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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outdoor spaces in Good Design awarded

apartment complexes in the past decad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outdoor space design

theme, one of the conceptual elements, is focused on both ‘nature’ and ‘story of various subject’ that are similar

to each other. Second, the case study object with the visual openness, which is secured between apartment

blocks, is shown frequently in case box-shaped apartment blocks are arranged in a row. However, in case of

Y-shaped block arrangement, the visual openness secured within an apartment complex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 of circulation/ inner path element, the most frequently appeared inner path

form is a grid pattern with straight path emphasis. While apartment complexes with the parking lot on the ground

are only 3 out of 18 cases, it with circulation path for vehicle on the ground level are over 61%. Fourthly, the

design characteristic of social space of physical outdoor design appears to be ‘central link facility type’. In this

case, the central community facilities are more likely to be combined with various functions, such as green, water,

and social connection. Fifthly, in case of natural space, most of the apartment cases are shown over 45% green

area ratio with wide green and water space provision. Especially, the differentiation is to provide the space where

can stimulate a resident’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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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아파트는 고밀도 주거 형태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긍정적

인 주거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보급률은 2012년을 기준으로 주택대비 약

47%에 이르렀으며, 그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2) 그 결과 2013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약 103%로, 서

울(97.5%)과 경기(98.7%)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의

주택 수는 이미 수요를 초과한 상황이다.3) 하지만 이러

한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성장은 1990

년대 중반 대형 아파트 단지 미분양과 같은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되었다.4) 이는 2000년 이후 아파트의 이미지 강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joh@yonsei.ac.kr
** 이 논문은 2014년도 김포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건설업체별로 세분화, 전문

화된 브랜드 아파트를 보급하는 계기가 되었다.5) 브랜드

아파트 개발 초기에는 부차적인 고려대상으로 여겨진 외

부공간보다는 다양한 평면 개발이나 실내 스타일 제안과

같은 내부공간계획에만 치중하였다. 하지만 2003년 1월 1

일 선 계획을 통해 주변 환경과 연계된 지구 단위의 통

합적인 계획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는 ‘선계획-후개발 체

제’라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차별화된 아파트 계획요소의

질적 개발은 필수가 되었다. 특히 2007년 7월 단지 내 도

1) 민조희, 모델하우스에 나타난 아파트 실내마감재 사용경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4, p.1

2)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3) Ibid

4) 이상석, 국내 브랜드 아파트의 실내코디네이션 선호도에 관한 연

구, 상명대 석사논문, 2014, p.21

5) 황연숙, 이송현, 브랜드 아파트에 나타난 자연친화적 외부공간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13권 1

호, 2013.2,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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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너비 자율화 정책으로 건설사들이 지상 주차장을 전

면 지하화 함에 따라 아파트 차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이 부각되었고,6) 이

러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아파트 외부공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주

춤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4년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가 4만 8천호에 달하는 만큼, 아파트 건설사의 경쟁력 있

는 차별화 디자인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는 매우 중

요하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2010년 이전 준

공된 아파트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만큼, 본 연구와 같이

그 이후에 공급된 아파트의 디자인적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건설사들은 자사 아

파트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굿 디

자인’,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문화대상’ 등의 대회에서

수상실적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 수상작은 일반 아파트 사례와 비교할 때 디자인

적 우수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외부공간의 차별적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상실적이 있는 아파트를 분석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상실적을 낸 아파트들의 외부공간 디자

인 특성 분석을 통해 이들의 연도별 디자인 특성 차이점을 도

출하고,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향후 활

용 가능한 아파트 외부공간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문헌 고찰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 있어 외

부공간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추출하여 분류한다.

둘째, 문헌고찰을 통해 추출한 아파트 외부공간의 구

성요소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작성한다.

셋째, 작성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사례분석 대상은 굿디자인(Good Design)상을 수상한 아

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7) 우선 1차적으로 연구대상

선별을 위하여 굿 디자인의 다양한 출품부문들 중 아파

트 단지 외부공간 디자인 특성 분석이라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수상분야만을 추출하였다.8) 이후 분석대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적 범위는 수도권, 시간

적 범위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2006년 이후9), 그리고 단

지 규모는 근린주구 규모를 가진 1,000∼3,000 세대의 공

동주택 단지로 제한하여 2차 선별하였다.10) 그 결과 <표

1>과 같이 총 18개 아파트 단지가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11) 작성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선정된 연구대

상의 외부공간 요소별 전반적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도출된 디자인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연도에 따른

디자인 경향의 차별점을 살펴본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활용 가능한 아파

트 외부공간의 차별화 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수상

연도

수상

부문
구분 단지명 위치 입주일 세대수

2007
환경조형

및 시설물

06-1 래미안 월곡 서울시 성북구 06.07. 1,372

06-2 잠실4단지 레이크팰리스 서울시 송파구 06.12. 2,678

07-1 화성신동탄 두산위브 경기도 화성시 07.07. 1,042

2008
환경조형

및 시설물

07-2 남양주덕소 아이파크
경기도

남양주시
07.02. 1,239

07-3 학익2차풍림 아이원 인천시 남구 07.12. 2,090

08-1 과천 래미안 슈르 경기도 과천시 08.08. 2,899

2009
환경조형

및 시설물
08-2 동탄 우미린제일풍경채 경기도 화성시 08.09. 1,316

2011 건축디자인
10-1 길음뉴타운9단지 래미안 서울시 성북구 10.09. 1,012

11-1 수정마을 쌍용예가 경기도 김포시 11.06. 1,474

2012
공공환경/

조경물
12-1 청라 한화꿈에그린 인천시 서구 12.03. 1,172

2013

공공환경

(익스테리어

포함)

12-2 영종 힐스테이트 인천시 중구 12.11. 1,628

13-1 일산 위브더제니스 경기도 고양시 13.04. 2,700

13-2 신동백 롯데캐슬에코 경기도 용인시 13.06. 1,902

조경/토목/

편의시설

12-3 롯데캐슬 앤칸타빌 경기도 파주시 12.07. 2,190

12-4 래미안 옥수리버젠 서울시 성동구 12.12. 1,511

13-3 래미안 전농크레시티
서울시

동대문구
13.04. 2,397

건설/환경 13-4 평택장안 코오롱하늘채 경기도 평택시 13.05. 1,943

2014 공공환경 14-1 래미안 강남힐즈 서울시 강남구 14.06. 1,020

<표 1> 연구 대상

2.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12)

2.1. 아파트 단지 계획과 외부공간

아파트는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크게 내부와 외부공

6) 곽윤정, 고층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의 이용행태 발생특성에 관한 연

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집 제13권 4호, 2012, p.1872

7) 굿디자인 상이란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GOOD DESIGN 마크

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의 대상을 굿 디자인 수상작으로 선

정한 이유는 타 대회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다양한 계획요소(평면,

실내 디자인, 건축물 외관, 향, 조망 등)를 종합해 수상작을 선정하

는 반면, 굿 디자인은 출품부문이 세분화되어 있어 아파트 옥외공

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추출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굿디자인의

출품분야들 중 아파트와 같은 ‘인프라’ 부문은 ① 디자인혁신 (20

점), ② 유니버설 디자인(20점), ③ 실용성/편의성(20점), ④ 개선/

창의성(20점), ⑤ 통합디자인(20점)으로 심사항목 및 배점이 구성되

어 있으며,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8) 굿 디자인 출품분야는 연도에 따라 ‘06∼’09년 22개, ‘10∼’11년 24

개, ‘12년 27개, ’13∼‘14년 38개로 증가하였다. 그 중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에 관련한 출품분야는 ’03∼‘10년에는 건축디자인, 환경 조

형 및 시설물의 2개에서 ’11년 공공환경/조경물 분야가 추가되었

다. 이후 ‘13년부터는 출품분야가 세분화되면서 건설/환경, 공공환

경(익스테리어 포함), 조경/토목/편의시설로 확대 변경되었다.

9)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계획에서부터 준공, 입주까지 약 2∼3년이 소

요된다. 2003년 발표된 ‘선계획-후개발 체재’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

졌을 기간을 고려해 시간적 범위를 2006년 이후로 제한하였다.

10) 서울시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조례 제6조(토지이용계획의 기

준)에 따르면 근린주구는 ① 반경 400미터 이내, ② 공동주택 계획

건설세대수는 1,0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기준으로 구획해야 한다.

11) 입주일 기준으로 조건에 적합한 사례가 없는 2009년은 제외하였다.

12) 아파트 외부공간은 다양한 논문에서 ‘옥외공간’으로 혼용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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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위세대로 대표되는

아파트 내부공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지, 가족의 생

활을 영위하는 사적인 영역이다. 반면 외부공간은 내부

공간을 제외한 그 잔여공간으로 입주민들의 휴식, 오락,

친교 및 교류 등을 위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13) 이러

한 아파트 단지계획은 페리(C.A.Perry)의 근린주구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거주자들은 그 안에서 지역의

식을 형성하고 공동 서비스나 사회활동을 영위하는데 필

요한 다양한 시설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14) 국내 아파트

도입 초창기인 1960년대에는 루프(loop), Y, ㅡ자형 등의

단지가로패턴과 함께 다양한 생활편익시설이 계획되었

다.15) 아파트 단지 규모가 점차 대형화된 70년대에는 근

린주구이론에 기초해 주구 중심에 학교, 상가 등의 시설

을 배치하고, ㅡ자형에서 탈피한 중정형(ㅁ자형) 배치가

시도되었다.16) 물량주의적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폐해를 불러온 80년대를 지나 90년대 이후에는 초

고층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파트 층수가 20

∼30층까지 높아졌고, 옥외공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보행공

간 확충, 어린이 놀이공간 및 휴게시설 다양화, 수경시설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17) 2000년대에는 친환경 주거단지

계획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환경,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연계를 고려한 단지계획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18)

2.2.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의 구성요소

아파트 단지의 규모나 형태는 주택법, 건축법, 지구단위

계획 등의 다양한 법 규정과 시행사, 건설사 등이 계획하

는 건설비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외부공

간을 구성하는 요소 역시 아파트별로 상이할 수 있다.19)

하지만 큰 범위에서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은 건축물, 도

로, 시설물의 구성체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요

소가 구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그 형태나 규모가

결정된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 구성요소는 선행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다양하게 분류·연구되고 있다.

연구자
외부공간 구성요소

대분류 소분류

연정민

(2001)

놀이공간 아동공원, 놀이터

휴게시설 휴게소

녹지공간 녹지

도로 단지 내 진입도로

김수미

(2004)

순 외부생활공간 조경시설(녹지+휴게소), 보행로, 현관 진입마당

한정적 목적공간
놀이시설, 주민운동시설, 주차장시설,
단지도로시설

손승희

(2007)

동선 도로, 보행자도로

공간
보행공간, 주차공간, 녹지공간, 교류공간,
휴게공간, 체육공간, 기타공간

박인숙

외

1인(2008)

공간적 요소 주동계획, 커뮤니티 공간, 단지경계공간

동선적 요소 보행동선, 차량동선

경관·시설적 요소 조경·녹화, 가로시설물, 기타 단지 내 시설물

<표 2> 선행연구에 나타난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 구성요소

유송영

(2008)
외부공간

단지주제

주거동 배치, 외부공간설계, 편의시설,
조경계획요소, 조경특화요소

공은미

외

1인(2009)

동선요소 차량도로, 보행자도로

공간구성적요소
오픈스페이스, 부대시설, 주차공간, 주동배치
형태, 주동매스 형상, 주동진입, 단위주호

시설요소 스트리트 퍼니처, 안내판, 표지판

최재필

외

4인(2010)

입지 경관요소

주거동 주거동 배치, 형태, 공간구성, 의장요소

옥외조경 옥외공간 구성, 옥외 시설물 구성 및 의장요소

공용시설 공용시설 공간구성, 의장요소

김동찬

외

2인(2010)

배치․계획적 측면 주동형태, 배치형태

동선적 측면 도로체계, 보행공간

공간적 측면 녹지공간, 주차공간, 휴게공간, 단지 진입공간

문희숙

(2010)

시설

공간

휴게공간 정자, 평상, 공원모임공간

놀이공간 놀이터, 운동공간

단위공간 차도, 주차장 공간

이동

공간

출입공간 아파트단지 정문, 후문 입구, 주거동의 출입구

보행공간 보행로, 산책로, 통로, 거리공간

차량공간 차도, 주차장 공간

녹지

공간

단지내부 정원, 잔디밭

단지외부 공원, 가로거리

강신호

(2010)

공간요소 건물(주동배치형태), 동선, 조경공간

조경요소
식재(동선유도, 차폐식재 등), 시설물(휴게, 놀이,
운동 시설 등)

기타요소
건물외벽(아파트색채, 그래픽, 로고, 필로티),
경관(통경축, 스타이라인)

이를 종합하여 <표 3>과 같이 재분류하면, 외부공간

은 크게 개념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우

선 개념적 요소는 단지 컨셉(주제)이나 주동배치형태에

따른 동선 및 가로패턴과 같이 외부공간의 형태 및 분위

기를 형성하거나 거주자의 이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물리적 요소는 직접 활용 가능한 공간(시설)

로 놀이, 휴게, 커뮤니티, 편의 시설과 같이 입주자들의

오락이나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과 조경, 녹화

시설 등 환경 친화적 공간으로 분류하였다.

대분류 소분류 분석내용

개념적

요소

단지 컨셉 단지 전체 디자인 컨셉(주제)

주동 배치 형태 주동배치에 따른 형태 및 가로패턴 구성 특성

동선/내부가로 보행/차량동선의 구성 형태 및 흐름 특성

지역 연계 단지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레벨 및 특성

물리적

요소

사회적 공간 놀이, 휴게, 커뮤니티 시설 등의 배치 형태와 활용 특성

환경친화적 공간 조경/녹화/수경시설 등의 배치 형태와 활용 특성

<표 3> 외부공간 구성요소 분석틀

3.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 사례분석 결과

3.1. 개념적, 물리적 요소별 특징 분석 결과

선정된 연구대상 아파트 단지의 외부공간 디자인 특성

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단의 <표 4>와 같이 각 연구대상

13) 곽윤정, op. cit., p.1873

14) 양동양, 주거단지설계, 기문당, 2004, p.145

15) 이강제, 김석규, 주택계획론, 보성각, 2001, p.101

16) 김철수, 단지계획-주거환경계획의 이론과 설계기법, 기문당, 2005, pp.37-38

17) 김용국, 정진원, 2000년대 아파트단지 계획개념 및 계획기법에 관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5권 3호, 2009.3, pp.51-52

18) Ibid., p.52

19) 유송영, 공동주택 외부공간 구성체계 및 디자인 트렌드 변화에 관

한 기초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2008,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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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단지 전경

개념적 요소 물리적 요소

단지 컨셉(주제) 주동 배치 형태 동선/내부가로 지역 연계 사회적 공간 환경친화적 공간

06-1
․넓고 푸른 녹

지공간의 극대화

․기본 일자형 배치 +

부분 ㄱ자형 배치

․메인도로에서 조망가

능한 통경축 확보.

․-자형 주동배치로 형

성된 중앙을 가로지르는

메인동선 + 좌우로 뻗은

직선형 보조동선.

․주변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넓은 녹지형태의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함.

․녹지와 인접한 곳에 데크

형 주민휴게시설을 제공.

․선큰가든의 휴게공간을

제공해 입주민 교류 증진.

․벽천, 인공분수, 체험 가

능한 실개천 컨셉을 도입

한 다양한 수공간 제공.

․휴식과 친환경성을 강조

한 단지내부 산책로 형성.

06-2
․sky walk(하늘

로 열린길)

․-자, Y자형 주동을

ㄷ, L자형 클러스터로

배치.

․14% 건폐율.

․주차장 전면 지하화와

지상의 보차 동선 분리.

․단지중앙을 원형형태

로 도는 주동선 + 각 동

을 연결하는 보조 동선.

․단지주변 펜스 설치로

지역 연계성이 낮으나

철제울타리 대신 측백나

무와 석재장식물을 사용

해 폐쇄성 레벨이 완화.

․지압로와 운동시설을 연

계해 단지에 통일감 부여.

․유니버설 디자인 활용.

․조형성이 강한 원목 소재

의 놀이터.

․녹지율 45%로 생태연못,

조깅코스, 실개천, 다양한

분수대의 수공간 등의 친

환경 녹지공간이 확보됨.

07-1

․사람이 주인이

되고, 주민들의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

․일자형 주동이 메인

도로를 면해 일렬로 배

치되어, 정면에서의 통

경축이 확보되지 않음.

․13% 건폐율.

․단지중앙을 관통하는

차량도로로 단지 분리.

․단지 내 메인 보행동

선은 그리드 형태로 동

선의 단순성이 강조.

․단지중앙에 완전 개방

적인 공원 배치하여 지

역주민과 공연, 바자회

등 다양한 활동의 공유

가 가능.

․연면적 1,000m²의 대규모

커뮤니티 광장 형성.

․순환산책로, 휘트니스가

든, 지압미로, 인라인스케이

트장, 테마놀이터 등 다양

한 주민교류시설 제공.

․50% 이상의 녹지율

․단지중앙 대규모 녹지공

간과 단품나무, 벚나무 등

의 계절감이 강조된 녹지

공간을 통해 휴식과 쉼이

있는 단지의 여백을 강조.

07-2

․4 square park

& shorter way

(각기 다른 문화

공간간의 연결)

․45˚로 회전한 Y자형

주동을 일렬 배치.

․건폐율 16%.

․주동 사이에 넓은 오

픈스페이스가 형성됨.

․지상주차로 보차분리

가 이루어지지 않음.

․단지 중심의 강한 직

선형 축과 4개 스퀘어를

빠르게 연결하는 지름길

형성.

․단지 외부에 철제 울

타리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접근성 제한.

․4개 테마(잔디, 문화, 총

림원, 피로티)로 복합 문화

공간을 형성.

․색으로 포인트를 준 1층

피로티 휴게공간(S4)은 입

주민 교류공간으로 활용함.

․45% 이상의 녹지율

․친환경 생태연못과 어린

이 물놀이장의 수공간, 인

접한 산과 통경축을 형성

하는 잔디광장(S1) 제공으

로 입주민 활동 유도.

07-3

․한국적 미의

조형성을 강조한

고품격 주거단지

․일자형 주동을 ㅁ자

형 클러스터 배치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오픈

스페이스에 다양한 시

설 제공.

․지상주차로 단지내부

를 가로지르는 차로가

생성되어 완벽한 보차분

리가 어려움.

․강한 축을 형성하는

메인보행동선 부재.

․2개 공원이 단지와 도

로 사이에 인접 배치되

어 지역 주민 이용용이.

․단지입구광장에 십장

생을 모티브로한 지역주

민 친화형 가벽 설치.

․테마형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쉼터를 인접 배치해 세

대간 소통 증진.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입체감 있는 단지 구성으로

하단 주차장, 상단 커뮤니

티시설 제공.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옛

마을 앞에 흐르는 실개천

의 수공간 계획.

․소나무 군식 및 다층구

조의 식재를 활용한 환경

친화적 녹지공간 제공.

08-1
․동양적인 미(美)

의 재발견

․-자, Y자형 주동을

일렬로 배치.

․15%의 건폐율.

․계산과 관악산을 잇

는 통경축 확보.

․단지내부 차도로 완벽

한 보차분리가 어려움.

․ 세로로 긴 주동배치

로 직선의 강한 세로축

동선 생성.

․테마형 녹지를 잇는

동양적 곡선형 동선.

․단지둘레에 설치된 석

재 조각벽으로 지역주민

의 단지내 접근성은 다

소 낮으나 단지 곳곳에

내부동선과 연결되는 보

행로가 있어 단지 폐쇄

성이 다소 완화됨.

․단지내 도서관과 학교를

잇는 자연체험 공간인 그린

파크와 녹지와 어우러진 놀

이터.

․오픈 아트리움을 활용해

개방감을 높인 커뮤니티 시

설.

․녹지와 수공간이 융합된

단지중앙 문화광장 제공.

․감나무 산책로, 자작나

무숲, 전나무 길 등의 녹

지공간 계획.

․돌, 물, 소나무 등의 테

마로 꾸며진 쌈지공원.

08-2

․내집앞 정원처

럼 조성된 여유

로운 공간에서의

체험과 휴식.

․-자, Y자형으로 혼합

구성된 주동이 단지 내

부 중앙광장을 감싸는

형태로 배치됨.

․8.35%의 건폐율.

․주차장 전면 지화화와

주출입구를 통한 주차장

입·출입으로 완벽한 보

차동선 분리.

․곡선형 동선 +직선형

동선의 대비.

․단지 주 출입구 부분

에 맞이마당, 마을마당

등 지역주민과 공유 가

능한 포켓공원을 설치하

여 공공성 증진.

․x게임장, 암벽등반, 게이

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의

구비로 웰빙 아파트 추구.

․단지 외곽에 놀이터를 분

산 배치해 중앙광장과 역할

을 상호 보완함.

․녹지율 53%.

․1.3km의 순환산책로.

․중앙광장은 생태연못,

소나무 장대마당, 잔디마

당 등의 테마로 구성.

10-1

․단지 레벨차를

활용한 리듬감

있는 공간 창출

․-자형 개별 주동을

＋자, ㅗ자형 클러스터

로 배치.

․건폐율 22%지만, 대

지가 세로로 길어 세대

내부 조망성은 높은편.

․단지 내부 차도로 단

지 내 보행성 낮음.

․직선형 중앙 차도와

직각으로 배치된 보행동

선은 각 동 연결.

․주 진입로 우측에 포

켓공원식의 완충녹지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자

연스러운 접근성 유도가

가능함.

․단지레벨차를 활용한 주

동선상의 데크옹벽, 연도형

상가, 선큰가든이 있는 커

뮤니티 시설은 단지 입체감

을 증진.

․휴식공간이 있는 다양한

수변공간, 맑은물결원, 초

록빛뜰, 푸른샘원 등의 테

마공원 제공.

․가로공원을 통한 보행중

심의 녹색타운 형성.

11-1
․모담산을 초대

한 에코단지

․Y자형 주동을 메인

동선을 따라 배치해 4

개의 통경축 생성.

․보차동선 분리.

․단지중앙광장을 중심

으로 ㅌ자형의 에코로드

형성.

․단지 외곽 펜스설치로

외부와 단절 강조.

․지형으로 인해 주변보

다 높은 단지배치로 주

변과의 단절이 이루어짐.

․단차를 활용한 근린생활

시설로 입체감이 강조됨.

․주동 사이 오픈스페이스

제공해 입주민 교류촉진.

․놀이시설 부족.

․50% 이상의 녹지율.

․순환산책로와 테마형(물,

색깔, 잔디) 녹지공간제공.

․개방감과 휴식을 강조한

공중정원 설치.

12-1

․에코러스 힐

(Ecorus Hill)=Eco

(자연경관)+ 조화

(chorus)를 이루

는 언덕

․ㄴ자, X자형의 주동

을 중앙광장 주변으로

에워싸듯 배치.

․X자형 배치 부분은

오픈 스페이스 형성.

․보차동선 분리

․주출입구와 중앙광장

을 잇는 ㄱ자형 메인동

선 + 개별주동에 연결된

보조동선 공존.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

능한 포켓공원 등의 부

재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성은 다소 부족.

․단지 중앙 드림힐의 녹지

공간과 함께 데크쉼터 등의

교류공간 제공.

․태양열집열판을 설치한

친환경 놀이터.

․다채로운 식재계획이 적

용된 최대 1.5m 데크길의

드림힐 형성.

․체험이 가능한 경사형의

수공간 제공.

12-2

․착시를 활용한

보다 넓고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

․Y자형 주동을 그리

드형으로 일렬 배열.

․13%의 건폐율로 동

간 개방감이 뛰어나 오

픈스페이스 형성.

․단지 전체를 둘러싼

ㅁ자형의 차도는 각 지

하 주차장으로 연결.

․직선을 강조한 격자형

메인 보행동선이 강조.

․단지를 둘러싼 산책로

를 연결하는 보행동선이

단지 네 귀퉁이에 있어

지역주민의 자연스러운

단지 입출입이 가능.

․태양광으로 음악 재생 및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적

용한 특화시설 제공.

․녹지로 둘러싸인 주민운

동시설..

․조경의 약40%를 공원화.

․옥상녹화-지상-지하 가

든을 하나로 잇는 수직정

원 트리플가든 시스템.

12-3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음악가의

정원

․화음의 조화로움

․ㄴ자 주동 일렬배치.

․동간 좌우간격은 좁

지만 전후 개방성 높

음.

․메인도로와 직각으로

통경축이 확보.

․보차동선 분리.

․단지중앙을 둘러싼 원

형동선과 주출입구와 중

앙광장을 잇는 선형동선

이 함께 Q자형을 이룸.

․지역민과 함께 활용가

능한 단지둘레 자전거길.

․단지내부 산책로로 접

근 가능한 보행동선을

단지 주변로와 연결하여

지역주민 참여 유도.

․대형 오픈스페이스 형성.

․친환경소재와 지형의 변

화를 이용한 숲속놀이터.

․광장내부에 바닥분수, 야

외용 테이블 등을 설치해

대단위 소통공간 형성.

․50%대의 녹지율.

․생태연못 가든과 환희의

샘 테마의 수공간.

․음악을 테마로 한 녹지

공간과 단지내부 테마산책

로와 자전거길 제공.

12-4

․옥수동의 자연

과 역사를 스토

리텔링한 ‘감성조

경’+‘체험조경’

․Y자형 주동을 대칭

형태로 배열.

․22.14%의 건폐율.

․단지내부 우측차도로

단지 내 연계성 낮음.

․일자형의 내부보행동

선 존재.

․단지 앞 메인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연도형

상가를 제공하여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의 활용유도.

․테마형 놀이공간, 자연체

험공간(조류관찰전망대, 봄

꽃터널길) 제공.

․여성용 특화된 레이디 휘

트니스코스 제공.

․순환형 산책로인 둘레길

을 통한 체험형 조경공간.

․한강을 테마화한 스카이

점핑 가든의 감성조경 및

수공간 제공.

<표 4>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의 개념적 요소별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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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단지 전경

개념적 요소 물리적 요소

단지 컨셉(주제) 주동 배치 형태 동선/내부가로 지역 연계 사회적 공간 환경친화적 공간

13-1

․고층건물의 미

래지향적 모습+

빈티지한 공간을

통한 감성 분위

기 창출

․Y자형 주동을 일렬

로 교차 배치.

․주거(지상)와 상업(지

하)기능을 잇는 오픈형

아트리움으로 단지 전

체에 입체감 부여.

․보차분리 동선 및 상

업시설출입동선을 입주

자동선과 분리 운영.

․ㅅ자를 교차 배치한

형태의 리듬감 있는 단

지 내 순환동선 형성.

․단지중앙부분 지하에 쇼

핑몰을 구성하여 외부인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입주동

선과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단지와 주변지역과의 폐쇄

성이 오히려 강조.

․오픈 아트리움을 활용해

개방성을 높인 단지 중앙

의 지하 복합쇼핑몰.

․테마형 놀이시설과 썬큰

광장.

․보행로를 따라 조성된

수경시설(수공간, 바다분

수), 테마조경, 테마쉼터

및 예술 장식품, 하늘정원.

․계획된 녹지공간은 정돈

된 이미지 형성.

13-2

․테라스 주택

모티브를 통한

공간의 입체감

강조

․ㄴ자형 주동을 반원

형 가로를 따라 배치.

․주동 일렬배치를 피

함으로써 세대내부의

조망권 확보.

․단지 내는 보차분리.

․단지 중앙을 관통하

는 반원형의 자전거길

과 유기적형태의 입주

자 순환동선이 조화.

․산에 둘러싸인 단지 위

치상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은 다소 낮으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통해 지역과

의 연계성 제공.

․야외골프장 제공으로 커

뮤니티 특화.

․단지중앙 광장배치.

․테마별 놀이터, 운동시

설을 단지 내 분산 배치.

․녹지율 45%

․자연체험 학습장, 생태

연못가든, 과수원, 원두막,

단지 순환산책로, 자전거

길, 동별 입구정원 제공.

13-3

․단지의 지형과

전농칠곡의 형상화

․Y자, 일자형 주동을

일렬 배치.

․Y자와 일자형의 혼

합 배열로 넓은 오픈

스페이스 형성.

․단지를 가로지르는

＋자형의 도로로 단지

가 블록별로 구획됨.

․오픈스페이스내 ㅁ자

형 + 유기적 보행동선.

․단지와 접한 근린공원

제공으로 공공성 증진.

․도로와 단지의 경계를

완화해 단지 산책로 등의

지역주민 활용도 증진.

․블럭별로 커뮤니티 센터

를 배치하여 접근성 높임.

․조형성 강한 단지내 쉼

터 조성으로 시설 특화.

․녹지율 41.3%

․자연경사 구간을 활용한

계곡, 생태계류원 등의 수

공간과 단지 산책로, 전농

칠곡 가로수길 등 다양한

테마 녹지공간 제공.

13-4

․친환경 단지 ․Y자, 일자형 주동을

일정 간격으로 배열해

사방에서의 통경축 확

보.

․세대 내 외부 조망성

높음.

․단지중앙광장의 오픈

스페이스를 축으로 한

＋자형 메인동선 + 유

기적 보조동선 공존.

․단지를 순환하는 차

도로 보차동선 분리가

어려움.

․단지의 두면에서 출입

가능한 보행자출입구를 제

공하여 단지 내 진입성을

증진.

․단지와 접한 어린이공원

제공으로 공공성을 높임.

․옥상녹화를 적용한 헥사

곤 형태의 커뮤니티 시설

을 단지중앙에 배치해 이

용 편리성 증진.

․태양광패널, 옥상녹화,

풍력가로등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단지 이미지 구축.

․커뮤니티시설 내 자연채

광이 되는 이끼정원, 옥상

세덤녹화로 친환경성을 강

조.

․생태연못의 수공간과,

1km의 단지 외곽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제공함.

14-1

․Sole Foresta

(햇빛을 품에 담

은 넓은 숲)

․경사지 활용 배치.

․중앙가로를 중심으로

ㄴ자형 주동 일렬배치.

․단위세대의 조망권

확보는 좋으나, 외부에

서 인지가능한 통경축

생성은 제한.

․보차 동선 분리로 안

전성 확보.

․단지 전체를 관통하

는 유기적 형태의 중앙

메인동선 + 좌우로 뻗

은 직선형의 보조동선

이 어우러짐.

․단지 입구에 진입/케스케

이드 광장을 조성해 지역

민의 단지 접근성 높임.

․근린공원 산책로와 연결

된 단지 외곽 둘레길을 제

공했지만, 위치상 지역주민

의 활용도가 높진 않음.

․놀이터는 주동 배치 부

분 부분에 분산 배치.

․커뮤니티광장을 단지중

앙에 조성해 입주민의 접

근성을 높임.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커

뮤니티센터를 조성함.

․50%이상의 녹지율

․커뮤니티 광장의 경관벽

천, 생태연못과 채소 재배

가 가능한 가든팜, 동별

정원 제공.

․단지중심을 가로지르는

벚나무가로수길, 조형화단.

<표 4> 계속

별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외부공간의

개념적, 물리적 요소별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다.

(1) 개념적 요소별 특징 분석 결과

1) 단지 컨셉(주제)

본 연구의 사례 분석단지의 컨셉(주제)은 크게 ① 지

역성, ② 자연, ③ 지형, ④ 테마의 4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지역성’은 해당 지역의 스토리를 단지 시설로 형상

화한 것으로 12-4 사례는 옥수동, 13-3은 전농칠곡의 이

미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연’은 친환경, 에코

등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총 7개 단지(39%)에서

나타났다. ‘지형’은 사례단지의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

하는 것으로, 10-1, 12-2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테마’는

다양한 주제를 단지 내부에 형상화한 것으로, 6개 단지

(07-2: 문화공간간의 연결/ 07-3: 한국의 미/ 12-3: 문화

와 예술/ 13-2: 테라스 주택 등)가 이에 해당된다.

2) 주동형태

개별 주동은 일반적으로 ㅡ자형의 판상형과 Y자형의 탑

상형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의 배치에 따라 생성되는 통

경축과 인지하는 개방감은 상이하였다. 주로 ㅡ자형 주

동은 06-1, 07-2와 같이 동별 간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렬로 배열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통경축은 단지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시각적 개방감 역시 높다. 반면

Y자형 주동 배치시에는 12-3, 13-2, 13-4, 14-1의 사례

와 같이 단지 외부보다는 단지 내부 에서 인지 가능한

통경축이 생성되도록 배치계획을 하였다. 또한 06-2,

07-1, 07-2, 08-1, 12-2와 같은 단지들은 15% 미만의 건

폐율로 주동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이는 단위세대

내부에서의 조망권을 높이는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

료된다. 건폐율이 가장 낮은 단지는 08-2(약 8.25%)였으

며, 가장 높은 단지는 10-1, 12-4(약 22%)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건폐율이 높은 사례단지중 10-1의 경우에는 세로

로 긴 대지의 특성상 일자형 개별 주동을 ＋자, ㅗ자형

으로 클러스터 배치하여 세대 내부 조망성을 높였다.

3) 동선/내부가로

내부동선 및 가로형태는 지상 주차장의 존재뿐만 아니

라 단지 내부 차도의 유무에 따라서도 그 형태 및 활용

도가 상이하였다. 우선 주동배치로 인해 형성된 보행전

용 가로유형은 직선형(39%)-혼합형(33%)-곡선형(28%)

의 순으로 나타났다20). 지상·지하주차장 혼용 사용 사례

는 3곳(약 17%)에 불과했지만, 단지 내에 차량동선이 계

획된 사례는 11곳(약 61%)이었다. 이중 지상주차장이 있

20) 직선형의 경우 <표 6>과 같이 일렬 주동배치로 수직적 보행동선

이 강하게 나타나는 형태이다. 혼합형은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수

직적 동선과 단지 중앙과 둘레, 메인동선을 잇는 보조동선의 유기

적 형태가 혼합된 경우로, 수직 동선의 이용 편리성과 유기적 동

선의 리듬감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곡선형은 강한 수직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이동의 편리성은 떨어지지만 단지 내부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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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를 제외해도 단지 내 차량동선이 존재하는 곳은

약 39%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차장을 전면 지하화 했음

에도 불구하고 주출입구와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차량

동선을 단지 내부에 계획하는 경우 단지 내 차량동선에

주차 가능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입주민의 보행 편

의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연구

대상
가로유형

단지내

차량동선

지상

주차장
연구대상 가로유형

단지내

차량동

선

지상

주차장

06-1 직선형 ○ X 12-1 직선형 X X

06-2 곡선형 X X 12-2 혼합형 ○ X

07-1 직선형 ○ ○ 12-3 곡선형 X X

07-2 직선형 ○ ○ 12-4 직선형 ○ X

07-3 혼합형 ○ ○ 13-1 직선형 X X

08-1 혼합형 ○ X 13-2 곡선형 ○ X

08-2 곡선형 X X 13-3 혼합형 ○ X

10-1 혼합형 ○ X 13-4 혼합형 ○ X

11-1 곡선형 X X 14-1 직선형 X X

<표 5> 단지내부 가로패턴, 차량동선 및 지상주차장 유무

동선유형 예시 사례

직선형

동선
06-1

07-1

혼합형

동선
12-2

13-4

곡선형

동선
08-2 13-2

* : 보행동선, : 차량동선으로 표기

<표 6> 동선유형에 따른 예시 사례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은 단지 외부에서 조망 가능한 시

각적 연계성과 지역 주민이 직접 이용 가능한 물리적 연

계성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각적 연계성은 06-1 사례 단

지처럼 일자형의 주동 배치로 확보된 통경축이 외부에서

도 조망 가능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단지 내부에서 인지 가능한 통경축

을 우선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단지 외부에서는 아파트가

종종 거대한 병풍처럼 시각적 연계성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사례단지 역시 외부에서 인지 가능한

통경축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물리적 연계성은 아파트 단지 경계의 폐쇄성 레벨을 완

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단지로 진입하여

단지 내 다양한 시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도를 말

한다. 우선 물리적 지역 연계성이 낮은 06-2, 07-2, 08-3

등의 단지는 철제, 석재 등의 울타리를 사용하여 단지

경계를 에워싸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좋지 않았지만,

06-1, 08-2, 13-2 사례 단지와 같이 단지 경계에 포켓공

원, 미니광장 등을 설치해 이를 완화하기도 하였다. 반면

07-1, 07-3, 12-3 등 지역 연계성이 높은 사례 단지는

대부분 대규모 공원을 단지와 인접배치하고 이를 지역주

민에게 개방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물리적 요소 특징 분석

1) 사회적 공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의 교류, 오락, 운동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은 단지중앙 연계형과 균

등 분할형의 두 가지 배치 형태를 보였다21). 본 연구에

서는 균등 분할형의 4개 단지(06-2, 10-1, 12-4, 13-3)를

제외한 총 14개 단지(78%)가 단지중앙 연계형 배치형태

로 나타났다. 특히 단지중앙 연계형 아파트 단지의 중심

공간은 대부분 광장형식의 오픈스페이스를 기본으로 하

되, 07-3, 12-1, 13-2 등의 사례와 같이 녹지와 물, 휴게,

커뮤니티 시설이 혼합된 복합기능의 공간을 제공하는 방

식으로 계획되었다. 이와 더불어 08-1, 10-1, 11-1의 사

례와 같이 경사지형 등의 자연환경에 순응한 단지 계획

도 있었다. 지형에 의해 발생하는 단지레벨의 고저차를

활용한 선큰가든이나 지상·지하를 연결하는 수직적 커뮤

니티 시설을 계획하여 단지 전체에 입체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림 1> 단지중앙 연계형(좌: 12-3)과

균등 분할형(우: 12-4)

2) 자연친화적 공간

친환경·에코 등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환경 친화적 녹지공간과 수공간 제공 면적이

넓어졌다. 본 연구의 사례단지 대부분 역시 녹지율이 약

45% 이상이었다. 과거 녹지공간의 기능이 시각적 유희

와 감상에만 머물러 있었던데 반해 07-2, 12-1 사례와

같이 입주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수공간을 통해 입주민의 교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한 녹지공간은 다양한 테마의 형상화뿐만 아니라 06-1,

21) 단지중앙 연계형은 <그림 1>과 같이 단지 중앙에 입주민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상징적 커뮤니티 공간이 존재하고, 이와 연계된

다양한 시설들이 단지 전체로 분산된 형태이다. 반면 균등 분할형

은 단지 전체에 비슷한 기능의 커뮤니티 시설이 균등하게 분할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대부분 주동 배치 시 확보된 동간 오픈

스페이스에 계획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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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08-1, 13-2 등과 같이 녹지와 주민쉼터, 수공간 등

을 합친 융합적 기능의 복합공간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

다. 또한 12-3 사례의 경우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

용할 수 있는 단지 둘레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제공함으

로써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종합 분석

(1) 연도에 따른 디자인 차이점 분석

사례 연구대상의 디자인적 특성에 있어 단지 컨셉은

연도에 따른 명확한 차이점을 보였다. 유사한 컨셉을 적

용한 06-1, 2(자연), 07-1, 2, 3(테마) 등의 동일연도 아파

트 분석 사례와는 달리, 2008년 이후에는 ‘자연(08-1)’,

‘테마(08-2)’나 ‘자연(12-1)’, ‘자연지형(12-2)’, ‘테마

(12-3)’, ‘지역성(12-4)’과 같이 동일 연도의 아파트에도

모두 다른 컨셉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주

동배치 형태를 살펴보면, 2010년 이전의 아파트 주동형

태는 대부분 ㅡ자 또는 ㅡ자와 Y자형이 혼합된 형태인

반면 2010년 이후에는 Y, L, X 등 그 형태가 보다 다양

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주동의 전체적 배치 형태는 연도

와 상관없이 일렬 배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는 통경축 확보에 있어 효과적인 배치형태이다. 물론

06-2, 07-3과 같이 주동을 ㄷ, ㄴ, ㅁ의 클러스터 형태로

배치하거나, 11-1, 13-2과 같이 아파트 내부 가로/보행동

선 형태의 활용, 그리고 12-1과 같이 중앙광장 주변을

에워싸는 형태로 변화를 준 사례들도 있었다.

준공연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례대상에서 나타난 공통

점은 45% 이상의 녹지율이다. 이는 지상주차가 가능한

07-1, 2, 3을 제외한 모든 분석사례의 주차장이 전면 지

하화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하지만 전면 지하 주차장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차도를 계획하지 않아 완벽한 보차분리를 이룬 사례

단지는 06-2, 08-2, 11-1 등 7개(약 39%)에 불과했으며,

연도별 공통점은 없었다. 특이한 점은 단지내부가로의

형태에 따라 단지 지상에 차도 제공 여부가 달라지는 양

상을 띠는 것이었다. 내부가로의 형태가 직선이나 혼합

형일 경우에는 지상에 차량도로가 계획된 반면, 곡선형

가로패턴을 보인 사례 6개 중 5개 사례는 지상 차량동선

을 제공하였다.

사례 단지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단지

둘레를 따라 펜스를 설치한 07-2, 11-1, 13-1 사례를 제

외하면 대부분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갖는 계획요소를

도입하고 있었다. 물론 이를 위해 활용한 디자인 요소와

해당 요소가 형성하는 개방성 레벨은 완전 개방(06-1,

07-1, 2, 08-2, 12-2∼4, 13-3∼4, 14-1)과 부분 개방

(06-2, 08-1, 12-1, 13-2)으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 생성을 위해 활용한 계획요소는 연도별

로 차이를 나타냈다. 2010년 이전에는 아파트 입구 부분

에 단지와 공공가로를 연결하는 포켓공원을 제시하는 방

식이 일반적이었다면, 2010년 이후에는 단지 전체를 둘

러싼 산책길, 자전거길 등의 순환형 가로동선을 지역주

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에 제공되는 사회적 공간요소도 연

도별로 차이를 보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녹

지를 강조한 휴게 및 운동공간과 특정 테마를 기반으로

한 테마형 시설이 주를 이룬 반면, 2010년 이후에는 지

형의 레벨을 이용한 입체적 공간 구성과 태양광 전력을

활용한 음악재생공간, 옥상녹화 커뮤니티시설, 여성을 타

깃으로 한 휘트니스코스 등의 특화시설이 제공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

다음으로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의 계획 특

성과 본 연구의 결과를 <표 7>과 같이 비교·분석하였다.

외부공간

요소구분
선행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

단지

컨셉

- 자연치화, 로하스, 고품격으로 종

합할 수 있는 단지컨셉(유송영, 2008)

- 자연을 기본으로 하되 지형, 스

토리, 지역성의 다양한 주제 변화

주동배치

형태

- 주동의 클러스터 배치로 그 중심

에 오픈스페이스 형성(이윤석, 2011)

- 주동은 일렬로 배치하되 클러스

터 배치로 주동사이 오픈스페이스

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

동선/

내부가로

- 루프, 링형의 동선구조로 단지내

동선의 연속성 강조(김형진, 2008)

- 단지 내부가로에서 공원, 놀이

터 등으로 직접 접근 가능한 보행

친화적 공간구조(이윤석, 2011)/

아파트 상징성을 증진할 수 있도

록 단지 중싱공간과 이를 연결하

는 부속공간이 필요(장동현, 2012)

- 각 편의시설에 대한 동선의 낮

은 연계성(권소영, 2009)

- 연속적 동선 생성보다는 주동과

아파트 주요시설과의 연계성을 강조

한 직선형 동선 강조하며 순환형 동

선은 대부분 단지 내 차도에 활용

- 단지 중심의 메인광장과 이를

보조시설과 연결하는 동선 생성으

로 입주민의 자연스러운 참여 유도

- 각 편의시설들을 직접적으로 연

결하는 직선형 내부가로를 도입하

여 동선 연계성 증진

지역

연계

- 지하주차장 도입으로 지상의 보

차분리는 이루어졌지만 지역사회

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단지 내·외

부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보행로

는 미비(박인숙, 2008)

-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

할 수 있는 단지 순환형 산책로,

자전거길 및 단지 내·외부를 연결

하는 보행로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의 자연스러운 참여 유도

사회적

공간

- 지상·지하 연결공간 구축, 자연

지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

체적 공간 구성(유송영, 2008)

- 대규모 단지의 경우 운동 및 놀

이공간에 대한 수요증가를 공급이

원활히 뒷받침하지 못함(최열,

2009; 박경옥, 2003)

- 자전거로, 자전거보관공간의 부

족(권소영, 2009)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도입의 부

족 및 최소한의 법규 준수(권소영,

2009; 이효창, 2007)

- 지형의 레벨, 고저차를 적극적

으로 활용한 커뮤니티 시설, 연동

형 상가 등의 제공을 통한 입체적

단지 구성 및 활용

- 다양한 종류와 테마의 놀이 및

운동공간을 제공하여 입주민 편익

증진

- 자전거의 관심을 반영한 자전거

로 등의 특화가로 제공

- 유니버설 컨셉을 도입한 단지

시설 계획

환경

친화적

공간

-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자연친화

적인 로하스 요소 제공(유송영,

2008)

- 녹지공간은 수공간에 비해 차별

화된 공간 연출 미흡하지만 수변

공간은 체험을 유도형으로 계획

(황연숙, 2013)

- 단일기능보다 놀이, 교류, 운동,

조경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옥외

공간 요구(장동현, 2012)

- 옥상녹화, 태양광 패널, 풍력 가

로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형 친환

경 이미지 구축

- 수변공간은 적극적 체험유도형

시설 도입

- 옥외시설은 녹지, 휴게, 수공간

등이 복합된 융합형 교류공간 형

태로 제공되어 차별성 강조

<표 7> 연구결과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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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굿디자인상을 수상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공간의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아파트 외부공간 계획 시 활용

가능한 차별화 요소를 추출하여 참고자료를 구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도에 따른 디자인 특성

과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아파트 외부공간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공간 요소들 중 개념적 요소인 단지 컨셉은

전반적으로 친환경을 강조한 ‘자연’과 다양한 스토리를

형상화한 ‘테마’의 비율이 각각 39%, 33%로 높았다. 하

지만 그 활용은 연도별로 상이하였는데, 특히 2008년 이

후 사례단지에서는 동일연도에 준공된 아파트라도 모두

다른 컨셉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단지 컨셉의 구

상 및 활용은 타 아파트와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요

소로 단지 계획 초반부터 정확한 소비자의 니즈와 사회

적 트렌드를 파악하여 아파트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효율

적 시각화를 통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단지 컨셉과 이의

적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

해 단지 컨셉의 주제 및 활용 범위를 수직·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주동 역시 2010년을 전후로 그 형태에 있어 차

이점을 보였지만, 다양한 주동형태에도 불구하고 사례단

지 대부분은 일렬형태의 배치 양상을 보였다. 이는 통경

축 확보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사례단지

역시 외부에서 조망 가능한 통경축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주동을 내부가로와

45˚로 배열하고, 이로 인해 생성된 주동 사이의 오픈스페

이스를 활용하였다. 이 경우 대부분 외부보다 단위세대

내부에서 확보 가능한 시각적 개방감이 높았는데, 이를

외부에서 조망할 경우 자칫 벽과 같은 시각적 폐쇄성을

형성하고 이는 곧 도시환경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동 배치계획

시에는 Y, L자형 등의 다양한 클러스터 배치형태를 시

도하여 주동 사이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함과 동시에

단지 내·외부 모두 최대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동선/내부가로 요소는 주로 직선 형태의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 주차장이 있는 단지는 3곳

에 불과했지만 단지 내부에 차량동선을 활용한 단지는

약 61%로 집계되었다. 아파트 단지 내부공간 활용에 대

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단지의 녹지율이 증가하고 주차

장의 전면 지화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

례분석 단지 대부분은 주차장의 지하화에도 불구하고 단

지 내부를 순환하거나 개별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차량

동선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불법 주정차의

가능성이 많아지고 보차동선의 혼선으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내부가로 계획 시

에서는 보차동선의 완벽한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대규모 단지는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한곳으

로 집중할 경우 차량 혼잡이 야기되는 만큼 진입로의 분

산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지를 가로지

르기 보다는 단지 외곽을 활용해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제한하여 입주자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또한 루프, 링형의 가로계획으로 단지 내 동

선 연계성에 집중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 사

례에서는 주요 시설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직선형의

가로를 활용하여 각 시설별 연계성을 높임과 동시에 단

지 중앙 광장으로의 입주민 이동을 유도하는 경향을 보

였다. 따라서 향후 내부가로 계획 시에는 각 시설들간의

연계성을 높여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지 중앙 시설물을 메인으로 각 보조시설을 연결하는

단지중앙 연계형 가로형태를 생성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 연계성의 개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자연스

러운 단지 내 출입이 가능하도록 단지경계에 철제나 석

재 울타리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2010년 이후

사례는 단지 둘레를 활용한 산책길, 자전거길 등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였고, 이는 단지 폐쇄성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향후 아파트 외부공간 계획 시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입주민들의 휴게, 오락, 놀이, 교류를 담당하

는 단지 중심 광장은 일반적으로 녹지와 물, 휴게, 커뮤

니티 시설 등의 기능이 융합된 복합공간 형태로 계획되

었다. 이는 아파트의 상징적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입주민간 교류 촉진과 아파트 브랜드 가치 인식

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

는 만큼 향후 계획 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와 더불어 2010년을 기점으로 녹지를 강조한 휴게 및 운

동공간과 특정 테마를 기반으로 한 테마형 시설이 주를

이룬 이전 사례들과 달리, 2010년 이후에는 태양광 전력

을 활용한 음악재생공간, 옥상녹화 커뮤니티시설, 여성을

타깃으로 한 휘트니스코스 등의 특화시설이 도입되었다.

특히 옥상녹화, 태양광 패널, 풍력 가로등을 활용한 에너

지 절약형 친환경 이미지 구축은 단순한 녹지공간 제공

이라는 종래의 단지계획에서 벗어나 더 많은 차별화의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타

아파트의 단지 내 시설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다앙한

컨셉을 계획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지형 레벨의 고저차

를 이용한 입체감 있는 단지 계획은 본 연구의 사례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의 다양한 사례단지에서도 반영된 요소

인 만큼 공간과 공간, 지상과 지하 등을 연결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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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자인 요소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여섯째, 자연친화적 공간요소는 대부분의 단지에서 조

경이 45∼50%의 면적을 차지할 만큼 환경 친화적 녹지

공간과 수변공간의 제공 비율이 높다. 주목할 점은 과거

시각적 유희만을 중시하던 녹지계획에서 나아가 입주민

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공간을 제

공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체험을 통한 경험

획득은 시설 이용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만

큼 향후 아파트 외부공간의 자연친화적 공간요소 계획시

에는 다양한 체험형 녹지 및 수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

한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단지 전

체의 다양한 요소들(사인물, 시설, 공간, 보행로 등)에 유

니버설디자인 컨셉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들의 외부공간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지만, 수도권 내 1,000∼3,000세대 단지만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모든 아파트 단지

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분석 사례 선정시

선계획-후개발 체제가 이루어진 2003년 이후 아파트 단

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계획-후개발 체제의

효용성과 적용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

는다. 향후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동일 시간적 범위의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의 특성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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