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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ough Korea and China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these two countries have developed different housing

style. However, after modernization, apartments have become major housing style in both Korea and China. So

this research analyzed 240 apartment plans which was build in Seoul and Beijing in 2000s and 2010s to predict

the future trends for apart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opening direction of the front door will be

outwards as the hallway space of small apartments in China become wider as the living standards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floor sitting lifestyle, Koreans end outdoor activities when take off their shoes at the entrance hall

and continue for indoor activities, they separate entrance hall from livingroom. However, because Chinese have chair

sitting lifestyle, entrance hall and livingroom is not divided. Korean apartment shows a trend which connects

livingroom, diningroom and kitchen altogether; however, Chinese apartment shows a trend which separates kitchen

from livingroom and diningroom. Bedrooms are showing a trend of distributed layout. Master bedroom are showing

a trend which includes separate bathroom or attached room as the size of apartment increase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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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과 중국은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서

로 다른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주택형태를 가

졌다. ‘주거’는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 ‘주거’가 물

리적으로 가시화 된 형태인 ‘주택’에는 문화, 인간의 생

활양식, 행태, 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

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한국에서는 한옥, 중국에서는 사

합원, 토루 등 서로 다른 형태의 전통주택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함께 고층·고밀화가 가능한 아파트가 대

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대표적인 주거

유형으로 자리 잡은 아파트의 평면구성이 어떻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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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최근 2010-2011년과 10년을

소급한 2000년-2001년에 건설된 아파트 평면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 하였다.1) 비교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중심지

로 아파트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양국의 수도 서울과 북

경 중심2)에 위치하는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선택 하였다.

비교내용은 아파트 평면의 기본 구성요소인 현관, 거실,

식당, 주방, 침실, 욕실 등에 대한 평면구성으로 아파트

규모별3)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 아파트의 구성 요소가 아파트 규모별로 경년에 따

라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과 중국 아파트 평면의 현재(2010년대)와 10년 전의

1) 대체적인 경년변화를 볼 때 10년 주기로 보는 것이 통례이므로 최

근부터 10년을 소급하여 비교하였다.

2) 공간적 범위는 한국과 중국의 수도인 서울과 북경 지역을 선정하

여 그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의 서초구 (瑞

草區), 강남구(江南區), 송파구(松坡區)와 북경의 동청구(東城區),

시청구(西城區), 차오양(朝阳區)으로 한정하였다.

3) 아파트 규모는 소규모(100㎡미만), 중규모(100-135㎡), 대규모(135

㎡이상)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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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아파트

평형대별 분포

입주시기
100㎡ 미만 100-135㎡ 135㎡ 이상

한국

경남아파트 1 1 1 2000

대우아파트(강남) 7 2 2000

대우아파트 (송파) 1 2001

신성 노 바빌 1 2000

동부센트레빌 2 2001

롯데아파트 1 2 2000

롯데캐슬 2 2001

대림아파트 2 2001

삼성래미안(서초) 2 1 2001

삼성래미안(강남) 2 2 2000

삼성아파트(강남) 4 2000

타워팰리스 5 2001

우방아파트 3 2 2000

한신플러스타운 3 1 2001

한일아파트 2 2 2001

현대아파트 4 1 2000

현대홍타운 2 1 2001

중국

BEIJING CAPITAL

DEVELOPMENT

HOLDING tian zhu

1 6 6 2001

BEIJING CAPITAL

DEVELOPMENT

HOLDING bi yuan

5

BEIJING CAPITAL

DEVELOPMENT

HOLDING xin yi

2 2 1 2000

CHINA VANKE tian hu 2 3 2001

CHINA VANKE xiang yi 6 3 1 2000

CHINA VANKE yu jing

yuan
6 7 5 2001

<표 1> 한국과 중국의 분석대상 아파트(2000년대)  

변화 추이를 아파트 규모별로 밝혀주며, 또한 한국과 중

국아파트의 평면 구성이 그 국가의 문화와 자연환경, 생

활습관 등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다르게 형성 되었는

지 그 특징의 규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한국인이 중국에 한국인을

위한 아파트 혹은 중국인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 하고자

할 때 아파트 규모별로 한국인 혹은 중국인이 선호할 아

파트 평면 계획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인

들도 한국 아파트 평면의 경년변화를 참고하여 중국아파

트 평면의 계획 시에 참고 자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한국과 중국아파트의 최근평면과 10년전 평면의 구성

을 규모별로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아파트

평면은 각 규모별(소, 중, 대)로 20개씩으로 2000년대의

아파트 평면 120개(한국 60개, 중국 60개)와 2010년대의

아파트 평면 120개(한국 60개, 중국 60개)로 도합 240개

의 평면이 이용 되었으며 이를 <표 1>, <표 2>에 제시

한다.4) 대상 아파트의 선정에서 규모를 차별화한 이유는

현재 한국과 중국을 막론하고 아파트 면적에 따라서 공

4) 한국과 중국은 면적의 단위(한국 1평=3.3㎡, 중국 1평(=1.65㎡)가

달라 모두 제곱미터로 통일하였다.

구분 대상아파트
평형대별 분포

입주시기
100㎡미만 100-135㎡ 135 이상㎡

한국

강남 청담자이 7 2011

반포 리체 2 3 2011

반포 래미안 2 6 5 2010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3 2010

자이 2 4 5 2010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3 2010

반포 힐스테이트 3 2 2011

송파 잠실푸르지오 1 2011

강남 힐스테이트 3 2010

송파 현대힐스테이트 2 1 2010

송파 잠실푸르지오 4 7 2011

중국

BEIJING CAPITAL

DEVELOPMENT

HOLDING International

6 2 3 2011

BEIJING CAPITAL

DEVELOPMENT

HOLDING shuang jing

6 3 3 2011

BEIJING CAPITAL

DEVELOPMENT

HOLDING xin yi

9 2011

BEIJING CAPITAL

DEVELOPMENT

HOLDING guo feng

1 2011

BEIJING CAPITAL

DEVELOPMENT

HOLDING yi xian

International

3 2010

CHINA VANKE chang yang 1 1 2011

CHINA VANKE lan shan 2 2010

SINO-OCEAN yi fang 7 6 2 2010

SINO-OCEAN yi fang (Third) 5 2011

<표 2> 한국과 중국의 분석대상 아파트(2010년대)

간구성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평면

구성방식에 대한 분석 내용과 구분 방식은 아래와 같다.

① 현관 진입 방식 ; 현관 진입형, 전실 진입형.

② 현관문 개폐 방향 ; 안 열림, 밖 열림.

③ 현관 단차/신발장 유무 ; 유, 무.

④ 평면구성 ; 복도+거실형, 거실 중심형.

⑤ 거실, 주방, 식당 연계 ; L-D-K형, L-DK형,

LDK형, LD-K형.

⑥ 침실 배치 ; 집중배치, 분산배치, 혼합형

⑦ 부부침실 구성 ; 침실, 침실+욕실.

침실+전실+욕실

⑧ 남면한 공간 수 ; 2 BAY, 3 BAY.

⑨ 욕실 배치방식 ; 인접배치, 분리배치

2. 이론적 배경

2.1. 아파트 단위평면 관련 선행연구

아파트 단위평면에 관한 선행연구는 한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

되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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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현관 L.D.K 침실 욕실 면적비

1 최재권 ● ●

2 오혜경, 김도연 ● ● ●

3 최은희 ● ● ● ● ●

4 심영섭, 김두식 ● ● ●

5 방정훈, 오찬옥 ● ● ●

6 김미경 ● ● ● ●

7 추선경 ● ● ●

<표 3> 아파트 단위평면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에서의 공간별 단위평면의 분석 방법을 살펴

보면, 최재권(1998)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아파트

공실공간(公室空間)의 평면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공실공간을 L-K, L-D-K, L-DK, LDK, LD-K의 5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공실공간의 면적을 비교하였다. 오혜

경·김도연(2001)은 고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출입공간

의 진입방식과 거실, 주방, 식당의 연결방식 그리고 침실

의 구분방식을 분석하였다. 출입공간의 진입방식은 크게

현관 진입형과 전실 진입형으로 구분하였고, 침실은 일

실형, 이실형, 전실형 및 독립형의 4가지 방식으로 구분

하였다. 최은희(2003)는 공동주택 평형별 단위 평면구성

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심영섭·김두식(2003)은

초고층아파트 평면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방정훈·오찬옥(2006)은 전면2실형과 전면3실형 아파트의

평면특성 및 만족도를 비교하면서, 출입공간의 진입방식

과 거실, 주방, 식당의 연결방식, 침실 및 욕실 내부공간

을 구분하였다. 김미경(2007)은 최근 분양된 수도권 공동

주택 단위세대의 공간계획 특성을 분석하였다. 출입공간,

거실, 주방, 식당 및 침실의 구분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연구자들의 구분방식과 비슷하나, 욕실을 크게 공용욕실

과 부부욕실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에서와 다른 구분방식

을 적용하였다. 추선경(2011)은 브랜드 아파트의 단위평

면의 변화와 특성을 연구하면서 침실공간을 기존의 연구

들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공용공

간과 개인공간간의 구성유형을 개인공간이 공용공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방식에 따라 양분배치, 집중배치, 분산

배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

의 아파트 단위평면의 분석방식을 기초로 한국과 중국아

파트의 공간구성 분석에 필요하다고 판단 된 현관의 단

차, 현관의 개폐 방향, 침실 배치 방식, 부부실의 구성,

남면한 공간 수 등의 내용들을 추가하여 분석 하였다.

2.2. 생활습관과 공간배치

(1) 한국의 공간 배치특징

한국은 온돌문화로 실내에서 맨발로 활동을 하는 생활

습관이 형성되었다. 이 생활습관에 의해 벗어둔 신발을

수납할 공간이 현관진입 공간에 필요하였다. 그래서 한

국의 현관은 바닥에 단차를 두어 명확히 출입구와 구분

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것은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형성

된 특성이기도 하나 난방시스템에 의한 영향으로 보이기

도 한다. 이 특성은 온돌 문화를 공유한 전통 주택에서

도 볼 수 있었다. 아궁이를 이용한 온돌난방에 의해 지

반에서부터 실내 바닥이 높아지면서 마루 밑에 신발을

수납할 공간이 형성되었고, 이곳의 댓돌은 신발을 신고

벗기에 편리하였다.

또한 한국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주방과 식당이 하나

의 공간에 혼합되는 형태를 보인다. 거실과도 연계가 되

어 다양한 용도가 혼합되는 형태의 평면구성을 이루는데

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음식습관이 현대화 과정에서

변화하면서 발달한 특성으로 음식생활에서 찾을 수 있

다. 국과 밥으로 구성된 주식과 여러 가지 부식으로 구

성된 한국의 음식습관은 그릇의 수가 많다. 이 특성에 의

해 주부 동선의 최적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다.

이 특성은 ㄱ, ㄷ, ㅡ 자형의 싱크대와 식탁으로 구성하여

주부 동선의 최적화를 꽤한 주방에서 식당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었다. 한국 아파트의 식당 특징은 따로

구획이 없이 주방 또는 거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일

반적이다. 이는 주부동선을 최소화 하려는 경향과 상대적

으로 작은 면적으로 공간을 압축한 형태로도 보였다.

(2) 중국의 공간 배치특징

중국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입식문화가 현대까지 이어

져오면서 서양식 주택양식과 입식가구의 도입에도 별 무

리가 없었다고 보인다. 또 입식문화의 영향으로 예로부

터 중국인들은 주택 내에서 신발을 신고 활동하는 습관

이 있으며, 이 습관 때문에 입구에 현관과 실내의 단차

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도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사

람들의 주택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주택 내에서 신발을 신

는 습관이 실내화를 신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

중국의 아파트 주방은 식당이나 거실과 별도로 구획되

어 있으며 물청소를 할 수 있는 바닥 마감과 외기에 직

접 면하여 있는 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요리할 때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습관으로 주

방과 식당을 분리 배치하는 편이 적합하며, 물청소를 할

수 있는 바닥 마감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

로 주방과 식당이 독립되어 있었는데, 이는 식당이 단순

히 식사를 하기 위한 공간이기보다 또 하나의 거실 개념

으로 판단되는 경향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3. 한. 중 아파트 평면구성 비교

3.1. 현관의 진입방식

현관의 진입은 진입방식에 따라서 현관 진입형과 전실

진입형으로 구분5)하였고, 아파트 규모 및 연대별로 구분

5) 현관 진입형이란 현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식, 전실 진입형이란

현관 진입 전에 공간을 거쳐서 진입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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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그림 4> 중국의 현관문 개폐 방향(규모별, 연대별 비교)

비교 분석하였다. 현관의 진입방식 결과를 정리하여 한

국은 <그림 1>, 중국은 <그림 2>에 제시한다.

개

<그림 1> 한국의 현관 진입방식(규모별, 연대별 비교)

먼저 한국을 살펴보면<그림 1>, 2000년대 소규모 아

파트의 현관진입방식은 현관 진입형이 100%로 나타났고

중, 대규모 아파트는 현관 진입형이 55%, 40%로 나타나,

주택규모가 커지면서 현관 진입형이 적어지고 전실 진입

형이 많아졌다. 2010년대를 살펴보면 소규모 아파트는

현관 진입형이 100%로 나타났고 중, 대규모 아파트는

주택규모가 커지면서 현관 진입형이 더 많아지고 전실

진입형이 더 적어졌다. 2010년대의 경우를 2000년대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 형식은 비슷하나 소규모아파트는 모

두 현관 진입형 이었고, 중, 대규모 아파트는 2000년대에

비해서 현관 진입형이 20%, 35%로 증가(전실 진입형 감

소)하였다. 즉 전실 없이 현관에서 바로 진입하는 형식으

로의 변화를 보였다.

개

<그림 2> 중국의 현관 진입방식(규모별, 연대별 비교)

중국을 살펴보면<그림 2>, 2000년대에는 소규모 아파

트의 현관진입방식은 현관 진입형이 100%이었고, 대규

모 아파트는 현관 진입형이 75%, 65%로 주택규모가 커

지면 전실 진입형이 많아졌다. 2010년대를 살펴보면 소,

중규모아파트는 모두 현관 진입형 이었고, 대규모 아파

트만 전실 진입형(10%)이 일부 남아있었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면 2000년대는 양국의 현관 진입

방식이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는 모두 현관 진입형 100%

이었고, 중, 대규모 아파트는 주택규모가 커지면 전실 진

입형이 많아졌는데 중국에 비해서 한국의 전실 진입형이

더 많았다. 2010년대는 양국의 현관 진입방식이 소규모 아

파트의 경우는 모두 현관 진입형 100%이었고, 중규모 아

파트의 경우는 한국은 현관 진입형이 85%, 중국은 100%

이었다.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는 한국은 현관 진입형이

80%, 중국은 90%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반적인 아파

트의 현관 진입방식은 규모에 관계없이 전실 없이 바로

현관으로 진입하는 쪽으로 변화 할 것이 예상 되었다.

3.2. 현관문의 개폐방향

현관문의 개폐방향은 진입방식에 따라서 밖 열림, 안

열림으로 구분하였고. 아파트 규모 및 연대별로 구분 비

교 분석하였다.현관문의 개폐 방향 결과를 정리하여 한

국은 <그림 3>, 중국은 <그림 4>에 제시한다.

개

<그림 3> 한국의 현관문 개페 방향((규모별, 연대별 비교)

먼저 한국을 살펴보면<그림 3>, 2000년대는 주택규모

에 관계없이 밖 열림이 100% 이었다. 2010년대의 경우도

2000년대와 같이 현관문은 밖 열림이 100% 이었다. 그 이

유는 한국의 건축법규6) 제5장 제9조 제1항에서 출입구는

피난 방향으로 열수 있어야한다고 명시 하였으므로 피난

방향인 밖으로 현관문이 열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을 살펴보면<그림 4> 2000년대에는 소규모 아파

트는 안 열림이 95%, 중·대규모 아파트는 100% 이었다.

즉, 2000년대의 경우는 대부분이 안 열림이었다. 2010년

대는 소규모 아파트는 안 열림이 100%, 중규모아파트는

6) 건축법규 제5장 제9조 제1항 옥내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5호 통권94호 _ 2012.1050

안 열림이 45%, 밖 열림이 55%로 밖 열림이 조금 많았

다. 대규모 아파트는 안 열림이 60%, 밖 열림이 45%로

중규모 아파트와는 반대로 안 열림이 다소 많았다. 2010

년대의 경우는 2000년대에 비해서 소규모 아파트의 경

우는 안 열림이 5% 증가하였다. 중규모 아파트는 밖 열

림이55% 증가 하였다. 대규모 아파트는 밖 열림이 40%

증가하였다. 2010년대를 2000년대와 비교하면 소규모 아

파트의 경우는 전부 안 열림이었고, 중·대규모 아파트는

주택규모가 커지면서 안 열림이 증가하였다. 중국의 현

관문이 한국과는 달리 안 열림이 많은 이유는 중국의

고층 민영건축 설계규범7)(高層民用建築設計規範) 제6장

제1조 제1항에서 방화문은 반드시 피난방향 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6장 제1조 제3항에서는 공용

공간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

이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현관문이 밖으로 열리면 공

용공간으로 열리게 되고 이는 공용공간을 방해하게 되

기 때문이다.

양국의 문 개폐방향을 비교하면 2000년대는 소규모아

파트는 한국은 전부 밖 열림이었고, 중국는 안 열림이

95%이었고. 중·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는 한국은 밖 열림

이 100%로 이었고 중국은 반대로 안 열림이 100%이었

다. 2010년대는 소규모 아파트는 한국은 밖 열림이

100%이었고, 반대로 중국은 안 열림이 100%이었다. 중

규모 아파트는 한국이 중국보다 밖 열림이 45% 더 많았

다. 대규모 아파트는 한국이 중국보다 밖 열림이 60%

더 많았다. 양국의 현관문은 2010년대가 되면서 규모에

관계없이 점차 밖 열림 쪽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중국은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통로

공간이 좁아서 현관문이 밖으로 열릴 경우 통행인에 부

딪치는 등의 안전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었다고 보였

다. 따라서 앞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통로 공간이 넓

어지면 양국 모두 밖 열림으로의 변화가 예측 되었다.

3.3. 현관의 단차와 신발장

한국 아파트의 현관은 거실과 분리되어 현관 부분에

단차가 있었다.<그림 5-a> 한국은 현대에 이르러 생활

방식에 변화가 생겼으나 여전히 전통 좌식 생활방식에

따른 현관공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은

좌식생활로 외부에서 들어오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음으

로서 일단 외부에서의 행위가 끝나고 순수한 내부 활동

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분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

았다. 이 생활습관에 의해 벗은 신발을 수납할 신발장이

출입 공간 옆에 실치 되어있다. 그래서 한국의 현관은

바닥에 단차를 두어서 명확히 공간을 구분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7) 고층민용건축실계규범 제6장 건축구조 일반 규정.

중국의 경우는 현관과 거실이 일체로 되어서 단차가

없었다.<그림 5-b> 중국의 입식생활은 외부의 활동이

주택 내부 공간으로 직접 연결되어 연속적인 활동이 이

루어지게 되는 서양식 생활 패턴과 유사한 형태이다. 예

로부터 입식문화로 주거 안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 하였

으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신발 대신 실내화를 신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나 아직 현관에 신발장을 설치하지

는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되었다. 한국 생

활을 경험한 중국인들의 소규모 면접에서는 한국의 신발

장 문화에 긍정적이었다.

(a) 단차가 있는 현관(한국) (b) 단차가 없는 현관(중국)
<그림 5> 한국과 중국의 현관

3.4. 평면의 구성방식

평면의 구성방식은 복도+거실형과 거실 중심형으로

구분8)하며, 아파트 규모 및 연대별로 구분 비교 분석하

였다. 평면의 구성방식을 정리하여 한국은 <그림 6>, 중

국은 <그림 7>에 제시한다.

개

<그림 6> 한국의 평면 구성방식(규모별, 연대별비교)

먼저 한국을 살펴보면<그림 6>, 2000년대에는 소규모

아파트는 복도+거실형이 40%, 거실 중심형이 60%. 중규

모 아파트는 복도+거실형이 30%, 거실 중심형이 70%이

었다. 대규모 아파트는 복도+거실형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00년대는 소·중규모 아파트는 주택규모가

커지면서 복도+거실형이 감소하나 대규모 아파 트는 복

도+거실형이 90%이었다. 2010년대에는 소규모 아파트는

8) 복도+거실형은 아파트의 평면에서 각실로의 진입방식이 복도나

거실을 통하여 들어가며, 거실중심형은 거실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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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거실형이 60%, 거실 중심형이 40%이었다. 중·대규

모아파트는 복도+거실 중심형이 100%이었다. 2010년대

는 소규모 아파트는 복도+거실형이 거실 중심형보다 많

았다. 2010년대의 경우는 2000년대에 비해서 소규모 아

파트의 복도+거실형이 20% 증가하였다.

개

<그림 7> 중국의 평면구성방식(규모별, 연대별 비교)

중국을 살펴보면<그림 7> 2000년대에는 소· 중규모

아파트는 복도+거실형 20%, 거실 중심형 80%이었다. 대

규모아파트는 복도+거실형 35%, 거실 중심형이 65%이었

다. 2000년대에는 주택규모가 커지면서 복도+거실형이

증가 하였다. 2010년대에는 소규모 아파트는 복도+거실

형 15%, 거실 중심형 85%이었다. 중규모 아파트는 복도

+거실형 35%, 거실 중심형이 65%이었다. 대규모 아파트

의 경우는 복도+거실형이 65%, 거실 중심형이 35%이었

다. 2010년대에는 주택규모가 커지면서 복도+거실형이

증가 하였다, 2010년대의 경우는 2000년대에 비해서 소

규모 아파트의 복도+거실형이 5% 감소하였다. 중규모

아파트는 복도+거실형이 15% 증가하였다. 대규모 아파

트는 복도+거실형이 40% 증가하였다.

양국의 평면구성 방식을 비교하면 2000년대에는 소규

모 아파트는 한국의 복도+거실형이 중국보다 20% 더 많

았다. 중규모 아파트는 한국의 복도+거실형이 중국보다

10% 더 많았다. 대규모 아파트는 한국의 거실 중심형이

중국보다 55% 더 많았다. 2010년대에는 소규모 아파트

는 한국이 중국보다 복도+거실형이 45% 더 많았다. 중

규모 아파트는 한국이 복도+거실형이 중국보다 65% 더

많았다. 대규모 아파트는 한국이 복도+거실형이 중국보

다 25% 더 많았다. 즉, 평면구성 방식은 한국은 소·중·

대규모 아파트의 복도+거실형으로의 변화가 보였는데 특히

중·대규모에서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중국은 중·대규

모 아파트의 복도+거실 중심형으로 변화가 보였다.

3.5. 거실, 주방, 식당의 연계방식

거실(Living), 주방(Kitchen), 식당(Dining)의 연계방식

은 L-DK, LDK, LD-K, L-D-K로 구분하였고, 아파트

규모 및 연대별로 구분 비교 분석하였다.

LDK의 연계방식을 정리하여 한국은 <그림 8> 중국

은 <그림 10>에 제시하며, 이에 해당 하는 평면 사례를

각각 <그림 9>, <그림 11>에 제시한다.

먼저 한국을 살펴보면<그림 8>, 2000년대에는 LDK의

연계방식은 L-DK형이 70%로 제일 많았고, 중규모는

L-DK형이 95%로 더 많아졌으며, 대규모는 L-DK형이

100%이었다. 즉 주택 규모가 커지면서 L-DK형이 더 많

아지면서 LDK형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대는

L-DK형이 소규모 아파트는 75%, 중규모 아파트는 60%,

대규모 아파트는 45%로 규모가 커지면서 L-DK형이

감소하였다. 한편 LDK형은 규모가 증가하면서 25%에서

40%, 55%로 증가하였다. 2010년대를 2000년대와 비교하

면 규모가 커질수록 LDK형이 증가하고 L-DK형이 감소

를 보였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그 변화가 컸는

데, 2000년대에 없었던 LDK형이 55%로 나타나 대규모

아파트의 LDK형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를 식사 습관 측

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일상식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반찬을 곁들여 먹는 식사 형태로 기름이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주방과 식당이 일체형으로 가능 하

개

<그림 8> 한국의 LDK 연계방식(규모별, 연대별 비교)

(a) L-DK형 (b) LDK형

<그림 9> 한국의 LDK연계방식 평면사례

개

<그림 10> 중국의 L.D.K연계방식(규모별, 연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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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래서 LDK의 연계방식이 일반적으로 L-DK보다 많을

수 있었다.

중국을 살펴보면<그림 10>, 2000년대에는 소규모 아

파트는 LD-K형이 65%이었고, 중규모는 68%, 대규모는

75%로 아파트 규모가 커질수록 LD-K형이 더 많아졌다.

LDK형은 소·중·대규모 모두 25%-30% 정도를 유지 하

고 있었다. 2010년대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아파트

모두 LD-K 형이 100%로 LDK형은 없었다. 2010년대를

2000년대와 비교하면 L-DK형이 아파트 규모에 관계없

이 모두 없어진 것으로 이것은 중국 음식의 특징 상 부

엌이 다른 공간과 함께 있는 경우가 생활에 불편을 초래

하였기 때문으로 해석 되었다.

(a) LD-K형 평면 (b) L-D-K형 평면

<그림 11> 중국의 LDK 연계방식 평면사례

거실, 주방, 식당의 연계 방식에 대한 사례는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서 다양하였고, 국가에 따른 차이도 이었다.

면적에 따라서는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는 LDK 통합형,

대규모 아파트는 LDK 분리형으로 구분되는 경향이었다.

한국에서는 L-DK형이 매우 많아서 2000년대는 L-DK

형이 83.3%, 2010년대는 60%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경우

는 2000년대는 LD-K형태가 66.7%로 한국 보다 다소 낮

았으나 2010년대에는 LD-K형태가 100% 이었다. 즉 10

년 사이에 양국 주택 평면에서는 생활 방식의 차이에 따

른 부엌의 연계 방식의 차별화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식사 습관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일상식은

차오(炒)라고 하는데 기름을 넣어서 볶은 것이다. 그래서

주방에는 반드시 외기와 접하는 창을 확보하는 특징을

가지며, 중국의 LDK의 연계방식은 일반적으로 LD-K

및 L-D-K형이 많이 보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식당의

독립이 한국의 아파트 평면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중국

주택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즉, 거실, 식당, 부엌

의 연계는 한국은 L-DK형이 일반적이다가 2010년대에

는 규모가 커질수록 LDK형이 증가하고 L-DK형이 감소

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은 L-DK형이 아파트 규모에 관

계없이 모두 없어지는데 이것은 음식의 특성상 부엌이

다른 공간과 함께 있으면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으로 주

방의 독립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3.6. 침실의 배치방식

침실의 배치방식은 그 위치에 따라서 집중배치, 분산

배치9)로 구분하였고, 아파트 규모 및 연대별로 구분 비

교 분석하였다. 침실의 배치방식을 정리하여 한국은 <그

림 12>, 중국은 <그림 13>에 제시한다.

개

<그림 12> 한국 침실의 배치방식(규모별, 연대별 비교)

먼저 한국을 살펴보면<그림 12> 2000년대의 경우는

소규모 아파트는 분산배치가 80%로 가장 많았고, 집중

배치 20%이었다. 중규모 아파트는 분산배치가 100%이었

다. 대규모 아파트는 분산배치 90%, 집중배치 10%이었

다. 2010년대에는 소· 중규모아파트는 분산배치가 95%이

었다. 대규모 아파트는 분산배치가 70%로 가장 많았고,

집중배치도 30%이었다. 2010년대의 경우는 주택규모가

커지면서 분산배치가 적어졌다. 2010년대를 2000년대와

비교하면 소규모 아파트의 집중배치 증가(15%)와 대규

모 아파트의 분산배치 증가(20%) 경향이 있었으며 앞으

로도 이러한 경향을 예측 할 수 있었다.

개

<그림 13> 중국 침실의 배치방식 (규모별, 연대별 비교)

중국을 살펴보면<그림 13>, 2000년대 소규모아파트는

집중배치가 60%로 가장 많았다. 중규모 아파트는 분산

배치가 65%로 다소 많았다. 대규모 아파트는 분산배치

가가 95%로 가장 많았다. 즉, 2000년대에는 주택규모가

커지면서 분산배치가 증가하였고 집중배치가 감소하였

다. 2010년대에는 소규모 아파트는 분산배치가 90%이었

다. 중규모 아파트는 분산배치가 20%이었다. 대규모 아

파트는 분산배치가 80%로 가장 많았다. 즉, 2010년대에

9) 집중배치란 아파트 평면에서 침실이 한곳에 모여 배치된 경우이며,

분산배치란 침실이 좌우 혹은 상하로 분리되어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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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택규모가 커지면서 분산배치가 증가하고 집중배치

가 감소하였다. 2010년대의 경우는 2000년대에 비해서

집중배치가 증가를 보였는데 소규모 아파트 30%, 중규

모 아파트 45%, 대규모 아파트 15%이었다.

양국 침실의 배치방식을 비교하면 2000년대는 한국은

분산배치가 중국보다 소규모 아파트 40%, 중규모 아파

트 15%, 대규모 아파트 5%더 많았다. 2010년대에는 한

국은 분산배치가 중국보다 소규모 아파트 85%, 중규모

아파트 75%, 대규모 아파트 10% 더 많았다. 즉, 양국 모

두 분산배치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이는데 한국에서 아파

트 규모가 작을수록 그 경향이 더 강하였다.

3.7. 부부 침실의 구성

부부 침실의 구성은 실수에 따라서 침실형, 침실+욕실

형, 침실+전실+욕실형으로 구분하였고, 아파트 규모 및

연대별로 구분 비교 분석하였다. 부부 침실의 구성을 정

리하여 한국은 <그림 14>, 중국은 <그림 15>에 제시한다.

개

<그림 14> 한국 부부침실의 공간구성(규모별, 연대별비교)

먼저 한국을 살펴보면<그림 14>, 2000년대는 소규모

아파트는 부부 침실의 구성이 침실만으로 구성된 형태가

100%이었다. 중규모 아파트는 침실+욕실형이 95%로 가

장 많았다. 대규모 아파트는 침실+욕실형이 75%(침실+

전실+욕실형 25%)이었다. 2000년대는 소규모 아파트는

침실만 있는 형태가 100%이었다.

주택규모가 커지면서 침실만 있는 형태가 많이 없어지

나, 중· 대규모 아파트는 침실+욕실형이 적어지고 대규

모 아파트는 침실+전실+욕실형이 나타났다. 2010년대는

소규모 아파트는 침실형 25%, 침실+욕실형 60%, 침실+

전실+욕실형이 15%이었다. 중·대규모아파트는 침실+욕

실형 25%, 침실+전실+욕실형 75%이었다. 2010년대는 주

택규모가 커지면서 침실만 있는 형태와 침실+욕실형이

적어지고, 침실+전실+욕실형이 많아졌다. 2010년대를

2000년대에 비교하면 소규모 아파트의 침실형(75%)이

감소하고, 침실+욕실형(60%)과 침실+전실+욕실형(15%)

이 증가하였다. 중규모 아파트는 침실+욕실형(70%)이 감

소하고, 침실+전실+욕실형(75%)이 많이 증가하였다. 대

규모 아파트는 침실+욕실형(50%)이 감소하고, 침실+전실

+욕실형( 50%)이 증가하였다. 즉, 앞으로는 규모가 커질

수록 침실 단일형이 줄고 욕실이나 전실이 포함되는 방

향으로 변화할 것이 예측 되었다.

개

<그림 15> 중국 부부침실의 공간구성(규모별, 연대별 비교)

중국을 살펴보면<그림 15>, 2000년대는 소규모 아파

트는 부부 침실이 침실만으로 구성된 형태가 95%(전실+

욕실형이 5%)로 가장 많았다. 중규모 아파트는 침실+욕

실형 75%(침실형 25%)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아파트는

침실+욕실형이 85%로 가장 많았다. 즉, 2000년대에는 주

택규모가 커지면서 침실만 있는 형태가 적어지고, 침실+

욕실형이 많아졌다. 2010년대는 소규모아파트는 침실만

있는 형태가 100% 이었다. 중규모아파트는 침실형 60%,

침실+욕실형 40%이었다. 대규모아파트는 침실형 10%,

침실+욕실형 40%, 침실+전실+욕실형 60%이었다. 2010년

대는 주택규모가 커지면서 침실형, 침실+욕실형이 적어

지고, 침실+욕실+전실형이 많아졌다. 2010년대를 2000년

대와 비교하면 소규모 아파트는 침실형과 침실+욕실형이

각각 5%씩 감소하였다. 중규모는 침실형(35%)이 증가하

고 침실+욕실형(35%)이 감소하였다. 대규모는 침실형(

5%), 침실+욕실형(45%)이 감소하고 침실+전실+욕실형

(60%)이 증가하였다.

양국의 부부침실의 공간구성을 비교하면 2000년대는

한국은 소규모는 침실형이 중국보다 5% 더 많고, 중규

모는 중국보다 20% 더 적고, 침실+욕실형이 중국보다

20% 더 많았다. 대규모는 침실형이 없고 침실+욕실형이

중국보다 10% 더 적었다. 2010년대는 한국은 소규모아

파트는 침실형(15%)이 중국보다 더 적었고, 중국은 침실

+욕실형과 침실+전실+욕실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규모

는 한국은 침실+욕실형(35%)이 적고, 중국은 침실+전실+

욕실형이 없었다. 대규모는 한국은 침실+욕실형이 중국

보다 5% 더 적고 침실+전실+욕실형이 중국보다 15% 더

많았다.

3.8. 남면한 공간 수

남면한 공간 수는 실수에 따라서 2BAY, 3BAY로 구

분하고. 아파트 규모 및 연대별로 구분 비교 분석하였다.

남면 공간수를 분석하여 한국은 <그림 16>,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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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한국 욕실의 배치 방식(규모별, 연대별 비교)

<그림 17>에 제시한다.

개

<그림 16> 한국의 남면한 공간 수(규모별, 연대별 비교)

먼저 한국을 살펴보면<그림 16>, 2000년대는 소규모

아파트는 2BAY 100%이었다. 중규모 아파트는 2BAY

70%, 3BAY 30%이었다. 대규모 아파트는 3BAY가 90%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즉, 2000년대는 주택규모가 커

지면서 3BAY가 증가 하였다. 2010년대는 소규모 아파트

는 2BAY 및 3BAY가 각 50%이었다. 중규모 아파트는

2BAY 25%, 3BAY 75%이었다. 대규모 아파트는 2BAY

45%, 3BAY 55%이었다. 즉, 2010년는 소규모 아파트는

2BAY, 3BAY가 50%로 동일하나 중· 대규모로 주택규모

가 커지면 2BAY가 감소하고 3BAY가 증가하였다. 2010

년대를 2000년대와 비교하면 소· 중· 대규모 모두 2BAY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경향은 앞으로도 더 증

가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개

<그림 17> 중국의 남면한 공간 수(규모별, 연대별 비교)

중국을 살펴보면<그림 17>, 2000년대는 소규모 아파

트는 2BAY가 75%, 3BAY가 20%이었다. 중규모 아파트

는 2BAY 55%, 3BAY 45%이었다. 대규모 아파트는

3BAY가 90%로(2BAY가 10%)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즉,

2000년대는 주택규모가 커지면서 2BAY가 (3BAY가 증

가)감소하였다. 2010년대는 소규모 아파트는 2BAY 85%,

3BAY 15%이었다. 중규모 아파트는 2BAY 80%, 3BAY

20%이었다. 대규모 아파트는 2BAY 30%, 3BAY 70%이

었다. 즉, 2010년대는 주택규모가 커지면서 2BAY가

(3BAY가 증가) 더 감소하였다.

양국의 남면한 공간수를 비교하면 2000년대는 한국이

중국보다 2BAY가 소규모 아파트는 25%, 중규모 아파

트는 15% 더 많았다. 대규모 아파트는 양국 모두

10%(3BAY 90%)이었다. 2010년대는 한국이 중국보다

2BAY가 소규모 아파트는 35%, 중규모 아파트는 55%,

대규모 아파트는 15% 더 적었다. 즉, 2000년대와 2010년

대 양국 모두 주택규모가 커지면서 3BAY가 증가 하였

는데 이는 이 경우 환경 조건이 좋은 공간수가 더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되

었다.

3.9. 욕실의 배치 방식

욕실의 배치 방식은 인접배치와 분리배치로 구분하여

아파트 규모 및 연대별로 구분 비교 분석하였다. 욕실의

배치 방식을 분석한 결과는 한국 <그림 18>, 중국 <그

림 19>에 제시한다.

한국을 살펴보면<그림 18>, 2000년대는 소규모 아파

트는 인접배치가 100%이었다. 중규모 아파트는 인접배

치 60%, 분리배치 40%이었다. 대규모 아파트는 분리배

치 80%, 인접배치 20%이었다. 2010년대에는 소규모 아

파트는 인접배치 45%, 분리배치 55%이었다. 중규모 아

파트는 인접배치 15%, 분리배치 85%이었다. 대규모 아

파트는 분리배치 20%, 인접배치 80%이었다. 2010년대를

2000년대와 비교하면 소규모 아파트는 분리배치가 55%

증가하였다. 중규모 아파트는 분리배치가 45% 증가하였

다. 대규모아파트는 큰 변화는 없으나 인접배치(10%)가

증가하고, 분리배치(10%)가 일부 감소하였다. 즉, 주택규

모가 커지면 분리배치가 증가하고 인접배치가 줄어드는

경향이었다.

중국을 살펴보면<그림 19>, 2000년대는 소규모 아파

트는 인접배치 95%, 분리배치 5%이었다. 중규모 아파트

는 인접배치 55%, 분리배치 45%이었다. 대규모 아파트

는 분리배치 85%, 인접배치 15%이었다.

2010년대는 소규모 아파트는 인접배치 100%이었다.

중규모 아파트는 인접배치 60%, 분리배치 4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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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중국 욕실의 배치 방식(규모별, 연대별 비교)

대규모 아파트는 분리배치 15%, 인접배치 85%이었다.

2010년대를 2000년대에 비교하면 소규모 아파트는 인접

배치가 5% 증가하여 100%이었다. 중규모 아파트는 분리

배치가 다소 증가를 보이나 유사하였다. 대규모 아파트

도 큰 변화는 없었다. 즉, 주택규모가 커지면 분리배치가

증가하고 인접배치가 줄어드는 경향이었으나 연대별로는

유사하였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면 2000년대는 소규모 아파트는

인접배치(한국 100%, 중국 95%)가 주류를, 중규모와 대

규모 아파트는 한국의 인접배치가 중국보다 5% 많았다.

즉, 양국의 중·대규모 아파트는 모두 인접배치가 적고 분

리배차가 많은 결과가 나타났다. 2010년대는 한국이 중

국보다 인접배치가 소규모 아파트 55%, 중규모 아파트

45%, 대규모 아파트는 5% 더 많았다. 2010년대를 살펴

보면 중국의 경우는 한국의 2000년대의 욕실 배치방식과

거의 비슷하나, 소규모 아파트는 인접배치가 100%로 나

타났고 중규모 아파트는 인접배치가 많고 분리배치가 적

으며, 대규모 아파트는 인접배치가 더 적고 분리배치가

더 많았다.

4. 결론

한국과 중국은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서

로 다른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주택을 형성하

였다. 그러다가 근대화 과정을 통해 함께 아파트가 대표

적인 주거가 되었다. 이에 양국 아파트 평면구성의 변화

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아파트의 구성 요소가 아파

트 규모별로 경년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밝히

고자 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과 중국 아파트 평면의 현

재(2010년대)와 10년 전의 변화 추이를 아파트 규모별로

밝혀주며, 또한 한국과 중국아파트의 평면 구성이 그 국

가의 문화와 자연환경, 생활습관 등의 영향을 받아서 어

떻게 다르게 형성 되었는지 그 특징의 규명이 가능 하

다. 얻어진 주요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현관 진입방식은 2000년대는 양국 모두 전실 진

입형이 현관 진입형 보다 많았으나 2010년대는 현관 진

입형이 모든 아파트 규모에서 증가하여 아파트의 현관

진입방식에서 이 현상이 계속된다.

둘째, 현관문 개폐는 한국은 법규로 모든 규모아파트

가 밖 열림이며, 중국은 소규모아파트가 안 열림이나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규모 아파트의 통로 공간이 넓어지

면서 양국 모두 밖 열림이 되고 있었다.

셋째, 한국의 좌식생활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외

부 행위를 끝내므로 현관과 거실이 분리되어 현관에 단

차가 있었다. 중국은 입식생활로 외부 행위가 내부로 연

결되어 주거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관과

거실이 일체로 단차가 없었다.

넷째, 평면 구성방식은 한국은 소·중· 대규모 아파트의

복도+거실형으로의 변화가 보였고, 특히 중· 대규모에서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중국은 중· 대규모 아파트에

서 복도+거실 중심형으로의 변화가 보여 양국 모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아파트 규모가 커지면 이 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한다.

다섯째, 거실, 식당, 부엌의 연계는 한국은 L-DK형이

일반적이나, 2010년대는 아파트 규모가 커지면 이 형이

감소하고 LDK형이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파트 규

모에 관계없이 L-DK형이 모두 없어졌다. 중국은 음식

특성상 DK가 생활에 불편하므로 주방의 독립이 높고,

외기에 접하는 창을 확보하는 특징을 가졌고, 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여섯째, 침실의 배치방식은 양국 모두 분산배치 방향

으로 변화를 보이며, 한국에서 아파트 규모가 작을수록

그 경향이 더 강하였다.

일곱째, 부부침실 구성은 양국 모두 규모가 커질수록

침실 단일형태가 줄고, 욕실이나 전실이 포함되는 방향

으로 변화 하였다.

여덟째, 남면한 공간 수는 소·중·대규모 모두 2BAY가

감소하고 3BAY화 하는데, 이 경우 환경 조건이 좋은 공

간수가 더 많아져 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아홉째, 욕실의 배치방식은 2000년대 소규모아파트는

양국 모두 인접배치, 중· 대규모 아파트는 모두 분리배치

가 많았다. 2010년대는 한국이 중국보다 모든 규모의 아

파트에서 인접배치가 더 많으며, 아파트규모가 작을수록

그 경향이 더 뚜렷하였다. 이는 욕실을 침실 부속실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는 한국인이 중국에 한국인을 위한 아파트, 혹

은 중국인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아파트 규모별로

한국인 혹은 중국인이 선호할 아파트 평면 계획의 기초

자료가 된다. 또한 중국인들도 한국 아파트 평면의 경년변

화를 참고하여 장래를 내다 본 중국아파트 평면 계획에

참고한다. 앞으로도 더 심화 된 비교문화 연구가 계속되어

양국의 실내건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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