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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분당， 일산 등의 1기 신도시가 완공된지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건교부는 화성동탄， 

판교， 파주운정 , 수원이의 등의 27] 신도시를 착수하고 있으며 27] 신도시의 첫 번째 도시가 

화성동탄 신도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수준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기 신도시의 

경우도 도시설계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건교부에서는 1기 신도시의 경험을 토대로 1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27] 신도시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중의 하나가 MP (Master Planner)설계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신도 

시의 계획과정을 보면 도시설계를 하여 멋진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해 도시를 만들 

어간다고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단지설계나 건축설계과정에서는 자기의 단지나 건물만을 들여 

다보고 설계를 하다보니 바로 옆의 단지나 건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지나 건물을 설계하 

여 당초의 도시설계에서 추구하려는 목적이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단지나 건물이 조성되는 경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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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MP (Master Planner) 혹은 

MA(Master Architect)설계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필자는 2기 

신도시의 첫 번째 신도시인 화성동탄신도시의 MP위원장으로서 1년이상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활동기간중 경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최초의 신도시의 MP이기 때문에 

필자의 경험이 다른 신도시의 MP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앞으로의 신도시 계획과 설계과정 

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성통탄신 

도시를 사례로 하여 신도시 도시설계 및 단지설계과정에서의 MP의 역할과 MP설계방식이 적용 

됨에 따라 어떠한 효과를 보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화성동탄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했으며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화성동탄 

신도시의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이후의 단계인 단지설계단계에서의 MP들의 설계 

자문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간적 범위로는 화성동탄신도시의 설계과정에 MP설 

계방식이 도입된 2004년 3월부터 공동주택단지설계가 완료된 2005년 7월까지의 기간중에 활동 

했던 필자의 MP로서의 활통경험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MP심의시 지 

적되어 자문을 했던 내용과 MP심의시 사용했던 단지설계도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특 

히 단지별로 설계를 담당했던 설계회사들이 최초로 설계해서 제출했던 설계안과 MP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보완사항을 제시하여 수정된 설계안을 대비하여 개선된 부분을 중심 

으로 분석을 했다. 

ll. 신도시 설계과정에서의 MP설계방식의 도입배경 

신도시의 설계과정을 살펴보면 신도시의 도시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 

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단자별로 단지설계와 건축설계를 하여 시공이 

이루어진다 신도시의 도시설계나 지구단위계획은 신도시를 주관하여 건설하는 한국토지공사와 

건교부가 개입하여 도시의 공공성이나 쾌적성 등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도시설계는 현상설계를 하여 좋은 대안을 선정하기도 하며 지구단위계획도 가능한 한 좋 

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도록 노력을 한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후 

의 단지설계나 건축설계는 신도시의 단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의 소관으로 넘어가서 업체의 이 

익을 위해 분양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설계관행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도시설계안을 가지고 신도시를 만들려고 해도 시공을 위한 구체적인 설 

계인 단지설계나 건축설계， 조경설계에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의 신도시가 좋은 도시설계를 하여 도시를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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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도시설계와 실시계획단계에서의 단지설계나 건축설계와 연계가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에서 단지설계나 건축설계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을 충분히 감 

안하지 못해 비현실적인 부분도 노출될 뿐 아니라 단지설계나 건축설계의 모든 상황을 대비하 

여 설계지침을 완벽하게 제시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너무 제약을 많이 

하여 단지설계나 건축설계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도 한다. 이러 

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중의 하나로서 MP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미 MP제 

도와 유사한 MA (Master Architect)설계방식이 뉴타운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서울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 제도의 장점이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MP제 

도의 도입이 더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개발년도가 다른 도시개발 

사업은 대상지 전체를 하나의 계획과 설계개념에 입각해 디자인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도시개발 

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규나 조례가 고정화되어 대상지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에 한계가 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MA방식이 도입된 것이다(안진석외， 2000). 2기 

신도시에서 MP제도를 도입한 것은 신도시의 계획초기단계에서부터 MP들이 개입하여 신도시의 

계획과 설계 모든 단계를 일관성있게 끌고 가도록 하고 MA방식에서 얻으려 했던 효과를 달성 

하기 위한 것이었다. 

m. 화성동탄 신도시 도시설계안의 특징 

화성동탄 신도시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능리， 병점리， 기산리 및 동탄면 

석우리， 반송리， 금곡리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 일원에 걸쳐 있고 면적은 2 ， 734 천평이며 수용 

예정인구는 121 ， 304명 (39 ， 996호)이다. 주택유형별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화성동탄신도시의 주태유형별 계획 

부지면적 가구수 인구수 평균평형 용적율 인구밀도 
구분 

(호) (인) (평) (%) (인/ha) m2 펴g 

계 2.650.696 801 837 39.996 121 304 24-70 80-220 459 

소계 594681 179.892 5453 16.359 70-120 80-150 275 

단독주택 
일반단독 368 173 11 1. 372 3685 11055 70 150 300 

블록형단독 226.508 68520 1. 697 5.091 100 100 225 

농가주택 (54 ,151) (16,381) 71 213 120 80 39 

소계 2056 015 621. 945 33.069 100.060 24-64 100-220 486 

공동주택 
아파트 2.025.628 612 753 32.782 99.199 24-64 120-220 489 

연립 30.387 9.192 287 861 32 100 283 

복합단지 (95 ,796) (28 ,978) 1. 574 5.194 40 220 542 

(자료 한국토지공사， 화성동탄신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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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화성동탄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m2) 구성비(%) 비고 

총계 9.036.525 10000 

소계 2.691. 510 29.78 

주택 
단독주택 594.681 6.58 

공동주택 2.056.015 2275 
건설 

용지 
연립주택 30 387 034 

아파트 2.025.628 2242 

근린생활시설 40 814 o 45 

소계 360.730 3.99 

일반상업 149.209 1 65 

근린상업 87.066 0.96 

복합단지 95.796 1.06 주거，상업，업무 

업무용지 28.659 032 출장소，보건소，우편물류센터 

도시지원용지 929.379 10.28 첨단벤처 단지 등 

농업관련용지 640312 709 대체농지 

소계 4 335 169 4797 

공공 도로 1 450860 1606 보행자도로포함 

시설 주차장 60.537 0.67 31개소 

용지 공영차고지 10.597 0.12 1개소 

광장 30.973 034 40개소 

공원 1 620073 1793 어6 ， 근린 11 

(배수지 11 ,654m2
’ 
저류지4호40 ， 668m2 포함) 

녹지 567.648 6.28 완충 12개소및경관녹지 9개소 포함 

공공공지 17 079 019 6개소 

배수지 11 654 013 근린공원10호에 포함 

송수시설 11. 740 013 

전기공급설비 37 659 042 변전소 2 철탑 1개소 

가스공급설비 6 160 0.07 개소 

열공급설비 75.052 083 1개소 

학교 342585 3.79 유5 ， 초14 중7 ， 고6 

공공청사 10.066 0.11 동사무소.6 ， 파출소3 소방파출소1 

하천 49.650 055 3개소 

저류시설 82 878 092 7개소 

오수펌프장 4.845 0.05 4개소 

재활용회수시설 3 150 003 1개소 

소계 79 .425 087 

주유소 10034 0.11 6개소 

가스충전소 

사회복지시설 12.882 o 14 기존시설 l개소 

종교시설 34 632 0.38 137~소 

의료시설 21 877 0.24 l개소 

(자료· 한국토지공사， 화성동탄신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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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신도시의 개발목표는 1 ) 자연과 함께 하는 전원속의 첨단자족도시 조성 . 2) 개성넘 

치는 중 저밀도 친환경주거단지 조성. 3) 수도권납부지역의 중심도시 건설을 제시하였다(한국 

토지공사. 2004) ‘ 화성동탄신도시의 신도시개발계획도를 살펴보면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같이 

반석산을 중심으로 하여 부채꼴 모양의 도시형태를 띄고 있으며 동서방향의 공원녹지축을 강하 

게 조성하고 남북으로 녹지축을 조성하여 녹지벨트로 연결된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시범단지 

와 복합단지는 현상설계를 통해 별도의 상세한 설계안을 구상하였다 

W 화성동탄신도시 사업과정에서의 MP의 역할 

건교부에서는 MP의 역할을 신도시의 개발구상과 Master Pl an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개입 

하여 지구단위계획， 단지설계‘ 건축설계， 조경설계 과정까지 개입하도록 요청하였다 흔히 건 

교부의 MP설계방식은 주택공사나， 서울시，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했던 MA설계방식과 

는 유사점도 있으면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MA설계방식은 공적인 사업주체로 부터 사업추 

진 과정의 관리와 디자인조정을 위임받은 전문가가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도시환경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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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및 일본 MA(MP)설계방식의 적용사례분석 

구분 주택공사 서울시 도시개발 서울시 일본주택도시공 건교부 MP 

공사 단 

MA(MP) 팀 구 학자중심의 MA 실무자중심 MA 실무자중심 MA 실무자중심MÁ+ 학자 중심의 MP 

성 (조경포함)+ BA + BA + BA BA + LA (건축， 도시계 

획， 조경 포함) 

MA(MP)인원 외부 3 인(전담 설계사무소 외부3인， 내부 1인 3-4인 

MAl인， 자문MA 3인 

2인) , 내부 3인 

MA(MP)선정방 공사설계자문위 현상설계 뉴타운사업단이 공단선정 건교부 신도시 

식 원중선임 선정 자문및 포럼 위 

원중선임 

MA(MP)역할 디자인자문 및 마스터플랜작성， 디자인 자문 및 마스터플랜구상 신도시 마스터플 

조정역，개발전략 개별블럭설계 조정역 및 작성， 디자인 랜구상 및 조정， 

및 가이드라인작 코드작성 및 조 지구단위계획의 

성， 마스터플랜 정，건축가선정 수립 및 조정， 

구상 단지， 건축， 조 

경 설계의 조정 

BA선정방식 현상， PQ 현상 현상 설계입찰， MA 입찰 

적용범위 사업승인까지 주택건설 실시설 준공시점까지 사업승인까지1 

계까지 」
자료: 김원펼， 김종원 (2005)의 논문자료를 수정보완 

성증진과 개발사업의 공간환경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가로디자인을 포함해 건축 

물의 전반적인 디자인지침에서 색채계획이나 마감， 구체적인 상세부문 동을 전체적으로 조정하 

는 역할을 담당하는 비제도적인 설계운용방식을 말하며 이 일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 위임받은 

외부의 전문가를 Master Architect라 규정한다(박철수 2002) . 국내의 MA설계방식의 적용사례 

를 보면 사례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같이 MA팀의 구성방식， 인 

원 MA선정방식 , MA의 역할， 작용범위퉁이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에서 구상한 MP설계방식은 신도시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MP팀의 구성은 학자중심의 

MP로서 도시계획， 건축， 조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MP인원의 수는 3-4인으로 가능한 

한 전문분야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였다. MP위원의 선정은 건교부내에 신도시자문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는 데 자문위원과 포럼위원 중에서 선정되었다. MP의 역할은 신도시 마스터플 

랜의 구상 및 조정역할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조정， 단지， 건축， 조경설계의 조정 역할을 

하고 었다. BA(Block Architect)의 선정은 입찰을 통해 블록을 분양을 받은 건설회사가 선정하 

고 있다. MP설계의 적용은 신도시의 마스터플랜인 개발계획부터 지구단위계획， 단지설계， 건 

축설계， 조경설계， 사업승인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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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서 2004년 초에 MP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화성동탄 

신도시의 경우 이미 도시의 개발계획이 용역에 의해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시범단지와 복합단지 

만 현상설계에 의해 결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후이었다. 따라서 화성동 

탄 신도시에서는 부득이 MP가 단지설계단계에서부터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화성동 

탄 신도시의 경우는 용역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안과 시범단지 및 복합단지 현상설계안을 토대로 

도시설계안을 확정한 후 한국토지공사에서 도시설계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 

립하였으며 신도시 대상부지를 블록별로 건설업체에 매각을 하여 단지설계와 건축설계， 조경설 

계는 건설업체가 수립하였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의 높이， 단지출입구， 직각배치 등의 사 

항만 제시될 뿐 구체적인 단지배치와 건물의 배치， 옥외공간의 설계 등의 내용은 단지설계에서 

이루어져 거의 대부분의 세부설계는 단지설계의 담당자인 건설업체의 소관사항이었다. 건설업 

체의 입장은 법적허용한도내에서 이익을 최대화하고 분양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단지설계를 

하기 때문에 도시전체의 경관이나 녹지축과 통경축， 보행축 등의 고려는 거의 하지 못하고 설 

계가 이루어졌다. 

MP가 화성동탄 신도시의 설계과정에서 주로 개입한 것은 용역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안과 현 

상설계에 의해 당선된 시범단지 및 복합단지의 단지설계안이 추구하려 했던 여러 가지 설계개 

념을 최대한 살려서 구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단지설계 및 건축설계와 조경설계에 반영되 

도록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신도시개발과정에서는 흔히 도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 단지설 

계， 건축설계， 조경설계가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져 일관성있게 연결되어 설계되지 못하고 당초 

에 도시설계에서 구상하였던 개념이나 아이디어들이 구체화하지 못하였던 게 사실이다 화성동 

탄신도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MP가 단지설계와 건축설계， 조경설계과정에서 도시설 

계에서의 설계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였다. 화성동탄의 MP는 4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는 데， 전문분야별로는 도시계획， 단지설계， 건축， 조경 등의 분야의 전문가 

가 골고루 참여하였다 MP위원들은 블록별로 건설회사가 각자의 단지에 대해 수립한 단지설계 

안을 미리 접수하여 검토한 후 건설업체， 설계회사， 건교부， 화성시， 토지공사의 담당자와 함 

께 모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MP위원들이 건설회사가 작성한 설계안을 검토한 의 

견을 제시하고 설계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이의 수용가능성을 법적 수용가능 

성 , 경제적 수용가능성 , 건설회사의 수용가능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검토한 

후 MP위원들이 제시한 대안의 수용가능성이 확인되면 대안을 채택하도록 자문을 하였다. 이 

회의과정에서 건설회사의 수용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는 건설회사의 설계안을 담당했던 설계회 

사로 하여금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여 차기회의시 대안들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모든 MP가 지적하여 수정된 내용은 모댈을 제작하여 화성동탄신도시의 전체모텔에 끼 

워넣어 봄으로서 도시전체의 도시설계차원에서의 검토도 아울러 이루어졌다. 특히 단지설계의 

검토과정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나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해서 설계안을 개선하려 해도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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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계획에서의 층고제한으로 인해 개선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 경우에는 지구단위계 

획에서의 층고제한을 변경시키도록 건의를 하여 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해당업체에의 특혜 

가 없는지를 검토한 후 변경이 이루어져 개선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미 김등(김영하， 이창 

훈. 2005)의 연구에서는 MA설계를 진행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나 지자체조례， 건축심의 등에 

서 범용적으로 규제하는 층수， 용적율， 배치방향 건축선이격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 등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동탄의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MP가 활동을 했는데 

초기에는 건설회사나 설계회사들이 또 하나의 심의제도가 생겨서 규제가 더 늘었구나 하는 생 

각을 가지고 반발을 하거나 못마땅해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러나 MP위원들이 제시한 개선 

대안들이 당초에 건설회사가 작성한 설계안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하게 개선되어짐을 모벨을 통 

해 눈으로 확인해 보고서는 건설회사나 설계회사들이 불평을 하지 않고 MP위원들의 의견을 수 

용하게 되었다. MP위원들의 의견이 수용되어 단지설계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것을 아파트분양 

시에 고객들이 감지하여 부동산 경기가 거의 바닥에 있었던 시점에 분양된 초기의 아파트 분양 

이 인기를 얻고 성공적으로 분양이 잘 되면서부터 건설회사나 설계회사들은 MP위원들의 의견 

을 존중하게 되었다.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분양광고시에 화성동탄 신도시는 MP에 의해 설계된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켜 광고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에 마지막 분양이 완료되었는 

데 8.31부통산대책으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죽어있다고 하는 데도 마지막 분양에서도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며 분양이 완료되어 화성동탄 신도시만은 인기를 얻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V. 화성동탄 신도시 설계과정에서의 MP설계방식의 설계개선효과 분석 

화성동탄 신도시의 단지설계안은 단지별로 건설회사가 작성한 후 이를 MP위원들이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여 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건설회사가 채택함으로서 단지설계안이 개선되 

었다. 따라서 화성동탄 신도시의 단지설계안은 MP위원들의 개업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 

다. 화성동탄 신도시의 설계과정에서 MP의 개입을 통해 설계의 질적 수준이 어떠한 개선효과 

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MP위원들이 개입하기 전의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안과 

MP위원들이 개입하여 설계안을 검토한 후 변경된 설계안을 비교분석하면 개선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동탄 신도시에서의 MP위원들의 역할로 인해 도시설계의 개선효과가 구체 

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표 4)와 같은 항목을 중심으 

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항목을 설정한 이유는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단지설계안의 미흡 

한 부분을 MP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유형화하여 본 결과 이러한 유형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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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화성동탄신도시의 MP설계방식의 적용을 통한 설계개선효과 

설계안의 분석항목 MP설계방식에 의한 설계개선효과 

주동배치의 개선 

주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확대 

단지 출입구 개선 부출입구 신규설치 및 위치 변경 

진출업구통합 

블록별 보행로신설 

단지배치 보행전용로 설치 및 보차분리 

동선(차량，보행)의 개선 
차량통선 축소 및 속도 감속 

단지내 보행로 연결 

비상차량통선 확보 

서비스차량동선 확보 

서비스시설의 개선 
단지상가 위치 및 설계 변경 

단지 내 생활편익시설 설치 변경 

중앙광장의 확대 및 변경 

소공원신규설치 

광장을공원으로 변경 

옥외공간 녹지면적의 확대 
광장녹화및 식재 확충 

포장면적 축소 통한 녹지 확보 

주차출입구변 녹지설치 

보행로폭축소및 녹지화 

어린이 놓아터의 확대 및 위치 변경 

건물층고의 조정 

건물형태 및 경관 
건물형태의 개선 

건물지붕형태 조정 

스카이라인의 개선 

통경축의 확보 (인접블록과 연계) 

블록간연계요소 
보행축의 연결 (인접블록과 연계) 

녹지축의 연결 (인접블록과 연계) 

소공원(소광장)의 신규조성 (인접블록과 연계) 

장애인 주차장 

지상주차장의 확보 단지상가주차장 

주차장 생활편익시설 주차장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위치변경 

지상주차 축소 및 지하주차장 확보 

화성동탄신도시의 단지설계는 블록별로 이루어졌는 데 총 44개소의 블록이 단지설계를 하여 

이를 MP위원틀이 검토를 하여 수청내용과 설계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중 1-2 , 1-3블록과 4-5 , 

4-6블록은 통합 검토를 받아 결과적으로는 총 42개 블록이 검토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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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위원들이 설계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로 검토된 항목은 크게 분류해 5개 법주 즉 블록별 

단지배치， 옥외공간， 건물형상 및 경관， 블록간 연계요소， 주차장 등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 

다 5개범주별로 MP설계방식에 의한 개선효과를 분석을 하였는 데 구체적인 개선효과는 다음 

〈표 4)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1. 블록벌 단지배치 

건설회사들이 각자 수립한 최초의 단지설계가 MP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개선된 내용을 주요 

분석항목의 하나인 블록별 단지배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블록별 단지배치의측면에 

서 MP설계방식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진 내용은 주동배치의 개선， 단지출입구개선， 동선의 개 

선， 서비스시설의 개선이 주로 이루어졌다. 먼저 주동배치의 개선을 살펴보면 건설회사에서 최 

초로 작성한 단지설계가 대부분 각자의 단지만을 고려해 주동배치를 하다보니 인접단지와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주동배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인접단지에서는 멀리 보이는 산의 조망을 

염두에 두고 주동배치가 이루어 졌는데 바로 옆의 단지에서는 조망을 차단시키도록 배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접단지는 주동배치의 축을 동서축으로 배치했는데 해당단지에서는 남북축으로 

주동을 배치한다든지 하여 통일성이 전혀 없는 배치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단지배치를 

개선토록 하여 인접단지와의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경축을 확보한다든지 주동배치의 축 

을 통일시킨다든지， 보행통션이 연결되도록 배치한다든지 등이 달성되도록 하였다. 단지출입구 

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출입구의 위치가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우가 있어서 이를 시정하였 

다. 모든 아파트단지의 출입구는 이미 교통영향평가의 과정에서 허용구간의 위치를 지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흔히 문제가 발생한 출입구는 주출입구의 위치가 길 건너편 앞단지의 

주출입구와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 경우이다. 단지주출입구의 차량진출입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 흔히 단지 주출입구 앞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모든 방향의 진출입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는 데 주출입구의 위치가 앞 단지와 서로 어긋나게 되면 신호등을 짧은 구간내에서 중복하여 

설치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MP위원들이 설계안을 개선시켜 마주보는 단지의 

출입구의 위치를 통일시키도록 조정하여 하나의 신호등으로 교통처리가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또한 단지에 인접하여 학교가 설치되는 경우 부출입구의 위치가 학생들의 통학로와 관련없이 

잘못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 통학로를 고려해 위치를 정하였고 단지외부의 전용보행로와 

연결되지 않도록 부출입구의 위치가 정해진 경우에는 전용보행로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진출입 

구가 단지규모에 비해 과다한 경우에는 진출입구를 통합시켜 개소수를 축소하였다‘ 동선의 개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지내의 보행로가 없는 장소에는 보행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지내에서 

보행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행로를 연결시켜 단지내를 보행으로 일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행전용로가 필요한 단지에서는 보행전용로를 설치였으며 단지내의 모든 도로는 가능한 한 보 

차가 분리되도록 하였다. 단지내의 비상차량동선 및 서비스차량동선이 단지설계에서 누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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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단지는 이들 동선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차도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축소시켜 최소화시켰 

고 단지내에서는 차량이 감속운행이 되도록 설계를 하였다. 서비스 시설의 개선이라는 관점에 

서는 단지내 상가의 위치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조정하였으며 단지내의 생활편익시설의 경 

우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설치변경을 하였다. 

2. 옥외공간 

MP설계방식에 의한 옥외공간의 개선은 세가지 사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중앙광장 

의 확대 및 변경이 이루어졌다. 건설업체에서 설계해 온 초기설계안에서는 중앙광장을 설치한 

단지도 있었고 전혀 설치하지 않은 단지도 있었다 MP심의과정에서 단지내에 옥외공간의 중심 

이 되는 중앙광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공동의 행사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중앙광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였고 가능한 한 넓은 중앙광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일부단지에서는 이제까지 주거단지에서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중앙광장 

을 설치하는 단지도 나타났다. 일부 중앙광장의 설치를 설계에 반영한 단지의 경우 중앙광장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든지 중앙광장이 너무 협소하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는 데 이러한 사항들은 

위치조정이나 규모를 확대하도록 개선하였다. 둘째는 MP심의를 통해 녹지면적의 확대를 가져 

왔다. 동탄 신도시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하주차장의 비율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대부분 

의 단지가 지상주차장은 최소화하고 지하주차장을 대폭 확대하였다. 옥외공간의 대부분이 인공 

지반이어서 수목을 식재하는 데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단지들이 옥외공간을 포장을 

하고 수목의 식재는 최소화하는 초기설계안을 제시하였다 MP심의과정에서 옥외공간의 포장면 

적을 축소하고 식재면적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였다. 주거단지에서의 옥외공간은 주로 여름철에 

이용하게 되는 데 포장면이 많게 되면 여름철의 태양열반사로 인해 더워지고 그늘도 없어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MP심의과정에서 소공원을 신규로 조성하도록 한다 

든지 광장을 너무 많이 조성한 단지는 광장을 소공원으로 변경시키기도 했으며 보행로나 주차 

장출입구변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셋째는 어린이놀이터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데 많은 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의 위치가 단지한쪽으로 

치우쳐져 배치된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해 균형있게 놀이터를 배치하도록 개선하였다. 어떤 단 

지의 경우는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이 부족하거나 숫자가 부족하여 이를 확대한 사례도 있었다. 

3 건물형태 및 경관 

건물형태 및 경관의 개선은 네가지 사항에서 개선이 이루어 졌는데 첫째는 건물층고의 조정 

을 하였다. 건물층고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도시경관과 도시 및 단지의 통경축을 확 

보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지내 뿐 아니라 인접단지 및 도시전체의 차원에서 건물층고를 

검토하고 개선을 위해 조정을 하였다 특히 건물층고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미 층고제한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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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단지설계자는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수용해 건물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흔히 

인접단지와는 어울리지 않도록 층고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거나 통경축을 확보하려 해도 층고 

제한 때문에 건물층고를 올리지 못해 통경축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조정하여 층고제한을 완화시키거나 층고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였다 둘째는 건물형태를 개선하였다 건물형태가 과거의 아파트의 형태를 

답습하여 판상형의 건물만으로 단지가 이루어지는 설계를 한 단지도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우는 

건물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2기 신도시에 걸맞게 새로운 형태가 되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면 

〈그림 2 )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MP심의전과 심의후는 건물의 형태와 배치가 완전히 

달라져 개선됨을 알 수 있다 셋째는 건물지붕의 형태를 조정하였다 건물지붕이 지구단위계획 

에서 경사형 지붕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과거의 지붕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의 지붕형태를 풀어주어 다양하면서도 인접블럭과 통일성이 있도록 유도 

하였다 가능한 한 한 지구내의 3-47H의 블록이 협의를 하여 지붕형태를 통일성있게 하고 다른 

지구와는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넷째는 개별단지별로 설계를 하다보니 각각의 단 

지내에서는 건물스카이라인을 고려했으나 인접단지나 도시전체의 스카이라인의 관점에서는 고 

려가 안되어 스카이라인이 단절되거나 역방향으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는 경우도 나타나 이를 

개선하였다 

〈그림 2> MP 설계심의전의 당초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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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P 설계심의후의 개선된 설계안 

4 블록간 연계요소 

건설회사에서 제출한 단지설계가 개별단지별로 이루어져 초기설계안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녹 

지축이나 통경축， 보행축 등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따라서 MP심의과정에서 블 

록간 연계를 시키도록 개선하여 녹지축과 통경축， 보행축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흔히 어느 단 

지에서 보행축을 고려해 보행동션을 설치하였는데 인접단지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행동선을 설 

치하여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통경축도 어느 단지가 동탄신도시의 가장 높은 산인 반석산의 조 

망을 위해 통경축을 확보했으나 인접단지에서는 고층의 판상형아파트 주동으로 막아버리는 경 

우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P심의과정에서 녹지축 ， 통경축‘ 보행축을 중점적 

으로 연결시키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아파트주동을 제척시키기도 하고 위치를 변 

경시키기도 하였으며 건물의 층고를 조정하거나 동선체계를 변경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보행축 

의 확보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택지개발사업주체인 토지공사에서 

도 고려하지 않았던 보행전용 육교를 중심상업지역과 연결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MP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체들이 이를 수용하여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아파트분양 

후에 비용의 문제와 부지확보의 문제， 저층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반발 등의 이 

유로 보행전용육교의 설치는 무산되었다. 근린공원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단지의 경우는 인접 

한 3-47>> 의 단지가 공동으로 부지를 일부씩 양보하여 소공원을 신규로 조성하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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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차장 

동탄신도시의 경우 지상주차장은 최소화하고 주로 지하주차장의 확보를 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주차장의 개선은 주로 지 

상의 주차장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개선， 그리고 비용의 

문제로 지하주차장의 비율을 낮추고 지상주차장을 확대하는 임대아파트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 

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지상주차장의 개선은 장애인의 주차장과 단지상가의 주차 

장， 편익시설의 주차장이 확보 안 된 단지가 있어서 이를 확보하도록 했다. 많은 단지에서 지 

하주차장의 출입구가 단지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도록 설치하여 단지내의 모든 곳이 차량 

이 들어오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능한 한 단지주출입구 가 

까운 곳에 설치하여 비상시의 경우이외에는 단지내로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6. 블록벌 개선항목별 설계개선효과분석 

설계개선 항목별로 그리고 44개 블록별로 MP심의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 

다. <표 5)에서는 MP심의를 통해 설계개선을 지적하여 개선이 이루어진 사례수를 설계항목별 

로 그리고 개선된 내용별로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5개 범주별로 설계개선항목을 분석 

한 결과， 블록별 단지배치의 개선이 전체 사례수의 45.6%를 점하고， 블록간 연계요소의 개선 

이 전체 사례수의 19.54%를， 건물형태 및 경관개선이 16.29%. 옥외공간의 개선이 13.03%. 

주차장의 개선이 5.54% 순으로 설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즉 MP심의에 의해 단지배치의 개선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블록간 연계요소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세부항목 

별로 분석해 보면 주동배치의 개선 통선의 개선 녹지면적의 확대， 단지 출입구 개선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시설의 개선(상가위치변경)， 건물층고， 건물형태， 통 

경축 확보， 보행축연결， 소공원 신규조성 등의 측면에서 설계개선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블록 

별로 MP설계과정을 통해 개선된 효과를 설계개선항목별로 살펴보면 〈표 6). <표 7).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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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화성동탄신도시 MP설계방식 적용후의 설계개선 효과 

(단위 사례수) 

깅길둠뇨----------퍼콜~ 1 ， 3블록 2블록 
45 6 단위블록 

항목분류별 합계 
블록 총합 

주통배치의 개선 17 27 13 57 57 

단지 주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확대 5 8 2 15 
블 출입구 부출입구 신규설치 및 위치 변경 3 2 1 6 24 
흐「료 개선 진출입구 통합 1 2 3 
별 

보행로신설 3 5 

단 동선(차량 보행전용로 설치 및 보차분리 3 4 8 140 

지 보행)의 ’ 차량동선 축소 및 속도 감속 2 5 8 (45.60%) 
40 

단지내 보챙로 연결 3 6 5 14 

개선 비상차량통선 확보 1 1 1 3 

치 서비스차량동선 확보 2 2 

서비스시 단지상가 위치 빛 설계 변경 2 5 4 11 
19 

설의 개선 단지 내 생활편익시설 설치 변경 3 1 4 8 

중앙광장의 확대 및 변경 3 1 4 4 

소공원 신규설치 3 3 

광장을공원으로변경 2 3 

옥외 녹지면적 광장녹화및 식재 확충 3 7 2 12 40 
29 

공간 의 확대 포장면적 축소 통한 녹지 확보 2 4 7 (1 3.03%) 

주차출입구변 녹지설치 1 2 

보행로폭축소및 녹지화 2 2 

어린이 놀이터의 확대 및 위치 변경 2 4 7 7 

건물 건물충고의 변화 3 8 8 19 19 
혀。 λ 。l 건물형태의 변화 7 4 9 20 20 50 
D숭1 건물지붕형태 조정 (1 6.29%) 

경관 스키아라인의 변화 4 5 10 10 

블록 통경측의 확보(인접블록과 연계) 4 9 7 20 20 

간 보행축의 연결(인접블록과 연계) 2 9 8 19 19 60 

연계 녹지축의 연결(인접블록과 연계) 2 3 3 (19.54%) 

요소 소공원(소광장)의 신규조성(인접블록과연계) 7 9 2 18 18 

지상 장애인 주차장 2 2 

"r- 주차장의 단지상가주차장 4 5 9 
17 

차 확보 생활편익시설 주차장 2 
(5.54%) 

장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위치변경 3 4 7 7 

지상주차 축소 및 지하주차장 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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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화성동탄 1블록， 3블록의 MP설계방식 적용후의 설계개선 효과 

(단위: 사례수) 

개선효 ~과~ 블1록~명 
1 3- 3 3- 3- 3- 3 3 3- 3-

2 3 4 5 2 3 4 5 6 7 8 9 
계 

주동배치의 개선 1 3 4 5 1 I 17 

단지 주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확대 3 5 
블 출입구 부출입구 신규설치 및 위치 변경 3 
흐-료1 개선 진출입구통합 
별 

보행로신설 

단 동선(차량， 
보행전용로 설치 및 보차분리 3 

지 보행)의 
차량통선 축소 및 속도 감속 2 

개선 
단지내 보챙로 연결 3 

비상차량동선 확보 

치 서비스차량통선 확보 

서비스시 단지상가 위치 및 설계 변경 2 

설의 개선 단지 내 생활편익시설 설치 변경 2 3 

중앙광장의 확대 및 변경 3 

소공원신규설치 

광장을공원으로변경 

옥외 녹지면적 광장녹화및 식재 확충 3 

공간 의 확대 포장면적 축소 통한 녹지 확보 

주차출입구변 녹지설치 

보행로폭축소및 녹지화 

어린이 놀이터의 확대 및 위치 변경 

건물 건물층고의 변화 3 3 

형상 건물형태의 변화 4 2 7 

및 건물지붕형태 조정 

경관 스카이라인의 변화 1 4 

블록 통경축의 확보(인접블록과 연계) 1 4 

간 보행축의 연결(인접블록과 연계) 1 2 

연계 녹지축의 연결(인접블록과 연계) 

요소 소공원(소광장)의 신규조성 (인접블록과연계) 2 2 7 

지상 장애인 주차장 

9- 주차장의 단지상가주차장 l 

차 확보 생활편익시설 주차장 1 

장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위치변경 1 3 

지상주차 축소 및 지하주차장 확보 

계 2 2 1 2 2 3 I 6 17 20 13 1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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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화성동탄 2블록의 MP설계방식 적용후의 설계개선 효과 

(단위: 사례수) 

개선효과 ~ 블~록~명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주동배치의 개선 21 1 1 1 1 1 2 1 1 1 3 3 4 3 4 1 127 

단지 주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확대 2 1 8 
블 출입구 부출입구 신규설치 빛 위치 변경 1 1 2 
효~ 개선 진출입구통합 1 1 2 
별 

보행로신설 2 3 

단 동선(차량， 
보행전용로 설치 및 보차분리 1 2 4 

지 보행)의 
차량통션 축소 및 속도 감속 1 2 2 5 

단지내 보행로 연결 1 2 6 
개선 

비상차량통선 확보 

치 서비스차량통선 확보 2 

서비스시 단지상가 위치 및 설계 변경 2 1 5 

설의 개선 단지 내 생활편익시설 설치 변경 

중앙광장의 확대 및 변경 

소공원 신규설치 

광장을공원으로변경 2 

옥외 녹지면적 광장녹화및 식재 확충 2 2 7 

공간 의 확대 포장면적 축소 통한 녹지 확보 1 2 

주차출입구변 녹지설치 ‘ 1 

보행로폭축소및 녹지화 2 

어린이 놀이터의 확대 및 위치 변경 2 

건물 건물층고의 변화 21 1 1 1 1 2 8 

형상 건물형태의 변화 4 

및 건물지붕형태 조정 

경관 스카이라인의 변화 5 

블록 통경축의 확보(인접블록과 연계) 1 1 1 1 2 3 9 

간 보행축의 연결(인접블록과 연계) 1 1 2 I 1 l 1 9 

연계 녹지축의 연결(인접블록과 연계) 2 

요소 소공원(소광장)의 신규조성(인접블록과연계) 21 1 1 1 2 3 9 

지상 장애인 주차장 

4- 주차장의 단지상가주차장 2 4 

차 확보 생활편익시설 주차장 

장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위치변경 2 4 

지상주차 축소 및 지하주차장 확보 

계 71 3 9 1 1 815 4 1,]0 813 19 18 23 17 3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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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화성동탄 4블록 5블록. 6블록의 MP셜계방식 적용후의 설계개선효과 

(단위: 사례수) 

꽤융고----격콜반 4 4- 4- 4- 4 4-1 4 4- 5- 5- 5- 5- -6 

1 2 3 4 5.t 71 ~ 9 10 2 3 4 1 계 

주통배치의 개선 21 1 4 1 1 2 13 

단지 주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확대 1 2 
블 출입구 부출입구 신규설치 및 위치 변경 
록 개선 진출입구통합 
별 

보행로신설 

단 동선(차량 보행전용로 설치 및 보차분리 

지 보행)의 ’ 차량동선 축소 및 속도 감속 
단지내 보행로 연결 1 1 1 2 5 

배 
개선 비상차량동선 확보 

치 서비스차량통선 확보 

서비스시 단지상가 위치 및 설계 변경 1 1 1 2 4 

설의 개선 단지 내 생활편익시설 설치 변경 113 4 

중앙광장의 확대 및 변경 

소공원 신규설치 3 3 

광장을공원으로변경 

옥외 녹지면적 광장녹화및 식재 확충 2 

공간 의 확대 포장면적 축소 통한 녹지 확보 1 2 4 

주차출입구변 녹지설치 

보행로폭축소및 녹지화 

어린이 놀이터의 확대 및 위치 변경 4 

건물 건물충고의 변화 1 2 8 

형상 건물형태의 변화 1 1 1 113 9 

및 건물지붕형태 조정 I 

경관 스차이라인의 변화 1 

블록 통경축의 확보(인접블록과 연계) 1 1 1 1 12 2 7 

간 보행축의 연결(인접블록과 연계) 312 3 8 

연계 녹지축의 연결(인접블록과 연계) 

요소 소공원(소광장)의 신규조성 (인접블록과연계 2 2 

지상 장애인 주차장 2 

f 주차장의 단지상가주차장 

차 확보 생활편익시설 주차장 

장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위치변경 

지상주차 축소 및 지하주차장 확보 

계 314 7115 26 41 4 ] 0 5 14 2 2 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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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2기 신도시를 건설하변서 2004년부터 도입된 MP (Master Planner)설계방식은 기존의 

MA(Master Architect) 설계방식보다는 설계대상지 규모나 MP역할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나 SH공사가 MA설계방식을 최근 도입한 것은 이미 일본 등의 선진외국에 

서 시행된 바 있는 MA의 장점을 높이 평가해 수준높은 단지설계와 건축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때문이다 MP설계방식을 271 신도시에 도입한 것은 MA설계방식의 장점을 신도시에서도 활용 

하여 271 신도시의 도시설계를 한 단계 높여 1기 신도시보다는 수준높은 신도시를 만들어보자 

는 의지 때문이다 2기 신도시중에서는 가장 사업진행이 빠른 신도시인 화성동탄 신도시는 MP 

설계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된 시점에서는 이미 도시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블록 

별로 택지가 건설업체에 분양된 이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택지의 단지설계수준에서부터 MP위 

원들이 설계에 참여하였다. MP설계방식을 통해 단지설계의 개선이 이루어졌는 데 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개선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5개항목을 중심으로 즉 블록별 단지배치 , 옥외공간， 

건물형상 및 경관， 블록간 연계요소， 주차장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블록별 단지배치에서는 주동배치의 개선， 단지출입구개선， 동선의 개선， 서비스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옥외공간에서는 중앙광장의 확대 및 변경， 녹지면적의 확대， 어린이놀이터를 

변경을 가져옴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건물형상 및 경관의 측면에서는 건물층고의 조정 , 건물 

형태의 개선， 건물지붕의 형태를 조정， 인접단지나 도시전체의 스카이라인의 관점에서 건물스 

카이라인을 고려해 개선이 이루어졌다 블록간 연계요소의 측면에서는 녹지축과 통경축， 보행 

축이 블록간에 연결되도록 하였다. 

주차장의 측면에서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개선 그리고 비용의 문제로 지하주차장의 비율을 

낮추고 지상주차장을 확대하는 임대아파트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 

였다. 지상주차장의 개선은 장애인의 주차장과 단지상가의 주차장， 편익시설의 주차장이 확보 

안 된 단지가 있어서 이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능한 한 단지주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비상시의 경우이외에는 단지내로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하였 

다. 본 연구는 신도시의 기본구상단계부터 시작되는 MP설계방식의 전과정을 대상으로 연구하 

지 못하고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단지설계단계에서만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MP설계방식 

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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