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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of the 21st century,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actively apply this conception in various fields of social studies. Sustainability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economy, environment and society. In the case of social sustainability, a key motivation is the weakened bond within
communities that is an unfortunate characteristic of modern society. The core of social sustainability is therefore in
promoting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through constructing communities and physical environments that
support them. This study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areal enlargement of physical environment doesn't guarantee
the vitality of created community sp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the design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communal spaces in apartment complexes for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aspects: between a complex and the local society, and within the complex itself. Nine design
objectives are deduced from sixteen research reports published by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after 2000 and several
design strategies are found through architectural analyses of influential examples based on 5 fundamental values of
communal space planning.
Keywords :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Communal Spaces in Apartment Complexes, Design Objectives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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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수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경우, 공동체의식이 취약해
진 현대사회의 특징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
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커뮤니티의 형
성을 통한 사회적 소통에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물
리적 환경의 구축이 요구된다.
공동주거의 근본속성은 사적 공간과 공용공간의 혼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거환경 내의 사회적 소
통은 공용시설의 이용정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거환
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사회적 소통
의 증진을 위한 공용공간의 계획목표 및 전략을 도출하
는 것에 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의 시작은 지역적 공동체의 형성과 함께 이루어졌
다. 혈연관계가 기반이 되었던 초기 사회적 집단형태에는
가족관계에 의한 강한 유대의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서
로간의 긴밀한 교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산업을 기반으
로 하는 근대사회의 도래와 함께 도시의 규모가 확장되
고 불특정다수의 구성원들이 섞여 살아가게 되면서 현대
사회는 개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도의 미비한 사회
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개인뿐만 아니라 특
정 집단과 집단사이, 특정 집단과 그 집단이 속한 지역사
회간의 관계로 확산되고 있다.
21세기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화두가 되어 사회전반에
서 지속가능성의 성취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목표에 따라 추구될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국내아파트주거는 2000년대 이후에 공동주거환경의 질
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친환경개념의 대두에 따라 가시
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계획의
주안점(主眼點)이 양적 확산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된 시
점인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공동주거환경에 관한 연
구결과와 해외우수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아파트단지
에서 사회적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용공간의 계획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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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및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공동주거환경 내의 사회적 소통의 성립조건을 심
리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서로간의 상관관
계를 밝히고 물리적인 환경이 심리적 소통을 지원하는 장
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또한 아파트주
거의 사회적 소통체계를 단지와 지역사회, 단지내부로 구
분하여 분석의 기초 틀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
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의 형
식으로 이루어진 2000년대 이후 공공기관의 보고서 16편
의 내용을 추출하고 정리하여 9가지의 계획목표를 도출하
였다. 추출된 9가지의 계획목표는 접근성, 기능성, 공공성,
맥락성, 영역성의 5가지 근본가치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각의 가치에 입각하여 계획된 대표적 해외건축사례의 분
석을 통해 각 계획목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II. 공동주거환경 내의 사회적 소통
1. 사회적 소통(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지속가능한 개발’은 21세기의 새로운 모토(motto)로 작
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확보는 시간을 통
한 연속성의 획득1)과 인간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맞춤형
시스템의 적용2)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근본이
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성취는 흔히 공동체라고 불리는
커뮤니티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커뮤니티
(Community)는 사람들 사이에 오고가는 물리적, 정신적
교류의 체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추
구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공유를 통한 인간관계의 회
복과 사회적 소통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가 내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한 개념
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회적 소통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핵심으로서 사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커뮤니티의 유지
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2. 공동주거환경 내 사회적 소통의 필요성

사회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부여받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점차로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인간
은 생활환경 속에서 타인과 가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
고 존경과 관심을 주고받음으로써 자아를 발달시키고, 사
회의 역할 기대를 적절히 이행하고, 일생동안 타인과 상
호의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생존을 보장받고 삶의 적
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3) 즉, 인간행동의 근간이 되
1) Maser, C. (1997).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St.
Lucie Press, 54.
2) Rodale, R. (1998. 2. 5~7). Big new ideas-where are they today?.
Unpublished speech at STS Conference

한국주거학회논문집

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환경간의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을 둘러싼 물리적, 비물리적 환경과의
상호교류를 통해서만이 양호한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다.
해방이후의 급격한 근대화과정에서 정부의 추진정책에
의해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아파트단지가
대량으로 건설되면서 국내 수도권 도시의 기존 질서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페리(C. A. Perry)의 근린주구론을
원칙으로 한 국내 아파트 단지의 개발은 그간 단지내부
의 환경만을 중시하는 태도로 계획되어 왔다. 도시와의
접점이 담장으로 둘러싸이고 도시공간은 개별 주거단지에
잠식당한 채 공공공간의 질적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단
지와 지역사회간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다.
단지와 지역사회간의 양호한 사회적 소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단지 거주자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이 성립되
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단지의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지내
부의 활발한 사회적 교류는 단지와 지역사회 간의 사회
적 소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3. 공동주거환경 내 사회적 소통의 성립조건

주거(dwelling)의 최소단위인 주택의 주요한 기능은 거
처(shelter)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처란 추위나 비바람, 자
연재해나 야생동물의 습격과 같은 신체적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주거는 물리적으로 인
간의 육체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준다.4)
표 1. 주거환경의 구성요소
물리적 요소
(조형 환경)
생태적 요소
(자연 환경)
사회적 요소
(사회 환경)

배치에 따른 환경
대지, 가로망, 공원, 녹지, 주거동, 공급처리시설,
공공시설, 근린상가 등
자연환경이 지닌 대지조건
지형, 지세, 일조, 채광, 통풍, 미기후, 지하수,
소음, 진동, 배수, 배양 등
정신적이며 심리적인 주거공간의 형성요소
이웃 간의 연대, 영역성, 프라이버시, 안전성,
선호도, 혼잡, 이미지 등

주거환경은 토지의 지형, 식생, 기후라고 하는 자연적
기초조건 위에 시가지, 집락, 경지(耕地), 도시기반시설과
같은 인위적 구축을 더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물(物)적
실체5)이지만 비가시적인 영역으로서는 거주자들의 정신적
이며 심리적인 상태를 들 수 있다.6) 본 연구에서 논의하
3) 장수한·김현주·임혁(2008).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공동체. 286.
4) 김정호(1998). 주택건설의 현실과 21세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택건설 방향. 환경디자인 학술대회 자료집 삶의 질과 환경디자인, 187.
5) 이영석·남승진 편역(1999).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발언, 43.
6) 김형돈(2007). 도시·단지 계획론. 이든북스, 161. : 김영하(2005).
주거단지계획과 도시경관. 기문당, 51.

‘사회적 소통’을 위한 아파트단지 공용공간의 계획목표 및 전략 도출

고자 하는 사회적 소통은 공동주거의 바람직한 사회적 환
경구축에 핵심을 두고 있다.
덴마크 왕립대학의 교수이자 건축가인 얀 겔(Jan Gehl)
은 그의 저서 ‘Life Between Buildings(1971)’에서 옥외
활동의 유형을 필수적 활동(necessary activities)과 선택적
활동(optional activities), 사회적 활동(social activities)으로
구분하였다. 필수적 활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
이며 선택적 활동은 활동주체의 욕구에 따라 시간과 장
소가 허락하는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
회적 활동은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아이들의 놀이나 인사, 이웃 간의
대화, 집단 활동 등을 포함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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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지역사회와 단지의 접점에 형성되는 경계공간은
건축적 처리방식에 따라 선적으로 조성되기도 하고 면적
으로 조성되기도 하나 공공영역인 지역사회와 맞닿아 있
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두 영역은
공간생성의 원칙이나 목적, 기능의 부여에 있어 차별화되
며 각 영역 내에서 생성되는 사회적 소통 또한 다른 양
상을 띠게 된다.

그림 2. 아파트단지의 사회적 소통체계 구분

그림 1. 옥외활동시간과 사회적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 그래프
*출처: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필수적인 활동은 옥외환경의 물리적 질 수준과 상관없
이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선택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은
옥외공간의 질이 양호할수록 발생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
한, 사람들의 옥외활동시간이 늘어나면 사회적 상호작용
또한 증대되게 된다<그림 1>.
공동주거환경 내의 사회적 소통은 자체로서는 비가시적
인 속성을 지니지만 물리적 환경의 공동점유를 통해 사
회적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물리적인 환경이 심
리적 소통을 지원하는 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동주거환경 내에서 사회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용공간으로 주어진 물리적 환경의
질을 양호하게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립조건으로 작
용할 수 있다.

III. 아파트단지의 사회적 소통체계 구분
물리적인 환경의 질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소
통성은 아파트단지의 물리적인 영역성에 의거한 사회적
소통체계의 구분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아파트단지는
다양한 규모로 형성되지만 기본적으로 ‘단지 내부공간’과
지역사회와의 접점에서 형성되는 ‘경계공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단지의 내부공간은 기본적으로 단지거주자들을 위해 존
재하며 단지가 입지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사적인 성격을
7) 김진우 외 편역(2003).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도서출판 푸른솔, 17-20.

아파트단지의 구성을 고려하였을 때 단지내부공간은 단
지 내 거주자들의 사회적 소통을 주로 지원하며 단지의
경계공간은 단지거주자와 지역사회 간의 사회적 소통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단지의 사회적 소
통체계를 ‘단지 내부의 사회적 소통(A)’과 ‘단지와 지역
사회간의 사회적 소통(B)’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자 한다. 지역사회는 보행이나 단거리 이동에 의해 아파
트단지와 물리적인 접촉의 가능성을 갖는 영역의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아파트단지의 내부적인 사회적 교류는 개발 초창기부터
추구되어온 가치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단지라 할
수 있는 마포아파트(1962)에서도 놀이터와 휴게공간 등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었다. 아파트단지 옥외공간의 많
은 부분을 차지하는 커뮤니티시설은 단지 내 거주자들의
사회적 교류를 목표로 조성된다.
국내 아파트주거는 개발초기부터 단지 중심적 계획을
기본으로 하는 근린주구이론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었고 주
거유형 중에서 선호의 대상이 되면서 재화적인 속성이 부
각되어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
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취약한 사회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해
서는 도시의 전체적인 사회적 소통을 위해 개별적인 단
지로 존재하는 아파트주거형식의 개선이 요구되며 지역사
회를 구성하는 하부도시구조로서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IV. 사회적 소통을 위한 아파트단지 공용공간의
계획전략 도출
1. 2000년대 이후 공공보고서를 통한 계획목표의 도출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세하였겠
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에서는 그동안 양적 공
급에만 치중되었던 국내 주거환경 조성관행의 문제점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져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주거환경
제22권 제3호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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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단위주호
의 차별화된 평면계획이나 최대한의 전용면적확보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공용공간을 포함
한 단지 전체계획의 질적 향상이 추구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작성된 문
헌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국내 공동주거환경의 주요한 계
획쟁점을 도출해내는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내
공공연구기관8)에서 작성된 연구보고서는 문제제기 및 연
구쟁점의 도출, 문제의식의 적시성(適時性)과 연구자료 및
연구결과의 공신력(公信力)이 확보된 자료로 간주할 수 있
다. 2000년대 이후에 국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문제제기와 해결방안모색의 형식으로 작성된
공공보고서를 대상으로 선정한 문헌자료는 모두 16편이다.
16편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각 문헌을 동일한 위계
로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각 연
구보고서의 주요 쟁점과 연구결과로서 제시된 주거환경의
개선방향을 계획분야와 계획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
다. 도출된 계획항목은 달성하고자 하는 주거환경의 목적
성에 따라 친환경성, 사회성, 쾌적성, 안전성, 편리성, 미

관성, 경제성으로 구분9)하였으며 이 중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사회성과 관련된 항목은 총 63개가
도출되었다<표 2>. 이 중 아파트단지의 공용공간계획에
적용 가능한 항목은 총 42개로 앞서 구분한 단지내부의
사회적 소통(28 항목)과 단지와 지역사회간의 사회적 소
통(14 항목)체계에 따라 재분류할 수 있다. 분류한 계획
항목을 근본취지에 따라 상위 계획목표로 통합하고 공용
공간이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가치인 접근성, 기능성, 공
공성, 맥락성, 영역성으로 구분하였다<표 3, 4>.
2. 공용공간의 근본가치에 따른 계획전략의 도출

앞서 선별된 보고서의 핵심쟁점 분석을 통해 제시된 5
가지의 가치는 사회적 소통을 위한 공용공간의 기본조건
으로서 적용을 위한 계획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의 분석을 통한 요소의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의 건축에서 사용자와 지역사회 또는 사용자들 간의 사
회적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경향은 주거단지뿐만 아
니라 도시전반을 구성하기 위한 주요한 개념으로 작용하
고 있어 일부 사례는 도시계획적 스케일을 갖고 있다.

표 2. 보고서별 쟁점정리를 통한 계획항목의 도출 및 목적성 분류
번호 작성연도

연구제목

계획분야
물
토지와 토양

1

00-01

<환경친화적 도시근교
주거단지 개발기법>

계획항목

• 부지의 개발면적을 최소화/기존 지형의 최대한 활용

식생

• 지속성을 위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시킴
• 대상지 내에 적정 동식물을 분포시키기 위해 서식처의 양과 질을
향상시킴

에너지

• 재생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함
• 다양하고 재생가능하며 지역상황에 적합한 유형의 에너지 자원을
제공

고형쓰레기
대기환경과 교통수단

목적성

• 자연적인 배수로와 우수의 흐름을 보존
•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유출되는 것의 최소화
• 희소한 청정 자연수의 사용을 최소화

친환경성

• 고형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하고 재생가능한 건축 재료를 사용
• 재생가능한 건축 재료를 사용
• 자동차의 이용을 최소화/편리하고 자원효율적인 대중교통을 증대
•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배양

커뮤니티의 복지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00-03 위한 아파트 상품개발전략
연구>

쾌적성

• 거주민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주택을 제공

안전성

경제성

• 커뮤니티의 경제적 개발과 주택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고양

경제성

-

• 아파트 내부평면의 다양화와 내장재 및 마감재의 고급화 유도
• 수경시설, 테마공원 등의 조성을 통한 외부공간의 다양화 유도

쾌적성

• 주거안전과 주거편의 증진을 위한 첨단 시설의 설치

안전성

•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여부

안전성

• 주변의 지역성과 조화된 설계
• 공용공간 활용을 통한 거주자의 상호 교류 유도
• 주변의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및 문화시설의 제공

사회성

사회적 지속성 부여
3

00-11

<개별건물의 지속가능한
개발지표 작성(II)>
에너지 소비저감

• 태양열 및 미이용 에너지의 활용 확대
• 옥상 녹화 및 벽면녹화의 면적 확대
• 지하주차장의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 유도

8) 국내에 현존하는 공공연구기관 중 도시 및 건축 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9) 주거환경의 가치는 원(原)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사회성

•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

살기좋은 주택

2

• 거주민들이 활발한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
• 이웃 주민과 강한 연대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함
• 전통적인 한국의 문화적, 건축적 요소를 개발계획에 도입

친환경성

‘사회적 소통’을 위한 아파트단지 공용공간의 계획목표 및 전략 도출

5

표 2. 계 속
번호 작성연도

연구제목

계획분야

계획항목

목적성

• 대지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 고려
• 지역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고려
입지 분석

사회성

• 지역 기후 특성 고려/지역 에너지 자원 및 시설 고려
• 대지의 수자원적인 특징 고려/지표면과 지하면의 지질적 특성 고려 친환경성
• 현재 상태의 대지가 갖고 있는 환경 오염도 고려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 개발지역에 대한 이해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
4

00-12

<Green Town 개발사업>
수자원보전/습지대
보호

5

00-12

01-03

• 대지의 자연 물순환 체계의 활용/자연에너지의 이용
• 야생자원의 보호/공사중의 에너지절약/지역 정보 시스템의 활용
•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자연환경 보전

•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양호한 도로계획

조경계획

• 화학비료사용의 최소화와 관개용수 사용이 적은 수종 선택
• 건축물의 환경부하 감소에 효과가 있는 수종의 선택
친환경성
• 토착수종의 선택과 대지에 적합한 식물 식재의 계획
• 식재주변의 포장을 최소화/빗물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조경계획
• 기후상태완화를 위한 식생의 고려

편리성

• 기존 법적 부대복리시설 규정에서 새로운 시설의 포함
부대복리시설 법규규정의
• 기존 법적 부대복리시설 규정에 융통성 있는 운용방안을 포함
유연성 확보
•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한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살고싶은 아파트단지
만들기를 위한 커뮤니티
• 주민자치적인 커뮤니티 공간 개조가능성의 부여
다양한 형태의
증진방안 연구>
• 잠재공간의 커뮤니티 공간화
커뮤니티 공간계획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의
주거환경 평가>

친환경성

• 자연 배수의 유도/자연수의 보호/우수처리시설
• 지역 수자원 시스템과의 연계/수자원 관련 동력의 절감

교통계획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성 증대
6

사회성

-

사회성

•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개발
• 지나친 고밀개발의 지양/거주인구수에 비례한 녹지면적의 확보
• 비오톱 등 단지 내 생물서식공간의 증대

친환경성

•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주거동의 그룹핑
• NS형 주거동 배치에 의한 이웃 간의 접촉기회 증대
• 클러스터형 주거동 그룹핑/주거동 주변의 생활공간화
• 주거동 저층부분의 필로티 계획으로 주거동간의 연계성 확보 및
놀이공간조성
• 주거동 출입구 주변과 연계된 유아놀이터 및 휴게공간조성
거주자간의 일상적
접촉기회의 증대를 위한 • 주거동 출입구 전면공간의 확장으로 일상적 접촉공간 확보
• 단지 내 보행공간의 생활공간화
공간구성
• 단지 중심 보행로에 도시적 기능의 유입으로 활력 있는 가로공간
의 조성
•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로형 주거동의 도입
• 단지 내 전체 보행루트의 연계로 보행시간의 증대에 따른 일상적
접촉기회의 제공
7

01-10

<아파트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 근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보행광장과 복합공간 조성
• 보행전용공간과 단지 내 옥외생활시설의 연계 계획
• 주요 보행동선의 교차점에 보행광장과 일체화된 커뮤니티 핵 공간
거주자의 접근이 용이한 조성
커뮤니티 시설공간의 구성 • 생활영역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일상적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 주거동과 일체화된 커뮤니티 시설 배치
• 단지 진입공간에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단지 인식성의 제고
• 중앙광장에 인접한 커뮤니티 시설의 배치

사회성

• 집회소 등 다목적 공간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의 도입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가능하게 하는 시설공간
공간의 조성
구성
• 옥외 휴게공간이 있는 커뮤니티 시설 및 공간의 조성
공동체 활동에 주민의
• 주거동 주변의 공동채원 및 정원 조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 단지 내 일상적인 이벤트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홀 조성
수 있는 공간구성

8

01-12

<아파트 주거문화의
진단과 대책>

-

• 개별 단지의 시설을 특화하여 인접 단지 간 시설의 공동이용을 도모
• 계층의 적절한 혼합과 적절한 단지규모의 확보

사회성

• 주민활동공간의 설치

쾌적성

• 거주기간의 장기화 유도를 통한 정주의식의 형성
• 주민참여 프로그램 도입과 사이버화 활용
• 다양하고 변화 있는 외관의 형성 유도

사회성

제22권 제3호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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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 속
번호 작성연도

연구제목

계획분야

계획항목

목적성

• 생태자원의 활용: 생태녹지의 조성
생태자원의 복원 및 활용
• 기존 생태자원의 복원: 친환경적 옹벽녹화 및 벽면녹화, 옥상녹화

9

03-01

<환경친화 시범단지
기본계획 작성 연구>

친환경적인 경관 조성

• 조화로운 건축 및 단지 스카이라인: 층수변화 및 시각통로(통경축)
계획
• 주동 경관의 다양화: 측벽 발코니 계획

인간친화적인 단지환경 • 자연과 인간의 조화: 생태연못, 실개천
조성
• 접지층 커뮤니티 공간 계획
인간친화적인 단지환경
• 보행중심의 공간
조성

10

03-12

<생태적 주거환경 및
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계획기법을
중심으로>

-

• 자연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배치
• 쓰레기수집과 선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과
제도마련
• 중수 및 우수의 활용/친수공간의 조성
• 적극적 녹화의 적용/생태통로의 확보 및 연계
• 임상적, 경관적으로 양호한 녹지의 적극적 보전
• 보행네트워크의 조성
•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

11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04-11 신주거지 계획-지속가능한
창조적 커뮤니티 활성화
중심으로>

12

13

04-12

05-08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에 관한 연구>

친환경성

사회성

• 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개발 밀도의 적정화
• 친환경적 요소의 도입/일조나 통풍이 원활한 주거단지계획
• 환경공생을 위한 녹화계획

Amenity

• 공원 녹지의 충분한 확보/도시 내외의 자연자원의 연계
• 바람길의 확보

쾌적성

• 가로 및 공공공간의 확충 및 연계성 확보
•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 보행거리 내의 공공공간, 시설의 연결

사회성

• 보행친화적, 대중교통 지향적 체제 확보

친환경성

Connectivity

Locality

• 주민의 의견 수렴
• 주민교류를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

Hybridity

• 사회계층의 혼합
• 주거유형의 혼합
• 밀도의 혼합
• 다양한 평면과 단지유형의 도출
• 가변공간의 연출

Creativity

•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네트워크 구축
• 건강성과 쾌적성 제고/에너지 저감 및 재생에너지 사용
• 생태환경 복원/단지경관 및 조망 확보

문화와 복지가 풍요로운 • 공동체 주거단지 조성
주거환경
• 정보화된 공동체 공간 조성

친환경성

사회성

쾌적성
친환경성
사회성

안전하고 튼튼한
주거단지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무장애 주거환경 실현
• 범죄예방 및 재난방지를 위한 주거환경 구축

안전성

내구성 있는
장수명주택

• 장수명주택을 위한 건축술 구축
• 개보수가 용이한 주택(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친환경성

소음관련등급

• 경량충격음의 저감/중량충격음의 저감
• 화장실소음의 저감/경계소음의 저감

구조관련등급

•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 확보
• 수리용이성(리모델링 및 유지관리)의 확보/내구성의 확보

환경관련등급

• 조경(외부환경)의 설치/일조(빛환경)조건 고려
• 열환경 고려/실내공기질 고려

생활환경등급

•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배려

사회성

• 화재, 소방에의 대비

안전성

화재, 소방등급

사례의 선정은 계획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져 긍
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였다고 판단된 작품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으며 해외의 주거단지가 주를 이룬다.
1) 접근성(Accessibility)
접근성(accessibility)은 통행 발생지역으로부터 특정 지
한국주거학회논문집

편리성

Ecology

건강한 친환경
주거단지
<주택건설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친환경성

친환경성

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접근
성이 높을수록 통행량은 늘어나게 된다.10) 접근성은 건축
자체의 형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입지조건에
10)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http://krdic.naver.com]

‘사회적 소통’을 위한 아파트단지 공용공간의 계획목표 및 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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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 속
번호 작성연도

연구제목

계획분야

계획항목

목적성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 적정개발밀도 확보

친환경성

생활편익/문화서비스 시설
• 기초편익시설의 다양성, 근접성 제고
의 다양성, 근접성향상

쾌적성

보행/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보행/대중교통 안전성, 접근성 향상
에너지효율성 향상 및
• 화석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청정/재생 에너지 이용활성화 • 청정/재생에너지 이용시스템 구축
공기질 향상 및 대기오염 • 온실가스 발생량 최소화
물질 발생 최소화
• 공기정화 향상을 위한 단지 내 조경식재 확대

14

<지속가능성 제고를
실내 공기질 향상
• 실내 오염물질 발생량 최소화
위한
기성시가지 공동주택
05-10
수자원 이용 효율성향상 • 물 사용량 최소화/우수재활용시스템 구축
개발사업 평가모델
수질오염 최소화
• 중수도 시스템 구축
개발연구>

친환경성

토양의 안전성, 생산성 향상 • 토양의 생산성, 투수성 향상/절성토량 최소화
생태계 다양성 보존/향상

• 소생물 서식처 보존 및 신규조성
• 생태적으로 단절된 녹지면적 최소화/향토수종 보존 및 신규식재

폐기물/쓰레기 발생량
• 건설폐기물 발생량 최소화/재생재활용 자재 사용 활성화
최소화 및 재생/재활용
• 친환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 수 • 주택유형과 소유형태의 다양화
있는 커뮤니티 구현
• 커뮤니티 시설 확충
주민참여 기회 확대

사회성

• 계획, 설계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 개발밀도의 하향조정

개발방식

15

06-12

<미래형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택지 개발제도
개선 방안 연구>

단지 및 건축

교통
교통안전, 생활안전

16

08-06

<서울시 주거환경의 질
지표와 평가에 관한 연구>

• 단지기능의 분산적 집중화 및 연계

• 부지의 미기후와 조화된 설계
• 오픈스페이스의 체계화, 녹도 및 생태통로 조성
• 기존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건물 배치
• 옥상 및 벽면의 녹화
• 통풍을 최대화 한 건축계획 및 주동 배치

• 교통사고/안전사고 발생률의 저감

소방

• 화재 발생률의 저감
• 대중교통 용이도 및 이용도

주차여건

• 불법주차율의 저감

개방성
소음저감/대기 질

안전성

• 침수피해에 대한 대비

대중교통

녹지/수변

친환경성

• 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자전거도로의 설치
• 주거단지내의 차량진입 억제
• 대중교통 연결체계와 주거단지 내의 주차시설 억제
• 범죄 발생률의 저감

생활편익시설

사회성

• 토지 효율, 일조, 통풍, 환경을 고려한 블록의 형태와 배치
• 녹지면적 확보 및 연계통합

방범
자연재해대비

친환경성

편리성

• 생활편의시설의 양적확보 및 접근도 향상
• 녹지의 확보/수변공간의 확보

친환경성

• 건축 밀도의 저감/넉넉한 주차면적의 확보

쾌적성

• 소음의 저감/대기오염의 저감/차량속도의 저감

에너지, 온도, 환경부하 • 에너지소비량 저감/냉난방 부하의 저감/생물다양성의 확보

따라 달라진다. 상업시설에서 접지층은 상부 층에 비해
양호한 접근성을 갖는다. 또한 폐쇄적인 영역을 형성하는
건축형태에 비해 개방적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건축에서 접근성의 확보는 목적 공간
의 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1) 베이타운 파티오스 1-6번가(1995)
일본 치바현의 마쿠하리 신도심 주택지구인 베이타운
파티오스(Bay-town Patios) 1-6번가는 M.A.(Master Architect)

친환경성

방식으로 진행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디자인가이드
라인을 통해 대규모 주택 지구를 일관성 있게 계획한 사
례이다. 베이타운 파티오스 단지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구현과 확장이라는 골자를 토대로 가로와 건축의 관계에
주목하여 기존의 단지방식을 탈피한 ‘길’의 조성을 컨셉
으로 하였다.11) 주동은 중층의 연도형(沿道形)으로 구성되
11) 공동주택연구회(2007). MA와 하우징디자인. 도서출판 동녘,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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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단지내부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공용공간의
계획목표 및 근본가치
제시된 계획항목

계획목표

• 거주자의 접근이 용이한 커뮤니티 시설공간의
구성
• 생활영역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일상적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 잠재공간의 커뮤니티 공간화
• 주거동 저층부분의 필로티 계획으로 주거동
간의 연계성확보 및 놀이공간조성
• 주거동 주변의 공동채원 및 정원 조성
• 주거동 주변의 생활공간화
• 주거동 출입구 전면공간의 확장으로 일상적
접촉공간 확보
• 주거동 출입구 주변과 연계된 유아놀이터 및
휴게공간조성
• 주거동과 일체화된 커뮤니티 시설 배치
• 중앙광장에 인접한 커뮤니티 시설의 배치

생활영역과
인접한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

• 단지 내 전체 보행루트의 연계로 보행시간의
증대에 따른 일상적 접촉기회의 제공
• 보행네트워크의 조성

단지 내
보행루트의
연계

•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의 조성
• 기존 법적 부대복리시설 규정에 융통성
있는 운용방안을 포함
• 기존 법적 부대복리시설 규정에서 새로운
시설의 포함
•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
공간 구성
•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개발
• 단지 내 일상적인 이벤트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홀 조성
•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한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 주민자치적인 커뮤니티 공간 개조가능성의 부여
• 집회소 등 다목적 공간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의 도입

다목적기능의
커뮤니티시설
설치

• 근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보행광장과 복합
공간 조성
• 단지 내 보행공간의 생활공간화
• 보행전용공간과 단지 내 옥외생활시설의
연계 계획
• 주요 보행동선의 교차점에 보행광장과
일체화된 커뮤니티 핵 공간 조성

보행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의 일체화

표 4. 단지와 지역사회간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공용공간의
계획목표 및 근본가치
근본
가치

접근성

제시된 계획항목

근본
가치

• 단지 진입공간에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단지 인식성의 제고

단지 경계부에
커뮤니티
접근성
시설 설치

• 가로 및 공공공간과의 연계성 확보
• 개별 단지의 시설을 특화하여 인접 단지 간
시설의 공동이용을 도모
• 보행거리 내의 공공공간, 시설의 연결
•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로형 주거동의 도입
•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 주변의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및
문화시설의 제공
• 지역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고려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지역사회와의
기능성
관계형성

• 가로 및 공공공간의 확충
• 단지 중심 보행로에 도시적 기능의 유입으로
활력 있는 가로공간의 조성

단지 내 공공
공공성
가로의 도입

• 개발지역에 대한 이해
• 대지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 고려
• 주변의 지역성과 조화된 설계

기능성

계획목표

지역성과의
조화

맥락성

베이타운 파티오스 단지는 공적 가로의 도입을 통한 경
계영역의 소멸을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단
지계획에서 지역사회로부터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경계영역의 공간적인 확장을 통해 공공영역을 삽입
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아르디아 누보(1992)
일본 치바현(千葉縣)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주택인 아르
디아 누보(Ardea Nuevo)는 6개의 주동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총 405세대를 포함하고 있다. 외부공간에는 4300 m2
의 넓은 중정이 조성되었고 도서관, 미술관, 음악당, 집회
소, 학교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주동과 통합되어 설치되었
다.12)

• NS형 주거동 배치에 의한 이웃 간의 접촉기회
주동배치를
증대
통한 커뮤니티 영역성
•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주거동의 그룹핑
기능 증대
• 클러스터형 주거동 그룹핑

그림 4. 아르디아 누보 단지의 배치도
*출처: Housing developments: New concepts in architecture & design

*출처: 7개 키워드로 읽는 일본의 현대하우징

부지의 서측 결절점에는 주동과 연결된 커뮤니티시설동
을 설치하였으며 갤러리, 사무실, 티 라운지, 식당, 다실
(茶室), 워크샵실, 댄스홀, 당구장, 수영장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수용하고 있다. 커뮤니티시설동은 연접한 주동과

어 단지의 물리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고 주거동 자체
가 도시의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12) Meisei Publications (1994). Housing developments: New concepts
in architecture & design. Meisei Publications, 208.

그림 3. 마스터 플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사회적 소통’을 위한 아파트단지 공용공간의 계획목표 및 전략 도출

일체형으로 계획되어 중앙에 홀을 공유하며 공유된 홀의
일부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매개영역을 형성하였다.
국내 아파트단지의 경우 커뮤니티 시설이 양적으로 증
대되면서 주로 지하공간을 활용하거나 주동과는 별도의
영역에 설치되는 경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접근성이 저하되어 커뮤니티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거동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시설의 배치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3) 브랑스트가르트 주거단지(1988)
교외지역의 전원주택지로서 기존의 농지로 조성된 토지
구획체계를 유지한 채 개발된 주거단지인 덴마크 오덴세
의 브랑스트가르트(Blangstedgard)는 기념비적 주택전시회
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개별적인 블록에 대한 독자적인
설계가 이루어졌다. 각각의 주거단지는 2, 3개의 주거동
이 중정을 에워싸는 가구형(街區形) 블록의 형태를 취하
고 있으며 광장이나 녹지에 면한 주거동은 공공공간을 위
요(圍繞)하도록 배치되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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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기능성이 미흡하다면 활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시각적 오브제에 그치게 될 것이다.
(1) 트리시티(2000)
캐나다 토론토의 공군 기지 부지를 대규모의 국립공원
으로 조성하는 다운스뷰파크(Downsview Park) 현상설계
에서 당선된 렘 콜하스의 “트리시티(Tree City)”는 자생적
으로 성장하는 불확정적인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준
다. 렘 콜하스(Rem Koolhaas)와 부루스 마우(Bruce Mau)
는 트리시티 계획안이 ‘형태를 디자인한 것이 아닌 전략
을 디자인한 것’15)으로 완결된 형태의 마스터 플랜을 제
시하는 것이 아닌 공원자체의 진화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
는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림 6. 트리시티의 개념도
*출처: http://www.oma.nl

그림 5. 배치도
*출처: http://huri.jugong.co.kr

브랑스트가르트 주거계획에서는 흩어진 블록들의 커뮤
니티적 질서를 위해 전체 부지를 관통하는 보행자전용도
로가 중앙에 배치되었다.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하여 설치
된 주거동은 출입구를 가로 측에 마련하여 가로의 활성
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부지 중앙에 형성된 보행자전
용도로는 인접한 주거블록뿐 아니라 나머지 블록에서도
단지외부로의 이동을 위한 주요동선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체 주거단지에서 생활가로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행로의 연결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목적지로의 접
근성 및 활용빈도에 따라 위계를 부여하는 것은 방향성
의 설정과 공간성격의 점진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유
용한 대응방식이 될 수 있다.
2) 기능성(Functionality)
건축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공간을 구축해나가는
행위로서 적절한 계획을 통한 기능성의 충족이 기본이 되
어야 한다. 기능성(Functionality)은 설정된 기능이 갖는 역
할과 작용,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14)이다. 세련된
시각적 형태와 공간적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하더라도 실

렘 콜하스에 의해 계획된 다운스뷰파크는 기존의 도시
공원처럼 명확한 경계를 갖고 내부화된 방식이 아닌 ‘나
무’라는 유기적 매개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유
영역을 확장하여 도시와 공원과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서
로간의 구조적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계획되었다.
(2) 미스 사륵파브릭(1998)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미스 사륵파브릭(Miss
Sargfabrik)은 단일한 건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이다. 1998
년 완공된 이 건축물의 특징은 공용공간의 프로그램 설
정에 있다. 건물 중간층에 설치된 공용공간에는 계단식
의자가 마련되어 미끄럼을 타듯이 내려갈 수 있도록 독
특한 공간구조가 연출되었다. 이 공간에서는 영화를 보거
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회의도 가능하여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16)

그림 7. 세탁실과 도서관, 휴게공간의 통합
*출처: http://www.yea-architects.com

13) 서수정, 덴마크의 Blangstedgard, 주택도시연구원 연구관련자료
참조
14)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http://krdic.naver.com]

15) 배정한(2004). 현대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조경, 114.
16) 김성균·구본영(2009). 에코뮤니티. 이매진,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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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인 BKK-3(베카카 드라이)는 “대화를 하면 사람
이 모여든다”라는 원칙하에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의 창조를 시도하였다.17) 이들은 설계 작업
시 사용자 간의 연결에 중점을 두는데 궁극적으로 사회
적 소통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미스 사륵파브릭의 공용공간은 상이한 성격의 기능공간
이 동일한 장소에 집합됨으로써 새롭고 다기능적인 활용
이 가능하게 되었다. 커뮤니티 시설의 기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융통적인 이용가
능성을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착안점이 될 수 있다.
(3) 할렘머르 하우튀넌(1982)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할렘머르 하우튀넌
(Haarlemmer Houttuinnen)은 병렬형 집합주택이다. 부지
의 북측에 철길이 위치하고 있는데 철도에서 반경 27미
터 이내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제약조건 때문에 건물의 북측면은 차량도로에 접
하여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뒤뜰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 사라졌다.

할렘머르 하우튀넌 주택의 남측 가로는 각 주호로의 진
입을 위한 생활동선을 수용하는 보행로이면서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휴식공간 및 이웃과의 담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바람직한 생활가로
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3) 공공성(Publicness)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19)’로 정의되며 여러 가지 요
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성을 경제적 측
면에서 이해한다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공익성
(public interest)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흔히 공공
시설이 갖는 공공성의 의미로서 불특정 다수 누구에게나
사용권이 부여되는 공유성(publicly shared)의 의미를 내포
하게 된다. 인간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이론
에 입각한 공정성(fairness)과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공개성(open) 역시 공공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보
아야 한다. 건축에서의 공공성은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
로 공유성과 공개성의 개념을 대입하여 이해할 수 있다.
(1) IIT 맥코믹 트리뷴 센터(2003)
IIT 맥코믹 트리뷴 센터(IIT McCormick Tribune Campus
Center)는 IIT 캠퍼스의 새로운 학생회관으로 70년대에 비
해 학교의 면적은 두 배로 확장되었지만 학생 수는 절반
으로 줄어든 침체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명현상설계를
통해 계획안이 공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렘 콜하스의 안
이 채택되었다.20) 그는 평면계획에 별도의 기능으로 분리
된 기존 캠퍼스의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공의 흐름
을 유입하여 새로운 학생회관이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매
개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그림 8. 배치도 및 생활가로개념도

*출처: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수업

이와 같은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건축가는 건물의
남측면을 생활가로로 계획하여 풍부한 공간감을 부여하였
다. 남측가로에는 주민들이 소유한 자동차와 배달 목적의
차량만 진입이 허용된다. 가로의 폭은 7 m로 넓은 편은
아니지만 가로등, 자전거 거치대, 낮은 담장, 공용 벤치
등이 설치되었고 무엇보다 각 주호로 통하는 외부계단과
돌출된 발코니가 형성되어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흥미
로운 구성을 취하게 되었다.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주호는 남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출입이 이루어진다. 건축
가인 헤르만 헤르츠버거(Herman Hertzberger)는 생활가로
의 설치를 통해 과거의 공동체적 성격을 회복시키고자 하
는 의도를 갖고 할렘머르 하우튀넌 주택의 계획을 진행
하였다.18)
17) 베카카 드라이(BKK-3)와의 인터뷰 [http://www.yea-architects.
com/cmsmadesimple/index.php?page=bkk-3-interview_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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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배치개념도
*출처: http://www.oma.nl

렘 콜하스는 대학생활의 구심점인 학생회관 내부에 공
공성을 띤 동선체계를 적용하여 전체 캠퍼스로의 확장을
유도하고 사회적 소통의 증대를 이루고자 하였다. IIT 맥
코믹 트리뷴 센터는 주어진 기능에 공적인 역할을 부여
함으로써 시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사회적인 매개공간으
로서의 기능을 강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18) 안진이(2009) 편역.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수업. 효형출판,
150-152.
19)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http://krdic.naver.com]
20) 김문덕(2005). 렘 콜하스와 네덜란드 근현대건축. 태림문화사,
86-87.

‘사회적 소통’을 위한 아파트단지 공용공간의 계획목표 및 전략 도출

(2) 씨사이드(1981)
씨사이드는 플로리다 해변에 조성된 주거타운으로 1981
년에 건설되어 현재까지 성공적인 커뮤니티 타운으로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씨사이드의 설계자인 듀아니(Andres Duany)와 플래터자이벅(Elizabeth Plater-Zyberk)은 타운과 도시 내에 존재
해온 공공영역이 점차 사유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외현상
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병폐가 발생한다고 믿었
다. 따라서 씨사이드에서는 사유공간까지도 공공영역의 우
선권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공원과 광장처럼 일반적인
공공영역 뿐 아니라 가로, 보도, 자연지형까지도 공공공간
으로 규정되어 주호로 이루어진 사유건물들이 점진적으로
공공공간을 둘러싸면서 주거지역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씨
사이드 내의 모든 장소는 보행으로 5분 이내거리에 위치
하며 전체 타운은 친(親)보행공간으로 계획되었다.21)

11

나타낸다. 새로운 구조의 삽입 시 어떠한 건축적 대응방
식을 통하여 기존 도시구조와 긴밀한 연결성을 이루어낼
것인지는 건축가의 몫이다.
(1) 씨떼 엥떼나쇼날(1990)
몬트리올의 시가지재개발사업인 시떼 엥떼나쇼날(Cité,
Internationale)계획은 보나벤처(Bonaventure)고속도로에 의
해 단절된 중심상업지구와 몬트리올의 구도심 저(低)개발
지대를 “새롭고 의미 있는 장소”로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되었다. 설계경기를 통해 당선된 피터슨(Peterson)과
리튼버그(Littenberg)의 계획안에는 기존 도시조직을 허물
고 새로운 공간체계를 삽입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공간체
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구성요소를 삽입하는 ‘도시조직
재편(Reconstruction of Urban Fabric)’의 기법이 적용되었
다.23) 새로 계획된 시가지는 가로와 블록 등 기존 도시의
구조적 기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정되고 덧대어지는’
과정을 거쳐 탄생하였다.

그림 11. 기존 도시조직을 살린 씨떼 엥떼나쇼날의 마스터 플랜
*출처: 뉴어바니즘

국내의 아파트단지는 배치계획에 있어 개별주호의 집합
체인 주동의 위치선정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잔여 영역
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
다. 따라서 공용영역을 근간으로 한 커뮤니티의 형성이
취약해지고 공용공간 사이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성립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씨사이드 사례의 분석을 통
해 공적 질서를 우선적으로 하여 단지 계획을 이루어나
가는 과정에서 공공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소통가능성
의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맥락성(Context)
컨텍스트(Context)는 문맥(文脈)으로서 한 문장 안에 기
술된 단어, 구, 문 사이에 성립하는 의미적, 논리적 관계
를 의미하며 본디 문학에서 쓰이는 용어이다.22) 건축에서
컨텍스트는 맥락(脈絡)을 의미하며 계획의 기본개념을 설
명할 때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건축에서 맥
락은 기존 도시구조와 새로이 삽입되는 구조의 관계성을

시떼 엥떼나쇼날계획은 기존 도시구조를 최대한 유지하
면서 도시환경의 개선을 이루어냈다는 측면에서 기존 도
시조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새로운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는 국내 재건축이나 재개발방식과 빗대어 볼 때 의
미를 갖는 사례이다.
(2) 밀레니엄 빌리지(2005)
영국 런던에 위치한 밀레니엄 빌리지(Millennium Village)
는 21세기의 미래형 주거지 모델의 창출을 시도한 시범
적 정주지 개발 사업으로 도시재개발(redevelopment)이 아
닌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개념을 적용하여 계획
되었다. 설계경기를 통해 당선된 스웨덴의 건축가 랄프
어스킨(Ralph Erskine)은 ‘전통과 문화의 복원’을 기본개
념으로 18세기, 19세기 런던의 가로와 광장의 공간구조에
서 착안하여 전체적 구성방식을 완성하였다.24)
밀레니엄 빌리지는 현대식 공동주택 단지이지만 전통적
인 영국마을의 형태를 표방하여 친밀감 있는 공간구조가
형성되었다. 주거동은 공유정원을 감싸고 있는 중정형으
로 계획되었으며 주동에 둘러싸인 내부정원은 각 주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거주자 전용의 커뮤니티 공간

21) 임희지(2007)외 편역. 뉴어바니즘. 아이씽크 커뮤니케이션즈, 46.
22)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http://100.naver.com]

23) 위의 책, 161.
24) 이규인(2002). 유럽의 환경친화주택. 발언, 14.

그림 10. 씨사이드의 도시조직도
*출처: Se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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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밀레니엄 빌리지의 배치도
*출처: http://www.cabe.org.uk

이다. 밀레니엄 빌리지는 현대적으로 구축된 도시집합주
거에서 전통의 가치를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영역성(Territoriality)
영역성은 물리적 공간의 한정을 통해 사용자의 소유개
념을 강화하는 특성으로 주거단지에서는 주동의 배치방식
을 통해 옥외공간의 영역성이 설정될 수 있다. 공동주택
단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개인과 집단이기 때문에 사
적인 개인공간과 공적 성격을 지니는 공용공간이 형성된
다. 공용공간은 다양한 기능과 입지조건을 갖게 되는데
영역성의 설정을 통해 공용공간의 공적 성격에 위계를 부
여하여 특정 사용자에 의한 긴밀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1) 호타쿠보 단지(1991)
일본 구마모토시에 위치한 호타쿠보(保田窪)단지는 1950
년대 지어진 주택지와 주변 용지를 일부 매수하여 재건
축한 단지이다. 호타쿠보 단지의 설계자인 야마모토 리켄
은 “함께하는 삶”을 컨셉으로 하여 계획을 진행하였다.
호타쿠보 단지는 전형적인 중정형 배치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5개 층으로 이루어진 3개의 일렬 주거동으로 둘
러싸인 중앙광장은 각 주호를 통해서만 접근되는 거주자
전용의 공유공간이다.25)

니티의 형성을 통해 공동체의식의 지역 확산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
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아파트단지는 일반적으로 외부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내부 공용공간이 거주자들의 커뮤니
티 장소로 충실히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
회의 전체적인 커뮤니티의식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국내 아파트단지처럼 대규모로 개발되는 집합주택
의 경우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내밀한 영역을 부분적으로 설정하여 거주자들 간의
사회적 소통을 도모하고 나아가 확대된 공공영역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위계적인 전략을 활용하
는 방식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6) 소결
앞서 공용공간의 근본조건으로 제시한 5가지 가치에 입
각한 해당사례분석을 통해 건축계획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핵심 계획전략을 도출하였다.
표 5.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계획전략
근본
가치

분석된 해외사례

핵심 계획전략

베이타운 파티오스 • 단지 내 가로의 공공가로화
1-6번가(1995)
• 도시의 일부로서의 단지구성
접근성 아르디아 누보(1992) • 주호와 커뮤니티 시설의 물리적 일체화

기능성

브랑스트가르트
주거단지(1988)

• 단지내부를 관통하는 보행통로의 설치
• 주거동과 가로의 적극적 연계

트리시티(2000)

• 공공시설의 경계 소멸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기적 기능의 형성

미스
사륵파브릭(1998)

• 구심공간으로서의 공용시설 설치
• 공용공간과 개인생활공간의 적극적
연계

할렘머르 하우튀넌 • 주거동 전면에 일상 활동을 수용할 수
(1982)
있는 공용공간 설치
공공성

맥락성

IIT 맥코믹 트리뷴
• 시설 내에 공공의 흐름을 유입
센터(2003)
씨사이드(1981)

• 공공영역의 우선계획
• 가로, 보도, 자연지형의 공공공간화

씨떼
엥떼나쇼날(1990)

• 기존 공간체계를 유지한 배치계획의
적용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도시계획

밀레니엄 빌리지
(2005)

• 전통마을의 형태를 표방한 공간구조의
형성

영역성 호타쿠보 단지(1991) • 거주자커뮤니티를 위한 중정영역의 형성

그림 13. 호타쿠보 단지의 배치도
*출처: Housing Developments

호타쿠보 단지의 공유공간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배타적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도 평가받을 수 있으나 대규모
의 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주자들을 대상으
로 한 내밀한 중정영역을 제공한 것은 소집단적인 커뮤
25) Meisei Publications (1994). Housing developments: New concepts
in architecture & design. Meisei Publications, 153.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 사회적 소통을 위한 국내 아파트단지 공용공간의 계획
목표 및 전략

1) 단지내부의 사회적 소통
앞서 16편의 공공보고서 분석을 통해 단지와 지역사회
간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공용공간의 계획목표로서 접근
성확보를 위한 「생활영역과 인접한 커뮤니티 시설의 설
치」, 「단지 내 보행루트의 연계」, 기능성확보를 위한
「다목적기능의 커뮤니티시설 설치」,「보행공간과 커뮤니
티시설의 일체화」, 그리고 영역성 확보를 위한 「주동배

‘사회적 소통’을 위한 아파트단지 공용공간의 계획목표 및 전략 도출

치를 통한 커뮤니티기능 증대」의 5가지가 도출되었다.
아파트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커뮤니티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호와 커뮤니티 시설의 물리적인
일체화가 요구된다. 공용시설의 경우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자연히 이용도가 낮아지게 되고 사(死)공간으로 전
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단지내부를 관통하는 보행통로를
설치하고 그에 면한 주거동과의 연결 관계를 형성하여 지
역사회와의 사회적 소통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
커뮤니티 시설의 기능성은 사회적 소통가능성의 전제가
되는 활용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공간조직에
있어서는 구심공간화를 통해 기능성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개인생활공간과 공용공간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사회적 소통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단지 내
이동은 일차적으로 보행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주거동 전
면에 일상 활동을 수용하는 공용공간이 설치되었을 시 생
활가로로 작용하여 거주자들 간의 사회적 소통이 증진된다.
주거단지는 여러 주동의 집합으로 형성되므로 주동의
배치방식에 따른 영역의 형성이 가능하며 일부 영역에 독
립성을 부여하여 커뮤니티에의 소속감을 강화하면 긍정적
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표 6. 단지내부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계획목표 및 전략
근본
가치

단지내부의 사회적 소통
계획목표

계획전략

생활영역과 인접한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

• 주호와 커뮤니티 시설의 물리적
일체화

단지 내 보행루트의 연계

• 단지내부를 관통하는 보행통로
의 설치
• 주거동과 가로의 연결 관계 형성

다목적기능의
커뮤니티시설 설치

• 공용시설의 구심공간화
• 공용공간과 개인생활공간의 적
극적 연계

보행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의 일체화

• 주거동전면에 일상 활동을 수용
할 수 있는 공용공간 설치

주동배치를 통한
커뮤니티기능 증대

• 거주자커뮤니티를 위한 독립영
역의 형성

접근성

기능성

영역성

2) 단지와 지역사회간의 사회적 소통
앞서 16편의 공공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단지와 지역사
회간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공용공간의 계획목표로서 접
근성확보를 위한 「단지 경계부에 커뮤니티 시설 설치」,
기능성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 공공성확
보를 위한 「단지 내 공공가로의 도입」, 맥락성 확보를
위한 「주변지역과의 조화」의 4가지가 도출되었다.
지역사회에서 단지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
지 내 가로를 공공가로화 하여 지역사회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지를 도시의 일
부로 간주하여 단지 경계부를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하여
도시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더불어 단지내부의 공용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시간에 흐름에 따른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장기적인 기능성의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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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의 공공성 확보는 사유영역보다 공공영역의 우선적
계획을 통해 가능하고 주동이 아닌 가로와 보도 및 자연
환경을 공공(公共)공간화하여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관계
를 형성할 수 있다. 부지의 맥락성 확보를 위해 지역성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지의 기존 공간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적용하고 지역사회와의 물리적인 연결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전통마을의 공간구조를 적용하여
주변 환경과 새로이 조성된 단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표 7. 단지와 지역사회간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계획목표 및 전략
근본
가치

단지와 지역사회간의 사회적 소통
계획목표

계획전략

단지 경계부에 커뮤니티 • 단지 내 가로의 공공가로화
접근성
시설 설치
• 도시의 일부로서의 단지구성
기능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 단지 내 공용시설의 경계 소멸
•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능의 유기적
대응

공공성

단지 내 공공가로의
도입

• 단지 내에 공공의 흐름을 유입
• 공공영역의 우선계획
• 가로, 보도, 자연지형의 공공공간화

지역성과의 조화

• 부지의 기존 공간체계를 유지하는
배치계획의 적용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한 단지
계획
• 전통마을의 형태를 표방한 공간구
조의 형성

맥락성

V. 결 론
주거환경은 인위적으로 구축되는 조형 환경인 물리적
요소와 자연 환경인 생태적 요소, 사회 환경인 사회적 요
소의 통합으로 완성된다. 사회성은 인간의 심리에 기반을
두어 형성되어 비가시적 영역이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측정 또한 쉽지 않
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회 환경의 형성은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요한 도시계획이나
건축물의 설계 시 디자이너가 사회적인 이슈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계획의 개념을 설정하는 이유는 이 같은 사실
에 근거하는 것이다.
국내 아파트주거는 사유영역으로서의 특징이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명확한 경계를 갖고 형성된
다. 이러한 속성에 따라 아파트단지의 공간체계를 지역사
회와의 접점에서 형성되는 경계공간과 단지의 내부공간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사회적 소
통체계 또한 각각의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단지
와 지역사회간의 사회적 소통과 단지 내부의 사회적 소
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소통을 위한 아파트 공용공간의
계획목표 및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작성
된 16편의 공공보고서의 연구결과를 세분화하고 재통합하
여 9가지의 주요한 계획목표를 도출하였고 공용공간계획
제22권 제3호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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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간이 되어야하는 가치를 접근성, 기능성, 공공성, 맥
락성, 영역성의 5가지로 제시하였다. 또한 건축사례의 분
석을 통해 각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계
획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된 9가지의 계획목표와 그에
따른 계획전략은 대상이 되는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사회
적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가능하다. 또한 단지의 일
부로 계획되는 공용공간의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접근성, 기능성, 공공성, 맥락성, 영역성 등의 근
본적인 공간적 가치추구가 요구되며 다양한 실험정신에
따라 점차로 진취적인 계획방안의 도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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