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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복

지관련 정책차원에서 공공임대중심이었다. 공공임대주택

은 저소득층의 부족한 주택수를 해결하고 주거안정을 도

모하기 위한 공급위주였으며,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

는 수준에서 획일적인 방식으로 계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전형적이고 획일적인 주호계획과 배치는 주거취약

계층의 다양한 가구 구성과 주거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

고 변화하는 사회적 주거수준과 동떨어져,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인 주요 원인이 되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nnaoh@chol.com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R1A2B4014631)

최근 공급되고 있는 행복주택은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으로서, 주거취약계층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

혼부부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주거비 및 교통과

문화 등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존

외곽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부지를 지역의 중심지에 제

공하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계획되어

추진된 도심지 행복주택의 경쟁률은 평균 10:1을 넘어서

는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행복주택의 대상지 마련과정

에서 기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도심지내의 부지확보

의 어려움을 겪는 등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은 좀처럼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1).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

양한 계층의 혼합(social mix)을 시도하기도 한다. 임대

주택과 분양주택 혼합형으로 계획된 주거단지의 주거만

족도연구(최권종 외, 2015)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

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7921&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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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식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혼합형 단지 내 분양

세대의 불만족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주택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디자인 다양화는 주택의 내실화와 차별성을 이루는 방법

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1). 2014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

부, 2014)에 따르면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주택보

유의식’은 2010년 83.7%에서 2014년 79.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31.5%, ‘전

세자금 대출지원’ 19.1%에 이어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이 16.3%로 ‘단기공공임대주택공급’ 3.8%와 합치면 ‘공공

임대주택공급’이 20.1%로 매우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

로 나타났다. 점점 주택보유의 개념이 줄어들고 공공임

대주택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주택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된 디자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제

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의 임대주택계획은

새로운 주거수요에 따른 주호계획과 배치, 커뮤니티구성

등과 함께 건물형태를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디자인 다

양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디자인 다양성을 통해

다양한 주거대상에 따른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문제인 사회적 소외(social alienation)와 배제

(social exclusion)를 해결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획일성을 배제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디자인 혁신적인 임대주택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를 구현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구체적인 디자인 가이

드라인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의 디자인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혁신 사례와 디자인 가이드

라인의 내용을 분석하면 디자인 혁신의 구체적인 적용방

법을 찾아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디자인 가

이드 라인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임대주택계획의 디자인 측면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목적은 국

내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고 디자인 다양

성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임대주택의

사례를 분석하여 주동 배치 및 커뮤니티 특성, 주호 구

성 및 특성, 파사드 및 발코니 등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

여 디자인 다양성을 구현하는 방안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양하는 다양한 디자인

구현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절차
임대주택에서 디자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나

라의 주택 디자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디자인 다양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추출

하였다. 그리고 디자인 다양성을 확보한 해외 임대주택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 주거단지의 배치와 주호계획방법

을 유형화하고 단위공간의 규모와 주호의 계획방법과 배

치, 커뮤니티 계획방법 등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앞서 추

출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의 디자인 다양성을 중심으로

사례의 디자인분석을 실시하고, 디자인 다양성을 확보하

기 위한 주동 배치계획 및 커뮤니티 시설 특성, 주호 조

합 및 유닛 구성방식, 파사드 및 외관 및 지속가능한 디

자인 특성 등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방안을 조사하였다.

2. 문헌고찰

2.1. 임대주택 디자인 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디자인과 관련하여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주거수요에 맞는 계획방법을 다루는 연구

가 대부분이며, 구체적인 디자인 다양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평면

확장 리모델링 계획유형에 관한 연구(최재필 외, 2009)’

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면확장 리모

델링의 적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의 필

요성을 검토하였고, ‘실내공간의 배치관계를 통해 본 고

령자 공동주택 주호공간구조에 관한 연구(배시화 외,

2015)’에서는 고령자 공동주택의 주거문화에 적합한 주호

공간을 설계하기 위하여 한국, 일본 및 유럽의 고령자

공동주택 주호에서 주요 공간요소의 배치상 공간구조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방법을 제시하여 임대주택의 보편적인 기준을 세우

는 데 집중하고 있고, 획일적인 기존 임대주택의 디자인

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 공동주택의 디자인 다

양성 관련 선행연구로는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다양화

를 위한 디자인체계개선 및 시범사업추진 방안 연구(염

철호 외, 2011)’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디자인과 에너

지 성능을 고려한 공동주택 계획 방향(정주현 외, 2011)’

에서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에너지 성능 기준

을 바탕으로 국내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계획에서 디자인과 에너지성능이

적절하게 조화된 설계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임대주택의 공간

적인 효율성이나 비용의 제약 같은 특수성이나 한계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의 제한된 자원과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치계획, 주동과 주호

디자인 등에서 구체적인 디자인 다양화 방향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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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획일

성과 폐쇄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주거수요에 적합한 계획

을 위한 디자인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3. 임대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

3.1.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
공공임대주택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영구적인 가치를

지닌 품질의 주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기본적인 주택의 구성요소와 기능을 만족해야 하며

규모의 적절성도 중요하다. 또한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

하기에 적합한 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보편적인 설

계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편성에 의한 설계는 자칫

디자인의 다양성을 위축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요소들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시공과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틀이 중요하다. 각국의 공공임

대주택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에서 디자인 다양

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표 1>

디자인 질 결정요인 HQS
Design
Advisor

Building
For Life

국내
디자인
가이드
라인

서울시
심의
기준

국내
고령자

단지
계획

대지계획 및 배치 ○ ○ ○ ○
도시내 특징성 ○ ○
조경 및 휴게시설 ○ ○ ○
공유개방공간 ○ ○ ○
기후고려 ○

주동
및
주호
계획

주택 외관 ○ ○ ○ ○ ○
주택공간구성 ○ ○ ○ ○ ○
실내디자인 ○ ○ ○
파사드디자인 ○ ○ ○
적절한 재료선택 ○ ○ ○ ○
내외부 디테일 ○ ○ ○
다양성과 선택성 ○ ○ ○

주택
성능

내부성능(자연채광,
환기, 공기질,
열적쾌적성)

○ ○ ○

지속가능성 ○ ○

<표 1> 디자인 다양성 결정요인 비교

미국의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는 HQS(Housing Quality Standards)2)

라는 기준으로 공공주택계획에서 필요한 주택디자인의

질을 결정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Affordable

Housing Design Advisor3)에서는 HUD의 연구를 바탕으

로 디자인 질을 확보하기 위한 7단계(7 Steps to Design

Quality)와 9가지 디자인 고려사항(9 Design Considerations)

2)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public_i
ndian_housing/programs/hcv/forms/guidebook

3) HUD의 지원으로 NJIT(New Jersey Institue of Technology에서
개발. http://designadvisor.org

을 제공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임대주택 디자인방

법을 마련하였다. 영국 Affordable Homes Programme(AH

P)4)에서 사용되는 Housing quality indicator(HQI) 평가도

구에서는 Building for Life5)를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6)을 주택법에 명시하고

공공주택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서

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7)에서는 디자인 우

수성을 높게 평가하기 위한 관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위한 별도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2006년 고

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이 있다. 이러한 기준들을

단지계획, 주동 및 주호계획, 주택성능의 범주로 나누어

디자인 다양성 결정요인을 비교하여 보았다.

단지계획에서는 대지 계획 및 배치, 도시 내 특징성,

조경 및 휴게시설, 공유개방공간, 기후고려가 디자인 다

양성 결정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주동 및 주호 계획에

서는 주택외관, 주택공간구성, 실내디자인, 파사드 디자

인, 적절한 재료 선택, 내외부 디테일, 다양성과 선택성

으로 하였고, 주택성능에서는 내부성능과 지속가능성으

로 하였다.

특히, Affordable Housing Design Advisor에서는 건물

주동 디자인과 건축물외관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

어 있다. 주변 건물의 높이, 규모, 형태와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 포함되며, 단순한 박스형태의 건물을 지양하고

지붕의 형태, 높이의 변화, 돌출부분 등으로 다양한 건물

형태로 계획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각적인 다양성을

위하여 출입구나 파사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

별화되는 디자인 특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담고 있

다. 이런 내용은 국내 임대주택의 획일적인 주동배치와

주호계획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사례조사

4.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국내외 임대주택과 공공주도로

공급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해외

사례는 여러 건축설계관련 공모전에서 1회 이상의 수상

이력을 가지고 있는 10년 이내의 임대주택으로 조사 대

상을 한정하였다. 조사 사례 단지는 외관주호의 다양성,

주호의 조합구성, 커뮤니티 시설 차원에서 디자인 다양

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4) 영국 Homes and Community Agency에서 발행하는 임대주택계획
을 위한 안내서

5) www.builtforlifehomes.org
6) 주택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2016년 12월 6
일 개정 고시)

7) 2008년 제정되어 2011년 개정됨. 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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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례는 미국의 Broadway Affordable Housing,

Fillmore Park, Parkview Terrace, Via-Verde, Sugar Hill

Housing, 캐나다의 60 Richmond Street East, 네덜란드의

Black & White Twins, 슬로베니아의 Honeycomb, 싱가포르

의 Pinnacle @ Duxton, SkyVille @ Dawson, SkyTerrace

@ Dawson, 국내사례는 최근 5년 내 건축되어 디자인 관련

수상이력이 있는 서울의 강남보금자리지구의 LH강남힐스테

이트, 서울신내지구 SH공사의 신내우디안로 하였다.

4.2. 조사방법 및 내용
선정한 사례의 조사방법은 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현장조사방법과 문헌조사방법으로 하였다. 국

내사례와 싱가포르 사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의 사례는 문헌조사와 인터넷조사를 병행하였다. 임대

주택의 일반적인 건축관련내용을 지역, 건축가, 준공년

도, 연면적, 세대수, 층으로 조사하였다(표 2).

(사진출처:http://www.archdaily.com/, http://www.archello.com, http://architizer.com)

배치형태는 단지의 주동배치와 주동 내 주호배치로 구

분하고 커뮤니티 특성을 정리하였다(표 3). 단지의 주동배

치는 단독형, 중정형, 병렬형, ㄱ배치로 나누고 주동 내 주

호배치는 수직적으로는 일반형과 복층형으로 하고, 수평적

으로는 계단형, 복도형, 타워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택 지역

건축가/회사
준공연도
연면적(㎡)
세대수/층

Broadway
Affordable
Housing

미국 Kevin Daly
2012년
3087㎡
33unit/3층

Santa
Monica

Fillmore Park

미국 David Baker
2012년
4118㎡
32units/3층

San
Francisco

Parkview Terrace

미국 Fougeron
2008년
5063㎡

101units/3~9층

San
Francisco

Sugar Hill
Housing

미국 David Adjaye
2014년
15886㎡

124units/13층
New York

VIA-VERDE

미국 Dattner
2012년
27313㎡

222units/2~20층
New York

60 Richmond
Street East

캐나다
Teeple
2010년
9250㎡

86units/11층
Toronto

Black & White
Twins

네덜란드 Casanova+Hernandez
2012년
3440㎡

29(임대15)units/4층
Blaricum

HONEYCOMB

슬로베니아 OFIS
2006년
2800㎡
30units/5층

Livade

Pinnacle@Duxton 싱가포르

ARC Studio
Architecture+Urbanism

2009년
186207㎡

1848units/50층

<표 2> 사례대상의 일반적인 건축내용

SkyVille@Dawson 싱가포르

WOHA
2015년
111106㎡
960units/46층

SkyTerrce@Dawson 싱가포르

SCDA
2015년
87000㎡

758units/40~43층

LH강남
힐스테이트

서울

Frits van Dongen
2015년
179904㎡

1339units/10~18층

SH신내우디안 서울

태영건설
2013년
184985㎡

1896units/6~24층

주택
단지배치
주호배치

커뮤니티특성

Broadway
Affordable Housing

중정형
일반형/계단형

중정정원,
자전거도로,
놀이터

커뮤니티룸,
세탁시설,
컴퓨터실

Fillmore Park

중정형
일반형/계단형

중정정원

Parkview Terrace

ㄱ자형
일반형/복도형

중정공원,
커뮤니티룸,라
이브러리

Sugar Hill Housing

단독형
일반형/타워형

박물관,
커뮤니티,
사무실

VIA-VERDE

복합형
복층형/복도형,
계단형

중정정원,
옥상정원,

휘트니스센터,
1층건강센터

<표 3> 사례대상의 배치계획 및 커뮤니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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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형과 계단형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으며, 중앙정원

을 두고 각종 커뮤니티시설을 두고 있는 주택단지가 많

았다. 그러나 싱가포르 사례의 경우는 모두 일렬로 된

병렬형과 타워형이었는데, 이는 열대기후의 특징이 고려

된 배치로 동향과 서향을 피하고 남향과 북향을 선호하

는 특성이 고려되었으며 자연환기를 위한 바람길을 조성

하는 스카이브릿지나 스카이가든이 계획되었다.

커뮤니티 특징을 조사한 결과, Broadway Affordable

housing은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커뮤니티룸과 세탁시

설 등을 계획했으며, 60 Richmond Street East는 야외정

원이 딸린 공용 부엌이 특징이고, Parkview Terrace는 커

뮤니티룸과 라이브러리가 계획되었다. Sugar hill housing

의 경우 박물관과 임대주택이 결합된 형태이며, Via-verde

는 건강을 중시하는 계획으로 야외활동을 유발하는 옥상

정원 및 병원을 포함한 건강센터가 포함되었다. 싱가포르

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운동시설과 놀이터, 스카이가든, 역

사공원 등이 계획되었다. 국내사례의 경우, 놀이터, 운동시

설, 노인정, 보육시설, 도서관, 클럽룸 등이 공통적으로 계

획되었으며, SH신내우디안의 경우 손님의 숙박을 위한 게

스트하우스가 추가되었다. 커뮤니티 시설 계획에서, 해외

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이나 핵심적인 중점 디자인 방향에

따라 차별화된 특징을 띤 공간계획이 이루어진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각

주거단지의 차별적인 요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유닛구성방식은 침실을 기준으로 유닛유형을 나누고

면적과 장단변비, 평면도를 정리하였다(표 4). 침실을 기

준으로 하여 studio형, 1bed형, 2bed형, 3bed형, 4bed형으

로 하였으며, 각 유닛의 장단변비는 유닛의 가장 긴 직

선길이와 가장 짧은 직선길이의 비로 하였다.

60 Richmond Street
East

중정형
일반형/복도형

야외정원부엌,
공용정원

Black & White Twins

단독형
일반형/계단형

없음

HONEYCOMB

병렬형
일반형/타워형

없음

Pinnacle@Duxton

병렬형
일반형/타워형

운동시설,어린
이놀이터,어린
이교육센터,역
사공원,하늘정
원,전망대

SkyVille@Dawson

병렬형
일반형/타워형

운동시설,역사
공원,어린이교
육센터,야외행
사를 위한
파빌리온,스카
이빌리지

SkyTerrace@Dawson

병렬형
일반형,복층형/타워

형

스카이가든,놀
이터,운동시설,
야외파빌리온

LH강남힐스테이트

중정형
일반형,복층형/복도

형

놀이터,운동시
설,노인정,보육
시설,도서관,
클럽룸

SH신내우디안

병렬형
일반형/계단형

놀이터,정자,도
서관,게스트하
우스,클럽룸,
노인정,보육시

설

주택 주호구분

Broadway
Affordable
Housing

유닛구성

유닛유형 1bed 2bed 4bed
면적(㎡) 92 98 125
장단변비 1:1.5 1:1.6 1:2

Fillmore
Park

유닛구성

유닛유형 studio studio 1bed 1bed
면적(㎡) 57 57 76 80
장단변비 1:2.2 1:2.2 1:2.4 1:2.9

유닛구성

유닛유형 2bed 3bed
면적(㎡) 99 147
장단변비 1:3.5 1:1.3

Parkview
Terrace

유닛구성

유닛유형 studio studio studio studio
면적(㎡) 55 55 54 45
장단변비 1:1.4 1:1.8 1:1.3 1:1.7

유닛구성

유닛유형 1bed 1bed 1bed 1bed
면적(㎡) 86 86 85 72
장단변비 1:1.1 1:1.6 1:1.2 1:1.1

<표 4> 사례대상의 유닛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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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을 기준으로 한 유닛유형에 따라 면적과 장단변비
를 종합해 보면(표 5), 싱가포르를 제외한 해외의 경우
Studio는 면적이 45~57㎡ , 장단변비는 1:1.3~2.3 범위 내였
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면적이 23㎡, 장단변비는 1:3.1로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여 면적이 1/2로 매우 작았으며, 장
단변비는 최대 3배로 큰 차이를 보였다. 2bed는 해외의 경
우 면적이 69~102㎡, 장단변비는 1:1.0~3.5로 매우 다양하
였으며, 싱가포르는 65㎡, 1:1.0, 국내는 46㎡에 1:1.5였다.
3bed는 해외는 112~147㎡, 1:1.0~1.5, 싱가포르는 83~122㎡,
1:1.4~1.8, 국내는 59~84㎡, 1:1.3~1.7이었다. 일반적으로 국
내사례의 면적이 해외 사례보다 작았으며, 장단변비의 경
우, 국내사례 Studio형의 장단변비가 1:3.1로 길쭉한 형태
를 띠고 있었으나 그 외의 유닛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
다. 면적이 협소한 경우 장단변비가 클수록 이동 통로의
확보 등으로 인하여 실제 가구 배치 및 실제 이용 면적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Sugar Hill
Housing

유닛구성

유닛유형 studio studio studio 1bed
면적(㎡) 52 49 48 35
장단변비 1:1.7 1:1.5 1:2.3 1:2.3

유닛구성

유닛유형 1bed 2bed 2bed 3bed
면적(㎡) 58 85 87 113
장단변비 1:1.3 1:1 1:1.1 1:1.3

VIA-VERDE

유닛구성

유닛유형 1bed 2bed
면적(㎡) 64 102
장단변비 1:1 1:1.3

60
Richmond
Street East

유닛구성

유닛유형 1bed 1bed 1bed 1bed
면적(㎡) 60 58 65 69
장단변비 1:1.6 1:1.9 1:1.4 1:1.2

유닛구성

유닛유형 1bed 1bed 1bed 1bed
면적(㎡) 79 63 77 63
장단변비 1:1.5 1:1.1 1:1.3 1:1.4

유닛구성

유닛유형 2bed 2bed 2bed 2bed
면적(㎡) 89 97 99 84
장단변비 1:1.5 1:1.3 1:1 1:1

유닛구성

유닛유형 3bed 3bed 3bed 4bed
면적(㎡) 112 117 121 108
장단변비 1:1 1:1.2 1:1.5 1:1.6

Black &
White Twins

유닛구성

유닛유형 2bed 2bed 2bed
면적(㎡) 86 78 69
장단변비 1:2.8 1:1.8 1:2.1

HONEYCO
MB

유닛구성

유닛유형 studio 2bed 3bed
면적(㎡) 55 78 119
장단변비 1:1.3 1:1 1:2.1

Pinnacle@D
uxton

유닛구성

유닛유형 3bed 3bed

면적(㎡) 93 105
장단변비 1:1.6 1:1.8

SkyVille@Da
wson

유닛구성

유닛유형 2bed 3bed 3bed
면적(㎡) 65 83 99
장단변비 1:1.0 1:1.4 1:1.6

SkyTerrace
@Dawson

유닛구성

유닛유형 1bed 2bed 3bed 3bed
면적(㎡) 37 65 83 122
장단변비 1:1.0 1:1.3 1:1.8 1:1.6

LH강남힐스
테이트

유닛구성

유닛유형 studio 2bed 3bed
면적(㎡) 23 46 59
장단변비 1:3.1 1:1.5 1:1.3

SH신내우디안

유닛구성

유닛유형 3bed 3bed 4bed
면적(㎡) 59 84 114
장단변비 1:1.7 1:1.4 1:1.4

Studio 1bed 2bed 3bed 4bed

면적
(㎡)

해외
45~49
52~57

35
58~65
69~79

69
78
84~89
97~102

112~121
147

108
125

싱가
포르

37 65
83
93~105
122

국내 23 46
59
84

114

장단
변비

해외
1:1.3~1.8
1:2.2~2.3

1:1.0~1.9
1:2.3~2.4

1:1.0~1.8
1:2.1~2.8
1:3.5

1:1.0~1.5 1:2.0

싱가
포르

1:1.0 1:1.0 1:1.4~1.8

국내 1:3.1 1:1.5 1:1.3~1.7 1:1.4

<표 5> 유닛유형에 따른 면적과 장단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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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디자인분석
각 사례는 해당 지역의 기후적 특성이 건축계획에 반

영되었으며 디자인 분석에 앞서 기후에 따른 건축계획적

특징이 검토되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열대기후이고 그

외의 대부분 지역은 온대기후에 속하지만, 같은 온대기

후라 하더라도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지중해성 기후지역

으로 사계절이 온화한 날씨인 반면,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온도차가 매우 극심하고, 여름철 태풍과 같은 강

풍과 폭우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

다. 기후에 따른 건축계획적 특징을 검토하기 위하여 싱

가포르 공동주택의 열대기후에 따른 건축계획적 특징과

사계절이 뚜렷하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고려한 우리

나라의 건축계획적 특징을 비교하였다.<표 6>

싱가포르의 경우 높은 태양고도로 거주자가 선호하는

향은 북향과 남향이며, 태양고도가 낮아지는 일출과 일몰

시간의 태양을 피하고자 서향과 동향을 기피한다. 따라서

싱가포르 사례의 공동주택은 모두 남북대칭형태의 타워형

주동배치의 특징을 보인다. 일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풍

이 없어 서비스공간은 태양을 가리는 그늘구조만으로 충

분하므로, 주호간이나 주동간 이동동선은 외기에 면한 캐

노피형태로 계획하며, 바람길을 조성하여 자연환기를 도

모하는 형태8)가 일반적이다. 또한 옥상녹화, 외벽녹화 등

8) 스카이 브릿지를 통해 주동간 주호간 연결하여 이웃과의 소통을

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는 고온다습한 기후적 여건

으로 녹화공간의 유지관리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과 겨울의 태양고도 차이가 크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남향배치를 선호하므로

일렬형 판상형 배치가 우선으로 선호된다. 타워형일 경우

주호마다 남향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배치하고 있다. 이동

동선공간은 겨울철 추위와 비바람을 막기 위해 외기를 차

단한 구조를 선호하며 외부녹화의 경우, 겨울철 추위와

건조한 날씨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앞서 정리했던 디자인 다양성 결정요인들(표 1)에서

단지계획에서는 도시내 특징성을, 주동 및 주호계획에서

는 주동형태의 다양성, 파사드디자인, 주택성능에서는 지

속가능성의 기술요소들을 추출하여 각 사례의 디자인특

성을 분석하였다.<표 7> 단지계획에서 도시내 특징성은

지역의 과거의 모습이나 발전과정 등을 전시하는 공간을

계획하여 역사성을 나타내거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축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동형태의 다양

성은 매스의 돌출과 후퇴, 높낮이의 차이, 지붕의 형태,

브릿지 연결, 색채와 재료의 사용 등의 요소를 통해서

표현되었다. 매스의 돌출과 후퇴는 현관부분의 매스를

후퇴시켜 공유공간에서 사유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

면서 개별 프라이버시의 확보를 유도하거나, 두 매스의

돌출과 후퇴를 통한 중첩효과로 단순한 박스형 디자인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후퇴되거나 보이드 된 공간에

공용공간을 배치하여 매스의 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공

간적인 활용을 겸하였다. 주동의 높이를 다양하게 계획

하여 높낲이의 차이를 두거나, 주동간 브릿지로 연결하

여 주민간의 소통공간을 계획하고, 다양한 색채와 재료

의 사용으로 디자인에 변화를 유도하였다. 파사드 디자

인의 다양성은 복층세대의 구성, 발코니 형태, 창의 형

태, 입면의 형태 등의 요소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일반세

대와 복층세대의 조합으로 입면의 다양성을 시도하거나

발코니와 창의 크기, 차양에 변화를 주거나 독특한 디자

인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싱가포르의 Pinnacle@Duxton

의 경우, 건설 전 화분박스, 베이 수, 창, 발코니 등을 거

주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게 하여 일정한 틀 안에서 다

양한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울 수 있는 입면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사례에서 사용된 지속가능성 기술은

자연환기, 빗물관리시스템, 태양열 이용 등이었다.

넓히고 여러 곳에 스카이 가든을 두어 휴게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싱가
포르

높은 태양고도로
선호하는 향은 북향,
남향, 기피하는 향은

서향, 동향

코어를 중심으로
남북대칭형태의
타워형 배치

사계절 고온 다습

외기에 면한 개방형
이동동선(계단실, 복도)

외부녹화(옥상녹화,
외벽녹화) 유지관리

유리

우리
나라

계절에 따른
태양고도변화로
남향 선호하며

기피하는 향은 북향,
서향

남쪽을 향한 판상형
배치, 타워형 배치는
향의 균등한 배분이

중요

겨울철 추위
여름철 태풍대비

외기와 차단하는
이동동선(계단실, 복도)

외부녹화 유지관리
불리

<표 6>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기후에 따른 건축계획적 특징

다양성 결정요인 사례

단지
계획

도시
내
특징
성

역사성

Pinnacle@duxton

Heritage Garden을
두어 지역의 역사를

전시함.

<표 7> 다양성 결정요인에 따른 사례의 디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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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임대주택의 사례에서는 단지계획이나 주동 및

주호계획, 주택성능의 여러 가지 요인에서 디자인 다양

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다양한 유닛의 수평과 수직적인

조합으로 단조로운 형태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전체적

인 파사드 계획을 통한 창과 발코니 등의 비율변화는 가

장 많이 활용되는 주동 및 주호계획 다양성 확보방법이

었다. 또한 지속가능성 기술은 저에너지를 실현하는 동

시에 차별적인 디자인 요소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디자인 다양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외

디자인 품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하고, 단지계

획, 주동 및 주호계획, 주택성능의 범주로 나누어 디자인

다양성 결정요인을 추출하였다. 혁신적인 디자인의 국내

외 임대주택 사례를 조사하고, 디자인 다양성 결정요인

을 분석틀로 삼아, 디자인혁신사례들의 디자인 다양성의

구체적인 계획방법을 분석하였다.

사례조사 결과, 단지의 배치계획에서는 일반적으로 중

정형과 계단형이 많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열대기후적

특성이 고려되어 병렬형과 타워형으로 계획되었다. 즉,

기후적 요소가 단지의 배치계획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

SkyVille@Dawson

지역의 역사 소개하는
Heritage Wall을 둠

지역성

Via-Verde

지역에서 나는 자재
20% 이상 사용

Sugar Hill Housing

지역특수성 고려
어린이 박물관과

임대주택을 함께 계획

주동
및
주호
계획

주동
형태

매스의
돌출과
후퇴

Fillmore Park

현관을 후퇴배치하여
프라이버시 확보, 2층
벽면 후퇴하여
데크공간 계획.

Sugar Hill Housing

두 매스의 돌출과
후퇴, 부분매스의
반복적 후퇴로
중첩효과

60 Richmond Street East

매스가 후퇴된 공간에
커뮤티티 공용공간

배치

SH신내우디안

주동의 아래와
중간부분 매스를 부분
돌출 또는 후퇴

Void

60 Richmond Street East

커뮤니티 공간의
일부를 void함

높낮이차이

Parkview Terrace/VIA-VERDE

주동의 높이를 다르게
계획

브릿지
연결

Pinnacle@Duxton/SkyVille@Dawson/SkyTerrace@Dawson

주동간 스카이브릿지로
연결하여 주민간의
소통공간 마련

색채와
재료의
사용

60 Richmond Street East / VIA-VERDE /
HONEYCOMB

발코니 부분
원색사용으로 변화를 줌

Broadway
Affordable Housing/Fillmore Park

대나무, 구리판과
목재널 등 경제적이고
고급스런 재료

파사
드
디자
인

복층세대의
구성

SkyTerrace@Dawson

복층 세대의 조합으로
파사드 디자인 다양화

발코니

HONEYCOMB

발코니와 창의
유닛벌집디자인

창

Broadway Affordable Housing/Fillmore Park/60
Richmond Street East/Black & White Twins

창 크기 변화

VIA-VERDE/Pinnacle@duxton/LH강남힐스테이트

차양디자인변화

입면의
형태

Parkview Terrace

물결치는 모습 형태화

주택
성능

지속
가능
성
기술

자연환기

Pinnacle@Duxton/SkyVille@Dawson/SkyTerrace@Dawson

바람길 조성하여
자연환기 도모

빗물관리시
스템

Broadway
Affordable Housing

빗물관리시스템으로
냉방시설불필요

태양열이용

VIA-VERDE

태양열패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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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사례의 커뮤니티 계획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디자인 개념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

면, 우범지대의 경우 지역청소년을 위한 클럽룸을 만들

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유도하거나 어린이 박물관과

주거를 결합하여 차별화된 주거단지를 계획하였다. 건강

을 위하여 병원을 포함한 건강센터를 계획하고 야외활동

을 유발하는 옥상정원을 두기도 하였다. 반면 국내 사례

에서는 놀이터, 운동시설, 노인시설, 도서관, 클럽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고 있었으나 지역적인 특

성 같은 고유한 차별화 요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앞으

로는 그 지역의 여건이나 문화에 적합한 차별화된 디자

인 개념을 개발하여 커뮤니티 계획의 디자인 다양화 요

소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주호의 유닛구성에서,

해외사례의 면적과 장단변비를 국내사례와 비교하면,

Studio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Studio형 국내사

례의 면적은 해외사례보다 1/2 작은 반면, 장단변비는

크게 3배 가깝게 긴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국내 Studio

형의 면적과 유닛구성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

되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수요에도 부

합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분석에서는 단지계획이나 주동 및 주호계획, 주

택성능에서 다양한 디자인 결정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해외사례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디자인 요소로 도시내 특

징성을 풀어냈으며, 이를 중요한 건축디자인 개념으로

삼아 주거단지계획의 차별성을 이루었다. 또한 이러한

차별적인 디자인 개념은 재료의 선택이나 색채의 사용에

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국내 사례에서는 지역성을 기

반으로 하는 차별적인 디자인 개념이 드러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디자인 요소로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차별적인 디자인 개념

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적인 요소 역시 단지

계획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경

우, 열대기후 특성에 맞게 남북대칭형태의 타워형 주동

배치의 특징을 보이며, 주호나 주동간 캐노피 형태의 바

람길을 조성하여 자연환기를 도모한다. 주동 및 주호계

획에서는 매스형태의 변화와 다양한 유닛의 수평과 수직

적인 조합으로 단조로운 형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전체

적인 파사드 계획에서는 창과 발코니 등의 비율변화를

주거나 차양디자인을 통하여 입면의 변화를 주었다. 또

한 해외사례에서는 자연환기, 빗물관리시스템, 태양열 이

용 등을 이용한 지속가능성 기술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지속가능성 기술은 저에

너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디자인 다양성을 구현하는 방안

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성 기술은 지역적 여건에 따라

개발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옥

상녹화, 외벽녹화같은 기술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소나 수종의 개발, 유지관리 방법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계획, 주동 및 주호 계획, 주택 성

능의 범주로 나누어 사례의 디자인 분석을 통하여 디자

인 다양화 결정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다양

성은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계획되어야 하며 시공과 유

지관리단계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의

고려와 함께 보편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주거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 기술이나 적정기술은

유지관리의 경제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디자

인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생애주

기에 걸쳐 새롭게 시도되는 지속가능성 기술과 적정기술

의 국내 적용 가능성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

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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