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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도시 아 트의 내․외부 계획특성에 한 연구
*1)

- 호치민 푸미흥지구를 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nned New Town Apartments in Vietnam
- Focusing on the Ho Chi Minh City the Phu My Hung Area -

Author 김도연 Kim, Do-Yeon / 정회원, 경남 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이학박사

Abstract As globalization proceeds, transnational property development is increasing. Vietnam has began to experience a

serious housing shortage throughout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they try to solve this housing problem in the

city by development of New Town with an excellent technique. Of these, New city, Phu My Hung (PMH) is

known as a very successful example. Therefore, this study researched 145 plan of 15 Apartment complexes

which were completed after 2008 to analyse the plan characteristic of internal-external of Apartment in PMH New

city in Ho Chi Minh City which effected the housing development in Vietnam. We collected the data from Internet

and researched the characteristic of complex and an individual unit by visiting 6 Apartment complexes directly on

Aug, 2014.

In PMH, apartment has pattern of Mixed-use Apartment. There are stores on the 1st ad 2nd floor and consisted

of 2 or 3 small complexes. They secure enough Green Space and Community Space and control visitor access

for the safety of residents. Inside space organization is mainly consisted of 3LDK+2BATH and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is placed separately. Also, placed the Kitchen independently and it is quiet interesting that the

entrance entry into the house directly from the external space.

Keywords 호치민, 푸미흥 아 트, 베트남아 트 공간구성

Ho Chi Minh, Phu My Hung Apartment, Vietnam Apartment Space Organiz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과거 1970-80년 에 생활고 해결을 해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이른바 선진국 이민이 세를 이루었다면 최근

에는 국을 비롯한 동남 아시아권으로 그 상국이 변

화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1986년 개방정책인 도이모이

(Doi Moi) 정책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처로 각

받고 있다.(주간경향, 2006/11/4)

국에 이어 신흥 투자처로 부각되는 베트남 경제는

정부의 성장 주정책과 해외 자본의 속한 유입, 해외

기술력의 이 등이 맞물려 매년 7%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심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

다. 이러한 국가 발 여 로 최근 들어 한국 주요 건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8438)

업체들의 베트남 부동산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심회식, 2006)

재 베트남 내 한인 이주민은 단기거주자를 포함하여

약 1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트남 내 한인 이주민들

은 주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Hà Nôi)와 남부 호치민

(Hồ Chí Minh)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 에서도 호치민시

와 그 주변지역에 약 9만 여명의 한인 이주민이 거주1)하

고 있으며, 특히 7군 푸미흥 신도시에 집되어 거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이들은 푸미흥 신도시에 집하여 거

주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하 다.

베트남의 호치민시와 하노이시는 빠른 도시화로 심각

한 주택난을 겪기 시작하 다. 경제구조와 사회의 변화에

1) 푸미흥 신도시는 1998년부터 한국인의 거주가 시작되어 재는 약

2만 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응웬 티 미

유엔, 베트남 호치민시의 해외 이주민과 그들의 생활공간 형성

이용 실태: 한인 이주민들을 심으로, 창원 석사논문, 2012.8,

pp.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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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자본과 우수기술을 도입하여 도

심의 낡은 주택지는 고층아 트를 건설하고 도심주변부

로 단 신도시개발을 진행하여 도시의 주거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 다. 이 에서도 푸미흥 신도시는 매우 성공

인 사례로 2008년 베트남 정부의 형 인 도시 개발

모델(Ministry of Construction)로 선정되기도 하 다. 이

에 본 연구는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 신도시 아 트 외

부계획 특성 단 세 의 내부공간특성을 악하여, 베

트남 내 한인 이주민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기업에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

본 연구는 베트남 신도시아 트의 계획특성을 악하

는 것으로 연구의 공간 범 는 호치민시 7군 푸미흥

신도시로 한정하 고, 시간 범 로는 2008년 이후에 완

공한 아 트로 한정하 다. 2008년 이 에 지어진 아 트

의 경우 도면수집에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2)하

다. 사례조사에 앞서 문헌조사를 통해 베트남 도시주거

의 개발과정과 푸미흥 신도시 도시계획 거주환경 특

성을 악하 다.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 으며,

부족한 자료는 2014년 8월16-20일까지 지부동산의 도

움을 받아 보충하 다. 이 6개3) 아 트는 직 방문하

여 주거단지 특성과 단 세 의 내부공간특성을 조사하

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5개 단지, 145타입의

평면으로 2014년 이후에 분양 인 아 트는 분석에서 제

외하 다.

2. 이론 고찰

2.1. 베트남의 사회문화 배경

베트남의 역사는 BC 200년경 베트남어를 쓰는 민족언

어 집단이 남베트(Nam Viet, 南越)라는 독립 왕국을 세

우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한동안 베트남 북동부와 국

남부를 지배하 다. 이후 최 의 독립 왕조인 Ngo(吳) 왕

조가 세워질 때까지 오랜 시간 국의 지배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유교와 한자문화 등이 해졌고, 이것이 사

회 문화 배경의 기 를 이루고 있다.

19세기 후반 랑스에 정복되어 약 62년간 랑스의

2) 푸미흥에서 가장 먼 개발 완료된 Hillview 지구(Hung Vuong

1-3, My An, My Canh, My Khang 1-4, My Phuoc)의 아 트는

도면을 구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 Canh Vien 1-2은

지면 , 단지배치, 세 내 단 평면이 같아 가장 최근에 완공한

Canh Vien 3만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3) 푸미흥 지역의 아 트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어 사 방문을 허락

한 Sky Garden 1,2, Green view, Riverside, Grend view, Garden

plaza, Canh Vien 3 등 6사례의 아 트를 방문하 다.

지배4)를 받았다. 1945년 베트남민주공화국으로 독립을 선

언하 으나 랑스가 독립을 반 하면서 제1차 인도차이

나 쟁이 시작되었고, 1954년 베트남의 승리로 실질 인

독립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제네바 정에 따라 남북으

로 분단되었고, 1975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하면

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새롭게 발족되었다. 이처럼

베트남은 지정학 치상 많은 외침을 받았고 외부 침

략세력이 비재하는 동안 많은 동화 정책과 식민문화로

베트남 문화의 순수보다는 동서양 문화 특성이 내포하

여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의 문화는 한국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이 나

타난다. 토속 신앙은 도교와 유교, 불교의 향을 많이

받았으며, 일상생활 속에는 미신 요소가 존재한다고 믿

어 가정이나 사무실, 상 등에 지신(地神), 부(富)의 신

을 모셔 놓고 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고사를 지내거나 굿

을 하는 풍속도 있다. 한 음력설이 가장 큰 명 로 친

척과 이웃들을 방문해 서로 덕담을 나 고 복을 기원하

며, 어린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주는 풍습도 있다.

유교의 향으로 가족애를 매우 시하나, 한국처럼 남

녀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랑스 지배의 향과 사회주의의 국가체제하에서 남녀간

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향

으로 수직 인 계질서보다는 수평 계를 선호한다.

베트남의 주택 문화는 자연 인문 지리 환경의 향

을 많이 반 하여 지역별, 지형별, 종족별로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다. 열 몬순 지역에 해당하여 더 를 이기는

건축양식이 발달하여, 건물의 높이는 평균 4m 이상이며 1

층을 더 높게 지었으며, 랑스와 미국의 향으로 천장

의 실링팬을 설치하고 겨울에도 실내 벽의 쪽에 환기를

한 창 는 구멍을 만들기도 한다. 도시가옥은 장사를

목 으로 많은 주민이 집한 하우스 5)가 발달하 다.6)

주택에서의 생활은 입식생활을 하며, 기후 향으로 많

은 의복과 침구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많은 수

납가구의 수요나 요구가 은 편이다. 한 베트남인이

아침 식사를 길거리에서 퍼(pho  국수)로 신7)하고

랑스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외식문화가 생활화되었다.

이로 인해 부엌은 큰 규모의 공간이 필요 없게 되었다.8)

4) 1883-1939년까지는 랑스의 식민지로, 1939∼1945년까지 랑스의

속령으로 지배를 받았다.

5) 각 주택의 면 폭이 제한된 주택으로 1층은 습기로 인해 주거 시

설보다는 장사를 한 좌 을 깔거나 창고로 이용하 고 2층 이상

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 다.

6) http://www.vnnews.co.kr/?emigration(베트남 문화의 이해)

7) 통 으로 날씨가 무더워 음식의 보 이 어려웠다. 최근에 들어서

냉장고가 가정에 보 되었지만 냉장시설을 갖추지 못했던 통 가

정은 부엌도 제 로 갖추지 않았던 것이 보통이었으며 시장이나 동

네 안(quan an 館食) 간이음식 에서 아침을 해결하 다.

8) 김 철, 베트남 공동주택 단 평면계획의 특성에 한 연구, 경상

석사논문, 2010.2,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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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베트남 주택개발과정

베트남의 주택개발과정은 랑스로부터 실질 으로 독

립한 1954년부터 시작하여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기

으로 많은 변화9)를 수용하고, 신도시개발을 시작한 1997

년부터 재까지 크게 3시기로 구분10)할 수 있다.

(1) 1954-1986 사회주의 공공임 아 트

1954년 독립이후 베트남민주공화국은 토지와 주택의

사유재산을 공유재산11)으로 귀속시켰고, 국가에 귀속된

빈집과 민간임 주택들을 주민들에게 재 임 하 다. 즉

이 과 달리 토지와 주택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1960년 부터 국가 산으로 공공임 주택을 지어 공

하 다. 직업, 주택상태, 여에 따라 주택을 배분12)하고

임 료는 소득의 1-3%로 매우 렴하게 공 하 다. 이

공공임 주택은 구 소련과 국의 향을 받은 5층 이하

의 복도형 아 트로 2-3개의 방과 작은 부엌, 욕실로 구

성된 최 생활수 (Dao Thi Thu Huong, 1999)으로 지었

으며, 일부주택은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하기도 하 다.

<그림 1>

5층 이하 복도형 아 트

출처: Nguyen Manh Ha(2011)

Thanh cong unit 부엌과 화장실 공유

출처: Dao Thi Thu Huong(1999)

<그림 1> 사회주의 공공임 아 트

(2) 1987-1996 개별민간주택

9) 도이모이 정책은 ① 앙집권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 ② 극 인 외개방 추진, ③국 기업의 경 자율성 확 , ④

사유재산의 인정, ⑤농민의 개인 생산 활동 인정 등의 큰 변화가 나타

난다.

10) 1954년은 베트남이 실질 으로 독립한 시기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하에서 주택공 을 시작된 시기이다. 항불투쟁 민주 명시기인

1945-1954는 개인의 토지 주택소유제도를 인정하 으나 1954년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면서 개인의 주택 소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주택도 국가가 배분하 다. 도이모이 정책이후 1987년은 시장

경제로 환되면서 공공의 주택공 이 축소되어 민간의 주택건설을

유도하기 시작하 다. 1987년 토지법을 공포하여 토지사용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 고, 무료주택보 단, 민간주택개발에 인센티

를 부여, 주택소유 증서 발행 등 주택건설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

시기이다. 1997년은 국가가 주택 개발에 한 투자를 진하고 새

로운 주거 지역을 개발하기 해 로젝트 심의 신도시 주택개발

을 권장한 시기로 최 로 주택단지개발이 시도되었으며, 이를 해

베트남 정부가 Vietnam construction rules을 공포(1997/1/1)하고

Vietnam building codes를 강제 으로 용한 시기이다.

11) 생산수단에 한 소유형식은 국가 소유, 동조합 소유, 개별노동자

소유, 민족자산가 소유로 구분하고 국가는 개인재산에 한 징발,

몰수를 규정하여 사회주의 집단 소유제를 천명하 다.( 병서, 베트

남 부동산 건설법제 연구, 2010.2, p.17)

12) 공무원 등은 무료로 주택을 보 하기도 하 다.

1986년 베트남 정부의 개 정책인 도이모이가 실시되

면서 베트남 경제구조와 시장경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

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주택을 공 하던 베트

남정부는 주택시장에 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13)하고 공

공임 주택에 국가 산의 사용을 단하 다.

정부는 도시의 공한지를 작게 분할(3-4m×10-12m)14)하

여 토지사용권을 배분하 고, 개인은 이 땅에 ‘자조 주택

(self help housing)15)’을 건설하 다. 주택 소유권 매매가

가능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개인주택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 1994년부터 국가소유의 공공임 주택을

임차인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기 시작

하 다. 매각된 임 주택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게 되어 1층의 공용 역을 확장하여

(shop)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아 트를 확장하여 사용하게

되었다.(Le thi phuong chi, 2008)

(3) 1997년 이후 신도시 건설

1990년 후반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 도시

의 인구집 16), 속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문제를 해결하

기 해 보 형 아 트17)를 건설하기 시작하 다. 공공임

주택보다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복도의 상형 아

트로 1층은 주차장과 상 으로 체되었고 비싼 토지가

격으로 고층아 트18)로 지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의 재

개발과 보 형 아 트 건설로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주택단지개발(New

Urban Area)과 신도시(New Town) 개발19)을 요구하게

되었다.

13) 1986년 이후 공공임 주택 건설실 은 하노이시 168호, 호치민시

2,780호로 매우 드문 상황이 되었다. 국가 산을 사용하지 않고 도

시의 인구주택수요를 해결하기 해 주택개발 형태는 “국가와 국민

모두”라는 메카니즘으로 변경하 다.

14) 작게 분할된 세장형 지( 면 3-4m, 깊이 10-12m)에 지어진 주택

이 바로 튜 하우스이다. 튜 하우스는 냐옹이라 불리우는 도시 세

장형 주거를 의미한다.

15) 무상 는 렴하게 임 한 토지에 주민들이 자력으로 지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는 도시빈민의 주거안정을 해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와 각종 공공시설로 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은 가족

과 주변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건축한 주택이다.

16) 베트남은 1975년 내 이 끝난 후 속하게 인구가 팽창하여 1979년

5,270만명에서 1989년에는 6,440만명, 1999년에는 7,630만명으로 10

년동안 약 1,200만명씩 증가하 으나 2007년 이후 인구 증가는 둔

화되어 나타난다. 호치민시가 치한 남동부의 인구성장률(1999~2009)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9년을 기 으로 베트남 인구의 29.6%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1999년 23.7%보다 거의 6%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Central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steering committee, The

2009 Vietna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0.6, p.7

17) 도시계획이나 재개발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해

보상비를 주거나 아 트로 입시키는데 이를 이주민 아 트라고도

부른다. 독립 인 세 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주방, 침실, 입구가

모두 따로 되어 있는)이며 일반 으로 60-75㎡가 주를 이룬다.

18) 고층아 트는 9층 이상의 아 트를 의미한다.

19) 하노이 Linh Dam은 1997년 베트남에서 최 로 시도된 주택단지개발

이며, 호치민 푸미흥과 함께 베트남의 새로운 도시모델로 불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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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hud.com.vn/ 출처: Quyền Thị Lan Phương (2012)

<그림 2> Hanoi Linh Dam 주택단지개발 로젝트

2000년 이후부터의 주택공 은 외국 업체가 공 하

는 고 아 트와 베트남 지 업체가 공 하는 보 형

아 트20)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빌라와 아 트를 하나의

단지 형태로 공 하는 복합 신도시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2005년 주택법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주택시장의 임 와 매를 해 신도시 개발 로젝트와

상업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

2.3. 호치민시 푸미흥 신도시

호치민시(CHMC)는 베트남 동남부와 메콩델타 지역 사

이에 치한 베트남 최 상업도시로 앙정부의 직 통

치를 받는 5개 도시 하나이다. 체 면 은 약 2,095㎢

이며, 수도인 하노이에서 1,738㎞떨어져 있다. 도시의 인

구는 2014년 약 796만명21)으로 베트남에서 인구 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19개의 군(Quậun)의 도시지역지구와 5

개의 (Hyuệyn)의 농 지역지구로 이루어져 있다.

주택 수요 비 공 이 매우 부족한 호치민시는 택지

부족 주택공 부족을 해소하기 해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1990년에 남사이공 신도시개발22)

사업을 추진하 다. 택지개발 주택건설 사업에는 앙

정부 지방정부의 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고 외국자

본과 국 기업의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푸미흥 공

사도 호치민시 인민 원회와 만기업인 CT&D와 합작

으로 설립하여 남사이공 지역 체의 개발23)을 담당하고

있다.

20) 베트남 정부는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 내 주택건설은 외국기업의

주택사업 승인을 불허하고 베트남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규모

기반시설 건설이 필요한 규모 주택단지개발 신도시 주택건설

사업에만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락하고 있다.

21)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2014년 4월 베트남 국 인구는

9049만명으로 2009년에 비해 460만명 증가했고, 이 에서도 호치민

시는 796만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남사이공 도시개발계획은 윙반린 로를 따라 치한 총 5개(A-푸

미흥 신도시:409ha, B- 학가:95ha, C-첨단 기술 센터:46ha, D-상업

지역:85ha, E-제 2차 상업지역:115ha)지역으로 구분하여 개발 이

다. 이는 10년 후 1,000만명까지 증가될 인구 이들의 수요를 수

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23) 푸미흥 공사는 1993년 정부로부터 개발 라이센스를 승인받아 50년

간 남사이공 750ha 부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림 3> 남사이공 도시개발 마스터 랜

남사이공 도시개발계획 가장 먼 개발된 푸미흥

신도시24)는 409ha 부분 복합용도로 지정되어 있다. 원

래 주변 환경이 낙후된 늪지 으나 1996년 사회기반시

설 개발을 시작으로 재까지 개발 에 있다. 푸미흥은

도로, 상하수도, 력공 시스템 등의 기술 인 인 라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 보안, 방화 등의 사회 인 인 라

가 잘 갖추어져 있다. 각국의 , 학교가 집된 최고

의 교육환경을 자랑하고 형의료시설과 형쇼핑몰이

있으며, 단지주변의 잘 정비된 주변도로와 차량통행이 많

지 않아 베트남에서도 주거환경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평가25) 받고 있다. 주거지역은 부분 개발되었고, 재

국제상업 융지구를 개발하고 있다.

푸미흥 신도시의 주거환경 특징26)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이다. 1인당 녹지 공간이 8.9㎡

로 체 면 의 40.98%가 녹지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

다. 둘째, 푸미흥은 강을 끼고 있어 강 주변의 6.3% 토지

만 주거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93.7%는 공원으로 조성하

다. 셋째, 800m마다 커뮤니티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조성하 다. 주거지역의 주요 도로에서 공원, 학교, 병원

등과 같은 시설까지 도보로 10-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

으며, 걸어서 슈퍼마켓, 은행, 미용실, 상가 등 서비스 시

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넷째. 푸미흥 신도시

의 개별 단지는 각각 다른 설계자에 의해 설계되었다. 개

별 설계자가 개성을 살려 설계하되 주변의 다른 단지나

환경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체 으로는 개성과 조화

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푸미흥 신도시는 교통,

교육, 여가, 의료, 쇼핑이 편리한 친환경 이고 환경 심

의 자족 신도시로 계획되었다.

24) 푸미흥 신도시는 기능을 기 으로 국제상업 융지구, 크 상트지구,

메디칼 캠퍼스, 미드타운, 문화지구, 힐뷰지구, 운하지구,

사우스사이드지구 등 8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25) 도시자체의 우수한 미 측면, 자연과 조화되는 멋진 주거환경을 조

성했다는 이유로 앙정부, 는 지역 인민 원회를 통해 여러 표

창장을 받았다. 진보 인 건축상(1995년), 미국 건축 회 명 상(1997

년), 신도시 모범상(2008년), 2008년에 건설부에 의해 새로운 도시모델

로 선정되었다.

26) http://www.saigonsou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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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푸미흥 신도시 아 트 사례분석

3.1. 사례개요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개

발된 아 트 단지로 <표 1>과 같다. 15개 단지에 총

5,779세 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 트 단지의 토지면 은

평균 16,373㎡(최 61,300㎡, 최소 2,806㎡)로 나타났다.

단지마다 차이가 있으나 부분 40%이상을 녹지로 이용

하고 있다.

<그림 4> 7군 푸미흥 신도시

푸미흥 신도시 아 트는 부분 200세 미만의 소규

모 주상복합아 트이다. 500세 이상의 단지는 3사례(J.

K, N)이며, 100-500세 미만은 7사례, 100세 미만의

독립형 아 트도 5사례로 나타났다.

푸미흥 신도시는 <그림 5>와 같이 800m마다 커뮤니티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주 도로변을 심으로

아 트를 배치하고 단독주택 단지 타운하우스 단지는

도로변 안쪽에 배치하고 있다. 주 도로변에 아 트를 배

치하는 것은 아 트 층부에 상업공간 서비스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편리하게 상업 락시설

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다. 즉 도로변 주변의

남아있는 소규모 필지에 주상복합아 트를 계획하여 200

세 미만의 단지가 조성된 것이다.

a. 800m마다 커뮤니티 조성

http://www.saigonsouth.com/

b. 남쪽 운하지구

(사례 A, B, C, D, E, F, G, H)

<그림 5> 지구 조성

. APT 개요 조감도 배치도

A
Panora

ma

년도 2008
층수 6개동,6-24층
토지면 24,054 ㎡
건폐율 30.6 %
녹지률 70 %
세 (면 ) 276(122~374㎡, 6Type)

B
Garden

courtⅠ

년도 2009
층수 3개동 8~15층
토지면 5,500 ㎡
건폐율 52.48 %
녹지률 47.5 %
세 (면 ) 103(103~257㎡, 7Type)

C
Garden

courtⅡ

년도 2008
층수 3개동, 7-15층
토지면 5,500 ㎡
건폐율 56.64 %
녹지률 43.36 %
세 (면 ) 90(98-289㎡, 6Type)

D
Garden

plaza 1

년도 2008
층수 4개동 8층
토지면 8,015 ㎡
건폐율 56.6 %
녹지률 43.42 %
세 (면 ) 96(123-222㎡, 4Type)

E
Garden

plaza 2

년도 2008
층수 2개동 12-20
토지면 3,084㎡
건폐율 40.46 %
녹지률 59,64 %
세 (면 ) 38(138-204㎡, 4Type)

F

G r a n d

view 1,

2

년도 2008
층수 3개동 6-16층
토지면 13,814 ㎡
건폐율 56.4 %
녹지률 43.6 %
세 (면 ) 313(115㎡~192㎡,20Type)

G
M y

Duc

년도 2008
층수 2개동 12층
토지면 2,856 ㎡
건폐율 48 %
녹지률 52 %
세 (면 ) 84(118~532㎡, 11Type)

H
M y

Phat

년도 2008
층수 1개동 8-20층
토지면 3,298 ㎡
건폐율 36.5 %
녹지률 63.5 %
세 (면 ) 72(128-137㎡, 3Type)

I
P a r k

view

년도 2008
층수 2개동 17층
토지면 2,806 ㎡
건폐율 -
녹지률 -
세 (면 ) 132(73-205㎡, 8Type)

J

S k y

Garden

Ⅰ, Ⅱ

년도 2008
층수 9개동 12-20
토지면 61,300㎡
건폐율 60 %
녹지률 40 %
세 (면 ) 1,630(71-91㎡, 10Type)

K

S k y

Garden

Ⅲ

년도 2010
층수 9개동 12-20층
토지면 42,727 ㎡
건폐율 61.11 %
녹지률 37.99 %
세 (면 ) 1,715(56-106㎡, 16Type)

L
C a n h

Vien 3

년도 2012
층수 2개동 13층
토지면 4,020 ㎡
건폐율 42.6 %
녹지률 54.2 %
세 (면 ) 116(110-130㎡, 6Type)

M
G r e e n

View

년도 2009
층수 2개동 10-15층
토지면 6,460 ㎡
건폐율 62.5 %
녹지률 37.5 %
세 (면 ) 153(102-233㎡, 6Type)

N

Riversid

e

Res ide

nce

년도 2011
층수 5개동 17-29층
토지면 45,425 ㎡
건폐율 22.87 %
녹지률 77.13 %
세 (면 ) 671(143-239㎡, 27Type)

O
R i v e r

Park

년도 2012
층수 3개동 13-26층
토지면 16,747㎡
건폐율 40.6%
녹지률 59.4%
세 (면 ) 290(123-533㎡, 11Type)

<표 1> 분석 상 아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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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트 단지는 2동에서부터 5-6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동으로 구성된 경우(사례 G, I, L, M) 각동은 공용

공간으로 연결하여 상형 아 트와 같은 배치형태를 취

한다. 사례 D(8층)를 제외한 모든 아 트는 고층아 트이

며, 층의 변화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외부입면의 변화를

주고 있다. 2동 이상의 건물이 조합된 형태로 수직 공

간배치 방식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a. 1층 커뮤니티 조성

(사례 A, B, C, E, H, N, O)

b. 3층 커뮤니티 조성

(사례 D, F, G, I, L, M)

c. 지상 주차장

(사례 J, K)

<그림 6> 주동의 수직조합 방식

지하층에 주차장을 배치하고 지상 1층-2층은 상업공간,

3층 이상에 아 트를 계획한다. 일부 아 트의 경우 1층

은 상업공간, 2층은 오피스로 사용하기도 한다. 주민을

한 커뮤니티 공간은 지상 1층 는 동과 동을 연결하

는 3층에 배치하기도 한다. 사례 J와 K처럼 지하층이 없

는 경우에는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을 상업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3.2. 외부시설 부 복리 시설

단지 내 외부시설은 크게 4개로 구분27)할 수 있다. 첫

째, 공원과 녹지·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옥외 공간, 둘

째, 테니스장, 수 장 등 체육·야외활동이 가능한 커뮤니

티 공간, 셋째, 녹지는 아니지만 휴게가 가능한 보행 공

간, 다섯째, 주차와 차량동선을 한 공간과 상업공간으

로 분리할 수 있다.

(1) 상업공간

푸미흥 지역의 아 트는 경제 목 과 생활의 조건을

높이기 해 1-2층에는 상업공간과 오피스를 배치하고 있

다. 1-2층의 상업공간은 주로 매시설로 슈퍼, 식당, 임

사무실 등이며 매시설의 출입구는 외부에서 직 출입이

가능하다. 거주민의 안 을 해 주거와 비주거 동선은 명

확히 분리되어 있다. 이는 아 트의 보안에 련된 것으로

부분의 아 트는 경비원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을 지하

고 있다. <그림 7>의 경우처럼 상업공간은 면 도로를

향해 출입구가 설치되어 진입이 편리하게 계획하 고, 주

거공간은 아 트 후면에 철재출입문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입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7) 유해연, 최지 , 조종주, 베트남 하노이시의 주상복합아 트 계획특

성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논문집 24권 2호, 2013.4, p.5

<그림 7> 상업공간과 거주공간의 출입동선 분리(사례 M)

(2) 주차장

푸미흥 지역의 아 트 지하층은 <그림 8>과 같이 주

차장과 기계실로 사용한다. 베트남의 일상생활에서 교통

수단은 오토바이로 지하층은 오토바이 주차구역과 자동

차 주차구역이 구분되어 있다. 자동차 주차공간은 세 수

에 따라 1:1로 만든다. 우리나라와 달리 지하공간을 상업

공간이나 오피스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풍수의 에

서 경 에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28)이다. 일부 아 트(사

례 F, G, I, L, O)의 경우 <그림 8>과 같이 1층 옥외공간

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1-2층의 상업공간

주차장으로 자동차 진입은 건물의 후면을 통해 이루어지

며, 면의 보행자 동선과 분리되어 보차분리가 명확히

나타난다.

<그림 8> 지하 주차장과 1층의 상업공간 (사례 G)

(3) 거주민 간 교류를 한 부 복리시설

거주민 간 교류를 한 부 복리시설은 <표 2>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통 으로 주민들과의 커뮤니

티를 요시하는 베트남의 문화를 반 한 것으로 2-3동으

로 연결된 아 트 특성상 건물의 사이공간을 거주민의 부

복리시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8) 황득아인, 베트남과 한국의 고층아 트 공간구성의 비교분석, 부경

석사논문, 2011,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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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 3 4 5 6
*
7 8 9 10 11 12 13 14 15

옥외공간

가든(공원) ● △ ○ ○/○ ○ ● ● ○ ○ ○

장 ○ ○ ●

산책로 ○/● ● ○ ○ ● ○

옥상 가든 ◎ ◎ ◎ /◎ ◎

휴식공간
수공간 ● ● ●○/● ● ●

정자 ○

커뮤니티

공간

수 장 ● ○ ○/○ ○ ● ○ ● ●

운동실 ● /○ ○ ● ○ ○

테니스코트 ● ●

놀이방 ● ● ○ ○ ○

다목 홀 ● ○ ○ ○ ●

경비실(로비) ● ● ● ● ●●/● ● ● ● ● ● ● ● ● ●

●: 1층에 치 ○:2-3층에 치 ◎: 건물의 옥상에 치(건물의 층이 다름)

* 사례 6의 경우 1차와 2차로 분류하여 구분

<표 2> 주민을 한 부 복리시설

지 형태와 계획규모에 따라 부 복리시설은 차이가

있으나, 소규모의 아 트 단지는 외부공간에 수공간(물)

을 만들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하 다.

이는 고온다습한 기후 특성상 수공간을 둠으로써 외부온

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규

모가 큰 단지는 수 장을 포함한 운동공간과 앙 장

등 옥외공간을 통해 주민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도록 계획하 다. 지가 작아 1층에 공간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층이나 3층 일부를 수 장과 가든으로

꾸며 입주민의 옥외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입주민을 한 커뮤니티 공간은 다목 실, 운동실,

어린이 놀이방 등이 있다.

a. 테니스코트 b. 수 장 c. 운동실 d. 놀이방

<그림 9>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사례 A)

4. 내부공간구성 특성

4.1. 일반 특성

푸미흥 신도시아 트는 부분 ․ 형 규모29)로 계

획되어 있다. 이는 규모의 형화를 통하여 푸미흥 아

트의 고 화를 알 수 있었다. 면 분포를 보면 100㎡미만

은 21사례(이 60㎡이하 소형 아 트는 1사례), 100-200

29) 베트남 주택법에 의한 분양아 트의 최소면 은 45㎡이며, 사회주

택은 30㎡-60㎡이다. 이는 아 트 1가구당 4인을 기 으로 인구

도에 따라 아 트 규모를 정한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발코니

로지아면 이 아 트 용면 에 포함되어 분양된다. 발코니 로

지아면 은 작게는 5㎡에서부터 크게는 50㎡이상 나타나, 이를 포

함하여 주택의 규모를 구분해야 한다. 특히 푸미흥 신도시에 공

하고 있는 아 트는 주 상이 외국인으로 고 형 아 트에 해당하

기 때문에 국내 아 트 단 평면 규모보다 상이한 면 으로 기 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자는 김 철(2010)의 논문 베트남 호치민

공동주택의 단 평면규모를 참고하여 구분하 다.

㎡미만은 92사례, 200㎡이상은 32사례로 나타났다. 이

복층은 36사례이고, 200㎡이상 아 트 87%인 28사례가

복층이다. 사례 J의 경우 로 트(loft)와 펜트하우스로 구

분하여 복층을 구분하고 있으며, 사례 O는 1층을 복층으

로 계획하여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같은 특화된 평면을

제시하기도 하 다. 이처럼 복층형은 테라스 면 발

코니 면 , 1층의 마당면 까지 포함하고 있어 주택의 규

모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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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미만 100~200㎡ 200㎡이상

<그림 10> 공간구성

주호내부구성방식은 3LDK+2Bath(79사례, 54.48%)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100㎡미만의 소형평면은 최소 2개의

방에서 최 3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100~200㎡의

형 평면은 최소 2개의 침실에서부터 4개의 침실을 사

용하고 있었고, 200㎡ 과되는 형평면은 4개 이상의

침실을 사용하고 있다.

형평면은 부엌 로지아에 메이드 침실과 화장실이

부가되어 면 에 따라 7LDK+9Bath(사례 N, 554.9㎡)의

경우도 있다. 메이드 공간은 사례 M(2사례), 사례 N(2사

례), 사례 O(16사례)에서 나타나며 사례 O의 경우 형평

면임에도 메이드 공간이 계획되어 있었다.

사례 M, 417.5㎡(6LDK+7B) 1층 사례 O, 129㎡(4LDK+3B)

<그림 11> 메이드 침실 배치

4.2. 공 공간과 사 공간 구성 특성

공 공간과 사 공간의 평면구성방식은 크게 공 공간

심형과 공/사 분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한 평면의 75%(109사례)는 공 공간과 사 공간이

명확히 분리된 공/사 분리형으로 나타났으며, 이 3%(4

사례)는 사 공간사이에 부엌을 배치하고 있다. 공 공간

심형은 25%로 한국의 거실 심형 평면과 매우 유사하

며, 사례 G, I, L 아 트 일부 평면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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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간구성방식 공간구성특성 사례(%)

공/사 분리형 공 공간-사 공간
105

(72)

109

(75)

사 공간 내

부엌배치
공 공간-사 공간(부엌)

4

(3)

공 공간 심형 사 공간-공 -사 공간
36

(25)

<표 3> 공 공간과 사 공간의 구성특성

N=145

공/사분리형은 가족 심의 내 인 공간과 사회 인 외

인 공간으로 구분하여 공 공간을 지나서 사 공간으

로 근하는 구성방식이다. 입구-공 공간-사 공간으로

이어지는 동선체계를 가지며, -거실 식사실-침실

로 이어지는 동선을 통해 사 공간인 개인 공간을 보

호하려는 계획의도가 보인다. 즉 문을 열었을 때, 거

실과 식당이 직 으로 노출되지만 개인생활공간인 침

실은 시선이 차단되어 개인의 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사 공간사이에 부엌이 일부 배치되는 경우는 사례

K아 트 소형평면에서 나타난 것으로 작은 면 에 필요

한 공간을 배치하기 해서 부엌을 개인공간 사이에 배

치한 것으로 보인다.

a. 공/사 분리형

사례 B, 108.9㎡(2LDK+2B)

b. 공 공간 심형

사례 I, 106.4㎡(3LDK+2B)

<그림 12> 공 공간과 사 공간 구성방식

공 공간 심형은 거실을 심으로 양쪽에 사 인 침

실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입구-공 공간-사 공간으로 이

어지는 동선체계는 공/사 분리형과 큰 차이를 가지지 않

는다. 즉 거실 심으로 사 인 공간이 분리되고 있으나

사 인 라이버시를 유지하기 한 동선체계와 구성은

공/사 분리형과 큰 차이가 없다. 이때 부부침실은 공 공

간에서 가장 안쪽에 배치하여 공 공간인 거실에서 부부

침실의 출입문이 보이지 않는다.

구분 공간구성방식 공간구성특성 사례(%)

개방형 LDK
거실, 식당, 부엌이 한 공간으
로 계획되어 있으며 시각 으
로 오 된 형태

16
(11.0)

거실
분리형

L/DK
거실과 식당, 식당과 부엌은 시
각 연계가 가능하나 거실과
부엌이 시각 으로 차단된 형태

17
(11.7)

부엌
분리형

LD-K
부엌은 독립되고, 거실과 식당
은 한 공간에 오 된 형태

89
(61.4)

110
(75.9)

L/D-
K

부엌은 독립되고, 거실과 식당
은 시각 연계가 가능한 형태

12
(8.3)

LD/K
거실과 식당은 한 공간으로 구
성되어 있고 부엌이 떨어져 분
리되어 있는 형태

9
(6.2)

독립형
L-D-
K

거실․주방․식당이 각각 독립
되어 있는 형태

2
(1.4)

<표 4> LDK 구성특성

N=145

4.3. 거실-식당-주방의 연계방식

거실(Living), 식당(Dining), 부엌(Kitchen)의 연계는 연

계방식에 따라 독립형, 개방형, 거실분리형, 부엌분리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푸미흥 지역의 아 트는 75.9%(110사

례)가 부엌 분리형이고 개방형이 11%(16사례), 거실 분리

형 11.7%(17사례), 독립형이 1.4%(3사례)로 나타났다.

a. 개방형(LDK)

사례 J, 71.4㎡(2LDK+1B)

b. 거실분리형(L/DK)

사례 D, 103.7㎡(2LDK+2B)

c. 부엌분리형(LD / K)

사례 K, 56.5㎡(2LDK+1B)

d. 부엌분리형(LD – K)

사례 H, 128.6㎡(3LDK+2B)

<그림 13> L-D-K 구성방식

부엌을 다른 공간과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은 베트남의

음식문화와 련이 깊다. 베트남 음식문화는 비와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향신료가 강해 부엌을 독립 으로

배치한다. 한 개 개방정책이후 나타나는 격한 경제

성장으로 주택내에서도 고용자가 공존하게 되고 동일 공

간 내에서도 철 하게 그 업무가 분화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자의 작업공간인 부엌은 독립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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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러한 독립된 부엌은 주 출입구에 근 배치하

여 외기에 면한 없어 통풍과 일조조건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부엌 반-오 된 로지아를 통해 환기와 채 을

해결하고 있다.

일부 소형평면은 공간이 소하여 부엌을 거실, 식당과

떨어져 배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경우도 문과 벽을 설

치하면 부엌분리형과 같다.<그림 13-c> 거실, 식당, 부엌

이 하나의 공간으로 오 되어 나타난 개방형은 사례 I, J,

K아 트의 소형평면에서 일부 나타난다. 거실 분리형은

티션이나 벽으로 거실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거실이

ㄱ자로 꺾여 부엌과 시선이 분리된 경우로 이 경우 벽을

세우면 독립된 부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30)

<그림 14>

부엌 개방형으로 사용

사례 D, 131.2㎡(3LDK+2B) 부엌 독립형으로 사용

<그림 14> L/DK

4.4. 진입공간의 배치특성

외부공간에서 내부주호로의 진입방식은 직 진입형,

외부 이공간형, 내부 이공간형, 내․외부 이공간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푸미흥 지역의 아 트는 53.4%(77

사례)가 외부공간에서 직 진입하고 있으며 외부공간에

이공간이 있는 경우는 11.7%(17사례), 내부공간에 이

공간이 있는 경우는 21.4%(30사례), 내․외부공간 모두

이공간이 있는 경우는 13.8%(20사례)로 나타났다.

직 진입형은 엘리베이터 홀이나 복도에서 개별주호

에 직 진입하는 방식이다. 베트남은 입식문화를 바탕으

로 생활한다. 더운 기후와 높은 습기로 일상 생활속에서

입식문화의 향을 받았고, 과거 통주택에서는 바닥에

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기 해 실내에서도 신을 신

고 생활하기 때문에 신을 벗어두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

았다 31). 이러한 생활방식은 외부활동이 주택 내부 공간으

로 직 연결되어 연속 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서

양식 생활 패턴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 은 거실과

식당으로 형성된 공 공간에 치하며, 그 구획이 명확히

30) 베트남은 기본 골조만 분양하고 내부의 인테리어는 집주인이 직

계획하고 있어 집주인에 따라 같은 평면이라도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자가 방문한 Garden plaza 1의 경우에도 같

은 평면이나 한집은 부엌개방형으로, 한집은 부엌분리형으로 계획

되어 있었다.

31) 황득아인, op. cit., p.21

구분되지 않아 부분 외부에서 직 진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의 아 트생활은 실내에서 신

을 벗고 생활하기 때문에 신을 벗는 장소의 부족으로

<그림 15-a>와 같이 엘리베이터 홀이나 복도에 신발장

을 설치하여 신을 벗고 출입하기도 한다. 한 직 진입

형은 문을 열면 바로 외부로부터의 시야가 오 되는 단

이 있다.

구분 공간구성방식 공간구성특성 사례(%)

직
진입형

복도나 계단실에서 개별주
호로 직 진입

77
(53.4)

외부
이공간형

복도나 계단실에서 개별주
호 진입시 이공간을 조성
한 형태

17
(11.7)

내부
이공간형

복도나 계단실에서 개별주
호 진입시 주호내 신발장이
나 신발을 벗을 여유공간이
있는 형태

31
(21.4)

내-외부
이공간형

외부에서 진입시 이공간
을 조성하고 주호내부에도
신발을 벗을 여유공간이 있
는 형태

20
(13.8)

<표 5> 진입공간 특성 N=145

a. 직 진입형 사례 b. 내․외부 실형 사례
사례 M, 106.4㎡(3LDK+2B) 사례 D, 131.2㎡(3LDK+2B)

<그림 15> 진입공간

외부 실형은 복도에서 매개공간인 실을 거쳐 개별주

호로 진입하는 유형으로 사례 B, C, O 복도형 아 트에

서 주로 나타난다.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기 해 복도에

서 시선을 차단하는 이공간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직

진입형과 큰 공간구성의 차이는 없으나 외부로부터

시야를 차단하고자 하는 욕구를 일부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내부 실형은 내부공간에서 신을 신고 벗을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형태로 베트남은 계 변화가 없어 많은

신발을 수납할 큰 수납장이 필요하지 않아 내부 실도

매우 작게 구성되어 있다. 내부 실과 거실과의 바닥 경

계는 없으며 주로 매트를 깔아 공간을 구분한다.

내-외부 실형은 외부공간에도 매개공간인 실이

치하고 내부공간에도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여유 공

간이 있는 유형으로 단차이만 없을 뿐 우리나라의

배치와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일부 아 트에서 내부 혹은 외부공간에 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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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시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러한 방식은 베트남사람들의 습 이나 념에

서 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4.5. 부부침실의 공간구성 특성

부부침실은 가장 사 공간으로 인식한다. 공 공간을

지나가서 사 공간의 복도나 침실출입문 앞 공간을 통해

부부침실에 근한다. 부부침실은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에서 떨어진 조용한 곳에 치하고 있다.

부부침실에는 53.8%가 용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소형아 트(70㎡ 이하) 2.1%만 용화장실

없이 부부침실만 배치하고 있다. 44.1%는 용화장실외에

도 드 스룸이 설치되어 있다. 부부침실 내 용화장실은

욕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아 트규모에 따라 욕

조와 샤워부스를 같이 설치하기도 한다.

구분 공간구성방식 공간구성특성 사례(%)

부속실 無

별도의 부속실 없이 부부침실

만 있어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

용

2
(1.4)

부

속

실

有

화장실

부속

부부침실에 화장실이 부가된

형태
79
(54.5)

화장실

&

드 스

룸

부속

부부침실에서 드 스룸을 거쳐

화장실로 이동
48
(33.1)

64
(44.1)

부부침실에서 드 스룸과 화장

실을 별도로 이동하는 형식(

는 실을 거쳐 드 스룸과 화

장실로 이동)

16
(11.0)

<표 6> 부부 용공간의 공간구성 N=145

특히 푸미흥 지역의 아 트들은 부부침실내 드 스룸

의 규모가 매우 작게 구성하고 있어 용 화장실외 다른

기능을 가지는 공간의 유무가 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

료된다. 이는 국내와 다르게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 많은

수납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림 16> 부부침실 구성

4.6. 발코니

국내의 경우 아 트 , 후면에 발코니가 있는 경우가

많고 발코니의 요철이 거나 직선형으로 구성하여 발코

니 면 을 내부공간화 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

남의 경우 발코니 면 이 분양면 에 포함되므로 발코니

면 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베트남의 발

코니는 분산형식을 취하고 있다. 주로 거실과 식당에 발

코니를 배치하고 일부 침실에도 배치하기도 한다. 층에

치한 몇몇 아 트(사례 B, C, D, E, F, G)의 경우 면

에 하나로 연결된 발코니를 설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

국과 다르게 오 된 외부공간으로 가든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 베트남 아 트는 부엌 에 로지아(loggia)32)가

배치되어 있다. 반 오 되어 외기에 해있기 때문에 통

풍과 습기제거에 유리하여 주로 세탁실로 사용한다. 이

공간은 평면의 요철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볼때에는 빨래

건조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시각 으로 차단되어 있

다. 아 트 층이 연결되어 베트남 기후조건에 맞는 자

연환기 장치의 역할을 한다.

a. 거실 면, 침실측면 발코니로 사용(사례 I)

b. 면 체를 발코니로 사용(사례 F)

<그림 17> 발코니와 로지아

즉 거실이나 식당, 안방의 오 된 발코니는 가든이나

망을 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부엌 로지아는 세탁

이나 수납을 한 용도로 사용한다.

5. 결론

베트남은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심각한 주택난을 겪

기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기 해 국외 우수기술을 도입

한 신도시 건설로 도시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32) 분양 카다로그에는 Intrior area+ loggia & laundry area로 구분하여

체면 과 함께 표기하고 체면 으로 분양한다. 한 분양 카다

로그에 한쪽 면이 외기에 한 반-오 된 공간을 로지아로 표기하

고 있다. 로지아는 한 쪽 는 그 이상의 면이 트여 있는 방이나

복도로 특히, 주택에서 거실 등의 한쪽 면이 정원으로 연결되도록

트여 있는 형태를 나타난다.(naver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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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도 푸미흥(PMH) 신도시는 매우 성공 인 사례

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 주택개발에 향

을 미친 호치민시(HCMC) 푸미흥 신도시의 아 트 내․

외부 계획특성을 분석하고자 15단지, 145유형의 평면을

조사하 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푸미흥 지역의 아 트는 주상복합아 트로 800m

마다 커뮤니티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도로변을 심으

로 아 트가 배치되어 있는 500세 미만의 소규모 아

트가 부분이다. 국내의 아 트보다 녹지공간이 풍부하

며, 주상복합아 트의 특성상 주동의 배치와 함께 커뮤니

티를 유발하는 사이공간을 계획하여 거주민간 교류를

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주민의

안 을 해 철 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푸미흥 신도시아 트는 100㎡이상의 ․ 형 평

면으로 평면구성은 3LDK+2BATH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 공간과 사 공간은 분리하여 배치하며, 부엌은 독립

으로 배치하고 은 외부공간에서 직 진입하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더운 기후의 특성상 통풍이 용이한 반

오 된 로지아가 부엌 에 치하고 있다.

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푸미흥 신도시아 트 내부

공간은 특별한 차별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베트남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으며 푸미흥 신도시 평면구성

이 다른 지역에도 그 로 답습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

다. 그 다면 푸미흥 신도시에 한국 이주민이 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지역과 다른 도시기반 시설

을 들 수 있다. 학교, 병원, 형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안 한 거주지로 한인 타운이라 불리우는

한인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족들이 안락하고 편안

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푸미흥 아 트 내부공간은 한국과 다른 문화와 제도로

국내 아 트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경제 ,

사회 여건에 따라 최소 129㎡이상의 단 세 는 메이

드 역을 구성하고 있다. 제도의 차이에 따라 발코니

서비스 공간이 없으며, 수납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부엌은 매우 좁고 폐쇄 이며 환기와 통풍, 채 에 어려

움이 있다. 로지아는 베트남 기후조건에 맞는 자연환기

장치라 할 수 있으나 작고 좁아 부엌의 채 에는 큰 효

과가 없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경우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평면분석에 의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시기 인 변화 특성과 지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

인 연구와 거주민의 주거만족도와 주요구에 한 세부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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