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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2년 리우선언을 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관련 전문가들 뿐 아니라 건축

관련 전문가들도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수행되었던 도

시개발과 건축에 대한 재고를 하기 시작하 고, 이는 

1996년 ‘제2차 세계인간정주회의(UN Habitate Ⅱ

Conference)’에서 Habitate Agenda Ⅱ가 채택되면서 인간

의 정주지에 있어서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박원규. 1999).

*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계에서는 1970

년대에는 에너지 쇼크때 에너지 절약형 기법에 관한 활

발한 연구를 시작하 으며, 그 이후 1990년대에 와서는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저환경부하, 에너지 절약형 건축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문제와 병행

되어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 친화적인 디

자인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환경친화성

과 건강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택

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여, 이

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주택 개발에 대한 시도가 

증가 일로에 있다. 이러한 시도로써, 90년대 이후 민간공

급 업체에 의해 시공되어진 아파트에 환경친화적인 계획

요소들이 적용되기 시작하 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 앞서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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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awareness of the environment-friendly planning elements for residential unit 

space among practitioners. The respondents in this questionnaire survey were 140 practitioners in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fiel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impact of indoor 

built environment on residents' wellness.  In addition, the survey respondents viewed that the factors for planning 

environment-friendly high-rise apartments were represented by gardening and energy-saving while their perception on the 

concept excluded comprehensive  components affecting residents' life quality. Over 50% of respondents had an experience of 

applying environment-friendly planning elements in their works, and high frequency appeared on the general planning  

elements which had been applied special awareness as pro-environmental features. The respondents considered  

environment-friendly planning elements as important. Specially, space planning and system  were considered more likely 

important in interior design field.  In application of environment-friendly planning elements, cost, lack of consumers' 

awareness of and under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were of concern.  Therefore, the consumer's cognition 

needs to be improved for wide application about environment-friendly planning element, and then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of environment-friendly apartments.  At the same time, the current practice that housing 

developers pass the additional cost on to residents needs to be changed.  Then, the quality of life in high-rise residential 

settings can be improved. More importantly, the exchange and development of the reliable information on 

environment-friendly planning elements need to be made, and technical support and long-term policy for the development 

are required. This research showed current status of knowledge and practice in sustainable planning of unit apartment and 

proved basic information for futur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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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주택 시범인증’이 시행되었고 2002년 이후에는 ‘친환

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을 시작하 다. 

2002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이후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들의 적용이 단위주거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

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택의 환경친화성’은 주로 단지 개

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가 단지 내 조경

과 일부 실내 마감재로 한정되어 있고, 적용사항은 주로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적 관점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큰 

부분과 외부 공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거주자가 실

질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는 내부 공간

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 외부환경 오염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재택근무의 확산 등과 같이 거주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서 거주자의 실내 거주시간도 증가하고 있

다. 또한 소비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인해 주택 실내

의 쾌적성과 건강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에 환경친화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주택 실내는 간과

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부분이다. 

이러한 환경친화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은 소비자

와 공급자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공급자인 전문가들이 어

떠한 주택을 공급해 주는가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공급측에서도 특히 계획, 설계자, 시공

책임자들의 인식과 판단은 우리사회 환경친화적 건설에 

중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이 현재 어떻게 생각

되고 경험되며 또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환경친화적인 계획

요소의 실내 적용현황과 의식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환경친화형 주택 관련연구를 

고찰하여 단위주거 내부에 적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계획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환경친화 주택의 목표에 부합되도

록 체계화 한 뒤, 건축, 인테리어분야 실무진과 관련 연구

소에서 종사하는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적용경험과 의식

을 조사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환경친화적 주택의 개념

환경친화적 건축이란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

서 생태계 파괴로 직결되는 기존의 건축이 안고 있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대두된 대안적 건축의 한 형

태이다. 환경친화형 주택, 건축, 단지와 관련된 정의는 지

속가능한 개발, 독일의 생태건축, 일본의 환경공생주택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구문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

게 정리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선행 연구문헌의 정리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주택의 목

표는 ‘환경부하의 저감’과 ‘인간의 건강성 증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만족하도록 주택내부

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친화적 주택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친화적 주택은 건축물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

표 1. 환경친화형 주택에 대한 선행 연구의 정의

관리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저감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실내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성을 확보함으

로써 인간의 건강성 증진을 추구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환경친화형 단위주거 계획요소의 설정

환경친화형 주택 및 주거단지에 관한 연구는 1995년 이

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5년 이후의 문헌들을 환경친화, 친환경, 생태, 지속가

능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를 결론

으로 도출하고 있거나 연구를 위한 환경친화적 계획요소

가 적용된 문헌에서 제시된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들 중 

단위주거에 적용 가능한 항목을 도출하 다. 환경친화적 

계획요소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를 단위주거로 한정함

에 있어서 주택 내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실행될 수 있

는 항목과 건물 구조체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

이지만 주거공간의 환경친화성에 간접적인 향을 미치

는 항목을 모두 포함시켰다. 

도출된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는 ‘환경부하 저감’과 ‘인간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환경친화적 주택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되도록 각각의 목표를 2개 분야로 세분화 하여 체계

화하 다. 즉, 환경부하의 저감은 에너지분야, 자원분야로, 

인간의 건강성 증진은 시설 및 시스템분야, 공간계획분야

로 세분화되었다.<표2>

3. 연구방법 및 내용

3.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건축, 인테리어분야와 관련 연구소에 종사하

는 실무자 155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최종 회수 부수는 

140부 다. 조사는 2003년 10월 20일-28일의 기간에 걸쳐

서 시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전문가 개개인에게 설문지

를 배포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정의

환경친화형 주

거단지 모델개

발에 관한 연구  

(주택공사,1996)

환경친화형 주거단지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모든 

개발행위와 경제활동에서 환경을 중요하게 배

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 향을 최소화시키자

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이

다. 

환경친화적 주

택의 계획과 설

계 

(김수암, 1997)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주변환경과의 유

기적 연계를 도모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인간의 건강성과 쾌적성 증진을 추구

하는 건축이다.

그린타운 개발

사업(2000)/변

혜선;조동우(20

00)

건축물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에너지 및 자

원을 절약하고, 주변환경과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간의 

건강과 쾌적성 증진을 추구하는 건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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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단위주거에 적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계획요소

3.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환경관련 일반사항과 단위주거에 적용 가능한 환경친화

적 계획요소에 관한 의식조사를 위해 사용된 설문의 문

항은 <표3>과 같다.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중요도 항목

은 5점 리커르트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표 3. 조사내용

수집된 자료는 SPSS PC Windows Release 10.0통계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조사대상의 일반사항,환

경친화 관련 일반사항,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에 관한 대부

분의 문항에는 단순통계 분석이 이용되었고, 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에서 종사분야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해서 F검정을 실시하 다.

4. 설문 분석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개요

회수된 설문지 155부 중 140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 

하 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대가 64%로 가장 많았고 

, 90%이상이 대졸이상이었으며, 38%가 대학원졸 이상이 

다. 조사대상자의 업무 경력은 5-10년이 31%, 10년-20

년이 21%, 20년 이상이 2%로 54%가 5년 이상의 경력, 

46%가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

었다. 조사대상자는 건설사,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 사무

소와 관련 연구소의 실무 종사자로 주 업무분야는 건축

관련 분야가 56%, 인테리어 관련 분야가 30.7%, 연구분

야가 13.6%로 구성되어 있었다.   

20대
24%

50대
1%40대

11%

30대
64%

그림 1. 조사대상자의 연령

5년이상~10년미
만

31%

10년이상~20년
미만
21%

20년이상
2%

2년미만
21%

2년이상~5년미
만

25%

그림 2. 조사대상자의 경력

건축
56%인테리어

30%

연구
14%

그림 3. 조사대상자의 업무분야

목표 분야 분류 계획요소

환경
부하
저감

에너지

태양열
활용

자연채광, 설비형 태양열 활용

제어설비 조명에 대한 제어, 온도에 대한 제어

열방출량 
감소

에너지 효율성, 건물외피녹화, 연면적
대 외피면적비 최소화, 열완충공간 
조성, 고단열/고기

에너지
효율성

고효율/고성능 기기, 열동력연계   
시스템

에너지
재사용

열회수, 폐열사용

재료
원에너지 저소비 소재 사용, 배선 및 
배관망 최소화

자원

수자원
생활하수 순환활용, 물사용 최소화 
기기 사용

재료
자연소재 이용, 건축부품 및 소재  
재활용,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 이용

인간
의 

건강
증진

시설 
및  

시스템

음환경 층간방음, 실간방음

빛환경 직사광선 차폐

공기환경
환기유도 시스템, 오염가스 저배출 
기기 사용

온열환경 제어장치

전자기장 전자기장 차단을 위한 재료를 적용

수자원 위생적 상수공급, 급배수 위생설비

쓰레기 
처리

쓰레기 자가처리, 콤포스트 처리, 
주호내 쓰레기 분리공간 마련

건축구법
해체나 수선이 용이한 구법, 조습 및 
축열기능 내장재, 인체에 무해한 내
장재, 자연소재

공간
계획

다양한
평면

가변형 평면제공, 맞춤형 평면제공

특수공간 
제공

특화요소 도입, 대형 발코니 제공, 전
통  공간요소 적용, 휴식/명상을 위한 
공간제공

안전성 노약자/장애자를 배려한 공간

자연요소 
도입

태양광에 대한 배려, 자연환기

공간의
효율성

수납, 공간의 연계, 가구

구 분 조사내용

조사대상의 개요
- 연령, 성별, 직업, 학력

- 업무 분야 및 경력

환경친화 관련 

일반사항

- 환경에 대하 관심도

- 환경친화 아파트 계획시 주요 고려사항

환경친화적 

계획요소

- 적용경험 유무 및 항목

- 중요도

-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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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경친화에 관한 일반적인 의식

전문가 그룹의 환경친화 관련 사항에 대한 관심도를 알

아보기 위해 환경에 대한 생각과 실천분야에 관련된 7개

의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그림 4), 평균 

관심도는 3.89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환경친화

에 대한 관심도 각 문항들이 응답자마다 정확하고 일관

되게 측정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

과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각 항목에서 0.7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전체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78로 나타났다. 

 관심이나 생각차원에서 그치는 항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고, 행동으로 옮겨져 실천되는 항목의 관심도

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환경친화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경제적 

부담’이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주거환경과 관련된 항목인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4.6)’에 대한 관심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환경의 쾌적성이 삶의 잘과 

직접적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재확인한 결

과로, 실행보다 ‘생각’자체의 수월성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는 건축, 인테리어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친환경성 항목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음을 유추할 수도 있다. 

그림 4. 환경친화성에 대한 관심도

환경친화형 아파트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하는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주거단위 내외부에 

적용될 수 있는 항목 15개를 추출하여 3개의 항목을 선

택하도록 하 고, 이를 다중응답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빈

도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5> 와 같다. 

응답 빈도가 가장 많은 항목을 살펴보면, ‘주변환경과의 

조화(21.3%)’, ‘단지의 조경(12.7%)’, ‘에너지 절약(10.8%)’

과 같이 자연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외부공간계획과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항목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아직까지 시각적, 외현적 쾌적성과 비용과 관련

된 관리 차원에서 ‘환경친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건강’과 직접관련 있는 내부 공기 질 등 보이지 않는 차

원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형성이 낮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이래도 실내가 독가스 실?’이지 

않은가 하는 등 대중매체의 실내 공기 위험 수위에 대한 

보도와 모순을 지니고 있다.(조선일보, 2003.7.20) 

그림 5. 환경친화형 아파트 계획시 주요 고려사항

(백분율은 총 응답개수에 대한 백분율이다.) 

4.3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적용경험 및 항목

환경친화와 관련된 계획요소들의 적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적용경험 유무와 항목을 질

문한 결과 응답자의 52.1%가 ‘적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고, 47.9%가 ‘적용경험이 없다.’고 하 다. 이는 2년 이

상의 전문가가 조사대상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

고하고 48%의 응답자가 여러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들 중 

어느 한 항목에 대해서도 적용경험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 환경친화적 계획 부분에 있어서의 발달이 미

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67명 

중 26%가 적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 음에도 불구하고 

적용경험 항목에 적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이는 조

사대상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적용경험이 

있는 항목을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 

표 4. 환경친화적 계획요소 적용경험 여부 

적용경험 여부 빈도(명) 백분율(%)

적용경험이 있다 73 52.1

적용경험이 없다 67 47.9

계 140 100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적용경험 항목은 적용경험이 있

는 73명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을 적용해 보았

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질문이었

으므로 분류 항목에 선택된 항목의 개수는 응답자에 따

1)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적용경험에 대해 질문한 뒤 적용경험

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50개의 항목 중 적용경험 항목

에 체크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 다. 

3.1

3.7

3.8

3.8

4.1

4.1

4.6

0 1 2 3 4 5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경친화를 고려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한다.

환경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눈여겨 본다.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실천하고 있는 일이

있다.

환경친화적인 계획요소를 도입하려고 노력

한다.

환경친화형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

환경친화와 관련된 정부시책이 더 많이 만

들어 졌으면 좋겠다.

쾌적한 환경에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0.7

0.7

2.4

2.9

3.3

3.8

5.3

5.5

5.7

6

9.1

9.3

10.8

12.7

21.3

0 5 10 15 20 25

기타

가변성 적용

동선체계

실내 차음성

쓰레기 배출량 감소

거주자의 안전성

건물 배치

자원 재활용

실내 자연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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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4개 분야에 적용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비율은 28.8%-36.9%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 중 에

너지 절약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적용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별한 인식 없이도 적용 가능한 

항목에 대한 적용빈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적용빈도 및 백분율(적용경험이 있

는 응답자 73명을 100으로 보았을 때의 백분율)은 <표5>

의 적용유무와 같고, 4개 분야 각각에 대한 적용경험 항

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원관련 적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4.24%(24명)이었으

며, 이 중 빈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24.7%)’와 ‘절수형 변기 등 물사용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절수형 기기를 사용한다.(22.0%)’ 다. 

응답 빈도가 가장 적게 나타난 항목은 ‘폐벽돌 사용 등

표 5.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적용항목 및 중요도

P<0.05

건축부품 및 소재를 재활용한다.(6.9%)’ 다. 전반적인 건축

과정에 대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보다는 자원의 소비

절감 측면에서 재료선택이나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기

기 도입 등의 항목이 쉽게 적용되고 있었다. 

에너지 관련 적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6.9%(27명)이

었으며, 빈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남측면을 개방하여 

자연광을 도입한다.(34.3%)’와 ‘공동구 설치, 배전계획 등 

배선 및 배관망을 최소화한다.(23.3%) 고, 빈도가 가장 

적게 나타난 항목은 ’태양열을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한

다.(2.7%)‘ 다.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보편적

인 적용사항에 대한 적용빈도는 높지만, 대체에너지와 미

이용 에너지의 이용등 기타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함으로

써 유한한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항목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항 목
적용유무(n=73)

총평균
F검정

빈도 백분율 건축 인테리어 연구소 F값 Sig.

자원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 18 24.7 4.06 3.99 4.17 4.11 1.079 0.343

절수형 변기 등 물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수형 기기를 사용
16 22.0 4.51 3.95 4.14 4.32 3.462 0.034

생활하수를 정수하여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

사용 하는 시스템 적용
11 15.1 3.90 3.81 4.00 4.11 2.057 0.132

자연소재의 건축재료를 사용 14 19.2 3.88 3.83 4.00 3.89 0.730 0.484

폐벽돌 사용 등 건축부품 및 소재를 재활용 5 6.9 3.60 3.64 3.49 3.74 0.907 0.406

에너지

냉난방 온도를 실별로 조절 16 22.0 4.10 4.00 4.23 3.95 1.492 0.229

납측면을 개방하여 자연광을 도입 25 34.3 4.08 4.00 4.19 4.11 1.290 0.279

단열과 기 성을 위해 출입구에 방풍벽이나 

기 샷시 등이 적용
15 20.6 3.96 4.01 3.79 3.72 2.019 0.137

공동구 설치, 배전계획 등 배선 및 배관망을 

최소화
17 23.3 3.94 3.77 3.60 3.56 0.907 0.406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효율/고기  

기계설비 사용
12 16.4 3.89 3.91 3.76 4.06 1.151 0.319

단열을 위해 복합구조벽체 및 이중외피 적용 13 17.8 3.86 3.78 3.88 4.00 0.865 0.424

원에너지 소비가 적은 재료를 사용 5 6.9 3.63 3.51 3.71 4.00 3.308 0.040

태양열을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 2 2.7 3.61 3.51 3.74 3.79 2.5327 0.083

배관으로부터의 잔열회수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적용
2 2.7 3.57 3.45 3.69 3.72 2.428 0.092

전등의 on/off를 타이머를 이용하여 제어 14 19.2 3.54 3.44 3.70 3.63 1.760 0.176

온실과 같은 열완충공간을 조성 7 9.6 3.46 3.45 3.42 3.47 0.045 0.956

에너지 고효율을 위해 열병합발전을 적용 3 4.1 3.46 3.48 3.39 3.72 1.160 0.316

열방출량 감소를 위한 벽면녹화 4 5.5 3.38 3.33 3.47 3.3158 0.508 0.603

연면적대 외피면적비의 최소화를 위해 이웃

과 벽체를 공유
12 16.4 3.15 3.17 3.07 3.26 0.45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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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적용항목 및 중요도(앞장 계속)

P<0.05

분야 항 목
적용유무(n=73)

총평균
F검정

빈도 백분율 건축 인테리어 연구소 F값 Sig.

시설 및 

시스템

인체에 무해한 마감재 사용 11 15.1 4.32 4.26 4.49 4.26 2.508 0.085

층간방음 설계 16 21.9 4.30 4.26 4.37 4.21 0.706 0.496

녹슬지 않는 배관 사용 17 23.3 4.26 4.18 4.44 4.37 2.587 0.079

자연소재의 재료 사용 12 16.4 4.01 3.97 4.12 3.90 0.985 0.376

실별 온도제어 시스템을 설치 18 24.7 3.98 3.86 4.21 3.79 3.557 0.031

쓰레기 분리수집 공간을 마련 13 17.8 3.95 3.91 4.16 3.63 3.875 0.023

소음발생 기기는 주 실에서 격리 13 17.8 3.92 3.85 4.00 4.00 0.981 0.378

방음패널 사용 등 실간 방음 설계 10 13.7 3.92 3.80 4.07 3.95 2.351 0.099

부엌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고형화 장치 

설치
10 13.7 3.78 3.70 4.00 3.74 2.345 0.100

부엌과 욕실에 기계환기 설비 적용 19 26.0 3.77 3.68 4.14 3.47 7.618 0.001

블라인드나 루버 등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차폐할 수 있는 설비 적용
9 12.3 3.66 3.58 3.81 3.63 1.482 0.231

가변성 있는 구조를 적용 17 23.3 3.66 3.58 3.63 3.79 0.550 0.578

조습 및 축열기능이 있는 내장재 사용 2 2.7 3.62 3.56 3.74 3.68 0.886 0.415

위생적인 상수공급을 위해 상수도로부터 직

접 급수
10 13.7 3.55 3.49 3.70 3.56 1.058 0.350

물을 이용한 실내 공기오염물질 제거 설비 

적용
1 1.4 3.30 3.27 3.33 3.32 0.097 0.907

코르크판 등 전/자기장의 차단을 위한 재료

를 적용
1 1.4 3.24 3.18 3.33 3.37 0.934 0.396

수선이 용이하도록 배선 및 배관용 터널을 

마련
10 13.7 3.19 3.74 3.86 4.16 2.658 0.074

공간 

계획

작은 공간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수납계획 17 23.3 4.28 4.19 4.49 4.21 3.015 0.052

실내 최대 자연채광 유입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
16 21.9 4.22 4.10 4.43 4.26 4.853 0.009

바닥단차 해소 등 노약자, 장애자를 배려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
16 21.9 4.21 4.11 4.23 4.42 2.165 0.119

자연냉방과 환기를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 14 19.2 4.16 4.04 4.30 4.37 4.204 0.017

1층 앞마당 제공 등과 같이 1층과 최상층에 

특화요소를 제공
17 23.3 3.97 3.92 4.00 3.79 0.552 0.577

가족형 변화에 대응 가능한 가변형 평면제공 18 24.7 3.88 3.87 3.84 3.68 0.480 0.620

가족 구성에 알맞은 맞춤형 평면 제공 12 16.4 3.83 3.76 3.93 3.68 1.004 0.369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가

구를 적절히 사용
16 21.9 3.80 3.67 4.02 3.63 3.530 0.032

태양열 획득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 9 12.3 3.74 3.65 3.79 3.89 1.121 0.329

식물도입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 16 21.9 3.70 3.67 3.72 3.63 0.153 0.859

전실공간과 서비스공간을 연계 16 21.9 3.66 3.63 3.70 3.47 0.755 0.472

대형 발코니를 제공 13 17.8 3.42 3.42 3.51 3.11 1.737 0.180

전통공간 요소를 도입 8 11.0 2.95 2.97 2.93 2.89 0.108 0.897

명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 4 5.5 2.73 2.68 2.81 2.58 0.776 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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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시스템 관련 분야에 적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0.13%(22명)이었으며, 빈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부엌

과 욕실에 기계환기 설비를 적용한다.(26.0%)’와 ‘실별 온

도제어 시스템을 설치한다(24.7%)’ 고, 빈도가 가장 적게 

나타난 항목은  ‘코르크판 바닥재 설치 등 전자기장의 차

단을 위한 재료를 적용한다.(1.4%)’와 ‘공기 중 먼지 제거

용 분수 등 물을 이용한 실내 공기오염물질 제거 설비를 

적용한다.(1.4%)’ 다. 핸드폰, TV 등의 전자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전자기장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지

만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습도조절과 관련되어 환

기설비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재료 등 설비 외의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는 설비 이외의 

측면에서의 시도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간계획관련 분야에 적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8%(21명)이었으며 ‘명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

다.(5.5%)’, ‘전통공간 요소를 도입한다.(11.0%)’와 같이 거

주자의 심리적인 건강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빈

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공간의 가변성, 효율성과 관련된 

항목은 적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주택 내부에서의 인간의 건강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건강성은 간과한 채 신체적․생리적인 건강의 

측면이 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3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

1)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항목별 중요도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측정은 5점리커르

트 척도를 이용하 으며, 4개의 범주인 자원, 에너지, 시

설 및 시스템과 공간계획 각각의 항목에 대한 총 평균은 

3.79이며, 분야별 중요도의 평균값은 <표5>의 총평균과  

같다.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에 대한 각 문항들이 응답자마

다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신

뢰도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

계수가 0.87이상이었으며, 전체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88

로 나타났다.

 네 개의 범주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도는 보통 이상의 

값을 나타냈고, 각각의 분야에 대한 평균값은 자원관련 

분야에서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에너지관련 분야에

서 3.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중요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난 5개의 항목에 에너지 관련 항목이 포함

되지 않았다.  

자원관련 항목의 평균 중요도는 3.90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절수형 변기 등 

물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수형 기기 사용(4.51)’과 ‘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4.06)’으로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 측면보다는 계획시 소비를 줄이는 측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재활용과 같이 다

차원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에너지 관련 분야의 평균 중요도는 3.68로 나타났으며, 

이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실별 냉난방 

온도조절 시스템 적용(4.10)’과 ‘남측면을 개방하여 자연

광을 도입한다(4.08)’이다. 온열환경, 빛환경과 관련된 항

목 중 가시성이 큰 항목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으

며, 열방출량 감소를 위한 대책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중

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시설 및 시스템 관련분야의 평균 중요도는 3.83으로 나

타났으며, 재료 및 구조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항

목인 ‘인체에 무해한 마감재 사용(4.32)’, ‘층간 방음 설계

(4.30)’, ‘녹슬지 않는 배관 사용(4.26)’, ‘자연소재 재료 사

용(4.01)’ 등 재료의 선택과 음환경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층간 소음과 관련된 항목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공간계획 관련분야의 평균 중요도는 3.73으로 나타났으

며, ‘효율적인 수납계획(4.28)’, ‘자연광 도입을 고려한 배

치(4.22)’, ‘안전한 공간계획(4.21)’의 항목에서 높게 나타

났고, ‘전통공간 요소 도입(2.95)’, ‘명상을 위한 공간 제공

(2.73)’의 항목에 대한 중요도는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거주자의 신체적 건강성과 관련된 항목

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심리적인 건강과 관련된 

항목은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항목이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관련 항목의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원인으로 생각된다.

2) 종사 분야에 따른 계획요소의 중요도 차이

종사분야 분류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중요도  

평균의 비교를 위해 종사분야를 건축, 인테리어, 연구와 

같이 3분야로 구분하여 F검정을 실시하 다(<표5>의 F

검정). 그 결과 각 집단의 전체 평균값은 건축 3.71, 인테

리어 3.85, 연구 3.78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총 50개의 

세부항목 중 8개의 세부항목에서 종사분야에 따른 응답

자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8개 항목 모두에서 건축분야 종사

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인테리어와 연구 분야 전문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술개발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

해서는 연구분야 전문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공간 

계획과 시스템적 적용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분야 전문가

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조사 대상자의 종사분야 

특성에 따라서 중요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인테리어 전

문가들의 업무 특성상 실내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주택 실내의 환경친화성에 대해 더 많이 

접할 수 있어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 해석된다. 

4.4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적용시 문제점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를 단위주거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의 문제점은 응답자의 63%가 ‘비용의 부담’이 문제라고 

답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인식부족(10%)’, 

‘관련자재 개발 미비 및 부재(9%)’로 나타났다.<그림4> 

이는 전문가들이 적용을 하고 싶어도 적용으로 인한 비

용상승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비용상승을 이해

할 만한 소비자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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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를 공간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비용’이 상승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비용을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창의적으로 환경친화적 계획을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겠다.  

그림 4.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적용시 문제점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환경친화성이 앞으로의 도시환경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부각되어 더욱 중요시되고, 인간의 삶을 가장 

근접하게 담고 있는 단위주거 공간에서의 발전이 미진한 

상황에서, 환경친화성을 실내에 중점을 두어 살펴본 시도

로서, 앞으로 아파트 단위주거 공간의 환경친화성 발전을 

더욱 고무시키고자 하 다. 환경친화성은 전문가나 일반

인을 통해 모두 고려되어야 하지만, 특히 주택에 환경친

화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은 전문분야인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을 실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환경친화

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과 의식을 갖고 있는 지를 파악

하고자 하 다.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

재 환경친화적 주택의 현황 파악과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의 의식은 실천보다는 생각에 머물고 있었으며 

특히 실천에서도 개인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하 다. 이처럼 

우리사회 환경친화적 발전에 향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실천에 대한 의지의 부족은 우려되는 점이며 이들의 실

천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의 일면을 보

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적용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있

었는데, 이는 환경친화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해와 준비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환경친화적 계획요

소의 중요성은 전반적으로 보통이상 이었지만, 근본적으

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낮았으

며, 소극적인 항목과 가시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중요도

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로 인식

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한 이해와 정보

가 부족하 다. 이는 앞으로의 환경친화적 주택을 개발하

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전문가들의 의식수준이 

낮은 항목이 간과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적용을 위한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의 문제’ 다. 이는 자재 등의 적용으로 인해 실질적

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부담이 커지고 이를 이해

할 수 있는 소비자 층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계

획요소들이 폭넓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용상승’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환경친화성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친화적 환경의 창조에 직접적으로 공헌하

는 전문가들의 역할을 감안할 때 환경친화적 주택의 개

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문가와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

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친화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을 위해 

관련 자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제반 계획요소

들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보

급되어야 한다. 즉, 전문가들이 책임감 있는 전문가로 거

듭나도록 다양한 정보의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

운 접근방법을 개발하여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를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함으로써 법제적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전문가들이 전문지식과 

실천 경험, 책임의식이 낮은 상황을 보다 개선될 수 있고,  

환경친화 계획요소의 폭 넓은 적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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