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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n apartment housing, balcony is semi-outdoor space for storage and drying laundry. Recently, this

semi-outdoor balcony space has been merged into indoor living space with the legal permission of balcony

extension. It results in disappearance of the original function of balcony in apartment housing.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better utilization of balcony extension by analyzing how balcony has been extended and used, and

what residents' needs are. This study asks 400 housewives living in apartment housing in Jangyu new urban

area, Kyungnam. Findings are : 1) Balcony extensions are carried out in a living room, a large bedroom and a

small bedroom. Most extensions are made for enlarging adjacent indoor living space; 2) Original balcony that is

not extended is used for drying laundry, resting, flower pot, storing, and kid's playing; 3) The residents recognize

that problems of balcony extension are the decreased heating efficiency, the reduced soundproofing effect, the

loss of spare housework space, and the disappearance of buffer between indoor and outdoor space; 4) Many

residents want to extend their balcony space of a small bedroom and a large bedroom and to keep the balcony

space of a kitchen-dining room and a master bedroom as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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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에 대한 해

결책으로 등장하게 된 아파트는 사회변화와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하여 오고 있다. 아파트의

발코니 공간은 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반 외부공간(semi-outdoor space)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환기, 채광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장독보관, 빨래건조 등

거주자의 생활보조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다. 2005년 12월

5일 발코니 확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아파트 발코

니에 새시창을 설치하거나 발코니를 거실과 다른 실들의

일부로 확장하여 내부공간화시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발코니의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내부공간의 확

장을 위하여 거의 모든 발코니를 확장하는 성향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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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연결해 주는 완충공

간이 사라지고 구조적 안전상의 위험 가능성, 에너지 소

비량의 증가, 외부소음 차음효과 감소 등의 문제점이 제

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과거의 발코니는 전용면적 이

외에 주어지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초기단계부터 발코니가

확장된 평면으로 설계하여 입주를 할 때 사실상 강요를

통해 일괄적으로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다.1)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발

코니의 확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와 옳다면 어떤 방향으

로 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코니의 의미와

기능 및 우리나라 아파트 발코니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발코니 확장실태와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거

주자 의식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발코니 공간

의 바람직한 확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박소희,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한 사용자 인식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시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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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발코니의 의미와 기능 및

우리나라 아파트 발코니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여부 및 확장시의 문제점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정도를 조사하며, 셋째, 발코니 공간

의 사용용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넷째, 발코니 공간의

확장 및 존속요구를 조사하는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발코니의 의미와 기능

발코니(balcony)의 사전적 의미는 건물의 2층 이상의

벽에서 실외로 달아내어 만든, 지붕이 없고 난간이 둘리

어진, 건물의 위층에서 외부로 뻗어 나온 공간으로서 약

1m 높이의 칸막이나 난간 또는 난간동자로 둘러싸여 있

는 것을 의미한다.2)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서는 발코니와 노대를 같은 개

념으로 취급하였다. 노대는 이슬을 맞고 외부를 관망하

는 장소로 정의하고 공동주택 발코니를 ‘노대’로 규정하

여 난간에 창문을 설치하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장독

대, 빨래걸이, 화분 등을 놓아두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2005년 12월 공동주택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허

용한 이후로 발코니와 노대에 대한 용어정의와 기능을 분

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재 노대는 건축법상 발코니

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난공간 등으로 사용되므로 구조변

경 및 칸막이 설치를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발코니는 아

파트에서 외부와 접하는 유일한 장소임과 동시에 실내의

연장공간으로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발코니는 거

주자의 요구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보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3)

아파트 발코니의 기본적인 기능은 외부공간, 서비스

공간, 수납공간, 비상대피공간의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4). 외부공간기능은 발코니 공간에 화초나 화분, 분수

등 작은 정원을 만들어 자연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휴식과 정서생활을 위한 기능으로 주로 거실과 연결된

발코니의 용도로 많이 이용된다. 서비스 기능은 세탁, 건

조 등 가사작업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특히 주방과 연결

되어 있는 발코니가 보조주방, 식품저장, 세탁물의 건조

등에 이용된다. 또한 수납공간 기능은 장독대, 유아의 놀

이기구, 책,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 다양한 물건을

수납하는 기능을 말하며, 비상 대피공간 기능은 화재발

2) 동아일보․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9, 1993, p.34

3) 권혁삼․전우현․박준영, 공동주택 발코니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6권 제1호, 2006, p.82

4) 윤인원․오덕성, 아파트 발코니 사용실태와 거주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획계) 제19권 제2호, 1999,

p.68

생 등 비상시에 대피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2. 발코니 관련 법규의 변천

발코니와 관련된 법규는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1978년 주택청약예금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규모

를 전용면적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양신청 가능한 주택규

모를 한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건설사에서는

발코니를 전용면적 외의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하여 아파

트 면적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따라서 전

면 발코니의 길이는 증가하게 되었다.

1982년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

정방식은 발코니 난간의 개방정도(노대와 바닥면적의 외

곽선으로부터 그 지붕에 이르는 수직면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난간벽인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였으며

1986년 12월에는 바닥면적 산정방식을 개방정도에서 노

대의 깊이로 개정하여 1.2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동일한 조항의 내용을 개정함으

로써 공식적으로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을 바닥면적 산입

에서 제외시켰다. 1988년 2월에는 다시 노대의 깊이에

따르던 바닥면적을 면적(난간설치에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

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으로 개정함으로써 발코니

를 전면 외벽에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거주자들의 불법

적 새시의 설치가 일반화되었다. 이에 1993년 3월 건축

법 시행령을 통해 허가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발

코니 새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00년 6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보면 아파트 경

관 개선대책으로 발코니 면적의 15%를 간이화단으로 설

치할 것을 조건으로 발코니 너비를 난간설치에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넓어진 발코니를 전용면적화하려는 불법 확장이

증가하게 되자 2003년 12월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

심의 및 허가기준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새시

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2005년 12월 건설교통부는 대통령령 제1916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공식적으

로 허용하고 발코니와 노대의 용어를 분리하였다. 그리

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15호를 신설하여 건설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

으며 제46조에 4항과 5항을 신설하여 대피공간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제119조 1항 3호 다목을 개정하여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

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

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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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형 발코니(26평형)

서울시 용산구 한강맨션, 1971

<그림1> 1960년대 발코니

사례

다면형 발코니(48평형)

서울 구로구 구로롯데, 1999

<그림 3> 1990년대 발코니 사례

전면형 발코니(23평형)

서울 영등포구 수정아파트, 1976

양면형 발코니(43평형)

서울 강남구 청실1차아파트, 1979

<그림 2> 1970년대 발코니 사례

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5)

2.3. 우리나라 아파트 발코니의 변천과정

우리나라는 1958년 종암아파트를 시작으로 아파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59년 개명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여닫이문을 통해 출입하는 별개의 공간형태로서 발코니

공간이 형성되었으며 이 공간은 폐쇄적인 형태로서 조망

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1960년대부터 발

코니는 아파트의 필수공간으로 계획되어졌다. 1962년 마

포아파트는 단위주택 전면 전체에 발코니를 설치하였지

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거실 등의 전면에만 부분적으로

발코니를 설치하는 부분형 발코니 형태를 취하였다6). 이

는 이전과는 다르게 거실 전면 창의 창대를 거실바닥까

지 내리고 그 창을 통해 곧장 전면 발코니로 나갈 수 있

는 형태로 현재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코니 형태

와 같았으며 1970년대 초까지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단위주택 전

면 전체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전면 연

속형과 돌출형 발코니 등 개방

형 발코니가 공존하였다. 그

중 전면형 발코니는 대개의 경

우 단위주택 전면에 위치하는

거실과 침실의 전면 전체에 발

코니를 두는 형태로 오늘날까

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전면형 발코니가 등장한 다음

에는 후면 발코니가 등장하여 부엌의 보조공간과 수납공

간 등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전면 발코니와 후면

발코니가 양면으로 설치된 양면형 발코니가 나타나게 되

었다. 전면형 발코니는 주로 생활 발코니로 사용되고 후

면 발코니는 서비스 발코니로 발달되었다.

5) 강부성 외 6인,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6) 염대건, 아파트 발코니 개선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 -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1980년대에는 사각형, 호형, 돌출형 등 발코니의 형태

가 다양해지고 단위세대의 발코니 개소가 점차 늘어났

다. 전면 연속형 발코니의 형태가 정착되었고 일부는 새

시를 설치하여 내부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거

주자의 요구에 따라 발코니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발코니

면적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발코니의 면적과 폭을 확대하여 단위세

대의 외벽 전체를 따라 1.5m

깊이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

이 관행적인 설계규범으로 정

착되었다. 1990년대 공동주택

의 미분양 증가로 인하여 아

파트 평면이 다양하게 개발되

면서 발코니 형태도 다양해졌

으며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하

기 위하여 다면형 발코니가

나타나게 되었다.

2005년 12월 발코니 확장법

이 통과됨에 따라 발코니의 너비는 평균 1.5m로 제한되

었으며 발코니를 확장하는 거주자가 증가하였다. 2000년

대에는 다면형 발코니에 더하여 실과 실 사이에 계획된

발코니인 포켓형 발코니가 나타났으며 이 포켓형 발코니

는 주로 인접한 실로 확장하여 사용하였다.7)

포켓형 발코니(43평형)

경기도 화성시 동탄 예당 롯데캐슬,

2009

확장형 발코니(33평형)

경남 김해시 율하e-편한세상, 2009

<그림 4> 2000년대와 확장형 발코니 유형 사례

이상 살펴본 연도별 발코니의 유형 및 특성 변화과정

을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2.4. 아파트 발코니 관련 연구동향

아파트의 발코니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 중 본 연

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7) 이창석․장림종, 민영아파트 발코니의 이용실태 분석 및 확장에 관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3권 8호, 2007, pp.108-109

박소희, 전게서, 2007, pp.9-13

8) 강부성 외 6인, 전게서의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작성한 것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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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면발코니 후면발코니 발코니 유형 특성

1950년대

· 별도 공간형태의 발코니

- 여닫이문으로 출입하는 폐쇄적 형태

- 조망, 휴식공간으로 사용

부분형 발코니

· 1950년대 최초의 공동주택 등장이후 70년대 초

까지 일반적인 형태

· 거실 등의 전면에만 부분적으로 설치

· 좁은 면적으로 인하여 이용함에 불편함이 있음1960년대

· 거실 등 전면에만 위치하는 부분형

발코니 형태

· 아파트의 필수공간으로 자리잡음

· 후면발코니의 등장

- 부엌의 보조공간과 수납공간 등으

로 사용

- 우리나라 생활양식에 바탕 둔 형태

- 1970년 초까지 보편화

1970년대

· 전면 연속형과 돌출형 발코니 등 개방

형 발코니 공존

- 거실과 침실의 전면에 연속적인 형태

- 오늘날까지 일반적인 형태

· 전면발코니의 면적증가(중반)

- 전용면적 외의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

- 민간아파트 발코니 전면 전체에 계획

- 생활 발코니로 사용

· 면적 축소와 증가의 혼재(후반)

· 부엌 보조공간으로 사용

- 다용도실의 역할

- 부엌의 작업동선과 연결

- 부엌의 보조공간과 수납공간으로

이용

전면형 발코니

· 1970년대 중반이후에 등장. 가장 일반적인 형태

· 거실과 침실의 전면에 연속되게 설치

양면형 발코니

· 1970년대 중앙집중식 난방 도입으로 부엌이

넓어지면서 등장

· 전면발코니는 생활발코니로, 후면발코니는 서비스

발코니로 사용

1980년대

· 발코니 형태의 다양화

- 사각/호형/돌출형 발코니

· 발코니 개소 늘어남.

· 전면 연속형 발코니 형태 정착

· 새시 설치하여 내부공간으로 사용

· 계단실형

- 후면발코니와 별도로 분리된 다용

도실 설치

- 다용도실과 연결된 후면 발코니

등장

1990년대

· 다면형 발코니 등장

· 발코니의 면적과 폭 확대

· 아파트 평면, 발코니 형태의 다양화.

- 발코니 면적을 최대한 확보

· 다용도실의 후면 발코니화

· 계단실형-후면발코니 다용도실 급증

· 편복도형-다용도실기능 전면발코니로

이동
다면형 발코니

· 1990년대 공동주택의 미분양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아파트 평면개발이 이루어짐

·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발코니 공간을 제공

2000년대

· 포켓형 발코니 등장

· 발코니 너비 2m로 증가(2000.7)

· 발코니 너비 1.5m로 축소(2005.12)

· 발코니 확장 가구 증가

포켓형 발코니

· 다면형 발코니에 더하여 실과 실 사이에 계획된

발코니

· 외부로 개구부가 있어야만 발코니가 됨

· 실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표 1> 연도별 발코니의 유형 및 특성 변화

하나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아파트의 평면변화 특성

을 분석한 연구들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기 전과 후

의 평면을 비교분석한 연구들9)과 확장 계획된 발코니의

평면을 분석한 연구들10),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실의 장

단변비 변화를 분석한 연구11)등이 있었다. 두 번째는 발

코니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안한 연구12)가 있었으

며 세 번째는 본 연구와 동일한 유형으로 발코니의 확장

여부와 이용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등을 조사한 연구13)

9) 김민철․이동기․이진욱,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위주호 평

면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

축학회 제11권 제4호 통권 40호, 2009, pp.65-74

김민규,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평면변화에 대한 연구-판

교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제25권 제7호 통

권 제249호, 2009, pp.149-156

10) 배선영․강인호, 확장계획을 통해 본 발코니 공간특성 분석, 대한

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 pp.27-32

서붕교․최정오, LH공사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계획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1호 통권84

호, 2011, pp.146-153

11) 진경일․안병욱, 아파트 실의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실의 장단변비

변화와 거주자의 선호도 조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 제

41호, 2003, pp.104-111

12) 권혁삼․전우현․박준영, 공동주택 발코니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

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6권 제1호, 2006, pp.81-84

13) 권윤지․강순주, 아파트 거주자들의 발코니 인식과 요구도 분석을 통

한 단위평면계획, 한국주거학회 추계발표대회논문집, 2006, pp.443-447

이창석․장림종, 전게서, 2007, pp.107-114

성병민․김원필, 입주자 설문조사를 통한 공동주택 확장형 발코니

공간전용 만족도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7권 제11호, 2011,

가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연구들은 발코니 공간

을 공간별로 구분하여 보지 않고 전면과 후면 또는 전반

적으로 보고 접근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

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서울을 중심

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와 그 거주자들을 대상으

로 진행함으로써 지방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

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해시 장유면 신도시에 위

치하고 있는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각 발코니 공간

별로 확장 여부에 따른 이용실태와 만족도, 확장 및 존

속요구 등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구분되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조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최근 지속적으로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도시에 위치

하고 있는 아파트 거주자 중 주부 399명이다. 현재까지

입주한 장유면 신도시의 총 62개 아파트 단지 중 조사대

상이 속한 아파트는 59개 단지였으며, 단지 내 휴게공간

과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본 조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

pp.31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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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부 3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2. 조사내용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구체적인 내용

조사 대상자 특성 연령, 가족수, 월평균 소득

주거특성
아파트 규모, 거주기간, 소유방식,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아파트 만족도

발코니 확장실태
- 발코니 확장여부, 확장한 발코니의 종류, 발코니의

사용용도

발코니 확장 관련

거주자 의식

- 발코니 비확장 이유

- 발코니 확장 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정도

- 발코니 공간별 만족도

- 발코니 공간별 확장 및 존속요구

<표 2> 조사내용

3.3. 조사방법

본 조사는 사전교육과 예비조사를 거쳐 훈련받은 실내

디자인 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 6인이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하고 보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0년 8월 15일부

터 24일까지 10일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2011년 2월에 조

사대상 아파트를 방문하여 발코니 사용용도에 대한 사진

촬영을 실시하였다.

3.4. 자료분석

조사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한 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카이검증,

ANOVA를 이용한 F검증과 던컨의 사후검증, t검증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4. 조사결과 분석 및 논의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는 연령이 30대인 주부가 72.9%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40대가 17.3%로 대부분이 3,40

대였다.<표 3> 가족수는 4인 가구가 59.6%, 3인 가구가

25.8%로 3,4인 가구가 대부분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32.1%, 300-400만원 미만이 31.6%,

400만원 이상이 28.1%의 순으로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

평균 근로소득14)인 257만원보다 많은 가구들이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은 <표 4>와 같다. 아파트 평

형대는 30평형대가 62.0%로 가장 많았고 20평형대는

29.2%였으며 40평형대 이상은 8.9%로 가장 적었다. 이는

이 지역 전체의 아파트 분포15)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분

14) KOSIS국가통계포털, 2011년 3/4분기 우리나라의 한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2,573,557원임.

15) 장유넷(http://www.kimhae.com), 장유아파트 비교표, 조사대상 지

역의 아파트 분포는 20평형대가 35.6%, 30평형대가 52.0%, 40평형

거주자 특성 구분 f %

연령

20-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26

291

69

13

6.4

72.9

17.3

2.5

계 399 100.0

평균(s.d.) 36.27세 (5.6)

가족수

2인 이하

3인

4인

5인 이상

31

103

238

27

7.8

25.8

59.6

6.8

계 399 100.0

평균(s.d) 3.65인 (0.742)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33

128

126

112

8.3

32.1

31.6

28.1

계 399 100.0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 (N=399)

포이다. 거주기간은 1년-3년 미만이 36.9%, 3년-5년미만

이 25.4%, 1년 미만이 18.8%, 5년-7년 미만이 15.6%의

순이었다. 아파트 소유형태는 소유가 58.6%로 가장 많았

고 전세·월세가 38.6%였다. 방의 개수는 3개가 82.2%로

대부분이었으며, 욕실의 개수는 2개가 84.5%, 1개는

15.5%에 불과하였다.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41점으로 높았다.

주거 특성 구분 f %

아파트 규모

20-30평형대 미만

30-40평형대 미만

40평형대 이상

117

247

42

29.2

62.0

8.9

계 399 100*

거주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7년 미만

7년 이상

75

147

101

62

13

18.8

36.9

25.4

15.6

3.3

계 398 100*

아파트

소유방식

소유

전세, 월세

기타

234

154

11

58.6

38.6

2.8

계 399 100.0

방의 개수

2개

3개

4개 이상

31

328

40

7.8

82.2

10.0

계 399 100.0

평균(s.d) 3.02개 (0.422)

욕실의 개수

1개

2개

62

337

15.5

84.5

계 399 100.0

아파트 만족도

아주 불만족(1점) 3 0.8

불만족(2점) 30 7.5

그저 그렇다(3점) 180 45.1

만족(4점) 173 43.4

아주 만족(5점) 13 3.3

평균(s.d.) 3.41(0.71)

<표 4>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N=399)

4.2. 발코니 확장여부와 문제점 인식정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여부와 확장

한 발코니 공간의 종류,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이유,

대 이상이 12.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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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에 따른 문제점 인식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코니의 확장여부와 확장한 발코니의 종류

조사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여

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발코니를 확장한

거주자는 17.8%(71세대)였고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거

주자는 82.2%(328세대)로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가구

가 많았다. 이와 같이 발코니를 확장한 가구의 비율은

아파트 평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아파트 평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형대
발코니 확장여부 계

f(%)확장 f(%) 비확장 f(%)

20평형대 14(12.1) 103(87.9) 116(100.0)

30평형대 49(19.9) 198(80.1) 246(100.0)

40평형대 이상 8(22.9) 27(77.1) 35(100.0)

계 71(17.8) 328(82.2) 399(100.0)

<표 5> 발코니 확장여부 (N=399)

확장한 거실 발코니 확장하지 않은 거실 발코니

<그림 5> 거실 발코니를 확장 및 비확장한 사례

거주자의 특성과 주거특성에 따라 이러한 발코니의 확

장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검증을 하여 알아본 결

과, <표 6>과 같이 가족수, 소득수준, 아파트 소유방식

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가족수가 2인 이하인

거주자, 소득수준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 아파트를 소유

거주자 특성

발코니 확장여부
계

χ2
확장 비확장

f(%) f(%) f(%)

가족수

2인 이하 12(38.7) 19(61.3) 31(100.0)

10.095
*

3인 17(16.5) 86(83.5) 103(100.0)

4인 38(16.0) 200(84.0) 238(100.0)

5인 이상 4(14.8) 23(85.2) 27(100.0)

계 71(17.8) 328(82.2) 399(100.0)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9(11.8) 142(88.2) 161(100.0)

6.897*
300-400만원미만 26(20.6) 100(79.4) 126(100.0)

400만원 이상 26(23.2) 86(76.8) 112(100.0)

계 71(17.8) 328(82.2) 399(100.0)

아파트

소유방식

소유 53(22.6) 181(77.4) 234(100.0)

7.464**전세, 월세 18(11.7) 136(88.3) 154(100.0)

계 71(18.3) 317(81.7) 388(100.0)

* p<.05 ** p<.01

<표 6> 거주자 특성 및 주거특성별 발코니 확장여부

하고 있는 거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많이 하는 성향을 보

였으며 소득수준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와 주택소유방식

이 전세나 월세인 가구는 확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 어느 발코니를 확장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발코니를 확장한 공간은

거실이 67.6%로 가장 많았고, 방2가 47.9%, 방3이

46.5%, 주방․식당이 5.6%, 방1이 4.2%, 방4가 4.2%의

순으로 거실과 자녀방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가 많았

다.16) 이러한 결과는 자녀방1, 거실, 자녀방2의 순으로

발코니 확장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 서울과 경기도 아

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17) 결과와 차이

를 보이는 것이며, 따라서 지역에 따라 발코니 확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결과이다.

발코니 종류 f %

거실 발코니 48 67.6

방2 발코니 34 47.9

방3 발코니 33 46.5

주방·식당 발코니 4 5.6

방1 발코니 3 4.2

방4 발코니 3 4.2

* 중복응답한 결과임

<표 7> 확장한 발코니의 종류 (N=125)

(2) 발코니 비확장 이유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확장하

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표 8>과 같다.

발코니 비확장 이유 f %

그대로가 좋아서 126 31.6

내 집이 아니라서 99 24.8

확장하고 싶지만 번거로워서/기회가 되지 않아서 82 20.6

확장이 불필요해서 73 18.3

난방효율이 감소해서 7 1.8

비용이 많이 들어서 4 1.0

빨리 입주해야 해서 1 0.3

입주 때부터 확장이 되어 있어서 1 0.3

방음효과가 감소해서 1 0.3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1 0.3

갑자기 이사 오게 되어 확장을 몰라서 1 0.3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1 0.3

습기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아서 1 0.3

오래 살 예정이 아니어서 1 0.3

계 299 100.0

<표 8>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이유 (N=299)

‘그대로가 좋아서’라고 한 경우가 31.6%로 가장 많았

으며 ‘내 집이 아니라서’가 24.8%, ‘확장하고 싶지만 번거

로워서/기회가 되지 않아서’가 20.6%, ‘확장이 불필요해

16) 방 면적의 크기 순으로 방(침실)에 번호를 붙인 것임.

17) 권윤지․강순주, 전게서, 2006, p.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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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18.3%의 순이었다. 즉 발코니 확장을 원하지 않는

거주자가 49.9%였고 확장을 하고는 싶지만 내 집이 아

니거나 번거로워서 하지 않은 거주자가 50.1%로 발코니

확장을 원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주자와 원하지 않

아서 발코니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주자의 수

가 거의 비슷하였다.

(3) 발코니 확장에 따른 문제점 인식정도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거주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5점 리커르트 척도를 사용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거주자들은 실내공간이

외부와 바로 접하게 되어 겨울에 난방효율이 감소한 점

(4.22), 방음 효과가 감소하여 소음이 심해지게 된 점

(4.20), 세탁건조, 장독보관, 간이주방, 수납공간 등 가사

보조공간이 부족한 점(4.04), 실내공간과 외부공간 사이

의 완충공간이 없어지게 된 점(3.92)을 문제라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화분이나 간이화단 공간이 줄어

들거나 없어지게 된 점(3.37), 아파트 단지의 밀도가 높

아지게 된 점(3.20), 아파트 외관이 획일적이고 단조로워

진 점(3.11)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식정

도가 약했다.

이는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발코니 공간이 내부공간화

되므로 그만큼 난방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외부소음을

이중으로 막아주던 공간이 없어지게 되어 방음효과가 줄

어들며, 수납공간 등의 가사보조공간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를 거주자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아파트 거주자는 밀도, 외관 등 아파트 공간의

외부적인 문제점보다 거주자가 생활하면서 실내 공간에

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

다. 향후 발코니 확장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발코니 확장 시 문제점 M(s.d.)

난방효율 감소 4.22 (0.840)

방음효과 감소 4.20 (0.861)

가사보조공간 부족 4.04 (0.874)

완충공간 없어짐 3.92 (0.872)

간이 화단공간 없어짐 3.37 (0.978)

밀도 상승 3.20 (0.865)

획일적인 외관 3.11 (0.850)

<표 9> 발코니 확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정도 (N=339)

발코니 확장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는 정도가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다른지를 t검증을 하여 알아본 결과,

<표 10>과 같이 완충공간이 없어지게 된 점, 간이 화단

공간이 없어지게 된 점, 획일적인 외관의 문제점들이 유

의적인 차이를 보여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거주자가

확장한 거주자보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문제점들 중 난방효율 감소, 방음

효과 감소, 가사보조공간 부족, 밀도 상승은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아 발코니 확장 여부와 상

관없이 모든 거주자가 이 문제점들을 발코니 확장 시의

문제라고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코니 확장 시 문제점 확장여부 N M t값

난방효율 감소

확장 71 4.18

-0.414비확장 328 4.23

계 399 4.22

방음효과 감소

확장 71 4.08

-1.166비확장 328 4.22

계 399 4.20

가사보조공간 부족

확장 71 4.04

-0.004비확장 328 4.04

계 399 4.04

완충공간 없어짐

확장 71 3.82

-1.124
*

비확장 328 3.95

계 399 3.92

간이 화단공간 없어짐

확장 71 3.11

-2.421*비확장 328 3.42

계 399 3.37

밀도 상승

확장 71 3.13

-0.792비확장 328 3.22

계 399 3.20

획일적인 외관

확장 71 2.96

-1.674*비확장 328 3.14

계 399 3.11
*

p<.05

<표 10> 발코니 확장여부별 발코니 확장 시 문제점 인식정도

4.3. 발코니의 사용용도 및 만족도

(1) 발코니의 사용용도

발코니 공간별 사용용도를 발코니 확장여부별로 살펴

보았다.18)

① 거실 발코니

거실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는 48가구로 이들은 거실

발코니를 휴식공간(17.4%)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

았다. 거실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329가구는 주로 빨

래건조 공간(26.4%), 휴식 공간(18.8%), 화분(13.7%), 놀

이방(11.9%)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6>

1: 서재 2: 놀이방 3: 휴식공간 4: 운동공간

5: 세탁공간 6: 빨래건조 7: 간이화단 8: 화분 9: 수납

<그림 6> 발코니 확장여부별 거실 발코니의 사용용도

18) 인접한 공간의 용도로 연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살펴보았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2호 통권91호 _ 2012.04          159

놀이방(확장) 빨래건조(비확장) 화분(비확장) 운동공간(비확장)

<그림 7> 거실 발코니 사용용도별 사례

② 방2 발코니

방2 발코니를 확장한 31가구는 공부방(12.9%)으로 사

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방2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

은 327가구는 주로 수납(42.8%), 놀이방(15.0%), 공부방

(10.7%)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8>

1: 서재 2: 공부방 3: 놀이방 4: 휴식공간

5: 세탁공간 6: 빨래건조 7: 간이화단 8: 화분 9: 수납

<그림 8> 발코니 확장여부별 방2 발코니의 사용용도

공부방(확장) 놀이방(확장) 수납(비확장) 간이화단(비확장)

<그림 9> 방2 발코니 사용용도별 사례

③ 방3 발코니

방3 발코니를 확장한 30가구는 수납공간(16.7%)과 공

부방(13.3%)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3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297가구는 주로 수납(43.4%), 놀이방

(19.2%), 공부방(14.1%)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10>

1: 서재 2: 공부방 3: 놀이방 4: 휴식공간

5: 운동공간 6: 세탁공간 7: 빨래건조 8: 수납

<그림 10> 확장여부별 방3 발코니의 사용용도

공부방(확장) 놀이방(확장) 수납(비확장) 빨래건조(비확장)

<그림 11> 방3 발코니 사용용도별 사례

④ 주방․식당 발코니

주방․식당 발코니를 확장한 가구는 4가구에 불과하였

으며 이들은 주방․식당을 확장하여 세탁공간(50.0%)으

로 사용하거나 주방․식당(25.0%), 또는 수납(25.0%)용도

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방․식당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가구는 339가구였으며 주로 보조주방(43.4%), 세탁공간

(30.7%), 수납(13.9%)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12>

1: 보조주방 2: 세탁공간 3: 빨래건조 4: 장독대 5: 수납

<그림 12> 발코니 확장여부별 주방·식당 발코니의 사용용도

보조주방(비확장) 세탁공간(비확장) 수납(비확장) 빨래건조(비확장)

<그림 13> 주방·식당 발코니 사용용도별 사례

⑤ 방1 발코니

방1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는 3가구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빨래건조 공간(33.3%)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방1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357가구는 주로 빨래건조(41.2%), 수납

(17.6%), 휴식공간(12.0%)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14>

1: 서재 2: 놀이방 3: 휴식공간 4: 운동공간

5: 세탁공간 6: 빨래건조 7: 간이화단 8: 화분 9: 수납

<그림 14> 발코니 확장여부별 방1 발코니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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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확장) 빨래건조(비확장) 휴식공간(비확장) 간이화단(비확장)

<그림 15> 방1 발코니 사용용도별 사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확장한 발코니는 대부분

각 발코니 공간과 인접하고 있는 실의 면적을 발코니 공

간까지 확장하여 실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인접한 실의

보조 역할로서의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즉 주

로 실내에 수납하기 어려운 물건이나 실내의 부족한 여

유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

으며 하나의 실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비효율적인

놀이방이나 공부방, 빨래건조, 휴식공간 등을 위한 공간으

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들과 주방․식당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수납공간이 없어지게 되므로 대

안적인 수납공간의 확보가 필요함을 말해 준다. 또한 거

실과 방1 발코니 확장은 빨래건조 공간이, 주방․식당 발

코니는 보조주방과 세탁공간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

한 대안적인 공간 마련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발코니 공간별 만족정도

발코니 공간별 만족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는 <그림 16>과 같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거실 발코니에 대한 만족도가 3.79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방․식당 발코니가 3.48점, 방1 발코니는 3.46점, 방2

발코니는 3.40점, 방4 발코니는 3.39점, 방3 발코니는

3.33점의 순이었다.

3.79
3.46 3.4 3.33 3.39 3.48

1

2

3

4

5

거실 방1 방2 방3 방4 주방식당

<그림 16> 발코니 공간별 만족도

확장을 한 가구가 46.5% 이상인 거실, 방2, 방3 발코

니의 확장 여부에 따라 해당 발코니 공간에 대한 만족도

가 다른지를 t검증을 하여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1> 이러한 결과는 확장을 하고자

하는 가구는 이미 확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고 확장을 하

지 않은 가구는 원하지 않아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

로 발코니 공간별 확장여부가 해당 발코니에 대한 만족

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분 확장여부 N M t값

거실 발코니

확장 48 3.81

0.175비확장 348 3.79

계 396 3.80

방2 발코니

확장 34 3.91

3.667비확장 360 3.35

계 394 3.63

방3 발코니

확장 33 3.55

1.385비확장 324 3.31

계 357 3.43

<표 11> 각 발코니의 확장여부에 따른 발코니 공간별 만족도

4.4. 발코니의 확장 및 존속요구

(1) 발코니 확장요구

향후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

주자의 71.9%가 발코니를 확장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확

장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8.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가구가 발코니 확장을 원하고 있으나 내 집

이 아니거나 기회가 되지 않는 등의 이유에서 확장을 하

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거주자의 경우 98.3%가

다른 발코니도 확장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발코니를 확

장하지 않은 거주자의 경우도 70.1%가 발코니를 확장할

것이라고 하였다.<표 12> 이러한 결과는 발코니를 확장

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

면서도 면적확장 등의 이유에서 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하

는 요구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발코니 확장여부

발코니 확장요구
계

f(%)확장 비확장

f(%) f(%)

확장 57 (98.3) 1 ( 1.7) 58 (100.0)

비확장 230 (70.1) 98 (29.9) 328 (100.0)

계 287 (71.9) 99 (28.1) 386 (100.0)

<표 12> 발코니 확장여부별 확장요구

현재 발코니의 확장여부에 상관없이 향후 발코니를 확

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실 발코니를 확장하

겠다고 한 가구가 37.3%로 가장 많았고 방3 발코니는

30.8%, 방2 발코니는 28.3%, 방1 발코니는 13.3%, 주

방․식당 발코니는 13.0%의 순으로 확장하겠다고 하였

다.<표 13> 이미 확장을 한 거주자의 대부분이 같은 공

간의 발코니를 확장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순위

는 발코니 확장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였고 단지 그 정

도만 달랐다. 이는 아파트를 계획할 때 거실, 방3과 방2

는 미리부터 발코니의 확장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함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결

과는 자녀방1, 자녀방2, 거실의 순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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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된 선행연구결과19)와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서울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와 경남지역 거주자간에 다

른 요구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거주자는 자녀교육을 우선시하므로 면적

이 비교적 작은 자녀방들의 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자녀

방의 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고 경남지역

의 거주자는 자녀 개개인보다는 가족단락 등 가족공동생

활을 더 중요시하므로 거실 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발코니

확장 여부
N

확장요구 발코니

거실

발코니

방3

발코니

방2

발코니

방1

발코니

주방

식당

발코니

방4

발코니

f(%) f(%) f(%) f(%) f(%) f(%)

확장 71
39

(54.9)

27

(38.0)

25

(35.2)

12

(16.9)

13

(18.3)

1

(1.4)

비확장 328
110

(33.5)

96

(29.3)

88

(26.8)

41

(12.5)

39

(11.9)

2

(0.6)

계 399
149

(37.3)

123

(30.8)

113

(28.3)

53

(13.3)

52

(13.0)

3

(0.8)

* 중복응답한 결과임.

<표 13> 발코니 확장여부별 확장요구 발코니

(2) 본래의 발코니로 존속을 원하는 발코니

향후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거실 발코니는 그대로 존속하고자 하는 가구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주방·식당 발코니는 32.1%, 방1 발코니는

28.3%, 방3 발코니는 14.0%의 순이었다.<표 14> 이러한

순위는 방2와 방3을 제외하고는 확장여부에 상관없이 동

일하였으며 단지 그 정도만 달랐다. 이는 발코니를 확장

할 경우 거실 발코니와 주방·식당 발코니, 방1 발코니는

존속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해 보고 결정하

여야 함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발코니

확장 여부
N

존속요구 발코니

거실

발코니

주방

식당

발코니

방1

발코니

방3

발코니

방2

발코니

방4

발코니

f(%) f(%) f(%) f(%)f f(%) f(%)

확장 71
27

(38.0)

26

(36.6)

25

(35.2)

8

(11.3)

13

(18.3)

1

(1.4)

비확장 328
126

(38.4)

102

(31.1)

88

(26.8)

48

(14.6)

26

(7.9)

4

(1.2)

계 399
153

(38.3)

128

(32.1)

113

(28.3)

56

(14.0)

39

(9.8)

5

(1.3)

* 중복응답한 결과임

<표 14> 발코니 확장여부별 존속요구 발코니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발코니의 의미와 기능 및 우리나라 아파트

19) 권윤지․강순주, 전게서, 2006, p.445

발코니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아파트의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 여부에 따른 이용실태와 만족도, 확장 및

존속요구 등을 조사함으로써 발코니 확장실태와 이에 관

한 거주자의 의식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발코니

공간의 바람직한 확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조사결

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등장한 초기에는 단순히

조망과 휴식을 위한 폐쇄형의 발코니 공간이 제공되었으

나, 인접하고 있는 실과 개방되는 형태의 전면 및 후면

발코니로 확대 제공되면서 전면 발코니는 빨래건조와 화

분 및 수납 등을 위한 공간으로, 후면 발코니는 부엌의

보조공간과 수납공간 등 생활보조공간으로 사용되게 되

었다.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발

코니 확장이 주로 인접하고 있는 실의 면적을 확장하기

위해 행해지기 때문에 아파트 계획단계부터 이를 감안한

실 구성으로 반강제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아파트 발코니는 아파트에서 외부와 접하는 유일한

장소임과 동시에 실내의 연장공간으로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는 생활보조공간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 발코니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

능을 고려한 발코니 확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거실 발코니와 대부분 자

녀실로 사용하고 있는 방2와 방3 발코니를 가장 많이 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확장한 발코니들은 대부분

인접하고 있는 실의 면적확장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러나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거주자의 경

우 거실과 방1 발코니는 주로 빨래 건조와 휴식, 화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녀실로 사용하는 방

2와 방3 발코니는 수납과 놀이방으로, 주방·식당 발코니

는 보조주방, 세탁, 수납공간으로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

고 있었다.

따라서 아파트를 계획할 때 모든 발코니의 확장을 전

제로 계획하기 보다는 현재 발코니의 사용용도를 수용해

줄 대안공간을 확보해 주면서 일부 발코니는 그대로 존

속하는 방향으로의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파트 발코니 확장의 문제점 중 거주자들이 강

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난방효율 감소, 방음효과 감

소, 가사보조공간 부족, 완충공간 없어짐이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을 계획할 때 바닥난방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발코니 부분의 샷시창 유리를 단열성능이 우

수한 이중유리를 사용하고 두꺼운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을 사용함으로써 난방과 차음 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공된 발코니 공간을 모두 확장하기

보다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거주자로 하여금 선

택적으로 확장하도록 함으로써 가사보조공간이나 완충공

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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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확

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주자들도 많았지만, 기존의 발코

니를 그대로 존속하고자 하는 거주자들도 많았다. 즉 거

실 발코니, 방3 발코니, 방2 발코니는 확장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많았으며 거실 발코니, 주방·식당 발코니, 방1

발코니는 그대로 존속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많았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을 계획할 때 거실과 방1 발코니는

빨래건조와 휴식, 화분, 수납공간 등의 확보를 고려하여

확장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많

은 경우 자녀실로 사용되는 방3과 방2 발코니는 확장을

하여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주방식당 발코니는 보조주

방과 세탁 및 수납공간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그대로 존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문제 등으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

으로 인하여 발코니를 확장한 가구의 사례수가 상대적으

로 적게 표집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보다 많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기 전과 후의 사용실태와 만족

도, 발코니 확장에 따른 문제점과 장점 등을 비교분석하

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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