
한 선도적 건축문화도시 형성

활성화 (상업시설) 핵심입주자 유치를 통한 시설 활성화와 도시맥락을 고려한 고품격 디자인

특색화
(단독주택) 다양한 테마를 가진 살기좋은 주택단지 조성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
는 단독주택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 업무편람.

[표 2-6] 도시특화사업의 전략 및 추진방향

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9,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특화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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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 15조(경쟁입찰에 의한 토지 공급)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제19조제2항28)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찰방법은 가격뿐만 아니라 설계내용에 대한 평가
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6조(도시기능 증진 등을 위한 토지공급)

①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제19조제3항제5호29)에 따라 도시의 미관ㆍ경관, 쾌적성의 향상 또는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 설계 또는 디자인
등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모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따라야 한다.
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응모기간은 30일(설계공모인 경우에는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기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제처, 검색일자 2021.11.10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특화사업 운영규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경관, 쾌적성의 햐상 및 도시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제안공모, 설계공모 시행
및 건축디자인 향상방안 수립 등 도시특화사업의 사업추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 업무편람.

[표 2-7] 도시특화사업 추진 관련법규 및 규정

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②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당해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
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
동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법제처, 검색
일자 2021.11.10)

2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③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
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5. 도시의 미관ㆍ경관, 쾌적성의 향상 또
는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법제처, 검색일자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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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특화사업과 도시건축통합계획

도시특화사업의 특징은 전문적이고 투명한 설계공모운영을 통해 품격

있고 우수한 도시 모델을 제안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화

롭고 계획적인 도시경관의 관리와 건축·도시의 개별 계획 간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 설계를 추진하고자 관련 전문가에 의한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는

도시와 건축을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체 생활권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수립 후 개별 필지, 단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도

시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선도하고 있다.30)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계획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도시건축통합계획’이라 명명하였다(김영욱, 2021). 즉 도시건축통합계획

이란 초기 기획 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통합하여 입체적 마스터

플랜을 수립 후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1·2기신도시

의 평면적 도시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3차원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고자 하는 계획이다(신수진 외2, 2021). 이러한 계획 방식은 최근 3기

신도시 과천지구를 시작으로 안산신길2지구, 수원당수2지구와 같은 신

규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점점 확산 적용되는 추세이다.

3기신도시 과천지구(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신길2지구(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표 2-8] 도시건축통합계획 사례

30)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특화사업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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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는 [그림 2-3]31)과 같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도시건

축통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체계를 이전부터 구축하여 생활권별로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별 필지별 건축물·

공간별 특화계획을 추진하여 도시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각 생활권 개발에 있어 택지개발단계는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으로 구분되며 실시계획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건축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이때 지구단위계획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형태를 바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또한 특화계획에 적합한 건축 기본 설계의 방향을 기

술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도시건축통합계획

과 건설기술 공모를 통해 생활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

로 건설계획단계에서는 대지조성,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설계 및 건설

하고, 특히 건축계획에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 업무시설 등 개별

필지, 단지, 건축물 등의 도시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3] 행복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흐름도

31)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특화사업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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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특화사업의 운영체계

도시특화사업의 운영조직은 특화사업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 주최자

(발주기관), 사업부서, 특화사업운영팀(용역업체)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전문위원 선정과 특화계획 수립 자문 등과 같은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운영 및 개최는 관계기관과 사업부서의 협의

를 통하여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연도별 특화사업 계획, 사업별 특화계

획 안, 공모지침(평가방법, 심사위원의 구성 등), 당선안 조정에 대한 자

문을 맡고 있으며, 그밖에 특화사업별 전문위원 선정과 기타 행복청장

및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들을 수행한다.

또한 원활한 특화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위원인 MA(Master

Architect)와 BA(Block Architect)를 선정하고, [그림 2-4]32)와 같이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우

수한 연구능력과 실무경험을 갖춘 위원을 선정하여 통일적이면서 차별화

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관·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다.또한 전문위원은 특화사업 대상지 별 1인으로 구성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동 또는 부 전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의 업무 및 역할은 상

위계획 및 대상지 분석을 통해 대상지 특성에 맞는 전략을 도출하고 특

화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특화계획을 고려한 입체적 개발

을 구상하고 계획설명서 또는 공모지침서 등을 작성하며 그밖에 대상지

토지계약 이후 자문을 수행하거나 기타 사업부서등 요청에 의한 참석을

하게 된다.

한편 신현준(2021)은 행복도시 특화사업의 전문위원의 역할과 한계를

언급한다. 전문위원의 업무 및 책임은 사업과정에서 건축허가 또는 사업

승인단계까지 한정되어 있고, 특히 공동주택 특화사업의 경우 건축물 디

자인의 세부적인 관여 할 수 없었음을 밝히며, 특히 시공과정이나 준공

후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전문위원 참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처럼

도시특화사업방식에서 전문위원은 계획 초기부터 공모지침작성, 공모 후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만

32)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특화사업 업무편람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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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축물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역할까지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설계공모지침 수립 과정에서 건축물 중점계획 사항 및 디자

인의 방향성 등은 제시할 수 있지만, 건축물의 구체적이면서 세밀한 디

자인 부분은 아직까지 설계사의 역량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운영조직으로서 주최자(발주기관)33)는 특화사업을 주관하고 전반적인 기

획, 운영의 감독 및 관리 등을 수행하며, 업무 진행에 있어 법정계획을

지원한다. 사업부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사업부서로서 특화사업

총괄 및 수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공모시행 관련 기획 및 운영, 용지

매각 후 사후운영관리 등을 책임진다. 마지막으로 특화사업운영팀(용역업

체)34)은 특화계획 수립, 공모 등의 시행을 위하여 구성되며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35)

[그림 2-4] 특화사업 유형별 전문위원 구분

3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34) 공모의 시행,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모운

영관리팀을 지칭한다.
35)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특화사업 업무편람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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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특화사업의 사업대상 및 방식36)

행복도시의 도시특화사업은 주거, 상업, 공공건축물 등의 시설 또는 공

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대상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특화사업방식을 선정하고 기능적·미관적으로 우수한 단지 및 건축물 건

설을 목적으로 대상사업별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별 추진방향 및 특화계획 사업방식

단독주택 다양한 테마기능을 갖추고, 차별화 된 마스터플랜과 조화로운 단
지조성을 위한 단지 및 건축계획 수립

- 특화계획 수용 조건부
토지공급
- 설계공모
- 용지매각형 설계공모

공동주택·
주상복합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차별화된고 다양한 디자인의 주택
유형 및 특화요소 도입을 통한 혁신적인 경관과 주거공간 창출

- 특화계획 수용 조건부
토지공급
- 설계공모
- 용지매각형 설계공모

상업업무
공공성 등을 위한 디자인 특화와 차별화된 경관, 통합 디자인등을
통한 상가활성화

- 특화계획 수용 조건부
토지공급
- 사업제안공모

공공시설 접근성, 개방성 등 공공성을 최대화하고, 디자인 및 신기술 도입
을 통한 선도적인 디자인 형성

- 설계공모

기타 주체가 다양한 도시·건축·조경 등 통합설계를 통해 경관적 통일성
과 디자인적 차별성 확보

- 특화계획 수용 조건부
토지공급
- 설계공모
- 용지매각형 설계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 업무편람.

[표 2-9] 도시특화사업 대상지별 특화계획 및 사업방식

도시특화사업은 사업방식에 따라 특화계획 수용 조건부 토지공급(BA제

도),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설계공모-2단계 설계공모, 용지매각형 설계

공모, 사업제안공모 등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화계획 수용 조건부 토지공급은 마스터플랜 수립 후 특화계획

수용을 조건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테마 기능과 더불어 특색

있는 건축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로 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등

중·소규모의 단위별 필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선과 함께 신기

술 도입을 위하여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

36)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특화사업 업무편람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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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광장 등과 같은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당선작에

게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있다.

설계공모-2단계설계공모는 일반설계공모보다 좀 더 개괄적인 내용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보통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와 중요도가 높은

곳, 또한 구체적인 설계안 등이 필요할 경우 2단계 설계공모를 추진하

고 있으며, 주로 단독주택 특화단지 등에 적용되고 있다.

용지매각형 설계공모는 설계안 평가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토지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주로 공동주택, 주상복합, 블록형 단독주택 등 민간

에게 매각하는 주거용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제안공모는 상업용지를 대상으로 설계계획과 더불어 사업제안서

및 가격평가 등을 시행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이 중요시

되는 상업용지 등에 대하여 디자인 강화, 상업활성화 및 공공성증대 등

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여 도시 활성화를 제고하는 방식이다.

사업방식 내용 사례

특화계획 수용 조건부
토지공급(BA제도)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건축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후 특화계획 수용을
조건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

- 1-1생활권 한옥마을
- 1-1생활권 상업업무용지
- 3-3생활권 상업업무용지
- 4-1생활권 담독주택용지

설계공모-
일반설계공모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이에 따른
공간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후
다수의 응모자로부터 작품을 제출받아 심사를
통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방법

- 도시상장광장
- 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 단지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계획 방향 및 계획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향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경우
2단계 설계 공모방식으로 추진

- 1-4생활권 단독주택 특화단지
- 6-4생활권 공유마당마을 특화
단지

용지매각형 설계공모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하여 일단의 용지에 대해 발주기관 등이 공급
하는 용지를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에 대한 설
계안을 평가한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지를
공급

- 4-1생활권 공동주택용지
- 6-4생활권 공동주택용지
- 1-5생활권 주상복합용지

사업제안공모

건축디자인과 향후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종합
적 평가를 요하는 상업용지에 대하여 설계계
획과 더불어 사업제안서 및 가격평가 등을 시
행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

- 1-5생활권 상업업무용지
- 2-4생활권 도시문화상업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 업무편람.

[표 2-10] 도시특화사업방식의 특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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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행복도시 공동주택의 경관분석 방법론

제 1 절 분석의 개요

본 연구는 행복도시만의 차별화된 공동주택 경관의 창출 과정을 살펴보

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2-1생활권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앞서 2장에서는 행복도시 경관 형성에 바탕이 되는 계획·

제도 및 도시특화사업방식을 살펴봤다면, 3장에서는 2-1생활권 공동주택

의 경관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지를 살펴본 후, 경관

분석방법론을 정리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관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경관형용사를 이용

한 경관선호도 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경관형용사

문항을 평가 및 측정하여 경관의 선호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

아가 요인분석을 통해 경관형용사 변수들간의 연관성을 도출하여 행복도

시 도시특화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경관의 종합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분석의 흐름은 [그림 3-1]과 같다.

경관분석 방법론을 정리하기 앞서, 제 2절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지인

2-1생활권 공동주택 단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대상지에 도입된 도시특화

사업의 배경, 운영과정, 설계공모지침 등을 살펴본 후, 실제 답사 및 문

헌자료를 통해 설계공모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8곳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를 실시하였다. 제 3절 경관분석 방법에서는 먼저 경관분석 방법의 개념

과 방법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통해 경관선호도 분석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분석과정에서 사용될 경관요소를 도출하

고 정의하였으며, 끝으로 경관선호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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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경관분석방법을 좀 더 살펴보면, 경관분석방법의 분류로서 전통적

으로 경관분석에 사용된 방법의 분류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경관분

석방법을 선정하였다. 기존 경관분석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경관분석방법들

을 생태학적, 형식미학적, 정신물리학적, 심리학적, 기호학적, 현상학적, 경

제학적 7가지 접근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경관분석의 지표로서 선호도,

만족도 평가에 적합한 정신물리학적접근 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경관선호도 분석방법은 크게 도시경관 미학의 고찰, 미적반응 측정법,

경관평가 방법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로 도시경관 미학의 고

찰부분에서는 도시경관을 미적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도시경관 자체

를 미적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평가자의 미적 반응 및

태도를 통해 미적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두 번째로 미적반

응 측정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경관을 평가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경관의

미적 측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관평가는 심리학적 측정이론 및 방법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임승빈, 2009). 이를 통해 경관평가에서 자주 사용되는 측정

방법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척도의 유형과 측정방법

들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로 경관평가방법 부분에서는 경관 평가 시 고

려해야 할 사항들을 참고하여 경관평가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우선 검토

해보고 본 연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들을 제시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항목들 즉, 형용사들은 관련 문헌과 기존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경관선호도 조사에 의해 도출된 경관의 선호도 특성을 경관 요

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기존 선행연구 및 관련 지침들을 토대로

주거동 형태, 지붕 및 옥탑, 저층부, 발코니를 도출한 후, 각 경관요소에

대한 정의와 유형, 변화양상, 경관과의 관계성 등을 정리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끝으로 경관선호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설문조사

틀로서, 설문개요 및 방법, 설문구성, 설문진행 과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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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분석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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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상지의 이해

1. 2-1생활권 도시특화사업의 이해

(1) 2-1생활권 도시특화사업의 도입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업무, 공공시설 등

대상지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공동주택 특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1생활권 공동주택은 일반 설계공모

방식에 의한 토지공급 후 건설되었으며, 추진 배경은 아래와 같다.

행복도시는 주거지 건설에 있어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를 위해 시

범적으로 2006년 첫마을단지 설계공모를 진행하였다. 당시 획기적인 마

스터플랜으로 개성있는 주거지를 조성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1생활권 공

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지만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세종시

발전방안(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계약해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생활권 공동주택용지가 재공급 되었지만 개

별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계와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차별화된 공동

주택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는 2013년 2-2생활권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설계공

모를 다시 추진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설정하여 전반적인 디자인 수준을

높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

로운 특화요소를 발굴하는 등 공동주택 특화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4년 2-1생활권에도 설계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다. 개별 공동주택단지

가 아닌 기초생활권 내 단지들을 총체적으로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는

MA(Master Architect)를 도입한 설계공모를 통해 생활권과 단지 간 연

계 가능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차별화된 공동주택 디자인 등 조화롭고 특

색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유도하고자 하였다.37)

3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5, 샛골마을 아름답고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 이야기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공동주택 설계공모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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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생활권 설계공모 운영

2-1생활권 공동주택은 민간전문가(MA)를 도입한 설계공모를 통해 조

성이 되었으며, 이러한 설계공모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였다. 먼저 실무위원회는 공모전문위원(MA)와

행복도시 기획조정단 인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설계공모에 대한 총괄적

인 관리와 전반적인 계획 및 지침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총괄MA는 총괄전문위원으로서 공모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였

고 공동MA들은 공모전문위원으로 설계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였다. 실무위원회는 다수의 공모기획회의, 공모추진회의와 응모신청,

질의응답 및 당선작 조정회의 등을 통해 설계공모 초기부터 완료 시까지

전반적인 설계공모 관련 진행을 담당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공모지침

작성 및 공모진행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연구기관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모진행에 대하여 의견

을 전달하였고, 실무위원회의 MA들이 참여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과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여 공모의 원활한 진행을 추진하고자 하였

다.38) 이처럼 실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바탕으로한 설계공모 추진 경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촉된 민간공모전문가(MA)는 전문적 시각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과 더불어 공모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했으며, 특히 설계공모의 기획

및 추진, 등록관리, 질의에 대한 접수, 응답 및 자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관련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또한 마스터플랜 및 공모지침

선정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을 분석하여 2-1생활권 공동주

택의 특화할 요소를 도출하였고, 단지특화 및 차별적인 외관 디자인을

위해 가로별 특색을 부여하고 다양한 주거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추진하

였다. 이러한 방향을 바탕으로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응모자에게 사전설

명회를 개최하여 주안점을 전달하였다. 이 후 MA와 응모자들간의 소통

38)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 운영관
리 최종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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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공모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여 MA가 의도한 주안점과 마스터플

랜 및 지침 등을 행정, 설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응모작품

에 대한 심사는 2박 3일에 거쳐서 진행되었으며 1일차는 기술심사로 작

품에 대한 제반 법률적 사항, 공모지침 이행여부, 제출서류양식 검토등

과 본 심사 전에 발견할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의 검증을 주로 실시하

였다. 본 심사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응모자의

공개설명회에서는 익명성의 유지를 위해 발표자가 가림막 뒤에서 발표

하였고, 작품에 대한 질문은 MA가 심사위원으로부터 질문사항을 서면

으로 받아 업체에게 전달해주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하는 간접질문 방식

을 채택하였다. 최종심사는 토론을 통한 채점표 작성을 원칙으로 하여

강제차등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하였다.39)

일정 추진 내용

MA선정 ‘14.5월 총괄 MA: 채병선 교수
공동 MA: 황재훈 교수, 조종수 교수

공고 및 홍보 ‘14.6월~7월 설계공모 공급 대상토지(분양), 공급방법, 설계공모 일정, 응모신청 방
법, 당선작 선정 및 공급 등의 내용을 공고 및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

마스터플랜 및
공모지침 선정 ‘14.8월

MA선정 후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을 분석하여 공동주택의 특화
할 요소를 도출하였고, 기본방향 설정 후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공모지
침 작성

공모지침
설명회

‘14.8.22
공모방향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설명하고 MA가 의도한 주안점과 마
스터플랜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며, 공모지침에 대한 행정적인 사
항과 설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

질의접수 및
답변 ‘14.8월~9월 특화계획 및 가구별 지침 등 상세한 내용을 중점으로 질의되었으며 2

차례에 걸쳐 질의와 답변 진행

응모작품 접수 ‘14.11.05 P1작품 2개, P2작품 2개, P3작품 3개, P4작품 1개, 총 8개 작품이 출품

심사 ‘14.11.06~08 1일차 기술심사, 2일차 본 심사 등 2박 3일에 거쳐 심사 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5, 샛골마을 아름답고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 이야기(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공동주택 설계공모 단지).

[표 3-1] 2-1생활권 공동주택 설계공모 추진 경과

3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5, 샛골마을 아름답고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 이야기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공동주택 설계공모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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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공모 지침 및 주안점

2-1생활권 설계공모의 대상지는 [그림 3-2]와 같이 P1, P2, P3, P4 총

4권역으로, 각 권역당 1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설계지침은

크게 생활권 공간구조, 특화계획, 가구(Block)지침으로 구분되며, 이 중

공동주택 경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권 공간구조에서

경관’, ‘특화계획에서의 건축물 특화계획’, ‘가구지침에서의 단지계획 및

건축계획 지침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2] 2-1생활권 공동주택 설계공모 대상지

구분 지침 구성

생활권 공간구조

- 공간구상기본도
- 토지이용 및 세대수, 밀도
- 가로구조
- 공원녹지 및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 경관

특화계획

- 기본방향
- 보편적 주거가치
· 방어공간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일조권
· 거주 쾌적성

- 2-2생활권 연계특화
· 가로대응형
- 五色특화
· 친환경·에너지
· 가로별
· 안전
· 공동체
· 건축물

가구지침 - 단지계획
-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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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2-1생활권 공동주택 설계공모지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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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활권 공간구조에서는 가로구조 및 경관에 관한 사항들이 본 대

상지의 경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지침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로구

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로별 특화지침을 살펴보면, 생활가로, 생태보행

로, 순환형녹도 등 가로와 면해 있는 주거동에 대하여 다채로운 경관형

성 및 가로변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관부문에서는 경관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도출된 조

망점을 바탕으로 디자인 주거동의 위치를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디자인

주거동에 대한 차별성, 대표성을 강조할 수 있는 디자인 지침들을 포함

하고 있다.

◦ M1 : 가로대응형근린생활시설배치(광장형생활조경),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내 50%이상, 2층이하로배치
◦ M2 : 부지 남동쪽 하단 가각부 커뮤니티센터 배치,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내 30%이상, 2층 이하로 배치)
◦ L1 : 생태형 생활조경(접근 불가/자생력/생태회랑 혹은 서식처 역할),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내 50%이

상,2층 이하로 배치
◦ L2～L3 : 복합커뮤니티 설치구간을 제외한 부지 북측 가로변, 연도형 상가 배치, 부대복리시설 배치구

간 내 30%이상2층 이하로 배치
◦ L4 : 부지 남측, 동측 가로변 연도형 상가 배치,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내 30%이상 2층 이하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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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가로별 특화 중 생활가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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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형 생활조경 공간 조성과 휴게시설및 Deck 설치
◦ 과실수거리등 커뮤니티정체성확보(Event와 Program)공간으로활용
◦ 생태보행로와 면하고 있는 L1,L2, L3는 계획 시 생태보행로에 대한 아이디어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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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가로별 특화 중 생태보행로에 관한 사항

◦ 평균 6~8m 이상 생태 보행가로 형성(M1/L1/M4는 평균 8m, M2/L2은 평균 6m)
◦ 통경축(M1,L1,M4)을 제외하고 순환형녹도 상부로 주동 계획이 가능하며, 이때 순환형녹도 상층부 주동
은 2층 이상 필로티로 계획

◦ 보행면적의 50%이상투수성재료사용하되교통약자의통행을고려하여베리어프리(Barrier Free)로 계획
◦ 순환형녹도 면적의 25%이상 생태 조경설치
◦ 인접 블록과의 정합성을 위해 도로 접합부는 광장형태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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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가로별 특화 중 순환형녹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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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계 방향

시뮬레이션지점

- 블록 경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모단위별로 3개 이상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
하며, 그 중 2개는 지정된 지점방향에서 표현하고, 나머지 1개는 공모 대상지에
서 가장 특징적인 곳을 선정하여 작업
- 지정된 시뮬레이션 지점은 해당 지점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m 범위내에서 융
통성있게 조정 가능

구분 S.P 유의사항

P1
V1 외곽순환도로에서의 진입경관 및 디자인주거동
V2 생태보행로주변에서 바라본 중저밀단지를 포함한 경관

P2
V1 커뮤니티센터와 단지계획의 조화
V2 생태보행로 주변에서 바라본 중저밀단지를 포함한 경관

P3
V1 녹지주변 중저밀 단지의 경관
V2 타 생활권에서 진입하는 가로변에서 바라본 단지 경관

P4
V1 생활가로변 저층배치구간을 포함한 경관
V2 외곽순환도로에서의 진입경관 및 디자인주거동

디자인 주거동

- 해당 블록 내, 타 주동에 비해 형태 / 입면 / 재질 / 색채 등이 차별화 되어야
하며 야간조명 설치를 권장
- 배치 구간 내 2개 이상의 주거동이 배치될 경우 건축물의 군집이 입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주동 간 높이 차를 두도록 함
- 2-1생활권의 주요 컨셉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주동(예, 녹화건축, 에너지 절
약형 건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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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생활권 공간구조 중 경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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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3-5]와 같이 특화계획 중 건축물 특화지침을 살펴보면, 지붕

을 포함한 옥상공간, 발코니, 접지층, 디자인 주거동에 관한 설계 방향 및 지

침이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옥상공간은 공동체 특화지침에서 제시하는 스카

이커뮤니티와 통합·연계하여 계획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구지침은 단지계획

과 건축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지계획에서는 스카이라인, 단지배치, 입

면적, 색채에 관한 사항들과 접지층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건축계

획에서는 앞선 건축물 특화지침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방향, 주거동 형태, 옥

상공간(지붕포함), 발코니, 접지층, 주거동 입면, 단지세대 계획, 옥외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디자인 주거동에 관한 설계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 인접 주동 간 공중보행로(Sky Walk) 연결, 피난시스템 구축 및 건축형태의 다양성 유도 목적
- 피난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활권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경관적 독창성 추구
- 2개 이상의 인접 주동을 연결하고, 입면 디자인 특화요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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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스카이커뮤니티 예시

구분 설계 방향

옥상공간(지붕포함)

- 주거동 형태 및 입면의 성질과 일체화되어 다양성과 동시에 균질한 건물로 인
식될 수 있도록 계획
- 다양한 거주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입체적 옥상 및 지붕 공간
- Sky Community, GIY, Sky Garden 등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 저탄소 에너지 저감기술 도입과 디자인 적용 고려

발코니 - 형태 및 입면과 유기적으로 계획하되 이형평면, 이형평형, 돌출발코니 등 다양
한 건축요소를 통합 적용하여 계획

접지층 - 다양한 주거 공간 및 주거성을 위하여 지하 공간 활용 및 테라스하우스 개념
등을 도입하여 입체적으로 계획

디자인 주거동

- 생태 및 저탄소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기능이 디자인에 충실히 표현되어 생활권
의 랜드마크적 요소로 계획
- 의미 없는 장식적 요소는 지양하고 마감재의 재료적 특성과 질감에 의한 순수
성 및 색채 계획

www.happycity.or.kr 2-1生_설계공모지침서_v3.0

[표 3-5] 특화계획 중 건축물 특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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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계 방향

스카이라인

- 단지 내 스카이라인은 단지중심부 기준 종상형으로 형성
- 단지 중심부를 정점으로 가로 대응형 계획
- 개별 주동의 자체 스카이라인 변화를 지향(단, 중저층 배치 구간은 예외)
- 단지가각(Corner)부분의 주동 층수는 다른 주동보다 낮게 계획하여 외부공간으
로부터 단지 조망 시 가능한 많은 주동과 시설이 조망될 수 있도록 계획

생활권 전체 개별주동

단지배치 - 주거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배치 권장
-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지 배치

입면적

- 전체 입면적 기준은 3,200㎡의 10%이내에서 완화 가능하고, 9층 이상은 2,200㎡
이하로 제한(8층 이하는 주거동 길이 제한 없음)

[ 입면적 3,520㎡이하 가능 ]
[ 입면적 적용 예시 ]

색채 - 색채계획은 상위계획(7대경관과제 등) 권역별 색채를 준수하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개념을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비율을 준수하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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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가구지침 중 단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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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계 방향

접지층 주동배치

- 중저층배치구간과 접지형 주동 배치구간에 주동이 걸치는 경우 접지형 계획을
권장
- 생태보행로와 면한 구간은 소단위 주거동을 클러스터 형식으로 배치하고 접지
층 특화 계획
- 보행공간과 접지형주동간의 공간이격 혹은 다양한 전이공간을 통해 공공성과
프라이버시(Privacy)를 동시에 확보

[접지층 주동배치 구성 예시]

- 접지층이 끝나는 상부는 Open Space 혹은 주민공동시설 계획
- 4호 이상 주거동이 배치가 될 경우, 통경 확보를 위해 2개호는 필로티
로 계획하고, 나머지 주동은 접지형(테라스하우스/지하 복층 등)으로
구성하여 혼합을 유도
- 중저층 배치구간 이외에는 3층까지 접지층 계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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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계 방향

기본방향
- 건축 배면에 대한 적극적 입면 디자인 고려
- 단지의 주 진출입구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주거동은 랜드마크적 이미지 고려
- 도로변에 접한 주거동은 소음대책을 충분히 고려

주거동 형태

- 다양한 건축요소들과 통합 디자인하여 건물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자연스럽게
창출
- 에너지 저감 및 실내공간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일조량과 일사획득의 관계성
고려
- 필로티 설치 시 단순한 통로 기능 이외에 다양한 건축프로그램과 연계(주거동
주출입 등)

옥상공간
(지붕포함)

- 주거동 형태 및 입면의 성질과 일체화되도록 계획
- 다양한 거주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입체 공간 프로그램 제시(Pent House 개념
등)
- Sky Community, GIY, Sky Garden 등과의 통합 운영 계획 (블록당 Sky
Community 시설은 1개소 이상 설치 권장, 과도한 설치는 지양)
- 저탄소 에너지 저감 기술 적용 시 일체화된 미래지향적 이미지 구성

발코니

- 다양한 형태로 계획하되 입면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계획
- 이형평면, 이형평형, 돌출발코니 등 건축요소들과 통합 연계성 고려
- Handrail은 일률적으로 반복되는 디자인과 색채 지양
- 입주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발코니 확장 고려

접지층
- 지하공간,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입체 공간프로그램 제시
- 주거동의 주출입 공간은 외부와 접하는 메인 로비공간과 내부 기능적 공간(엘
리베이터 로비, 우편함실 등)을 구분하여 장소성 확보

주거동 입면

- 공간 계획과 통합된 입체적 조형미 창출
- 외피는 마감재의 질감과 색채의 순수성이 표출되도록 계획
- 외관만을 고려한 장식적, 부가적 구조물 지양
- 에너지 저감 방법(Shading Device, 미니태양광 등) 통합 디자인
-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구성 및 입면디자인 적용(에어컨 실외기 시각적 차폐
고려)

단위세대 계획

- Life Style 및 Life Cycle(생애주기)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주거유형
- 이형평면 및 이형평형 혼합계획
: 블록당 2개동 이상을 선정하여 해당동 세대수 20%이상을 설치 권장
- 60㎡이하 소형아파트는 4-Bay 지양
- 환기 및 채광을 고려한 실 배치
-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도록 가변적 공간으로 계획

옥외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과도한 장식적 요소는 지양하고 마감재 질감과 색채를 활용한 입면계획
- 부대복리시설의 가변적으로 공간구성
- 단지입구의 공공성 및 건축이미지 확보

디자인 주거동 - 생태 및 저탄소에너지 저감과 관련된 상징적 디자인 창출
- 의미 없는 장식적 요소는 지양하고, 마감재의 재료적 순수성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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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가구지침 중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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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현황

2-1생활권 공동주택의 현황 및 전반적인 특징을 현장답사와 참고문헌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본 장에서는 각 단지별 개요현황과 주거동의

배치 및 종류에 주목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1생활권 공동주택 단지는

기존 공동주택 단지들에 비하여 비교적 다양한 주거동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주거동 형태는 거주자의 중요 시지각 대상이 되고 외부공

간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여겨지며40), 더 나아가 주거동 형태

는 수직·수평적 입면결정을 위한 기초 표현이자41) 스카이라인 형성에 가

장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이처럼 공동주택 경관 형성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주거동 형태가 2-1생활권 공동주택에 다양하게 창출된 요인으로서, 먼저

설계공모지침에서 제시된 생활가로, 생태보행로 등 주변부에 가로

(corridor) 특화 주거동을 권장하였고, 이에 따라 단지 내 다양한 주거동

디자인이 창출되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에서 제시되고 있

는 중저층·디자인주거동·탑상형·연도형·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으로서 주

변부 녹지 및 학교시설 등을 고려한 지침사항들이 반영되어, 배치구간에

따라 형태 및 층수가 다양한 주거동들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각 단지별 개요 현황과 더불어 주거동의 배치 및

종류에 주목하여, 2-1생활권 공동주택단지들을 각 단지별로 전반적인 현

황 및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40) 심우갑, 1994, 집합주거설계의 환경인지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1) 김유지, 2009, 공동주택 외관디자인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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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개별지침

L1 L2 L3 L4

◦ 중저층 배치구간은
소단위 주거동을 클러스
터 형식으로 배치를 권
장하고 접지층 특화계획
을 수립하며 옥상녹화
계획(옥상녹화 계획 시
주변 주동에서 보여지는
경관고려)

◦ 순환형녹도(Type V)
및 생활보행로(Type
IV)와 접하는 주거동은
개방감을 확보하고 소규
모 Open Space 구축

◦ 부대복리시설 배치구
간 접하는 비율은 50%
이상으로 계획

◦ 중저층 배치구간은
소단위 주거동을 클러스
터 형식으로 배치를 권
장하고 접지층 특화계획
을 수립(옥상녹화 계획
시 주변 주동에서 보여
지는 경관 고려)

◦ 순환형녹도(Type V)
및 생태보행로(Type
IV)와 접하는 주거동은
개방감을 확보하고 소규
모 Open Space 구축

◦ 북측의 교육 시설에
면하는 주거동은 학교
부지내부로 주거동에 의
한 음영이 최소화 되도
록 배치

◦ 생태보행로와 면한
구간은 소단위 주거동을
클러스터 형식으로 배치
를 권장하고 접지층 특
화 계획을 수립

◦ 생태보행로(Type
IV)와 접하는 주거동은
개방감을 확보하고 소규
모 Open Space 구축

◦ 생태보행로와 면한
구간은 소단위 주거동을
클러스터 형식으로 배치
하고, 접지층 특화 계획

◦ 단지 동측 생태보행
로(Type IV)와 접한 지
점은 생태보행로의 시작
점을 인지할 수 있는 건
축 프로그램(시설물, 오
픈스페이스, Gate 등)을
제시

[표 3-11] 2-1생활권 설계공모지침 중 가로구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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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1권역

M1 BL

단지명
가온마을 3단지
한신더휴 시공사 한신공영

준공연도 2018. 03 단지면적 111,678㎡

세대수 1,655세대 주동수 / 최고층수 27개동 / 29층

[표 3-12] M1 BL 개요

M1 BL
M1 BL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디자인 특화주동

연도형 판상형 탑상형

[표 3-13] M1 BL 주거동 배치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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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BL은 북서측으로 1번국도와 36번국도가 교차하는 너비뜰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이 빈번하며, 동시에 세종시에서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구간이다.42) 특히 36번국도를 통해 세종시 도

심부로 진입하는 구간으로, M1 BL은 진입경관으로서 세종시의 첫 인상

을 전달하며, 이에 따라 단지 내 북서측에 건설된 디자인 주거동은 랜드

마크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단지와 북측도로인 가름로(8차선) 사이

에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2-1생활권 우측까지 연장되어 2-2

생활권과 연결되는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다. 단지의 주 출입구는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출입구 양측으로 연도형 상가를 조성하여 근린생활

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M1 BL은 생태환경건축대상과 매경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수상한 단지로 차별화된 컨셉과 디자인으

로 질 높은 주거환경 및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M1 BL의 주거동 형태는 크게 연도형, 판상형, 탑상형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연도형은 주 출입구 우측에 위치하며, 저층부에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고 상층부에 주거시설을 배치한 형태이다. 판상형

은 단지 외곽에 주로 위치하며 북측 근린공원과 인접한 부근에는 지구단

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15층 이하 주거동이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 4세대

가 조합된 형태와 15층에서 17층 사이의 층수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탑

상형은 주로 단지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3~4세대가 조합된 형태로, 25층

에서 29층 사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주거동 배치와 형태에 따라 단

지 중앙부는 높고 양쪽 가로변이 낮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한

편, 대부분의 주거동은 평지붕 형태이며, 일부에서는 주동과 일체형의 구

조로서 난간 및 파라펫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주거동

코어부분이 수직으로 연장된 형태로 옥탑부가 돌출되어 원경에서는 일부

돌출된 형태로 보여지고 있으나, 단지 주변 근경에서는 보행자의 시지각

범위에 있지 않아 평지붕 형상으로 보여진다.

42) 최준호, 2018.03.15, 세종 신도시 통행량 최다 지점은 종촌동 '너비뜰교차로',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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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BL

단지명 가온마을2단지제일풍경채 시공사 제일건설

준공연도 2018. 01 단지면적 74,843㎡

세대수 855세대 주동수 / 최고층수 22개동 / 21층

[표 3-14] L1 BL 개요

L1 BL
L1 BL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가로형

연도형 판상형 탑상형

[표 3-15] L1 BL 주거동 배치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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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BL은 저밀단지로서 북측으로 주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Ml BL과

마찬가지로 출입구 양측에 연도형 상가가 조성되어 있어 부대복리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M1 BL과 함께 양측 가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로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지 남측으로 초등학교와 고

등학교가 연접해 있어 비교적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단지이며, 두 학교 사

이에 오픈스페이스를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출입구는 소규모 광장 등의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L1 BL의 주거동 형태도 크게 연도형, 판상형, 탑상형, 가로형으로 구분

되는데, 먼저 연도형은 주 출입구 우측에 위치하며, 저층부에 부대복리시

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고 상층부에 주거시설을 배치한 형태이다.

주로 4세대로 조합된 판상형은 13층에서 17층 사이의 층수로 주로 단지

외곽에 위치하며 가로변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단지 내부에는 17층에서

21층 사이의 탑상형이 배치되어 있어 M1 BL과 마찬가지로 중앙부가 높

고 양측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남측

학교와 공원과 인접한 부근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보행로에

대응한 8층 이하 가로형 주거동이 배치되어 있다.

(2) P2권역

M2 BL

단지명
가온마을 6단지

중흥S클래스센텀시티 시공사 중흥토건

준공연도 2018. 04 단지면적 80,293㎡

세대수 1,076세대 주동수 / 최고층수 18개동 / 29층

[표 3-16] M2 BL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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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BL
M2 BL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판상형

연도형 탑상형 판상형

[표 3-17] M2 BL 주거동 배치 및 형태

M2 BL의 북측으로 M1 BL의 근린공원에서 연장된 녹지축이 통과하고

있으며, 단지 내 남서측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교 주변에는 비교

적 저층 주거동이 배치됨과 동시에 학교 진출입구를 고려한 보행로가 조

성되어 있다. 또한, 단지의 주출입구는 초등학교와 비교적 떨어진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내 동측과 남측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남측에 위치한 상업지역과 연계되어 조성되어 있다. 특히, M2 BL은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을 수상한 단지로서 단지 내 다양한 디자

인의 주거동과 입면으로 차별화된 주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M2 BL의 주거동 형태는 크게 연도형, 판상형, 탑상형으로 구분되는데,

타 단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주거동들이 배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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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단지 남측 주거동으로서 저층부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으로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해

있고 동시에 상층부는 특화 디자인 요소를 도입한 연도형 주거동이 배치

되어 있다. M1 BL과 마찬가지로 판상형은 단지 외곽에 주로 위치하며

북측 근린공원과 인접한 부근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15층이하

주거동이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 2~4세대가 조합된 형태와 15층에서 17층

사이의 층수로 이루어져 있지만, M2 BL은 타 단지와 다르게 판상형 내

에서도 서로 다른 외관디자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탑상형 3개

동은 단지 내부에 3세대가 조합된 형태로 29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지

내 초등학교 주변에는 11층에서 15층 사이의 비교적 저층 주거동이 배치

되어 있다.

L2 BL

단지명 가온마을 5단지
중흥S클래스센텀시티 시공사 중흥토건

준공연도 2018. 02 단지면적 35,006㎡
세대수 370세대 주동수 / 최고층수 11개동 / 20층

[표 3-18] L2 BL 개요

L1 BL은 비교적 2-1생활권 중심부에 위치한 단지이며, 중심상업 및 오

픈스페이스가 인접해 있어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단지로 볼 수 있다. 저밀단지로서 서측으로 주 출입구가 위치하며, 단지

남측으로 L1 BL에서 시작된 생태보행로가 연장되어 있다. 또한 초등학

교와 근린공원이 연접해 있어 비교적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단지이다.

L2 BL의 주거동 형태는 크게 판상형, 탑상형, 가로형으로 구분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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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로 2~4세대로 조합된 판상형은 11층에서 15층 사이의 층수로 주

로 단지 외곽에 위치하며 가로변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단지 내부에

는 20층으로 이루어진 탑상형 1개동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남측 학교와

공원과 인접한 부근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보행로에 대응한 8

층이하 가로형 주거동이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타 단지와 차별화된 복

층형 주거동이 보행로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에 따라 북측에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이 지정되어 있어, M2 BL과 함

께 근린생활시설 가로변을 형성하고 있다.

L2 BL
L2 BL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복층형

가로형 판상형 탑상형

[표 3-19] L2 BL 주거동 배치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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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3권역

L3 BL

단지명 가온마을 8단지
더하이스트

시공사 금호산업

준공연도 2018. 02 단지면적 20,268㎡
세대수 319세대 주동수 / 최고층수 8개동 / 19층

[표 3-20] L3 BL 개요

L3 BL
L3 BL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디자인특화 주동

가로형 판상형 탑상형

[표 3-21] L3 BL 주거동 배치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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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BL의 좌측으로 중심상업지역, 남측으로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

터, 초등학교, 동측으로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비교적 타 단지에 비해

주변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단지로 볼 수 있다. 단지 내 북측으로 지

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더

불어 단지 주출입구 또한 북측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내 동북측으로 디

자인주거동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설계공모지침 중 경관부문에서 제시

하고 있는 조망점 시뮬레이션 작업 결과에 의하여 녹지주변 중저밀 단지

의 경관과 관련한 사항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L1 BL에서 시작된 생태보행로는 L3 BL 남측을 통과하며 우

측 근린공원과 연결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행로에 접한 가로형 주거동

은 비교적 중저층 주거동들이 배치되어 있다.

L3 BL의 주거동 형태는 판상형 3개동, 탑상형 1개동, 가로형 4개동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4세대로 조합된 판상형은 12층에서 16층 사이의 층수

로 북측가로변에 접하고 있어, 외부에서 인지되는 단지의 이미지를 결정

하는 주거동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마찬가지로 4세대로 조합된 가로형은

생태보행로에 대응하여 가로변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L1, L1 BL과

다르게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하여 8층 이하 배치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7층에서 12층 사이의 다양한 층수로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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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BL

단지명
가온마을 12단지
더하이스트 시공사 계룡건설산업

준공연도 2018. 02 단지면적 55,799㎡

세대수 765세대 주동수 / 최고층수 17개동 / 22층

[표 3-22] L4 BL 개요

L4 BL
L4 BL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디자인특화 주동

연도형 판상형 탑상형

[표 3-23] L4 BL 주거동 배치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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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BL은 저밀 단지에도 불구하고, L1, L2, L3 BL에 비하여 2배에 가까

운 단지 면적과 세대수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주거동 형태와 배치는

중밀도 단지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동측으로

BRT도로와 인접한 상업지역이 위치해 있으며, 서측으로 L3 BL과 연결

된 근린공원이 맞닿아 있다. 단지 내 우측, 남측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연도형배치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한 연도형

주거동들이 배치되어 있고, 단지 내 중심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

라 생태통경축 반영구간으로 지정되어 L1 BL에서 시작된 생태보행로 축

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L4 BL의 주거동 형태는 크게 판상형, 탑상형, 연도형으로 구분되며, 단

지 내 판상형 주거동은 2~6세대로 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층수

는 8층에서 16층 사이로 상대적으로 다양한 층수와 주호수가 혼합된 주

거동으로 배치되어 있다. 2세대로 조합된 탑상형 주거동은 16층에서 22

층 사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남측 가로변과 맞닿은 연도형의 경우

에는 6세대로 조합된 8층 규모의 주거동이 배치되어 있다. 한편, 단지 내

동측, 남측에 주거동 배치구간에도 연도형배치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남측에만 연도형 주거동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M7 BL

단지명 가온마을 10단지 시공사 금호산업

준공연도 2018. 04 단지면적 24,001㎡

세대수 333세대 주동수 / 최고층수 8개동 / 26층

[표 3-24] M7 BL 개요



- 65 -

M7 BL
M7 BL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탑상형

판상형 판상형

[표 3-25] M7 BL 주거동 배치 및 형태

M7 BL 서측과 남측으로 근린공원 및 보행로가 맞닿아 있으며, 북측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과 함께 10층이하 배

치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저층부 주민공동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과

상층부 주거동이 혼합되어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 내 남서측 주거동은

입면 및 옥탑부에 디자인 요소들이 일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는 설계

공모지침 중 경관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타 생활권에서 진입하는 가로

변에서 바라본 단지 경관에 의한 시뮬레이션에 의한 조망점이 반영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M7 BL의 주거동 형태는 판상형과 탑상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밀단

지로서 탑상형 주거동은 2세대가 조합된 20층과 29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판상형 주거동 또한 2~4세대가 조합된 14층에서 17층사이로 이루어져 있다.



- 66 -

(4) P4권역

M4 BL

단지명
가온마을 1단지
힐스테이트세종2차 시공사

현대건설 /
현대엔지니어링

준공연도 2018. 03 단지면적 109,882㎡
세대수 1,631세대 주동수 / 최고층수 25개동 / 29층

[표 3-26] M4 BL 개요

M2 BL
M4 BL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탑상형

연도형 판상형 디자인 특화주동

[표 3-27] M4 BL 주거동 배치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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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BL은 M1 BL과 더불어 2-1생활권 공동주택 단지 중 비교적 큰 규

모의 면적과 세대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2-1생활권과 2-2

생활권 경계에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부에는 초등학교 1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하고 있어, 타 단지에 비해 비교적 학생들의 통행량

이 많은 단지이다. 동시에 단지 내 주출입구와 버스정류장 또한 북측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도 빈번한 구역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단지 내

남서측 교차로지점과 맞닿아 있는 주거동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에 따라 디자인주거동 배치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주거동은 외

곽순환도로에서 진입경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M4 BL의 주거동 형태는 크게 연도형, 판상형, 탑상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학교와 마주하고 있는 단지 북측에는 주출입구와 함께 지구단위계

획 결정도에 따라 15층 이하의 연도형, 판상형 주거동형태가 위치하고

있다. 단지 외곽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판상형 주거동들은 4세

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층수는 주로 14층에서 17층 사이의 주거

동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판상형 주거동 형태 내에서 층수의 변화를 제

외하면 형태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탑상형 주거동은

3세대 조합과 29층으로 구성된 5개의 주거동이 단지 내 중앙부에 배치되

어 있어, M1 M2 BL과 마찬가지로 단지 중앙부는 높고 양쪽 가로변이

낮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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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관분석방법

1. 경관분석방법의 분류43)

1960년대 이후 경관 자원의 보존가 개발에 따라 도시경관의 향상, 시각

적 영향의 최소화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다양한 경관분석방법들

이 등장하였다.

먼저 아서 등(Arther 외, 1977)은 경관분석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하였으며, 첫 번째로 전문가적인 판단에 주로 의지하여 경관의 물리적 특

성에 중점을 둔 목록작성법이다. 경관의 구성요소 또는 목록을 만들고, 각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경관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설문지 및 면담 조사를 통해 일반 대중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

로 경관을 분석하는 방법인 대중 선호 모델이 있다. 세 번째로는 경관의

속성을 금전적 가치로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경제적 분석이 있다.

쥬비 등(Zube 외, 1982)은 경관 분석에 접근 방법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아서의 목록작성법과 유사하게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 및

직관에 의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정신물리학적 방법으로

경관의 속성과 일반인들의 반응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아서의

대중 선호 모델과 유사한 분석방법이다. 세 번째로 인지적 방법으로서

경관의 물리적 요소보다 경관이 지니는 추상적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

하는 방법이며 인간이 느끼는 식별성, 신비함, 안도감, 위험성 등에 초점

을 맞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개인적 경험에 의지하

는 방법으로서 인간과 경관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점으로 분석하는 방법

이다.

대니얼과 바이닝(Daniel and Vining, 1983)은 경관의 질을 분석하는 방

법으로 다섯 가지의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자연성을 최우선으로

43) 임승빈, 2019,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19-23.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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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생태학적 접근이 있으며 주로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분석되

는 방법으로 아서 등의 목록작성법, 쥬비 등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지하

는 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형식미학적으로 접근하는 방

법을 제시하는데, 이는 경관의 미적 질은 경관의 물리적 속성에 영향을

받는 입장이며, 선, 색채, 질감과 같은 요소 및 상관관계에 의하여 경관

을 평가한다. 또 다른 접근법으로 경관의 물리적 속성과 인간의 반응과

의 계량적 관계성을 파악하고자하는 정신물리학적 접근이 있으며, 경관

으로부터 인간이 느끼는 감정 등을 분석하는 심리학적 접근이 있다. 마

지막으로 현상학적 접근은 심리학적 접근보다 인간의 느낌이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인터뷰나 설문조사에 의하여 경관을 평가하게 된다.

그 밖에 경관을 의미 전달의 기호체계로 인식하고 경관이 가진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는 기호학적 접근방법이 있음을 언급한다. 앞선 분

석방법들을 종합해보면 경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표 3-28]과 같이

일곱 가지의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아서 외, 1977 쥬비 외, 1982
대니얼&바이닝,

1983
종합적 분류 분석의 지표

목록작성법 전문가적판단에
의지하는방법

생태학적 접근 생태학적 접근 생태적 건강성

형식미학적 접근 형식미학적 접근 형식미 (다양성,
통일성 등)

대중 선호
평가방법 정신물리학적접근 정신물리학적 접근 정신물리학적

접근 선호도, 만족도

인지적방법 심리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긍정적 혹은
부정직 느낌

기호학적 접근 사회적·문화적
의미

개인적경험에
의지하는방법 현상학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 존재적 의미, 본질

경제적 분석방법 경제학적 접근 금전적 가치

[표 3-28] 경관 분석 방법의 비교 및 종합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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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경관 분석 방법의 대분류

이상에서 경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들을 일곱 가지의 접근 측면에

서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는 행복도시만의 차별화된 공동주택 경관의 형

성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기

에, 실제 경관을 체험하는 일반대중들을 대상으로 정신물리학적 접근 측

면에서 심미적 선호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경관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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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선호도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관선호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관선호도 분석

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 검토와 방법의 틀을 (1)도시경관미학

의 고찰, (2)경관평가방법, (3)미적반응 측정법, (4)어의구별척 형용사 선

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도시경관미학의 고찰에서는 도시경관

을 미적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경관의 미적평가를 할 수 있음을 고찰

하였다. 다음으로 경관평가방법에서는 4단계 과정을 통한 평가방법을 검

토하였으며, 미적반응 측정법에서는 경관평가에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측정법들을 살펴본 후 기존 선행연구 등을 통해 평가 항목에 사용될 형

용사 쌍을 도출하였다.

(1) 도시경관 미학의 고찰

오늘날의 도시는 급속한 산업 성장에 따른 도시문제들을 현대 공학과 경

제구조에 의해 기능적으로 해결해오는 동안 도시민들은 도시경관에 대하

여 미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는 이른바 미적 위기가 초래되었다.44)

Jone은 1950년대 도시의 미적가치가 피폐해지는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

Mumford의 The culture of cities에서 도시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그는 도시는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의미

가 아닌 유물, 상징, 문화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도시설

계를 위해서 도시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조했으며, 도시경관이 미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Jones. 1960). 또한 Dickie의 ‘예술제도

론’에서는 예술의 본질을 하나의 제도, 관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도시

경관은 도시적인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인공품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

경관의 일련의 국면들을 사회제도 혹은 예술계 편에 서서 감상의 자격을

수여하면 도시경관은 미적 대상으로 미학의 연구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

44) 손방, 1994, 도시경관의 미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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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손방, 1994). 미적경관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거주환경에 있어서 인간

의 태도, 감수성, 가치, 의미 등의 흔적을 표시하는 인간의 행동으로 정

의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관을 바라보는 것은 단일한 시각적 배열로 보

는 것이 아니라 경관에 참여하는 인간의 완전한 감각적 개입이 요구된다

고 볼 수 있다(Berleant, 1992). 이처럼 도시경관은 인간의 삶의 형식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동시에 삶의 형식을 표현하는 예술작품의 ‘예술적 환

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경관을 하나의 미적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도시경관의 미적차원을 향상시키는 것은 도시경관에 대한 미

적고찰이 요구된다(손방, 1994).

한편 누군가가 미적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자로 하여금 미적경험이

유발되며 미적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바라본 대상에 대

한 미적반응을 드러낼 수 있음과 동시에 미적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미적대상이나 미적 속성을 지각할 때 어떤 특별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데 이를 흔히 미적태도라 일컫는다45). 미적대상을 대상이 보이는대로, 들

리는대로, 혹은 느껴지는 대로 주목하는 태도이지만, 대상과 대상을 바라

보는자와의 이해관계는 배제된다. 따라서 미적태도란 그것이 어떤 대상

이든 간에 인지의 대상을 그 대상 자체를 위해서, 무관심적으로, 공감적

으로 주목하고 관조하는 것이다.46) 즉 미적대상을 이해관계 여부와 상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대상을 통해 상상력과 감정의 촉발에 반응하

는 과정이다.47) 한편 도시경관을 미적대상으로 인식함에 따라 도시경관

에 대한 미적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미적반응에 따른 미적

평가를 내리게 된다. 앞서 도시경관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도시경관은 예술작품에 반응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예술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속에는 항상 대상에 대한 평가가 내재

되어 있다. 작품의 기술은 대부분 평가적인 용어들로 이루어지는데, 미적

45) 오종환 외, 2007, 『미학대계 제2권 미학의 문제와 방법』, 서울대학교출판부, p8.
46) 제롬스톨니츠, 오병남 역, 1991, 『미학과 비평철학』, 이론과실천, p37-38.
47) 오종환 외, 앞의 책, 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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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 부정적인 주관적 반응을 포함한다. 미적속성

을 가리키는 미적용어들은 예술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성

을 가지며, 감각적인 것을 인식하는 심적 능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용어

사용에 규범성을 가진다.48)

(2) 경관평가방법49)

경관평가는 미적 측면에서 평가자가 느끼는 주관적 가치를 가능한 객관

적으로 측정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경관을 평가할 때는 보통 네 단계를

거치는데, 첫째로 경관의 물리적 대상 즉 미적 지각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정한다. 둘째로 무엇을 보고 평가할지에 관하여 시뮬레이션 방법을 결

정하며, 셋째로 일반인과 전문가 중 평가자의 주체를 선정한다. 넷째로 어

떤 척도를 이용할 것인지 즉 미적반응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결정한다.

①경관의 물리적 속성

경관 평가의 대상으로서 경관의 미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경관의 물리적 요소가 독립변수로 선정되는 경우

많으므로 변수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떠한 요소가 미적 지각에 핵

심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경관 평가의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는 행복도시만의 차별화된 사업방식인 도시특화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동

주택 경관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가자의 미적 지각에 주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외관으로 선정한다. 이때의 공동주택 외관은

형태, 색채, 입면, 지붕 등을 포함한다.

48) 오종환 외, 앞의 책, p213-215.
49) 임승빈, 2009,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을 참고하여 재작성.

[그림 3-4] 경관평가의 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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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뮬레이션 기법

경관을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이겠

지만, 표본 수가 많아질수록 시간 및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하게 된다. 시뮬레이션 기법의 종류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슬라이드,

비디오, 또는 스케치나 컴퓨터를 이용한 3D모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에게 비대면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과 평가자의 관찰조건을 통제하

기 위하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시뮬레이션 방식을 채택하였다. 사진을 활

용할 경우 현장 평가방법보다 촬영방향, 촬영시간, 촬영각도, 기후 및 일조

의 변화 등 평가자의 관찰 조건을 제어하기가 용이한 반면, 연구자의 의도

및 판단에 따라 사진을 왜곡할 수도 있으며, 실제 스케일감 및 입체감을 파

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사진을

활용한 평가와 현장 평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평가자 선정

경관의 평가에 있어 누가 평가할 것인가는 전통적으로는 전문가의 전문

가적 판단에 의해 경관을 분석해 왔다. 전문가 평가의 경우 소수를 대상

으로 평가를 하게 되므로 평가 작업이 간소해지고, 단기간에 평가가 가

능해진다. 또한 전문가적 관점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수준 높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선호가 이용자의 선호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 주관에 따른 판단 및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일반인에 의한 경관 평가의 경우에는 실제

이용자의 선호와 가치를 반영하고 다수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정량적 분

석이 가능하지만 평가과정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평가 이후

처리 및 분석 수행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이 본 연구대상지로 선정

한 공동주택 경관에 대한 이해가 타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인들보다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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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판단한 점, 또한 기존 공동주택 경관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일

반인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점에서 일반인을 대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경우, 같은 대상을 봐도 개인적 성향 혹은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과도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그 자체로도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개인

의 주관적 반응에 주목하여 전공 지식에 따른 판단의 개입이 적을 수 있

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④미적 반응 측정

경관을 평가한다는 것은 경관에 의한 평가자의 미적반응을 측정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는데, 평가 시 이용되는 척도의 유형 및 측정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척도의 유형으로는 명목척, 순서척, 등간척, 비례척의

네 가지가 있으며 명목척은 상호 비교할 수 없는 특성에 대해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상호 구별을 목적으로 한다. 순서척은 특성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

여 크기의 순서에 따라 숫자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지만 얼마나 더 많은지 또

는 더 큰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다음으로 등간척은 특성의 상대적 비교

를 할 수 있을뿐더러 상대적 차이의 크기도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두 개의 등간척의 직접적인 비례 계산은 할 수 없으며, 등간척 상호 간 차이

의 비례 계산만 가능하다. 경관 평가에서는 주로 리커트 척도 또는 어의구별

척 등을 이용하며, 물리적인 크기보다는 경관의 선호도와 같은 추상적·심리적

개념 또는 특성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끝으로 비례척은 등간척에서

불가능한 비례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무게, 속도, 길이, 부피 등과 같

은 물리적 사물의 특성에 대한 크기를 측정 및 평가할 때 주로 이용된다.

경관 평가에 있어 측정방법으로 형용사목록법, 카드분류법, 어의구별척,

순위조사, 리커트척도, SBE방법, 쌍체비교법 등이 있으며 다음의 (3)미적

반응 측정방법에서 다시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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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적반응 측정방법50)

도시경관을 미적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미적반응에 의한 미적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경관을 미적대상으로서 평가하는 것은 평가자

가 경관을 보고 미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사람의 심리상태 및 추상적 개념의 크기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경관 평

가는 일반적으로 심리학적 측정이론 및 방법에 의해 수행되며, 미적반응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형용사목록법, 카드분류법, 어의구별척, 순위조

사, 리커트척도, SBE방법, 쌍체비교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경관의 선호도를 측정하여 일반인들이 느끼는 주관

적 반응에 주목하여 평가를 하고자 하며, 이때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의구별척과 리커트척도를 이용하고자 한다.

어의구별척(semantic differential scale)은 경관의 특성 또는 의미를 밝

히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진, 슬라이드 등을 통해 평가자로 하여금 양

극으로 표현되는 형용사 목록을 제시하도록 한다. 보통은 형용사의 양극

사이를 7단계로 나누고 어느 쪽에 더 가깝게 느끼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한다. 한편, 어의구별척은 평가 내용 및 응답자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적

절한 형용사 목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예비조사를 선행하여 평가자

들이 느끼는 항목들의 적절성 및 모호성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이

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경관을 촬영한 사진에 대

해 평가자들이 느끼는 반응을 측정하고자 어의구별척을 사용하였다.

리커트척도(Likert Scale)는 일정한 상황, 사람, 사물, 환경에 대한 평가

자의 태도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평가자는 각각의 질문에 관하여

동의하고 안하는 정도를 3점, 5점, 7점 등으로 나눈 응답에 표시를 하게

되며, 이때 각 구간의 차이는 같은 것으로 본다. 또한 리커트척도는 대표

적인 등간척도로 볼 수 있는데, 1점으로 응답했을 때와 2점으로 응답했

을 때의 심리적 크기의 차이는 3점으로 대답했을 때와 4점으로 대답했을

때의 심리적 크기의 차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점으로 대답

50) 임승빈, 2009,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을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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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와 3점으로 대답했을 때의 심리적 크기의 차이는 3점으로 대답했

을 때와 4점으로 대답했을 때의 심리적 크기 차이에 비해 2배가 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리커트 척도는 응답이 편리하다는 점과 응답 결과를 활

용하여 심리적 크기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10개

구간 이내에서 경관 평가에 많이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경

관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경관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리커트 7척도

를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응답자의 심리적 크기를 세밀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4) 어의구별척 형용사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될 경관형용사 어휘는 관련이론과 경관선호도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형용사 어휘쌍들을 비교 검토 후 선정하였다. 먼저,

10편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경관형용사 어휘쌍 21개는 [표 3-29]

와 같으며 이 중 4회 이상 사용된 11개(촌스러운-세련된, 불편한-편안

한, 획일적인-변화있는, 평범한-독특한, 폐쇄적인-개방적인, 어수선한-정

돈된, 추한-아름다운, 침체된-활기찬, 어색한-조화로운, 정적인-동적인,

지루한-흥미로운)의 어휘쌍을 추출하였다. 그 중 예비설문조사 후 의견

반영 및 공동주택 경관을 평가하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최종 경관형용

사 어휘쌍 8개(추한-아름다운, 촌스러운–세련된, 오래된-새로운, 획일적

인–변화있는, 지루한–흥미로운, 평범한-독특한, 폐쇄적인-개방적인, 어

색한–조화로운)와 어휘쌍 2개(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 멋없는-멋있

는)를 추가하여 선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관형용사 어휘쌍은 리커트 7

점 척도를 활용하였고, 7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어휘, 1점에 가까울수

록 부정적인 어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설문을 수행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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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선정 횟수 a b c d e f g h i j

저급한-고급스러운 1회 ●

촌스러운-세련된 ◎ 4회 ● ● ● ●

불편한-편안한 5회 ● ● ● ● ●

낮선-친근감있는 3회 ● ● ●

여유없는-여유로운 0회

싫어하는-좋아하는 3회 ● ● ●

오래된-새로운 ◎ 1회 ●

획일적인-변화있는 ◎ 4회 ● ● ● ●

평범한-독특한 ◎ 5회 ● ● ● ● ●

폐쇄적인-개방적인 ◎ 5회 ● ● ● ● ●

어수선한-정돈된 5회 ● ● ● ● ●

불안한-안정감있는 3회 ● ● ●

추한-아름다운 ◎ 5회 ● ● ● ● ●

불쾌한-쾌적한 3회 ● ● ●

침체된-활기찬 4회 ● ● ● ●

어색한-조화로운 ◎ 7회 ● ● ● ● ● ● ●

무질서한-질서있는 2회 ● ●

정적인-동적인 4회 ● ● ● ●

지루한-흥미로운 ◎ 7회 ● ● ● ● ● ● ●

멋없는-멋있는 ◎ 1회 ●

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 ◎

a. 최무혁 최재원(2008) 대구와 뮌헨 시가지 경관의 시지각적 특성 분석을 통한 시가지 경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b. 금기정 외3(2010)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상업지구 보행가로의 경관 이미지 분석
c. 주신하 이송희(2012) 경관형용사를 이용한 도시하천 경관특성 분석
d. 주신하(2012) 수로교 경관선호도 및 이미지 특성 분석
e. 김경수 임하경(2012) 관광지 배후 상업지역의 이용자와 상인간 이미지 평가 비교분석
f. 서주환 황지희(2012) 도시가로변 가설시설물의 경관이미지 및 시각적 선호도 분석
g. 권남균 외2(2014) 신사동 가로수길 건축물 파사드의 시각적 선호요인 분석
h. 박정환(2017) 도시 내 모텔촌의 가로경관 특성분석
i. 서광영(2018) 건축물 사이공간으로서 측면공간 활용여부에 따른 보행자 경관이미지 분석 연구
j. 임승빈(2009) 경관분석론

[표 3-29] 경관형용사 어휘 추출 및 선정



- 79 -

(5) 소결

본 장에서는 먼저 도시경관미학의 고찰로서 도시경관을 하나의 예술작품

으로 인식하고 미적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도시경관에 대한 미학적 가

치를 언급한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은 예술작품과 같이 미적속성을 가진

용어로 평가가 가능해졌다. 즉 도시경관에 대해 미적태도를 취하여 평가

자로 하여금 미적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반응에 의해 미적속성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수행될 경관평

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경관평가의 대상으로서 공동주택 외관으로 선정

하고 직접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일반인에게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사용되는 미적측정방법은 형용사 쌍을 사용하는 어의구별척과 등간척

도인 리커트 7점척도이며, 최종 도출된 형용사 쌍(추한-아름다운, 촌스러

운–세련된, 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 오래된-새로운, 획일적인–변화있

는, 지루한–흥미로운, 평범한-독특한, 폐쇄적인-개방적인, 어색한–조화

로운, 멋없는-멋있는)을 활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번호 경관형용사 번호 경관형용사

1 추한-아름다운 6 지루한–흥미로운

2 촌스러운-세련된 7 평범한-독특한

3 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 8 폐쇄적인-개방적인

4 오래된–새로운 9 어색한-조화로운

5 획일적인–변화있는 10 멋없는-멋있는

[표 3-30] 최종 형용사 어휘 선정

[그림 3-5] 본 연구에서의 경관평가의 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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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 요소 설정

본 장에서는 공동주택 경관의 선호도 특성을 분석 시 사용될 경관 요소

를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1)경관요소 도출에서는 선행연구 및 설계지

침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최종 경관 요소를 도출하고, (2)경관

요소의 특성에서는 각 경관요소의 정의와 경관과의 관계, 유형, 변화양상

등을 정리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경관요소 도출

공동주택의 경관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경관 관련 제도

및 지침들을 먼저 검토 한 후, 2-1생활권 공동주택 설계공모지침 중 건

축특화 및 계획 사항을 바탕으로 최종 경관요소를 선정하였다.

먼저,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정철(2021)51)의 연구에서는 공동주

택 디자인 요소의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공동주택 디자인 요소를 도출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공동주택 디자인 요소로서 외관, 실내디자인, 옥외공간,

유니버셜디자인, 시각디자인, 야간경관으로 도출되었는데, 그 중 공동주

택 외관디자인 요소로서 건물형태, 아파트정문디자인, 건물 주출입구 디

자인, 저층부 필로티 공간, 저층부 입면특화공간, 옥탑장식, 발코니형태,

마감재료, 색채로 총 9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김진욱(2010)52)의 연구는 공동주택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제도요인의 문

제점을 분석하고 법제도를 개선하기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디자인 관련 제도분석의 틀을 도시차원, 단지구성차원, 건축차원에서 살펴

보았다. 특히 건축적 차원에서 디자인 결정요인을 주동베이, 발코니, 테라

스, 필로티, 지붕형태, 옥탑 및 천공구조물, 부대복리시설로 분류하였다.

51) 이정철 외2, 2021, 공동주택 디자인 요소의 중요도 평가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2(3), pp.107-115.

52) 김진욱 김혜련, 2010, 공동주택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강화방안 연구, 건축
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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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지(2010)53)의 연구는 공동주택의 외관디자인 인지과정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공동주택 외관디자인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공

동주택 외관 디자인의 구성 요소로서 크게 매스형태, 입면형태, 재료 및

디테일로 구분하였으며, 매스형태는 기본형(mass), 층변화, 단위조합, 지

붕형태, 옥탑형태로 분류하였고, 입면형태로서 주호적층, 층구분, 주출입

구의 유형, 개구부의 표현방식, 코어, 발코니로 분류하였다. 재료 및 디테

일에서는 마감재료, 마감색채, 개구부와 외벽과의 관계, 모서리의 모양으

로 세부 분류하였다.

박철수(2000)54)의 연구에서는 획일적인 아파트 외관을 야기하는 요인으

로 법적 규제를 주목하여 관련 법규개선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공동주택 외관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면담 후 아파트

외관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주거동의 형태를 강조하였고 주거동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발코니, 필로티, 측벽, 옥탑, 지층부분을 선정하였다.

연구자 공동주택 경관 요소

이정철(2021) 건물형태, 아파트 정문 디자인, 건물 주출입구 디자인, 저층부 필로티공간, 저층부 입면
특화공간, 옥탑장식, 발코니형태, 마감재료 및 색채

김진욱(2010) 주동베이, 발코니, 테라스, 필로티, 지붕형태, 옥탑 및 천공구조물, 부대복리시설

김유지(2010)
기본형(매스형태), 층변화, 단위조합, 지붕형태, 옥탑형태, 주호적층, 층구분, 주 출입구
의 유형, 개구부의 표현방식, 코어, 발코니, 마감재료, 마감색채, 개구부와 외벽과의 관
계, 모서리

박철수(2000) 주거동 형태, 발코니, 필로티, 측벽, 옥탑, 지층부분

[표 3-31]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공동주택 경관 요소

다음으로 행복도시 경관 관련 제도 및 지침으로 7대경관과제, 지구단위계

획, 세종시 건축물 경관심의를 검토하였다. 먼저 7대경관과제는 2007년 행

복도시 도시경관의 전체적인 기준과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건축물 미관, 옥외광고물, 색채, 공원,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도시구조물 7

개 분야에서 각각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행복도시 경관의 기조를 마련한

과제였다. 이 중 본 장에서는 공동주택 경관에 대한 내용과 기준이 수립된

53) 김유지, 2010, 공동주택 외관디자인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54) 박철수, 2000, 아파트 외관의 경관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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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관을 검토함으로써 공동주택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건축물 미관기준을 용도와 부위별로 구분하였는데,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업무시설, 공공시설, 기타시설로 구분되어졌고,

공동주택의 유형으로는 경사지 공동주택, 커뮤니티가로변 공동주택, 단지형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건축물 미관의 부위별로서 공동주택 발코

니, 지붕층, 옥외계단, 담장 및 울타리, 건축설비 및 배관, 대지 내 조경으

로 구분하여 미관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세부기준 사항은 [표 3-32]와 같다.

구분 기본방향 미관기준

용도별
미관기준

공동
주택

경사지 - 지형순응 주거도입 및 친환경적
인 주거단지 유도

- 배치에 관한 기준
- 지붕에 관한 기준
- 담장 및 조경에 관한 기준

커뮤니티
가로변

- 저층부의 연속성, 주동의 높이
및 입면 다양성 도모

- 배치에 관한 기준
- 형태에 관한 기준
- 저층부에 관한 기준

단지형 - 주변환경과의 조화 추구 및 복
합적기능의 경관계획 조성

- 스카이라인의 다양화
- 외부 공간 조성
- 보행자 공간 경관연출

부위별
미관기준

발코니

- 개방형 발코니 설치 및 선택적
발코니 확장 유도
- 다양한 발코니 형태 및 난간의
재료와 형태 유도

- 다양한 발코니 형태 유도
- 발코니 난간
- 발코니 녹화
- 벽면률 기준
- 폭과 길이 비율 제한

최상층또는지붕

- 옥탑과 조화를 이루는 상층부
지붕형태 디자인
- 주변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지붕
과 색채 계획
- 도시경관을 고려한 옥상부 차폐
시설 계획

- 옥탑부 디자인 유형
- 판상형 기준
- 타워형 기준
- 중정형 기준
- 옥상 시설물의 기준

옥외계단

- 피난계단과 건축물과의 조화유
도
-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 요소화
유도

-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 기타 옥외계단의 디자인 요소
화(재료, 색채, 형태)

담장및울타리
- 개방적, 친환경적 접근 유도
- 접근성 고려
- 폐쇄적 담장 지양

- 시설별 담장 및 울타리 기준
- 재료와 색채에 따른 기준

건축설비및배관

- 계획요소 반영한 미관 저해요소
개선
- 설비 및 배관을 위한 여유 있는
공간 마련
-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강화

- 공동주택 실외기 설치 기준
- 건축물 내부 및 옥상 실외기
차폐 기준
- 가스배관 차폐 기준

대지내조경
- 인간친화적 녹색도시 조성
-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 지상녹화의 기준
- 옥상녹화의 기준
- 벽면녹화의 기준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경관7대전략과제종합보고서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공사.

[표 3-32] 7대경관과제 건축물 미관의 용도별 미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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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각 생활권에 대하여 입체적인 건축물 계획과 평

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계획이며, 도시경관과 미관을 개

선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으로 획지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를 정하는 용도계획, 건폐율·용적률·녹지 등 개발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하

는 밀도 계획, 공원 및 가로시설물에 관한 디자인 등 경관계획을 포함한

다.55) 2-1생활권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공동주택 경관에 관한 내용은 주

로 용지별시행지침과 경관 및 공공부문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

데, 관련 사항으로 주거동의 형태, 입면, 필로티, 지붕 및 옥상, 담장 및

계단, 발코니가 있다.

또한 세종시 건축물 심의기준의 제5조(경관 및 입면계획), 제6조(건축계

획)에 따라 공동주택 경관과 관련된 사항은 층수, 스카이라인, 저층부,

입면, 발코니, 재료, 색채, 조명, 지붕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선행연구와 경관 관련 제도 및 지침 등에서 공동주택 경관과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3-33]과 같다.

구분 공동주택 경관 요소

이정철(2021) 건물형태, 아파트 정문 디자인, 건물 주출입구 디자인, 저층부 필로티공간, 저층부 입면
특화공간, 옥탑장식, 발코니형태, 마감재료 및 색채

김진욱(2010) 주동베이, 발코니, 테라스, 필로티, 지붕형태, 옥탑 및 천공구조물, 부대복리시설

김유지(2010)
기본형(매스형태), 층변화, 단위조합, 지붕형태, 옥탑형태, 주호적층, 층구분, 주 출입구
의 유형, 개구부의 표현방식, 코어, 발코니, 마감재료, 마감색채, 개구부와 외벽과의 관
계, 모서리

박철수(2000) 주거동 형태, 발코니, 필로티, 측벽, 옥탑, 지층부분

7대경관과제
(2007) 지붕, 담장 및 조경, 형태, 저층부, 발코니

2-1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주거동의 형태, 입면, 필로티, 지붕 및 옥상, 담장 및 계단, 발코니

세종시 건축물
심의기준 층수, 스카이라인, 저층부, 입면, 발코니, 재료, 색채, 조명, 지붕

[표 3-33] 최종 도출된 공동주택 경관 요소

55) www.naacc.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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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2-1생활권 공동주택 설계공모지침 중 건축물 특화 및 건축계

획에서 공동주택 경관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들을 다시 정리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거동형태, 옥상공간(지붕공간), 발코니, 접지층, 주

거동 입면, 디자인 주거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앞서 [표 3-32]에서 종

합한 경관 요소들을 설계공모지침 사항에 따라 다시 분류하면 아래[표

3-34]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사용할 경관 요소는 주거동 형태,

지붕 및 옥탑, 발코니, 저층부로 선정하고자 한다.

물론 공동주택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축물로서 주거동의 디자

인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부대복리시설 및 옥외공간, 옥외시설물, 아파

트 정문 디자인, 조경 식재 등도 경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더 나아가 도

시 전반적인 맥락에서의 주위 경관과의 조화, 도시공간과의 관계, 마스터

플랜과의 연관성과 함께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

관은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자 혹은 주변이용자 시선

으로 보는 근경(近景)뿐만 아니라 근방을 지나가는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

의 시선으로써 인지되는 경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근경(近景)과 원경(遠景)으로써 시지각 환경을 조

성하는데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건출물인 주거동 형상56)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류 경관 요소

주거동 형태 건물형태, 주동베이, 매스형태, 형태

지붕 및 옥탑 옥탑장식, 지붕형태, 옥탑 및 천공구조물, 지붕형태, 옥탑형태, 지붕, 옥상

발코니 발코니 형태, 발코니, 테라스

저층부 접지층, 저층부 필로티공간, 저층부 입면특화, 필로티, 주 출입구 유형, 건물 주 출입구

[표 3-34] 최종 경관 요소 선정

56) 심우갑, 1994, 집합주거설계의 환경인지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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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관 요소의 특성

이상 앞서 도출된 경관 요소인 ①주거동 형태, ②지붕 및 옥탑, ③저층

부, ④발코니를 중점으로 경관 요소별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선

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경관 요소별 개념, 경관과의 관계, 경

향, 유형 등을 정리하였다.

①주거동 형태

주거동이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 용도인 동일

건축물을 말한다.57) 심우갑(1994)의 연구에서 주거동 형상은 거주자의

단지 내 이동 시점에서 중요한 시지각 대상이 되며, 군집형상 및 외부공

간의 특성을 결정하는 건축계획요소임을 언급한다. 공동주택 주거동의

기본형이 되는 형태라 할 수 있는 3차원적 공간구성방식인 매스(Mass)

는 입면결정을 위한 기초 표현이며, 수직적 공간의 축을 결정해 디자인

의 방향이 설정 될 수 있어 매스형태를 적절히 조정배열하면 다양한 외

관을 창출 할 수 있다(김유지, 2009). 이처럼 공동주택의 주거동 형태는

주거환경과 외부공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직(층

수)·수평(길이)적 형상에 따라 입면의 면적 및 특성이 결정되어 공동주

택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과거에는 주택의 양적공급을 바탕으로 건설된 아파트들은 대

부분 판상형 위주의 획일적인 주동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상설계가 일

반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는 도시 경관과 개방감 확보 등에 유

리한 탑상형 주동들이 적극적으로 도입 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 설계방식이 활발해짐에 따라 단조로운 패턴으로는 설계 경기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주동들이 도입되었

다(김형진, 2013).

공동주택의 주거동 형태 구분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판상

형과 탑상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김형진, 2013; 김종도, 2010: 신중진,

57) 2-1,2,4생활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1장 제2절 제6조 용어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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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보통은 주거동의 장단변비에 따라 판상형과 탑상형을 구분하며, 서

울시와 부산시에서는 주거동 인동 간격을 규정하기 위해 평면의 장단변비

가 4:1이하인 주동을 탑상형으로 정의하고 있다.58) 판상형 주동은 주호의

조합이 용이하고, 2방향이 외기에 면하고 있어 통풍이나 개방성 등이 유리

하며, 또한 탑상형에 비해 위요적인 외부공간이 조성되며 주변 가로 성격

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지만, 폐쇄적이고 단조로운

구성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반면 탑상형 주동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조망이나 개방감 확보에 유리하며, 단지 전체에 조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탑상형으로만 외부공간을 위요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판상형과 혼합하여 배치한다(김형진, 2013).

한편, 2-1생활권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는 판상형과 탑상형을 중심으로 연

도형59)을 추가하여 혼합형(판상형+탑상형/연도형+탑상형), 계단식 판상형,

연도형을 권장하였다. 또한 주거동 형태에 관한 설계공모지침사항에서는

다른 건축요소들과의 통합 디자인을 통해 건물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창출

하도록 요구 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된 필로티 설치를 유도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설계공모지침서(ver.3.0)

지침사항

300. 가구(Block)지침
3102.건축계획

◼ 주거동 형태
- 다양한 건축요소들과 통합 디자인하여 건물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자연스럽게 창출
- 에너지 저감 및 실내공간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일조량과 일사획득의 관계성 고려
- 필로티 설치 시 단순한 통로 기능 이외에 다양한 건축프로그램과 연계(주거동 주출입 등)

[표 3-35] 설계공모지침 중 공동주택 주거동 형태 관련 사항

58) 하지만 16층 이상의 아파트에만 해당되며, 평면의 길이가 길거나 한 건물에서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주동의 경우,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어 관찰자의 주관에 따라 좌
우될 수 밖에 없다(김형진, 2013).

59) 가로 활성화를 위해 1층 또는 2층에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그
이상 상층부에 주거시설을 배치한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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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2-1,2,4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용지별 시행지침(51차 실시계획 21.02.18 기준)

제 4장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에 관한 사항]
제 15조 주거동의 형태

① 공동주택용지 내 아파트 주동은 판상형, 탑상형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의 제시된 혼합유형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다.

[표 3-36]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공동주택 주거동 형태 관련 사항

②지붕 및 옥탑

지붕은 악천후로부터 보호해주는 덮개이자 동시에 건축의 의장과 조형

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미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공금록, 2009). 더

불어 지붕은 주거동 형상을 구성하는 수직적인 요소이지만, 인지적 측면

에서 인간의 주거에 대한 내재적 이미지와 연관이 있으며, 도시경관 측

면에서도 지붕은 시각적으로 의미 있는 요소이다(심우갑, 1994). 옥탑은

주동의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계실, 물탱크실과 같은 기능적인 역

할을 하며 지붕의 디자인이 옥탑에 의해 인지되고 있다. 지붕 및 옥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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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遠景)에서 가시성이 높아 공동주택 단지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중요 요소이며 스카이라인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라 할 수 있

다.(공금록, 2009)

한편 지붕 및 옥탑부의 변화양상에 대해 임각상(2008)의 연구에서는

1970말~1980년대 강남지역 아파트 20채를 대상으로 최상부의 형태를 파

악하였는데, 대부분 평지붕의 형태 보여주고 있고 기능적 필요성에 의한

사각형의 옥탑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관디자인으로서의 고려가 부족

한 시기였음을 언급한다. 이어서 1990년대 아파트 20채의 최상부 형태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평지붕이 많지만 눈썹지붕, 경사지붕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옥탑층 기계실 형태에도 새로운 시도가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

히 외관디자인에는 소극적이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2000년대에는 비교

적 다양한 디자인들60)이 지붕 및 옥탑부에 나타났으며 그 요인으로 경

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부동산정책, 아파트의 브랜드화, 공사의

설계지침으로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최상층 경관은 지붕과 옥탑이 합쳐진 형태로 조

성되고 있으며, 지붕과 옥탑의 여러 유형을 통해 조합된 형상으로 인지

된다. 먼저 지붕은 크게 평지붕, 박공지붕, 눈썹지붕, 모임지붕, 꺾인지붕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61), 평지붕은 수평선이 강조된 단순형태로 초창기

많은 아파트에서 사용되어 왔다. 박공지붕은 지붕중심선에서 양측 외측

선을 향해 경사진 형태이며, 눈썹지붕은 지붕의 바닥이 평면형태로 평지

붕 형태와 비슷하지만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위하여 지붕 경계의 난간부

를 사선형태로 처리하였다. 모임지붕은 용마루없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만나는 지붕 형태이며, 정면, 측면, 후면 모두 지붕면을 형성62)한다. 꺾인

지붕은 외측의 일부만 경사졌으며, 박공지붕의 물매가 도중에 꺾여 상하

60) 공금록(2009)의 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큰 특징은 지붕 및 옥탑부분에
대한 장식 및 조명이라고 언급한다.

61) 허욱, 1995, 국내아파트 옥탑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
회 논문집-계획계 15(2), pp75-79.

62)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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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형태63)이다(박찬돈 2009). 반면 공동주택단지에서 옥탑은 주동

형태 및 코어 구성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지만, 실제로 옥탑 자체를 구성

하는 기계실, 물탱크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왔다. 옥탑의 유

형은 사각형, 세장형, 박공형, 경사형, 조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공금

록, 2009).

한편 2-1생활권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대한 사항

으로, 경사지붕의 경우 옥탑이 최대한 돌출되지 않을 것과 하부공간과의

연계성을 유도하였으며, 옥상 시설물 등은 외벽, 지붕 등과 유사한 재료

나 조경 등을 식재하여 차폐시킬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설계공모 지침

사항에서 지붕 및 옥탑은 주동 형태 및 입면의 성질과 유사하게 계획하

여 균질한 건물로 인식되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설계공모지침서(ver.3.0)

계획사항

200. 특화계획
240. 五色특화
245. 건축물특화
◼ 옥상공간(지붕포함)
- 주거동 형태 및 입면의 성질과 일체화되어 다양성과 동시에 균질한 건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획
- 다양한 거주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입체적 옥상 및 지붕 공간
- Sky Community, GIY, Sky Garden 등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 저탄소 에너지 저감기술 도입과 디자인 적용 고려

지침사항

300. 가구(Block)지침
3102.건축계획

◼ 옥상공간(지붕포함)
- 주거동 형태 및 입면의 성질과 일체화되도록 계획
- 다양한 거주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입체 공간 프로그램 제시(Pent House 개념 등)
- Sky Community, GIY, Sky Garden 등과의 통합 운영 계획 (블록당 Sky Community 시
설은 1개소 이상 설치 권장, 과도한 설치는 지양)
- 저탄소 에너지 저감 기술 적용 시 일체화된 미래지향적 이미지 구성

[표 3-37] 설계공모지침 중 공동주택 지붕 및 옥탑 관련 사항

63)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참고.



- 90 -

행정중심복합도시 2-1,2,4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용지별 시행지침(51차 실시계획 21.02.18 기준)

제 4장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에 관한 사항]
제 18조 지붕 및 옥상

① 주변과의 경관적 조화를 위하여 구릉지를 포함한 공원(근린공원 20)과 면해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②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도 7/10이상으로 하여 최상층에 다락방설치 또 는 복층을 권장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2-1,2,4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경관 및 공공부문시행지침(51차 실시계획 21.02.18 기준)

제 2장 건축물 미관
제 3조 건축물 부위기준
③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최상층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옥상 설비시설물 등은 외벽이나 옥탑, 지붕재료와 유사한 재료로 차폐시설을 계획한다.
2.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 경사 지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옥탑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건축물이 저층인 경우에는 기계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판상형 공동주택에 경사지붕 계획시, 주거동과 일체화된 경사지붕의 형태를 유도하여 옥탑이
돌출되지 않는 형태를 계획하여야 하며, 경사지붕 하부 공간 은 등 최상층부 평면계획(최상층
의 다락방으로 활용)과 연계하여 조성한다.
4. 평지붕의 옥상에는 조경을 설치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타워형은 경사지붕, 모임지붕, 곡선지붕, 판지붕 등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붕을 디자인 하여야 한다.

[표 3-38]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공동주택 지붕 및 옥탑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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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저층부

국토부 고시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상의 3개층 이

하를 주택의 저층부로 보고 있으며,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저

층부를 지하~지상2층, 지상1층~지상2층, 지상1층~지상3층으로 정의하고

있다.64) 심우갑(1994)의 연구에서 저층부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저층부

건축 계획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단지 내 가로경관은 인간의 시

지각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거동의 저층부는

전이공간과 관련되어 있으며 저층부 계획의 설계 요소들은 가로 구성,

주거동 형상, 통로형식, 주거동 출입구 형태 및 색채, 저층부 단위주호의

전면구성 형상, 주거동의 색채 및 재질감 및 재료 크기 등으로 결정된다

고 언급한다. 저층부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구획하는 경계선 역할을

하며 또한 가로형성과 관계된 연속적인 선적 요소로 건물의 벽체는 단지

의 시지각적 환경을 경험하는 데 있어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음을 밝힌다.

즉 저층부의 시지각적 디자인 요소들이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전이공간

으로서 거주민들은 가로 경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층부

경관은 인간의 시지각적 범위 내에 위치해 있어 경관의 다양함을 느끼게

해주며 더 나아가 단지 내 거주민뿐만 아니라 가로를 이용하는 일반 대

중들에게도 경관을 체험하게 해주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소이(2015)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저층부 공간계획적 측면에서 시

기별로 구분하였으며, 먼저 1970년대 공동주택 공급은 공급자 위주의 획

일적인 형태의 계획이 적용되었고 주동 저층부를 경비실로 이용하면서

돌출된 형태와 낮은 필로티가 일부 등장하였음을 언급한다. 1980년대에

는 후반기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건설사의 전략으로

일부단지에 테라스주택과 복층형주택, 전용정원 등 에 대한 개발과 시도

가 있었던 시기였음을 말한다. 1990년대는 현상설계가 일반화되면서 마

64) 정소이, 2015, LH공동주택 저층세대 특화모델 개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

택연구원, p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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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형 발코니, 전용마당, 전용창고, 주민공동시설 활용, 필로티의 주민공간

활용 등 차별화 계획 개념들이 시도되었음을 밝힌다. 아파트 품질경쟁이

본격화된 2000년대에는 독립출입구를 갖는 직출입형, 복층형으로 설계하

는 사례들이 출현하였으며, 브랜드화의 영향으로 색채이미지적용과 더불

어 저층부에 페인트 마감대신 벽돌, 화강석, 대리석 등 마감재료를 사용

하였고 더 나아가 다양한 시설과 접목하거나 외부공간과 연결할 수 있는

필로티가 활발히 등장하였음을 언급한다. 공금록(2009)의 연구에서 공동

주택의 저층부 구성요소를 외벽, 출입구와 계단실, 경비실, 필로티, 기타

(1층 정원과 출입문 유무)로 분류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설계공모지침서(ver.3.0)

계획사항

200. 특화계획
240. 五色특화
245. 건축물특화

◼ 접지층
- 다양한 주거 공간 및 주거구성을 위하여 지하 공간 활용 및 테라스하우스 개념 등을
도입하여 입체적으로 계획

지침사항

300. 가구(Block)지침
3102.건축계획

◼ 접지층
- 지하공간,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입체 공간프로그램 제시
- 주거동의 주출입 공간은 외부와 접하는 메인 로비공간과 내부 기능적 공간(엘리베이터
로비, 우편함실 등)을 구분하여 장소성 확보

[표 3-37] 설계공모지침 중 공동주택 저층부(접지층) 관련 사항

④발코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

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발코니는 외부소음 저감, 일조기

능 조절 등 기능적인 역할과 사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

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건축파사드에 구성되는 발코니는 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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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깊이와 그림자 효과를 제공해주며, 건축구성 계획에서 흥미로운 요

철 형태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건축 파사드에 생성된 경쾌한 시지각적

패턴은 도시에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도시경관을 결정짓는 한 형

태이자 요소로 작용한다(지수인, 2009). 또한 아파트에서의 발코니는 형태

나 색채에 있어 긴장감의 원리를 잘 살려 아름답게 보일 수 있으며, 사람

들의 시각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입면요소 중 미적감각이 요구되

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65) 이처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면형태 구성요

소로서 입면의 시각적 흥미로움과 주목성을 향상시키는 등 건물의 인지

와 식별성을 돕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김유지, 2010).

우리나라 발코니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외국처럼 외부공간으로서 전

면부의 일부를 돌출시킨 발코니가 주를 이루었지만, 1980년대와 1990년

대를 거치면서 서비스면적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전면 연속형 발코니가

일반화 되었다. 그 후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고, 2010년대에는

발코니 면적 극대화가 본격화되면서 전면부의 길이가 더욱 길어지는 형

태로 발전하게 되었다(조상규, 2020).

한편, 발코니의 형태를 구분하는데 있어, 최현우(2011)의 연구에서는 평

면 형태에 따라 돌출형, 오목형, 혼합형으로, 집합형태에 따라 부분형, 전

면형, 양면형, 다면형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행복도시 7대경관과제에서는

발코니의 유형을 형태와 위치에 따라 돌출형, 측벽형, 코너형, 니치형으

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2-1생활권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제시되

어 있는 돌출형, 측벽형, 코너형, 니치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65) 지수인, 2009, 한국아파트발코니의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p6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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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설계공모지침서(ver.3.0)

계획사항

200. 특화계획
240. 五色특화
245. 건축물특화
◼ 발코니
- 형태 및 입면과 유기적으로 계획하되 이형평면, 이형평형, 돌출발코니 등 다양한 건축
요소를 통합 적용하여 계획

지침사항

300. 가구(Block)지침
3102.건축계획

◼ 발코니
- 다양한 형태로 계획하되 입면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계획
- 이형평면, 이형평형, 돌출발코니 등 건축요소들과 통합 연계성 고려
- Handrail은 일률적으로 반복되는 디자인과 색채 지양
- 입주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발코니 확장 고려

[표 3-40] 설계공모지침 중 공동주택 발코니 관련 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 2-1,2,4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경관 및 공공부문시행지침(51차 실시계획 21.02.18 기준)

제 2장 건축물 미관
제 3조 건축물 부위기준
⑤공동주택 발코니

1. 다양한 형태와 재료를 활용하여 변화 있는 입면구성을 유도하기 위해 발 코니의 형태기준은
다음과 같다.
2. 돌출형 발코니는 외기에 개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난간과 창문을 설치하여도 충분한 입
면변화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를 허용한다.
3. 주거동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발코니 코너부위를 몇 개 층 단위로 계획하여
측벽의 입면 다양성 및 변화감을 부여한다.
4. 니치형 발코니는 가로벽을 형성하고 동시에 입면의 변화를 주어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을 유도하며 전면에 새시나 창문을 설치할 경우 단조로운 입면을 형성하게
되므로 반드시 외기에 개방되는 형태로 계획한다.

[표 3-41]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공동주택 발코니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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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관선호도 설문조사

(1) 설문개요

본 연구는 행복도시 거주민 중 개인의 주관적 반응에 주목하여 전공 지

식에 따른 판단의 개입이 적을 수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본 설문을 수

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될 설문의 참여자 수 선정에 있어,

임승빈(2009)은 효과적인 표본 추출을 위해서 표본 수는 최소한 30명이

상으로 선정해야 함을 밝힌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송대호, 2006 ; 주신

하, 2012 ; 강규범, 2015 ; 서광영, 2018)66)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50~150

명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 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는 다수의 표본을 확보해야 연구의 유의미한 값을 도출할

수 있기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COVID-19에 대한 우려로 온

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2) 설문 구성

설문 구성은 크게 일반 항목과 평가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 항

목에서는 참여자의 성별, 연령, 전공, 거주지(동)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게

된다. 평가 항목에서는 본 설문의 연구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관선호도 평

가를 하게 되며, 평가를 위해서 평가대상과 평가문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진시뮬레이션 기법으로 경관을 평가하고자 하며, 이에 따

라 설문의 참여자는 제시된 공동주택단지 사진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된

다. 제시 된 공동주택 단지는 총 8개단지이며 즉 8장의 사진에 대한 주

관적 반응에 의한 경관 선호도를 측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공

동주택 경관의 사진은 먼저, 인간의 시지각적 범위를 고려하여 단지 내

부보다 단지 외부 가로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망할 수 있는 원경(遠景)

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연구자가 현장답사를 통해 살펴보고,

66) 송대호(2006), 주신하(2012)의 연구에서는 설문 참여자로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구를 수행했지만, 전문가적 지식과 판단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일반인으
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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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당선작 자료 검토과정을 거쳐 단지를 대표 할 수 있으며, 디자

인 특화요소가 도입된 주동을 우선 고려하여 본 설문 평가 대상에 사용

될 사진들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평가문항은 앞서 도출한 형용사 쌍

10개(추한-아름다운, 촌스러운–세련된, 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 오래

된-새로운, 획일적인–변화있는, 지루한–흥미로운, 평범한-독특한, 폐쇄

적인-개방적인, 어색한–조화로운, 멋없는-멋있는)의 문항들을 사용하였

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진 1장당 10개의 형용사 쌍 문항을 평가

하게 되며, 총 8장의 사진을 80문항으로 평가하게 된다.

(3) 설문 진행 및 설문 결과

본 설문은 1차로 2021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2차로 2022년 1월

5일부터 1월 17일까지 온라인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 총 95부의 응답을

받았고,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은 [표 3-40]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 57

명, 여성 38명, 연령의 경우 20대 21명, 30대 37명, 40대 32명, 50대 5명,

도시·건축·조경 전공 여부는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비전공자였으며, 생활

권 거주 특성은 1생활권 22명, 2생활권 34명, 3생활권 31명, 4생활권 7명,

5생활권 1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공자 설문을 제외하고 비전공자

설문 92부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 인원(명) 비율(%)

성별
남성 57 62.0
여성 38 38.0

연령

20대 2 21.7
30대 37 38.0
40대 32 34.5
50대 5 5.4

전공여부
전공자 3 3.2
비전공자 92 96.8

거주 생활권

1생활권 22 23.2
2생활권 34 35.8
3생활권 31 32.6
4생활권 7 7.4
5생활권 1 1.1

[표 3-40]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N=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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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행복도시 공동주택의 경관특성 분석

제 1 절 경관선호도 분석 결과

1. 경관선호 기술통계분석

2-1생활권 공동주택 단지 8곳의 경관 선호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관형용사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기술통계량 결과는 표 4-4와 같다.

경관선호도 측정은 리커트 7점척도를 활용하여, 7점에 가까울수록 긍정

적 형용사를,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형용사로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

하였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권역별 선호도는 P4(5.460), P2(4.877), P1(4.770),

P3권역(3.786) 순으로 높게 나타나 권역별 선호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단지별로는 M4(5.460), L2(4.990), L1(4.833), M2(4.763), M1(4.707),

L4(3.987), M7(3.930), L3(3.441)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10개의 경관형용사 쌍67)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항목이 평균값 4

이상으로 산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새로운-오래된(5,030)’, ‘독특한-평범

한(4.944)’, ‘변화있는-획일적인(4.879)’의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된 반

면, ‘멋있는-멋없는(4.448)’, ‘조화로운-어색한(4.523)’, ‘개방적인-폐쇄적

인’(4.493) 항목은 비교적 낮은 값으로 산출되었다. 이처럼 전체 경관형용

사 항목간 평균값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눈

에 띄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M2단지에서는 ‘새로운’, ‘독특

한’, ‘변화있는’ 값이 ‘아름다운’, ‘멋있는’, ‘세련된’ 값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각 단지별로 선호도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67) 아름다운–추한, 세련된-촌스러운, 인상적인-인상적이지않은, 변화있는-획일적인, 흥

미로운-지루한, 독특한-평범한, 개방적인-폐쇄적인, 조화로운-어색한, 멋있는-멋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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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름
다운

세련
된

인상
적인

새로
운

변화
있는

흥미
로운

독특
한

개방
적인

조화
로운

멋있
는 평균

P1

M1 4.52 4.68 4.75 5.41 5.02 4.99 4.98 4.39 4.12 4.21 4.707

L1 5.00 4.73 4.67 5.03 5.00 4.84 4.98 4.62 4.71 4.75 4.833

평균 4.76 4.705 4.71 5.22 5.01 4.915 4.98 4.505 4.415 4.48 4.770

P2

M2 3.88 4.28 5.11 5.39 5.47 5.13 5.38 4.57 4.43 3.99 4.763

L2 4.88 4.93 4.73 5.14 5.11 5.13 5.35 5.01 4.65 4.97 4.990

평균 4.38 4.605 4.92 5.265 5.29 5.13 5.365 4.79 4.54 4.48 4.877

P3

L3 3.82 3.49 3.46 3.62 3.26 3.22 3.17 3.39 3.63 3.35 3.441

L4 4.32 4.09 3.83 4.11 3.93 3.78 3.98 3.77 4.16 3.90 3.987

M7 4.22 4.04 3.76 3.90 3.75 3.88 3.89 3.90 4.14 3.82 3.930

평균 4.12 3.873 3.683 3.877 3.647 3.627 3.68 3.687 3.977 3.69 3.786

P4
M4 5.53 5.50 5.65 5.76 5.57 5.55 5.75 4.99 5.16 5.14 5.460

평균 5.53 5.50 5.65 5.76 5.57 5.55 5.75 4.99 5.16 5.14 5.460

총 평균 4.698 4.671 4.741 5.030 4.879 4.805 4.944 4.493 4.523 4.448 4.723

[표 4-1] 단지별 경관형용사 기술통계분석 결과(N=92)

2. 경관선호 요인분석

총 10쌍의 경관형용사를 이용하여 2-1생활권 공동주택 단지 8곳의 경

관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경

관형용사 변수들의 공통적인 특성과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변

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관련성이 높은 변수끼리 집약하여 공동주택

경관평가의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방식을 사용하여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

로 회전시킴으로써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높였고 이에 따라 최종요인 행

렬표를 작성하였다.[표 4-2] 그 결과, 표본적합도(Kaiser-Meyer-Olkin)는

0.908로 나타나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Bartlett의 구형성검증에서 p=0.000으로 유의확률(p값)이 0.05보다 작으므

로,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요인분석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한

편, 일반적으로 요인의 추출은 고유치(eigen value)를 기준으로 1.0이상

인 값으로 요인을 산출하지만, 경관의 여러 특성을 설명하고 요인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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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요인의 개수를 2개로 고정하고 분석을 수

행하였다. 도출된 2개의 요인군은 전체 변량 중 전체 분산의 총 76.502%

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은 ‘획일적인-변화있는’, ‘오래된–새로운’,

‘평범한-독특한’, ‘지루한–흥미로운’, ‘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 의 형용

사로 이들은 전체의 구성요소들이 동일하지 않으며 기존과 다른 여러 가

지 특별함을 내재하고 있는 의미로 판단하여 ‘다양성’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은 ‘어색한–조화로운’, ‘멋없는-멋있는’,

‘폐쇄적인-개방적인’, ‘촌스러운-세련된’, ‘추한-아름다운’으로 묶여졌으며,

이들은 미적속성에 반응하고 평가하는 용어로서 일반성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형식미학에서 강조하는 통일성의 요소인 조화와 균형 등의 개념

을 포괄하고 있기에 아름다움을 식별하여 가늠할 수 있는 성질68)인 ‘심

미성’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생활권 공동주택 경관

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다양성과 심미성으로 정의하였다.

구분
성분1 성분2

다양성 심미성

획일적인–변화있는 .882 .263

오래된–새로운 .848 .294

평범한-독특한 .836 .297

지루한–흥미로운 .758 .496

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 .631 .466

어색한–조화로운 .240 .878

멋없는-멋있는 .251 .782

폐쇄적인-개방적인 .371 .780

촌스러운-세련된 .487 .725

추한-아름다운 .586 .649

고유값(Eigen Value) 6.659 .991

분산설명(%) 66.590 9.912

누적설명(%) 66.590 76.502

신뢰도 .920 .911

KMO=.908 / Bartlett=794.372, p=.000

-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 회전 방법: 카이저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 수렴

[표 4-2] 경관 특성 요인분석 결과(N=92)

68)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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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1생활권 공동주택의 요인분석 성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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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권역별 경관특성 분석 결과

1. P1권역

평가 대상

구분
M1 L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추한-아름다운 4.52 1.218 5.00 0.949

촌스러운-세련된 4.68 1.109 4.73 1.090

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 4.75 1.272 4.67 1.376

오래된–새로운 5.41 1.029 5.03 1.043

획일적인–변화있는 5.02 1.317 5.00 1.204

지루한–흥미로운 4.99 1.124 4.84 1.170

평범한-독특한 4.98 1.292 4.98 1.139

폐쇄적인-개방적인 4.39 1.275 4.62 1.444

어색한–조화로운 4.12 1.300 4.71 1.105

멋없는-멋있는 4.21 1.134 4.75 1.065

[표 4-3] P1권역 M1, L1 BL 경관형용사 평가 결과(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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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 L1 BL 요인분석

앞서 단지 8곳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다

양성69) 요인과 심미성70) 요인을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이

각 단지별 경관 특성 분석에도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단지별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M1 BL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루한-흥미로운’, ‘오래된-새로운’, ‘획일적인-변화있는’, ‘평범한-독특한’,

‘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 5개의 변수들 모두가 성분1에 포함하여 다양성

요인으로, 동시에 ‘멋없는-멋있는’, ‘추한-아름다운’, ‘촌스러운-세련된’, ‘어색

한-조화로운’, 폐쇄적인-개방적인‘ 5개의 변수들이 성분2에 포함되어 심미성

요인으로 경관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 4-2]

반면, L1 BL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루한-흥미로운’,

‘평범한-독특한’, 오래된-새로운’ 3개의 변수들이 하나의 성분으로 묶여

다양성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심미성 요인의 변수들은 다소 분포

되는 경향이 나타나 각 심미성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4-3]

[그림 4-2] M1 BL 요인분석 성분 그래프 [그림 4-3] L1 BL 요인분석 성분 그래프

69) ‘획일적인-변화있는’, ‘오래된–새로운’, ‘평범한-독특한’, ‘지루한–흥미로운’, ‘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
70) ‘어색한–조화로운’, ‘멋없는-멋있는’, ‘폐쇄적인-개방적인’, ‘촌스러운-세련된’, ‘추한-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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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 BL 경관특성 분석

M1 BL 공동주택 경관에 대한 형용사 별 기술통계량은 [표 4-3]과 같

다. 10개의 형용사 쌍 항목 중 높은 평균을 보인 상위 3개의 항목은 ‘오

래된-새로운’(5.41), ‘획일적인-변화있는’(5.02) ‘지루한-흥미로운’(4.99) 순

이었으며, 이러한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

과 다른 창의적인 디자인이 경관 선호에 영향을 주었으며 다양성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발코니를 통한 요철의 형태로 입면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기존 아

파트 디자인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설계

공모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이형평형, 돌출형 발코니, 측벽형

발코니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동

의 형태로서 기존 공동주택의 박스 형태가 아닌 매스의 분절과 층수의

변화로 지루하지 않은 경관을 연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입면의

색채로서 기존의 획일적인 주조색 및 보조색이 사용된 것과 다르게 층별

로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입면의 단조로움을 회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낮은 평균을 보인 하위 3개의 항목은 ‘어색한-조화로

운’(4.12), ‘멋없는-멋있는’(4.21), ‘폐쇄적인-개방적인’(4.39) 순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선호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아

파트 형태 및 입면과 차별화된 디자인이 익숙하지 않은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거한 연도형 주거동은 원경(遠景) 혹은 맞

은 편 가로변에서 바라봤을 경우 폐쇄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근

경(近景)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저층부 구성은 다양한 가로 경관

을 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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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BL 경관특성 분석

L1 BL 공동주택 경관에 대한 형용사 별 기술통계량은 [표 4-3]과 같

다. L1 BL은 경관선호도 측정 결과, 항목 간 최대 차이의 값이 0.32로

비교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의 형용사 쌍 항목 중 높

은 평균을 보인 상위 3개의 항목은 ‘오래된-새로운’(5.03), ‘획일적인-변

화있는’(5.00) ‘추한-아름다운’(5.00) 순이었으며, 이러한 항목들이 상대적

으로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보행로에 대응하는 주거동 특화 디자인

에 의하여 이용자들에게 경관의 다양성을 느낌과 동시에 심미적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설계공모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보행로에 접한 주동을 대상

으로 다양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등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지침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학교 및 공원

과 맞닿은 저층 주동으로서 획일적인 주거동 형태를 탈피하고, 다양한

층수와 매스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8층 이하의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전면부에 다채로운 색채를 적용하여 경관의 다양성

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P2권역

평가 대상

[표 4-4] P2권역 M2, L2 BL 경관형용사 평가 결과(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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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 L2 BL 요인분석

M2 BL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분1에는 ‘지루한-흥미로

운’ ‘오래된-새로운’, ‘획일적인-변화있는’, ‘평범한-독특한’, ‘인상적이지않

은-인상적인’ 5개의 변수들이 모두 포함되어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

하여 도출했던 다양성 요인의 변수들과 일치함을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성분2에도 ‘멋없는-멋있는’, ‘추한-아름다운’, ‘촌스러운-세련된’, ‘어색한-

조화로운’, ‘폐쇄적인-개방적인’ 5개의 변수들이 성분2에 포함되어 다양성

요인과 심미성 요인으로 경관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

다.[그림 4-4]

반면, L2 BL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상적이지않은-인

상적인’, ‘오래된-새로운’, ‘평범한-독특한’, ‘지루한-흥미로운’, ‘획일적인-

구분
M2 L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추한-아름다운 3.88 1.257 4.88 1.098

촌스러운-세련된 4.28 1.320 4.93 1.097

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 5.11 1.133 4.70 1.276

오래된–새로운 5.39 0.983 5.14 1.144

획일적인–변화있는 5.47 1.084 5.11 1.262

지루한–흥미로운 5.13 1.092 5.10 1.141

평범한-독특한 5.30 1.118 5.35 1.021

폐쇄적인-개방적인 4.57 1.417 5.01 1.297

어색한–조화로운 4.43 1.393 4.65 1.181

멋없는-멋있는 3.99 1.330 4.97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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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있는’ 5개의 변수들이 하나의 성분으로 묶여 다양성 요인과 관련이

있었고, 심미성 요인의 변수들은 ‘추한-아름다운’, ‘촌스러운-세련된’, ‘어

색한-조화로운’ 3개의 변수들만이 심미성 요인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5]

[그림 4-4] M2 BL 요인분석 성분 그래프 [그림 4-5] L2 BL 요인분석 성분 그래프

■ M2 BL 경관 특성 분석

M2 BL 공동주택의 경관에 대한 형용사 별 기술통계량은 [표 4-4]와

같다. 10개의 형용사 쌍 항목 중 높은 평균을 보인 상위 3개의 항목은

‘획일적인-변화있는’(5.47), ‘오래된-새로운’(5.39)’, ‘평범한-독특한’(5.30)’

순이었다. 이러한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

과 차별화된 디자인이 경관 선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

양성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동 형태에서 다양한 매스의 조합과 층수의 변화 등으로 기존 공

동주택에서 볼 수 없는 디자인이 연출되어 지루하지 않고 독특한 경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차별화된 지붕 및 옥탑부 디자

인은 원경(遠景)에서 바라볼 때 단지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요소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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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설계공모지침에서 제시된 스카이 커뮤니티 계획이 반영된

사항으로 해당 경관의 상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입면부 돌출부 장식과 같은 디자인 패턴으로 주동의 입체감을 부여

하여 경관 이용자로 하여금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낮은 평균을 보인 하위 3개의 항목은 ‘추한-아름다운’(3.88), ‘멋없

는-멋있는’(3.99), ‘촌스러운-세련된’(4.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

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선호되는 것으로 보아, 새롭고 독특한 디자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과 대조로 형식미학에서 강조하는

통일성의 요소인 조화, 균형, 대칭, 반복 등이 깨지고 이질적 요소의 심

화와 극단적 변화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71)을 초래하여 상

대적으로 심미적 요인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L2 BL 경관 특성 분석

L2 BL 공동주택 경관에 대한 형용사 별 기술통계량은 [표 4-4]과 같

다. 10개의 형용사 쌍 항목 중 높은 평균을 보인 상위 3개의 항목은 ‘평

범한-독특한’(5.35), ‘오래된-새로운’(5.14), ‘지루한-흥미로운’(5.10) 순이었

으며, 이러한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L1 BL과

마찬가지로 설계공모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화 보행로와 접한 주동

외관에 대한 디자인 지침들을 고려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주거동 특

화 디자인에 의하여 이용자들은 경관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학교 및 공원과 맞닿은 저층 주동으로서 기존 공동주택

주거동 형태와 차별화된 복층형 주거동을 통해 보행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입면부 개방된 테라스의 대칭적이고

균형적인 패턴 조합을 통해 심미성을 강조한 경관이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1) 임승빈, 2009,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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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3권역

평가 대상

구분
L3 L4 M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추한-아름다운 3.82 1.138 4.32 1.128 4.22 1.078

촌스러운-세련된 3.49 1.254 4.09 1.155 4.04 1.157

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 3.46 1.378 3.83 1.427 3.76 1.370

오래된–새로운 3.62 1.078 4.11 1.104 3.90 1.120

획일적인–변화있는 3.26 1.366 3.93 1.175 3.75 1.306

지루한–흥미로운 3.22 1.046 3.78 1.088 3.8 1.078

평범한-독특한 3.17 1.182 3.98 1.301 3.89 1.236

폐쇄적인-개방적인 3.39 1.157 3.77 1.100 3.90 1.214

어색한–조화로운 3.63 1.155 4.16 1.082 4.14 1.191

멋없는-멋있는 3.35 0.966 3.90 1.223 3.82 1.119

[표 4-5] P3권역 L3, L4, M7 BL 경관형용사 평가 결과(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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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L4, M7 BL 요인분석

먼저, L3 BL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분1에는 ‘오래된-새

로운’ ‘획일적인-변화있는’, ‘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 3개의 변수들만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성 요인에 일부 충족이 되어 다양성으로 경관의 특성

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성분2에도 ‘멋없는-

멋있는’, ‘어색한-조화로운’, ‘폐쇄적인-개방적인’ 3개의 변수들로 심미성

요인으로 경관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6]

다음으로, L4 BL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분1에 묶여진

‘평범한-독특한’, ‘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와 같은 다양성 요인의 변수

들이 비교적 성분2의 값을 어느 정도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성의

요인에 더 근접한다고 볼 수 있어, ‘지루한-흥미로운’ 변수와 함께 다양

성의 요인의 범주로 경관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멋없는-멋있는 변수가 성분2 값을 어느 정도 가지지만, 성분

2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아 추한-아름다운, 촌스러운-세련된 변수들과

함께 심미성 요인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4-7]

M7 BL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L3, L4 BL과 비교하여 각 변

수들이 성분1과 성분2의 값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성분1에는 ‘평범한-독특한’, ‘획일적인-변화있는’, ‘오래된-새로운’ 변수들

이 포함되어 다양성 요인으로 경관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함을 보였

고, 마찬가지로 성분2에는 ‘폐쇄적인-개방적인’, ‘멋없는-멋있는’, ‘추한-

아름다운’ 변수들이 심미성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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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L3 BL 요인분석 성분 그래프 [그림 4-7] L4 BL 요인분석 성분 그래프

[그림 4-8] M7 BL 요인분석 성분 그래프 [그림 4-9] M4 BL 요인분석 성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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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BL 경관 특성 분석

L3 BL 공동주택의 경관에 대한 형용사 별 기술통계량은 [표 4-4]와

같으며, 8곳 단지 중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선호도

특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개의 형용사 쌍 항목 중 낮은 평균을 보

인 하위 3개의 항목은 ‘평범한-독특한’(3.17), ‘지루한-흥미로운’(3.22), ‘획

일적인-변화있는’(3.26) 순이었으며, 이러한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아 다른 단지와 비교하여 전반적인 주거동 디자인의 단

조로움이 경관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거동 형태에서 보행로에 대응하여 돌출된 형태의 매스로 배치되

어 있으나, 입면부 디자인에 있어 기존 공동주택의 획일적인 입면 구성

과 유사하여 평범한 경관으로 인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추한-

아름다운’, ‘어색한-조화로운’ 항목이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다양성과는 별개로 비교적 규칙적이고 정연한 경관이 심미

적 선호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L4 BL 경관 특성 분석

L4 BL 공동주택의 경관에 대한 형용사 별 기술통계량은 [표 4-4]와 같다.

10개의 형용사 쌍 항목 중 높은 평균을 보인 상위 3개의 항목은 ‘추한-아름

다운(4.32), ‘어색한-조화로운’(4.16) ‘오래된-새로운’(4.11) 순이었으며, 이러한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이용자들이 인지하기에 심

미적 요인과 다양성 요인이 혼합된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층수가 상이한 두 개의 주거동을 브릿지로 연결하여 하나의 주거

동으로 연출함으로써, 기존과 차별화된 주거동 형태를 구성함과 동시에

과도한 입면부 장식과 색채를 지양하고 일부 장식과 색채로 입면부를 강

조한 경관은 이용자들이 인지하기에 비교적 간결하며 조화로운 경관으로

느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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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7 BL 경관 특성 분석

M7 BL 공동주택의 경관에 대한 형용사 별 기술통계량은 [표 4-4]와 같

으며 8개 단지 중 가장 평균값(3.93)에 근접함을 보였으며, 10개의 형용사

쌍 항목 중 높은 평균을 보인 상위 3개의 항목은 ‘추한-아름다운(4.22),

‘어색한-조화로운’(4.14) ‘촌스러운-세련된’(4.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L4 BL과 유사하게 복

잡하지 않고 정연한 경관이 심미적 요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L4 BL과 마찬가지로 입면 일부분과 옥탑부 장식을 강조하면서 주거

동 전체와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교적 단

조로운 입면구성 및 주거동 형태로 인하여 다른 단지와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다양성 측면에서 높은 선호도가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P4권역

평가 대상

구분
M4

평균 표준편차
추한-아름다운 5.53 1.094

촌스러운-세련된 5.50 0.978

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 5.65 1.262

오래된–새로운 5.76 0.965

획일적인–변화있는 5.57 1.151

지루한–흥미로운 5.55 1.009

평범한-독특한 5.75 0.945

폐쇄적인-개방적인 4.99 1.227

어색한–조화로운 5.16 1.225

멋없는-멋있는 5.14 1.023

[표 4-6] P4권역 M4 BL 경관형용사 평가 결과(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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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 BL 요인분석

M4 BL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분1에는 ‘지루한-흥미로

운’ ‘오래된-새로운’, ‘획일적인-변화있는’, ‘평범한-독특한’, ‘인상적이지않

은-인상적인’ 5개의 변수들이 모두 포함되어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

하여 도출했던 다양성 요인의 변수들과 일치함을 보였으며, 반면 성분2

에서는 ‘폐쇄적인-개방적인’을 제외한 ‘멋없는-멋있는’, ‘추한-아름다운’,

‘촌스러운-세련된’, ‘어색한-조화로운’ 4개의 변수들만이 성분2에 포함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요인과 심미성 요인으로 경관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 4-9]

■ M4 BL 경관 특성 분석

M4 BL 공동주택의 경관에 대한 형용사 별 기술통계량은 [표 4-6]과 같으며, 8

곳 단지 중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 특성이 나타났다.

특히 10개의 형용사 쌍 항목 중 높은 평균을 보인 상위 3개의 항목은 ‘오래된-

새로운’(5.76), ‘평범한-독특한’(5.75), ‘인상적이지않은-인상적인’(5.65) 순이었지만,

다른 단지와 비교하여 ‘추한-아름다운’(5.53), ‘촌스러운-세련된’(5.50) 항목 등도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경관의 다양성 요인과 심미적 요인의 특성이 동시에

연출된 경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주거동 형태로서 층수가 상이한 3개의 주거동을 브릿지와 옥탑부 장식

구조물로 연결하여, 매스가 분절된 형태의 경관을 연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새롭고 독특함을 느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돌출된 장식 패턴이 도입된

입체적인 입면 구성으로 획일적이고 지루하지 않은 경관을 창출하여 경관의 다

양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범하지 않은 지붕 및 옥탑부 디자인

은 원경(遠景)에서 바라볼 때 단지의 정체성을 부여하며 경관의 상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형화되고 질서있는 옥탑부 구조물 및

입면부 장식물로 이질적이지 않은 경관을 창출하며, 동시에 주조색 및 보조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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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대비되지 않은 색채를 입면 및 장식에 적용하여 비교적 세련된 경관을

연출한 부분이 이용자들의 심미적 선호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5. 소결

2-1생활권 공동주택 단지의 경관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한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통계분석 결과, 경관형용사를 바탕으로한 전반적

인 권역 별 선호도는 P4, P2, P1, P3권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단지 별

로는 M4, L2, L1, M2, M1, L4, M7, L3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경관형용사 변수들의 공통적 특성과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공동주택 단지 8곳에 관한 변수들의

평균값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양성 요인과 심미성 요인이 도출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로 각 단지별 경관 특성 분석을 수행

하는데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단지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밀도 단지(M1, M2, M4, M7)에서는 대체도 다양성 요인과

심미성 요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경관 특성을 분석하는데 적합함을 보

였고, 저밀도 단지(L1, L2, L3, L4)에서는 중밀도 단지에 비해 비교적 모

호하게 요인들이 구분되는 성향을 가졌지만, 각 요인 당 2~4개의 변수들

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성 요인과 심미성 요인으로 경관 특성을 분석하기

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단지를 대상으로 경관 요소와 다양성·심

미성 요인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각 단지별로 다양성에 해당하는 경관형용사 즉 변수들의 값과 심미

성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값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그림 4-10], 다양

성, 심미성 측면 모두 P4권역이 가장 높게 산출되었으며, 반면에 P3권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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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단지들은 다양성 요인과 심미성 요

인이 정(+)의 관계, 대체로 비례하는 특징이 보였는데, 이는 경관의 심미적

속성을 강조하는 형식미학의 구성 원리로서 통일성과 다양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 심미성과 다양성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P1,2,4 권역의 단지들은 다양성 요인 값이 심미성 요인 값보다 더 크게, 반

면 P3권역의 단지들은 심미성 요인 값이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다양성이 높게 나타나는 단지들은 대체로 주거동 형태, 입면, 지

붕 및 옥탑 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동 형태로서 디자인 특화

주거동을 중심으로 매스의 분절과 조합 등으로 변화있는 경관을 연출하

였으며, 입면 및 발코니로서 돌출된 장식물과 패턴, 요철형태의 발코니와

색채를 통한 입면 강조 등으로 입면의 입체감을 부여하고 기존과 차별화

된 경관을 연출하였다. 또한 지붕 및 옥탑 부분에서는 디자인 특화를 위

한 옥탑부 계획에서 옥상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한 디자인과 상징적인 장

식물 연출하였으며, 이처럼 경관 요소별로 새롭고 변화있는 경관을 창출

였기에 이용자 측면에서 경관의 다양함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심미성이 높게 나타난 경관의 특징은 형식미 측면에서 비교적 조

화, 균형 및 대칭, 반복, 강조의 원리가 적용된 경관이 연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거동 형태에서 매스 간의 연결과 조합 통해 서로 독립

적이며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주거동으로 인식하여 통일적이고 균형 있

는 경관을 창출하였음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입면부 및 옥탑부 장식

물에서 정형화된 디자인을 도입함과 동시에, 주조색 및 보조색과 이질적

이지 않은 색채를 통해 입면부를 강조하여 산만함을 줄이고 통일감을 조

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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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2-1생활권 공동주택의 단지별 요인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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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 결론

제 1 절 연구의 결론

행복도시는 과거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새

로운 도시건설기법들을 적용해 왔으며, 더불어 도시디자인의 가치와 중

요성을 인식하여, 계획 초기부터 우수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미관 창출을

위한 관련 계획·제도 및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행복

도시만의 특화된 도시건축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관의 통일성과

디자인의 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제안공모, 설계공모 및 경쟁입찰 등

의 방법으로 주거·상업·업무용지 등의 토지를 공급하는 행복도시만의 사

업방식인 도시특화사업을 도입하였다. 특히 주거용지공급 과정에서 건설

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택지를 공급했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 민간전문가에 의한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설계안을 제출한 사업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여, 독특하고 개성있는 공동주택 경관을 창

출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주거모델을 선도하고 있는 행복도시 공동주택 경관의 창출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 경관 형성에 바탕이 되는 계획·제

도 및 도시특화사업방식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도시특화사업의 도입 및

정의, 사업대상 및 방식, 운영과정과 더불어 설계공모지침에서 제시된 경

관지침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이후 도시특화사업이 도입된 2-1생활권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경관형용사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통계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경관형용사별 기술통계분석의 정량적 결과와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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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그리고 공동주택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요소들을 중점으로 각 단

지별 경관의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특화사

업과 공동주택 경관과의 관계, 즉 행복도시만의 차별화된 사업방식이 공

동주택 경관 형성에 끼친 영향력과 함께, 사업방식의 한계점을 파악하였

다. 아울러 2-1생활권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으로 도출된 다양성과 심미

성에 대하여 경관으로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

였다.

(1)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과 공동주택 경관과의 관계

도시특화사업운영 과정에서 강조된 디자인 계획 및 지침과 앞서 도출된

경관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행복도시만의 차별화된 사업방식이

공동주택 경관 형성에 끼친 영향력과 더불어 사업방식의 한계점을 파악

하였다.

행복도시는 건설기본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관 형성의 기조

및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7대경관과제를 통해 도시경관

및 건축물미관의 세부지침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행복도시만의 차별화된 토지공급방식인

도시특화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미

관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설계공모 과정에서 MA에 의하여 수립된 마스터플랜 및 건축계획지침들

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차별화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되었고, 특히 공동주택 건설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인허가 진행하여 착공되고 있기에, 앞서 반영된 지구단위계획 지침

들이 현재 기 개발된 공동주택 경관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시특화사업 과정에서 수립된 설계공모지침 중 마스터플랜 수립

지침을 살펴보면, 경관계획, 가로별 특화계획, 단지별 주거동 배치구간

등에 관한 지침들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시행지침에 반영되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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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생활권 공동주택 경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계획에서 제시된 주거동 형태, 옥상 및 지붕공간 활용, 발코니, 접지

층, 주거동 입면, 디자인 특화 주거동에 관한 지침들 또한 지구단위계획

에 반영되어 독특하고 차별화된 경관이 창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설계공모과정에서 MA에 의하여 수립된 지침들이 지구단위계획

에 반영되었고,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개발된 2-1생활권 공동주택의

경관의 특성은, 특히 경관선호도 평가에 의하여 다양성과 심미성이라는

특성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도시특화사업에서 강조한 차별화되고 우

수한 경관창출을 유도하려는 목적과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특화사업에서 수립된 지침들이 공동주택 경관 형성에 영항을 준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외관디자인은 아직까지 설계사 혹

은 시공사 역량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인하여 현

재 기 개발된 2-1생활권 공동주택 경관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좋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

된 도시특화사업이 디자인의 방향성 및 지침만을 제시할뿐, 설계사 및

시공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외관 디자인을 맡기는 것이 과연 도시특화

사업에 의하여 좋은 경관을 형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도시특화사업 운영과정에서 MA의 업무는 설계공모 운영 및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토지계약 후 자문 단계까지로 국한되어 있다. 하지

만 MA, 즉, Mater Architect라는 용어는 건축전문가로서 실제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축디자인 영역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

문에, 도시특화사업에 맞는 의미로 재정립하거나, MA의 업무를 실시설

계 및 시공 현장, 더 나아가 착공 후 관리까지 참여하도록 업무의 범위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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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경관 특성으로서 다양성과 심미성에 관한 고찰

요인분석을 통해 2-1생활권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다양성과 심미성으로 도출되었으며, 경관의 특성으로서 이러한

요인들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고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관에서 의미하는 다양성은 경관을 이루는 전체의 구성요소들이

동일하지 않으며 구성 방법에서도 획일적이지 않아 변화 있는 구성을 이

루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각 부분들 사이의 관계에서 단조롭지 않고 지루하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요소에 규칙적인 변화, 리듬, 대비 효과를 부여

할 수 있다.72) 이처럼 공동주택 경관에서 다양성이 드러났다는 의미는 기

존의 획일적이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공동주택 경관과는 다르게, 일반대중

들에게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공동주택 경관들로 인지되고 있음을 시사한

다.

특히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더 좋은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가 증가하고 시각적 만족감을 위한 디자인의 가치가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됨에 따라 소비자의 미적수준이 점차 향상되어 왔다. 즉 제품의 기능과

품질을 넘어 디자인의 차별성, 희소성, 우월성 등이 제품 선호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공동주택에도 적용이 되는데, 소비자들은

공동주택을 더 이상 주거기능으로서의 건축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상

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더 좋은 공동주택 디자인에 대한 욕

구가 증대되고 디자인을 바라보는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성냥갑이라 일컫는 아파트들이 대량보급되었던

80~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이후 설계공모가 활발해지고, 상품성이 짙은

브랜드화된 아파트들이 등장함에 따라, 입찰 및 분양 경쟁이 가속화되면

서 점차 차별화된 디자인을 시도하는 공동주택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과거 주거지개발방식에서 제기된 획일적인 도시경관의 문

제점을 인식하고, 양질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즉 경관을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과 업무가 강조됨에 따

72) 임승빈, 2009,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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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별화되고 우수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제도 및 사업방식들

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미적수준 향상, 입찰 및 경쟁을 위한 건설사들의 디자

인 수준 향상, 그리고 도시경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확대

됨에 따라 기존의 획일적인 경관을 벗어나 디자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공

동주택 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행복도시는

공공의 역할로서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도시특화사업방

식을 도입하였고, 더 나아가 설계공모 경쟁을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

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1생활권 공동주택

의 경관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공동주택 경관이 창출되었고, 동시에 일

반대중들에게도 다양하고 독특한 경관으로 인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심미성이란 아름다움을 식별하여 가늠할 수 있는 성질로 정의

되며, 일반적으로 제품 디자인의 미적기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

지만, 경관을 미적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경관이 지닌 물리적 구성의

미적 특성을 평가하고 규명하는 것이 가능해져 왔다. 특히 형식미학적

접근으로 경관의 형태 또는 구성의 일차적 지각에 대한 심미적 측정을

통해 경관을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형식미의 구성 원리로서 크게 통일

성과 다양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세부적으로는 조화, 균형, 개칭,

반복, 강조 등의 요소로 분류된다.73)

이처럼 공동주택 경관 평가에 있어 심미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관의

미적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심미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경

관형용사를 이용하여 경관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외관디자

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경관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경

관 요소별 디자인뿐만 아니라 경관 요소간의 통합·연계된 디자인 또한

심미적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떠한 조형의 전반적인 심미적 속성은 조형 구성요소의 형태와 원

73) 임승빈, 2009, 위의 책,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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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포괄한 종합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74), 공동주택 경

관의 심미성도 각 경관요소간의 조화와 균형이 성립되었을 때 전반적인

인상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미성이 돋보이는 경관을 창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관지침 수행과정에서 경관 요소별 세부지침 수립

과 더불어 경관 요소간의 조화성을 강조하는 지침들이 정립될 필요가 있

으며, 더 나아가 정립된 지침들은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도출된 경관

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심미성에 대한 선호도가 다양성보

다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것으로 보아 향후 공동주택 경관 관리에 있

어 심미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보통 공동주택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친숙한 건축물이지만, 일반

건축물에 비해 주거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다양하고 창의적

인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신

도시 도시경관 형성에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또한 분명한 현

실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공동주택 경관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설계방식

과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행복도시는 도시경관과 건축물미관을 향상시키고 도시·건축문화를 선도

하고자 도시특화사업을 도입하여 기존의 틀을 깨고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에 의해 조성된 공동주택을 대상

으로 경관선호도 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경관이 가지는 성격이 경관을 구

74) 서홍석, 홍정표, 2016, 심미성요소를 척도로 적용한 디자인유사판단 툴(Tools) 개발
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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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요소와 어떠한 관계적 특성이 있는지를 규명하였고, 특히, 경관선

호도 평가에 의해 도출된 다양성과 심미성 요인으로 공동주택 경관의 특

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행복도시만의 차별화된 사업방식이 공동주택 경

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영향력과 사업방식의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특화사업 운영과정에 있어 제도의 보완 및 지

침 마련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향후

신도시 주거경관 창출에 있어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계획 및 지침을 수

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행복도시만의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도

입된 사업방식인, 도시특화사업에 의해 개발된 공동주택 경관의 특성 자

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특화사업이 도입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비해 경관이 얼마나, 어떤 부분이 더 향상이 되었는지, 즉 향상의 정도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로서 특화사업이 도입되지 않은

일반적인 공동주택 경관과의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 특화사업 도입의 효

과가 타당한지 혹은 타당하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특정 지점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설문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

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경관의 특성이 단지 전

체의 경관을 대표할 수 없는 점과, 경관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일부 개입되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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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problems have been raised about the uniformity of

urban landscapes in the development of new town dwellings, and

since then, the role and importance of urban landscapes have been

steadily discussed to create a high-quality urban environment. In

particular, apartment housing occupy a large proportion in new towns,

and it is a situation in which apartment houses are important and

emphasized in forming urban landscapes. Accordingly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recogniz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urban

design, and to improve the elegant urban landscape and aesthetics of

architecture, actively introduce urban landscapes plans an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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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eginning. As part of this project method,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omotes urban specialized project in which it is

creative and differentiated apartment design specialization through

MA(Master Architecture), leading the excellent apartment landscape

culture.

Then, unlike existing new towns,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the plan and system for improving urban design and landscape

have been actively promot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plan.

Accordingly,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landscape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through what process the landscape was

created?"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process of

creating a differentiated apartment landscape only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2-1

living area apartment landscape formed through this process. To this

end, after examining the plan, system, and urban specialization project

method based on the formation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landscape, qual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landscape preference survey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landscape.

First, the basic plan, development plan, seven uban landscape

guideline, and district unit plans, which are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landscape, were

examined.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and definition of urban

specialization project, and project areas, operation processes were

reviewed.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housing landscape of 2-1 living areas where urban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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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were introduced, image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landscape preference characteristics of each apartment

complex. It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ference survey technical

statistics using landscape adjectives. Moreover, to understand the

common characteristics and mutually independent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adjective variables,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o derive

high relevance variables through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he overall preference by district of

P4, P2, P1, and P3, indicating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preference by district, and by complex was high in the order of M4,

L2, M2, L1, M4, M7, L3.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verage value for each landscape adjectiv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noticeable difference in some complexes, although the

difference in the average value between items was not large.

Next, as a result of clarifying the relationship with landscape

elements through diversity and aesthetics factors, and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mplex, all complexes showed a positive (+)

relationship and generally proportional relationship. Both factors in the

P4 district were calculated the highest, while the P3 district showed

the lowest valu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complexes in the

P1, 2, and 4 districts had greater diversity factor values than

aesthetic factor values, while complexes in the P3 districts had larger

aesthetic factor values.

By surveying a landscape preference on apartment housing created

by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urban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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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it was investigated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landscape design. Based on this,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differentiated project method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on the formation of the landscape of apartments

and the limitations of the project method. Furthermore,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landscape were considered for the diversity and

aesthetic factors derived by the landscape preference evaluation.

On the other hand, the limitation of the study is that it was not

revealed that the degree of landscape improvement, and were used

limited photographs, and some subjective judgments of researchers

were involved in the landscape analysis process. Nevertheles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major reference for supplementing

the system and preparing guideline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specialization projects in the future, and is meaningful as a basic data

for creative and excellent housing landscape planning and guidelines

in creating a new town.

keywords :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2-1 Living

Area, Urban landscape, Urban Specialization Project, Apartment

Hosuing, Analysis of Landscape Preference,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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