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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urposes drawing changing tendency of apartment kitchen areas and character of that by figuring out

type, form and per period cause of change of brand apartment kitchen areas. I adopted subject of study as the

six leading construction companies considering the apartment rankings of brand and subcontract from 2001 to

2015 when brand apartment was activated(Samsung C&T corporation Raemian, Daelim Industrial Co., Ltd

E-pyeonhansesang, Daewoo E&C Prugio, GS E&C XI, Posco E&C The sharp, Hyundai E&C Hillstate) and

analyzed kitchen plane of 84㎡〜102㎡ housing units which were in great demand from apartment housing

market. Also, I drew changing trends of kitchen areas by conducting a model house field survey. Through this

study result, I will expect the utility of baseline data which is necessary for space development by figuring out

kitchen culture, flows and cause of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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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파트는 ‘공동성’을 배경으로 설립된 건축물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의 13,883,571호 중 8,8185,063호인

58.9%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1) 우리나라 아파트는

1958년 국내 최초로 건설된 ‘종암아파트’, 1962년대 최초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급의 측면에서 건설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획일

화와 고층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

라 70～90년대에는 양적공급 측면에서 아파트를 건설하

여 왔고 90년대 후반에서야 건설사의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한층 더 다양한 평면으로 만

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건설사

들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자신들만의 브랜드로

소비자의 Needs, 생활패턴, 사회적 변화, 트렌드 등을 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jekim@kookmin.ac.kr
** 이 논문은 2013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5716)

악하여 차별화된 평면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특

히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공간 중 주방은 과거 도입당시

주방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양

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인

해 주방이 주부만의 작업공간이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탈

피하여 가족들과 소통의 공간,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

화합을 위한 장, 주부의 휴식 등 주거공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며 ‘집 밥’, ‘바른 먹거리’ 등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주방공간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많

은 84㎡～102㎡ 중형 아파트2)를 중심으로 주방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내 아파트 주방공

간의 변화요인을 파악해 봄으로써 변화경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소비자

들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주방문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요인 및 특성을 파악해 아파트 주방공간개발 연구에

1) 통계청 “2010 주택의 종류 및 총 방수별 주택-시군구”

2) 김지영 외 3, 대표 아파트 건설사에서 말하는 33평의 비밀, 리빙센

스, 2015.1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4권 3호 통권110호 _ 2015.06          105

시기 키워드7)

1998년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증대 시작

1999년 브랜드의 일반화 시작

2000년 브랜드 내 서브 브랜드 분류시작

2001년 브랜드 내 서브 브랜드 다양화

<표 2> 브랜드 아파트 발전과정

논문 제목 키워드

시대적 가치관에 따른 주방 및 주방 디자인 변화 가치 변화, 주거공간

주방 환경의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방구조, 주거공간,

인간행태

주방공간의 역할 변화 연구 사용자 변화, 라이프스타일

<표 1> 선행연구 동향 분석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을 기대해본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병행

하고자 한다. 2001년에서 2015년까지 브랜드 아파트 단

위세대 평면을 수집하여 아파트 주방공간의 변화유형 및

변화형식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2015년 현재

분양되고 있는 84㎡～ 102㎡ 모델하우스 현장조사로 현

재의 주방공간의 트렌드를 및 사용자 변화에 따른 유형

및 특성, LDK의 관계, 주방가구의 변화 등을 알아보고

자 하며 향후 주방공간의 변화양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 아파트의 분석범위는 아파트 브랜드순위 3)

및 도급순위4)를 고려한 상위 6곳(삼성물산 래미안, 대림산

업 e-편한세상, 대우건설 푸르지오, GS건설 XI, 포스코건설

더샵,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을 정하여 사례조사를 하였다.

둘째, 2007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법정계량단위에 따

라 2007년 이전의 단위의 개념도 '평(坪)'이 아닌 '㎡'로

환산하여 표현한다.

셋째, 분석범위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크기는 공급면

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보았다.

1.3. 선행연구 동향분석

최근 5년간의 주방공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시대에 따른 소비자의 가치변화를 중점적으로 본

<진애리 외1, 시대적 가치관에 따른 주방 및 주방 디자

인 변화, 한국디자인 포럼, 2011>, 조리과정과 주방동선

을 중심으로 본 <김원지, 주방 환경의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4>, 사용자 변화와 주방공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김태선, 주방공간의 역할 변

화 연구, 국민대학교 동양문화디자인 연구소, 2012>등이

있다. 위의 선행연구는 사용자의 행위 등 특정 관점에서

주방공간의 변화를 살펴본 논문이다.

본 연구는 15년간의 브랜드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단위평면에서 나타나는 주방의 변화

유형 및 형식을 찾아내고, 최근 모델하우스 주방 분석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트렌드를 파악해 보는 등 주

방공간의 다각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부동산114, 2014년 아파트 소비자 선호도 브랜드 순위

4) CAK대한건설협회, 2014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2. 아파트 주방공간의 이론적 고찰

2.1. 브랜드 아파트의 일반적 의미

(1) 브랜드 아파트의 개념 및 특징

브랜드(Brand)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

호 · 문자 · 도형 따위의 총칭5)이다.

과거 아파트들은 현대건설의 ‘현대아파트’(1975년), GS

건설의 전신인 럭키건설의 ‘럭키아파트’(1980년)와 같이

자사 건설회사명을 사용해 단순히 아파트를 타 건설사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쓰이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의 아파트들은 아파트의 상품화에 따라 차별화된 브

랜드 아파트를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프리미엄을 제공하

고 있다. 브랜드 아파트는 소비자의 니즈와 라이프스타

일을 반영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자산으로 변화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아파트는 건설사의 이미

지와 결부되어 자기표현이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자기표현수단으로도 나타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주

거 품격이 고취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 브랜드 아파트의 발전과정

아파트의 브랜드화는 1990년대 말 IMF와 주택 미분양

사태, 분양가 자율화라는 환경적 배경에서 시작된 부동

산 경기침체가 속출하면서 침체되었던 주택시장을 일으

키기 위한 차별화된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하였다. 국내

아파트시장에 처음 브랜드를 도입한 곳은 동아건설로

‘솔레시티’(1998년) 부터라고 할 수 있다6). 당시 동아건설

은 기존 아파트 건축설계 시 사용하였던 라멘조 아파트

와는 차별화된 철골조아파트를 제공하였다. 과거 양적(공

급) 측면에서만 아파트를 건설했던 건설사들은 소비자들

의 욕구와 생활패턴을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차별화,

고급화, 전문화된 아파트를 개발하였다.

1999년 이후 건설사들은 아파트 브랜드화를 가속화하

였기 시작하여 2000년도에는 아파트 브랜드 내 서브 브

랜드들의 분류가 시작되었다. 서브 브랜드들은 건설사의

전략적 마케팅결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었고 아파

트 품질경쟁을 본격화 하였다. 예를 들어 삼성물산의 경

5) 국립국어원 ‘브랜드’의 사전적 의미(2015)

6) 추선경, 브랜드 아파트의 단위펴면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과기대 석사논문, 2011

7) 김용호, 브랜드 아파트 공간구성 및 평면특성과 소비자 선호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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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대

-주부만의 공간

-식사준비 공간

-획일적 공간

-단절된 공간

-가족 소통의 장

-여가활동의 공간

-가족의 웰빙 공간

-생활 · 문화 공간

-다기능적 공간

<표 4> 주방의 역할 변화

분리형 L+D+K 거실이나 식당·주방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된 형식

혼합

개방형

LDK 거실·식당·주방이 한 공간에 있는 형태

L+DK 주방의 일부에 식당을 결합한 형태

LD+k 거실·식당을 결합한 형태

<표 3> 주방의 유형별 분류

우 타워펠리스, 로얄펠리스 등 ‘펠리스’ 브랜드는 대형

고급아파트에 ‘래미안’은 일반 대중형 아파트에 적용하였

다. 2001년에는 서브브랜드화가 더욱 가속화, 다양화, 복

잡화 되었으며 현재 아파트의 브랜드는 아파트 구매요

소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이는 분양률, 회

사의 이미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2. 주방공간의 의미와 역할

(1) 주방의 정의 및 유형

주방(廚房)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을 만들거나 차리는

방으로 가사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이다.

주방은 크게 분리형과 개방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거

학적 측면에서 주방공간은 거실개방형과 거실분리형으로

나누어진다.8) 또한 주방은 가족의 규모, 생활방식, 가치관,

구성원의 개성에 따라 그 유형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2) 주방의 역할 변천

과거의 주방은 남성금지공간으로서 주부만의 전용공간

이었으며 식사만을 담당하는 획일적인 공간에 불과하였

다. 1980년대의 주방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개발과 다

세대 연립주택의 공급의 확산으로 획일적 주방이 보급되

었으며 북쪽으로 치우쳐 있는 등 소통이 단절되는 경향

을 보였다. 1990년대 이후 아파트와 신도시 개발로 인하

여 주거문화가 새롭게 대두되고 주방의 역할이 가족생활

의 중심으로 변화되었으며, 공적공간으로의 기능이 강화

되어 주방공간이 점차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현재의 주

방은 주공동공간인 거실과 함께 남쪽에 위치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식사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소통의장, 개성을 추구하는 공간, 건강

지향적 삶을 영위하는 가족의 웰빙 공간, 생활 · 문화 공

간, 주부가 일을 하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 등 다기능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8) 김정식, 아파트 주방의 형태특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2006

2.3. 아파트 주방공간의 역할 변화 요인

(1) 사회 경제적 변화

현대사회의 핵가족화에 의한 3～4人 가구의 증가는 8

4～102㎡(중형)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을 촉진시키고 평면

의 다양화를 불러일으키는 등 아파트 주택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경제 진출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여성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육

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가정에서 업무와 가사를

동시에 수행9) 할 수 있는 맘스오피스(Mom’s office)를

만들어 주부의 Needs를 반영하고 공간의 효용가치를 극

대화하고 있다.

<그림 1>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통계청, 2014)

(2) 생활 · 가치관의 변화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이 하

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삶은 ‘웰빙’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모

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쿡방(Cook+방송)’10) 열풍

이 불고 있다. 주부들을 타겟으로 했던 요리프로그램의

성별과 연령층이 다양화 되면서 이른바 ‘맨즈쿡(Man’s

Cook)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너도나도 주방으로

달려나게 되었다. 이러한 ‘쿡방’열풍은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삶의 이정표가 되고 있으며 단순히 음식을 준비

하는 개념의 주방이 아닌 여가생활의 공간, 가족의 유대

감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그림 2> 쿠킹 클래스를 찾는

남성들

<그림 3> 아빠와 함께

요리하는 모습

9) 진애리 외 1, 시대적 가치관에 따른 주방 및 주방 디자인 변화, 한

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1

10) 일요신문, 지금은 ‘쿡방’전성시대,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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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브랜드명 아파트 컨셉

삼성물산 來 美 安
자부심의 경험 (Experience of pride)

나눔과 소통, 첨단·친환경, 신뢰

대림산업 e-편한세상
사람에게 가장 편안한 주거

건강, 절약, 편리

대우건설 푸르지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프리미엄 주거

친환경 · 웰빙 공간

GS건설 XI 특별한 지성, 수준 높은 주거 문화

포스코건설 더 샵
세심한 배려를 통해 삶의 진정한 풍요 제공

인간중심적, 세련된, 기본에 충실한, 배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High Society의 프리미엄 공간

자부심, 품격

<표 5> 2014년 아파트 브랜드순위 및 도급순위 상위6 브랜드 사례

연도 사례수 백분율(%)

2001～2005 25 30.9

2006～2010 29 35.8

2011～2015 27 33.3

계 81 100.0

<표 6> 조사대상 연도별 사례 분포

(3) 주택시장의 차별화

IMF이후 주택 미분양사태와 부동산침체가 일어남에

따라 양적공급측면에서만 아파트를 건설했던 건설 회사

들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생활양식

과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하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브랜

드를 도입하여 차별성을 두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0년

이후 아파트 수요 감소와 재고 확대에 따른 주택시장의

성숙으로 주택시장은 과거와 다른 트렌드와 차별화 전략

을 보이거나 강화되고 있다.11) 특히, 시장이 침체되고 소

비자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은 주거가치 트렌드

를 변화시켰고 여유로운 삶, 건강한 삶 등 삶의 질을 높

이는 공간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 본 연구대상인 6개

아파트브랜드 컨셉은 다음과 같다.

위의 표를 보면 건설사들은 친환경, 웰빙, 건강, 풍요로

운 삶 등을 컨셉으로 아파트브랜드를 차별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Needs를 파악하여 충족시켜

주는 중요성이 커지면서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

하며 주방공간의 건강 지향적 만족도를 높여준다.

3. 84～102㎡ 아파트 주방공간의 평면 변화 분석

3.1. 사례조사 개요

(1) 사례대상 선정 및 범위

본 연구는 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화가 활발히 진행

되었던 200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브랜드 아파트 주방

공간의 변화요인을 파악하고 변화경향을 도출하는 연구

로서 현재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많은 84㎡～102

㎡ 중형 아파트로 범위를 제한하고 2014년 아파트 브랜

드순위 및 도급순위를 고려한 상위6곳(삼성물산 래미안,

대림산업 e-편한세상, 대우건설 푸르지오, GS건설 XI,

포스코건설 더샵,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을 분석범위로 선

정하였으며 5년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 아파트 단위

세대 평면을 수집하였다.

11) 강민석 외 1, 아파트 시장 트렌드 변화 및 시사점, KB금융지주 경

영연구소, 2014.6

본 연구를 위한 사례조사 대상은 입주일자를 기준으로

하였고 조사대상 평면사례는 총 81개이며 연도별 사례

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조사대상 연도별 평면 분포도

3.2. 주방공간의 주요 특성변화

(1) 주방공간의 크기 및 면적변화

주방공간의 평균면적은 아파트 각 공간별 면적 중 평

균 2～3순위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15년 84㎡～102㎡아파트 주방공간의 면적 평균값 산출

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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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유형 사례

2001

～

2005

L+DK형, S사, 2003 L+DK형, S사, 2001

2006

～

2010

L+DK형, D사, 2009 LDK형, D사, 2008

2011

～

2015

L+DK형, D사, 2012 LDK형, D사, 2013

<표 9> 연도별 주방공간 구성사례

%(사례수), n=81

연도
구성 유형

계
LDK L+DK L+D+K

2001～2005 0
100.0

(25)
0

100.0

(25)

2006～2010
13.7

(4)

86.3

(25)
0

100.0

(29)

2011～2015
37.0

(10)

63.0

(17)
0

100.0

(27)

계
17.3

(14)

82.7

(67)
0

100.0

(81)

<표 8> LDK공간의 구성유형

연도 거실과 독립성 거실과 연계성 계

2001～2005
64.0

(16)

36.0

(9)

100.0

(25)

2006～2010
13.8

(4)

86.2

(25)

100.0

(29)

2011～2015
0.0

(0)

100.0

(27)

100.0

(27)

<표 10> 연도별 주방공간과 거실의 위치관계

연도 사례수 주방 평균 면적 (㎡)

2001～2005 25 ± 10.5㎡

2006～2010 29 ± 11.1㎡

2011～2015 27 ± 11.3㎡

<표 7> 조사대상 연도별 주방공간 면적 평균값

주방공간의 면적은 연도별로 미세하게 증가하였지만,

2005년도 이후 아파트 평면의 Bay수 증가와 발코니 확

장성이 고려된 것으로, 2001년～2015년 주방의 면적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주방공간은 과거 주방공간과는 다르게

자투리 공간의 적극적 활용과 수납시설의 확대, 빌트인

가구의 다양화로 데드스페이스가 줄어 면적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주방공간의 유형·위치 변화

주방공간의 형태는 분리형과 개방형으로 나뉠 수 있으

며 분리형은 L+D+K 로 구성되며 각 실들이 독립적이다.

개방형 공간구성은 크게 LDK, L+DK로 구성된다. 아래

의 표는 2001～2015년까지의 브랜드 아파트 평면을 수집

후 81개의 단위세대 평면에 따라 LDK 구성유형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전용면적 85㎡～102㎡ 아파트 주방공간은 면

적의 한계로 거실·식당·주방 각 공간이 개별적으로 분리

된 형태 보다는 혼합형공간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L+DK구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5> LDK 공간의 변화경향

각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1～2005년에는 L+DK형이 주

를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표 8>의 사례에서 볼 수 있

듯이 2Bay의 평면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2006～2015년에는 소비자의 Needs반영, 가족원의 변

화, 여가시간의 증가, 건설사의 아파트브랜드 경쟁, 3Bay

의 증가 등으로 거실, 식당, 주방을 하나의 공간에 배치

하는 LDK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거실만이 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공

간이라 생각하였던 것과 달리 주방공간이 가족의 여가,

가족의 유대감 형성 등 다 기능적 공간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주방공간의 위치관계는 앞서 언급하였던 주방공간의 유

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2005년

식당과 부엌은 후면에 치우쳐있는 경향이 많은 것을 관찰

할 수 있고 거실과 다르게 중심공간에서 벗어나있으며 거

실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는 주방공간(부엌, 식당)과

거실을 독립적으로 보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진

다. 2006년～2011년에는 LDK형의 증가로 거실과 주방공간

에 대한 관계가 증대되면서 주방공간이 후면에 치우치지

않고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거실과 같이 중

심공간으로 이동해 가사활동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대감형

성 공간, 문화 공간 등등 다 기능적 공간으로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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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사례

ㅡ자형 ㄱ자형,

S사, 2001 H사, 2008

ㄷ자형, 아일랜드 형,

S사, 2013 D사, 2014

<표 11> 연도별 주방공간 배치형식 사례

연도
배치형식

계
ㅡ자형 ㄱ자형 ㄷ자형 아일랜드형

2001～2005
24,0

(6)

76.0

(19)
0 0

100,0

(25)

2006～2010
24.1

(7)

55.3

(16)

10.3

(3)

10.3

(3)

100.0

(29)

2011～2015
7.40

(2)

18.2

(5)

44.4

(12)

30.0

(8)

100.0

(27)

계
18.5

(15)

49.3

(40)

18.5

(15)

13.7

(11)

100.0

(81)

<표 12> 연도별 배치형식

<그림 6> 주방공간 배치형식 변화경향

건설사 평면 모델하우스 사진

S사,

2015

<표 13> 맘스오피스(Mom’s office) 공간사례

(3) 주방공간의 배치형식변화

아파트 주방공간의 배치형식은 아파트 전용면적, 주방

의 형태, 공간과의 연관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방공간의 형식은 ‘ㅡ자(직선형)’, ‘二자(병렬형)’,

‘ㄱ자’, ‘ㄷ자’, ‘아일랜드 형(섬형)’ 등이 있으며 아파트 주

방공간에 나타나는 배치형식은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전용면적 84㎡～102㎡ 아파트 주방공간의 배

치형식은 4가지 유형(‘ㅡ자’, ‘ㄱ자’, ‘ㄷ자’, ‘아일랜드 형’)

으로 나누어 졌다. 2001년～2015년까지의 배치형식 분석

결과 ‘ㄱ자’배치 형식이 49.9%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ㅡ

자’형과 ‘ㄷ자형’ 18.5%로 비슷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2005년에는 주방의 배치형

식이 ‘ㅡ자’형과 ‘ㄱ자’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그 중 ‘ㄱ자’

의 배치형식이 76.0%로 가장 높았다. 이는 ‘ㅡ자’배치형

식보다 ‘ㄱ자’ 배치형식이 두 벽면을 이용하여 작업동선

이 짧아는 효율성 때문으로 보인다.

2006년～2010년에도 ‘ㄱ자’ 배치가 가장 많았지만 ‘ㄷ

자’, ‘아일랜드 형’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2015년에는 주부의 작업동선을 최소화한 ‘ㄷ자’ 배치가

가장 많았고 ‘아일랜드 형’ 배치의 증가도 확인할 수 있

었다. ‘ㄷ자’ 배치형식과 ‘아일랜드 형’ 증가는 거실과 주

방이 하나의 공간에 있는 LDK형식의 증가, 대면형 소통

공간의 필요, 여유 공간 증가, 주방의 역할 다양화, 작업

의 효율성 등으로 보여 진다.

(4) 주방공간의 트렌드변화

최근 아파트시장은 여심(女心)을 잡기위해 주부를 위

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마케팅전문가 트렌드 사이트 그

룹(TREND SIGHT GROUP)창립자 마사발레타는 “주택

구매 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영향력이 91%에 달한다.”12)

고 말하였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큰 주부의 생활패턴과 동선에

따라 최근 전용면적 84㎡∼102㎡의 아파트에서는 주부가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주방공간의 자투리 공간에 주부의

니즈를 반영하고 공간의 효용가치를 극대화 하는 맘스오

피스(Mom’s office)를 만들고 있다. 이는 주부를 위한 공

간으로 <표 13>과 같은 형태 나타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한 다 목적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여심을 사로잡는 효율적인 수납공간 시스템도 발전

하였다. 주방의 경우 식당 옆 자투리공간을 이용한 주방

팬트리, 부엌의 천장고를 높게 하여 상부장의 수납공간을

더 주는 등 틈새공간을 공략한 수납공간이 늘어나고 있

다. 이는 주부 전용공간을 내세워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

로 주방평면의 다양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3.3. 소결

주방공간의 역할변화 요인은 2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

이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3장에서 도출

된 주방 공간 특성변화와 연결해보면 <표 14>와 같다.

12) 마사발레타, 여자한테 팔아라, 청림출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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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성 형식 구성 사례

2001

～

2005

폐쇄형

S사, 2003 H사, 2004

2006

～

2011

대면형

G사, 2007 D사, 2010

<표 15> ‘ㄱ자’ 배치형식의 연도별 구성사례

건설사 평면 모델하우스 사진

D사,

2015

<표 17> 주방 시스템 톨장 사례

주방공간 역할변화요인 주방공간 특성변화

사회 · 경제 변화 크기 및 면적 변화

생활 · 가치관 변화 유형 · 위치관계 변화

주택시장의 차별화 트렌드 변화

<표 14> 주방공간의 역할변화요인에 따른 특성변화

주방공간의 크기·면적변화는 주택시장의 차별화 전략

과,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 여가생활 증대와 같은 생활·

가치관의 역할변화가 크며 유형·위치관계 변화와 트렌드

변화 또한 소비자의 사회·경제, 생활·가치관, 주택시장의

차별화와 관련이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84～102㎡ 아파트 주방공간의 변화특성

4.1. 배치구성의 변화

앞의 3.3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주방의 배치형식은

연도에 따라 다양한 변화경향을 보였다. 또한 배치형식

뿐만 아니라 배치구성도 다양화 되었다.

2001년～2005년 ‘ㄱ자’형 작업대의 배치구성은 인접된

양 벽면에 작업대를 배치하여 주부가 등을 보이고 요리

를 하는 소통단절 형 구성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러한 현상은 2006년도 이후 거실과의 공간연계성, 시각

의 확장성을 등을 고려하여 소통 형으로 점차 변하는 경

우가 증가 하였으며 구성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ㄷ자’와 ‘아일랜드 형’

작업대의 배치구성 또한 거실과 주방의 공간연계성, 시각

적 확장성, 공간의 개방감,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형으로 변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가사작업을 하는 도중에 가족들과 대화가 가능해 졌다.

연도 구성 형식 구성 사례

2006

～

2010

폐쇄형

D사, 2010

2011

～

2015

대면형

D사, 2015

<표 16> ‘ㄷ자’ 배치형식의 연도별 구성사례

4.2. 주방수납의 다양화

2000년대 초반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법

이 합법화 되지 않아 주방공간의 수납이 부족하였지만

2006년 1월 발코니 확장법이 합법화13) 되면서 주방공간

의 활용이 커지며 수납공간에 변화바람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주방 상·하부장의 수납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주방수납의 시스템화가 이루어졌다. S사의 경우 수납이

어려웠던 프라이팬 등을 둘 수 있는 기능성 인·출식 거

치대가 만들었으며 주방의 천장 고를 10cm 더 늘려 대

용량 상부장을 설치하는 등 주방용품을 효율적으로 수납

하고 있다.14) 또한 주방수납의 대용량화, 다양화로 인해

84㎡～102㎡의 중형 아파트에서는 대용량 시스템 톨장을

마련하여 수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주방배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닫이 서랍 구성의 증가로 손이 닿지 않는 수납

장 안까지 손쉽게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사용자를 배려하

고 있으며, 회전식 양념장, 수납이 편리한 기능성 장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3)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2005년 12월

14) 이뉴스투데이 “수납도 스마트하네” 20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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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사례

01. D사, 빌트인 쌀통 02. H사, 빌트인 교자상 수납고

03. P사, 인출식 밥솥 보관함 04. S사, 빌트인 김치냉장고

<표 19> 한국인의 식·생활 문화를 고려한 시스템 수납 사례

건설사 평면 사진

H사,

2015

가벽을 설치한 스튜디오형 가족실

D사,

2015

사색을 즐기는 남성을 위한 서재

G사,

2015

대용량 주방수납을 위한 팬트리

<표 20> 알파룸 공간사례

수납 사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수납 장

S사, 2015 G사, 2015

수납이 편리한 기능성 장

D사, 2015 S사, 2015

<표 18>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수납 사례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식·생활의 문화를 반영한 시스

템 수납 또한 발전하였다. <표 19> 그림01 과 같이 쌀

을 보관할 수 있는 빌트인 쌀통, 그림02과 같이 교자상

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그림03 인·출식 밥솥 보관함,

그림04 빌트인 김치냉장고 시스템화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3. 주방공간의 가변화

아파트시장이 투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됨에 따라 각 브랜드 아파트들은 사용자를 위해 실용적

인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공간은 ‘알

파룸’ 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며 주방과 거실 사이, 거실과

방 사이, 방과 방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알파룸은

사용자 라이프스타일 중심으로 설계가 적용되어 효율적

인 동선, 다목적의 공간, 가변형 구조 등 실용적인 사용

이 가능하다. 이러한 알파룸은 전용면적 84㎡이상의 면

적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브랜드 아파트의 분양시

장 에서 아파트를 선택하는 기준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

용하고 있다. 특히 주방과 거실사이, 주방·식당과 방 사

이 등의 알파룸의 공간사례는 <표 20>과 같다.

이러한 주방과 거실사이의 알파룸은 부족한 주방수납공

간을 보조하는 워크인 팬트리, 여가와 취미 공간, 가족 단

란의 공간 등 수요자 중심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4.4. 주방 가구 스타일의 개성화

2001～2005년 주방가구는 체리, 메이플 등의 무늬목

필름을 마감재로 사용하여 가구 도어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0년대에 들어 주방가구의 소재는 나뭇결

패턴 및 색상이 다양화 된 무늬목 필름 뿐만 아니라 하

이그로시 도장,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유리, 인조대리석,

가죽 등 다양한 소재로 구성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질적 향상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획

일적인 소재를 탈피해 개개인의 다양한 개성이 반영된

주방가구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알루

미늄과 메탈, 하이그로시 도장의 주방가구는 주방의 향

균· 위생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주방의 조명은 천장 직접조명 방식 뿐 만아니라 상부

장과 하부장에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따뜻하고 고급스러

운 주방 분위기를 연출하며, 주방가구에 빌트인 된 후드

및 쿡탑에 led조명을 내장하여 미려한 외관디자인을 제

공하고 있다.

또한 2010년대 이후 인테리어 스타일은 대부분 모던스

타일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으며 모던스타일에 다른 디자

인을 더한 Mix & Match 스타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림 7> P사, 2015 <그림 8> H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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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브랜드아파트 전용면적 84㎡～102㎡

주방공간의 변화요인 및 평면분석, 모델하우스 현장조사

를 통해 변화경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4년 건

설사 도급순위와 브랜드 아파트 소비자순위를 고려한 상

위6개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된 아파트 평면을 분석하고 주요 변화특성을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브랜드 아파트 주방공간의 변화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주방공간의 면적은 연도별로 미세하게 증가하

였지만, 2005년도 이후 아파트 평면의 Bay수 증가와 발

코니 확장성이 고려된 것으로, 2001년～2015년 주방의

면적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

투리공간의 적극적 사용으로 인해 데드스페이스가 줄어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둘째, 거실과 주방과의 관계는 2001년～2005년 독립된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84㎡～102㎡면적의 한계

로 인해 L+D+K의 분포보다 L+DK의 분포가 많았다.

2006년 이후에는 거실·식당·주방이 한 공간에 어우러지

는 LDK형이 점차 증가되었다. 이러한 LDK형의 증가는

주방이 거실과 함께 가족의 소통, 여가, 유대감형성을 위

한 장소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84㎡～102㎡ 중형아파트 주방공간은 ‘ㅡ자’, ‘ㄱ

자’, ‘ㄷ자’, ‘아일랜드 형’의 배치형식으로 구성 되어 있으

며, 그 중 ‘ㄱ자’ 배치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또한 2006년 이후 상승한 ‘ㄷ자’와 ‘아일랜드 형’

작업대의 배치구성의 증가는 동선의 효율성, 거실과 주

방의 공간연계성, 시각적 확장성, 공간의 개방감 등 가족

간 친밀감을 고려하여 대면형 구성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주방공간의 역할과 활용이 점차 커짐에 따라 주

방수납용품의 다양화, 대용량화로 인해 주방수납의 시스

템화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인의 식문화 및 식생활을 반

영한 상품화 된 수납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다섯째, 아파트시장이 투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됨에 따라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를 고려한

다목적 공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공간은 주방과 연계된 서재, 맘스오피스, 가족실, 팬

트리 등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활

용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방공간의 변화 특성은 사용

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방문화 흐름을 파악하고 변

화요인을 반영하여 공간개발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

용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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