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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공간 디자인을 위한 패턴언어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Pattern Language for the Shared Space Design in A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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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artment is characterized by its various households occupying a unit each in the same building, and its shared

space is important in that it supports the living,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neighbors,

thereby creating a sense of community. This study focused on coming up with designs to vitalize the shared

space in the apartment, and to do that, Christopher Alexander's pattern language was applied to analyze the

patterns found in the apartment shared space, find improvements and propose the design methods that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esigns in Korea. The study is mainly based on literary review and field research.

(1) The definition and composition of shared space and Christopher Alexander's pattern language are examined;

(2) The field research is performed to analyze the patterns in the shared space of the apartments that have

been planned recently in order to find the problems and elements that can be improved; and The above is

reflected and proposed as a design method. The study will help rediscover the significance of space by

proposing the methodology for shared space design, encouraging the use of shared space and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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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국내 대표적 도시주거유형인 아파트에서 커뮤니티 문

제는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해 중요한 과

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거주가구

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유형으로 아파트 공용공간은 생활

을 지원하고 정보교류 및 이웃간의 교류를 통하여 커뮤

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다.

아파트 공용공간은 개발밀도에 맞춰 단위주택을 계획

한 후 남는 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일률적 방식으

로 계획되어 왔으며, 최근 다양한 시설들이 계획되고 있

으나 거주자의 요구 및 관리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방치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2003년 12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세부면적기준을 폐지하고 거주자의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사업 지원에 의해 연

구되었음. 2015 APNHR(The Asia-Pacific Network for Housing

Research) 학술발표대회 논문을 수정 보완한 연구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대수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유형별로 설치해야 하는

세부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의 총량면적만을

규정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1)를 도입하였다. 또한 이의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고

려하여 조례로 최소면적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파트 공용공간 계획이 거주자 중심의 계획방

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계획 관련 가이드

라인 대부분이 도시차원에서의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하

거나 물리적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 계획지

침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공용공

간은 주거환경으로 물리적, 사회행태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의 패턴

언어(Pattern Language)는 공간이나 건축물에서의 인간

의 반복되는 행태를 패턴으로 정리한 디자인방법론으로

도시․건축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인간의 관계를 바탕으로한 포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대통령령 제24621호,

2013.6.17., 일부개정)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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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아파트 J아파트 Y아파트 L아파트(1)

위치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입주시기 2010년 8월 2010년 7월 2006년 12월 2006년 2월

세대수 1,306 세대 1,598 세대 2,947 세대 1,728 세대

주동수 15 19 29 25

충수 21-24 28 22-25 25-26

주동배치 일자형 타워형 중정형(ㄷ,ㅁ자) 중정형(ㄷ,ㅁ자)

주택규모(㎡)
88,113,129,160,

183,200

106,152,153,166,

201,203,230,302

79,105,139,162,

185

79,81,98,110,119,

138,150

단지배치도

<표 1> 조사대상 개요

괄적측면에서 아파트 공용공간의 계획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패턴언어를 대입하여 아파트 공용공간의 계획특성

을 파악하고 이의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인간행

태를 중심으로한 구체적 디자인방안을 제안한데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패턴언어를 활용한 디자인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문헌연구

로 아파트 공용공간의 범위 및 분류와 패턴언어에 대해

고찰하고, 아파트 공용공간 관련 패턴언어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해 공용공간 패턴의 계획특성 및

적용점을 분석하고 디자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현황(2014

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공용공간 계획이 본격화되어

실제 적용된 2005년 이후 준공되었으며 1000세대 이상인

30개 단지 중 원도심적 성격을 갖는 부산시 ‘중부산권2)’

에 위치하며 개발시기 및 규모가 유사한 4개 단지를 선

정하였다. 2015년 2월 2일～9일에 사례단지에 직접 방문

하여 공용공간의 현황과 적용 패턴언어를 조사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비구조적

면접3)을 실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패턴언어(Pattern Language)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A Pattern Language’를 통해

2) 부산광역시의 ‘2030 부산시 기본계획 보고서’에서는 부산시 생활권

을 자연환경, 통근통학패턴, 인구이동, 교육환경, 도시계획 등을 고

려하여 서부산권(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 중부산권(중․동구, 서

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 동부산권(해

운대구,기장군)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주거로 일반적인 특

성을 갖고 있는 중부산권을 조사대상 권역으로 선정하였다.

3) 질문방식이나 내용에 제약 없이 면접자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하는 면접방식을 말한다. 면접상황에 대한 적응도가 높고 심

층적 정보를 얻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이종승, 연구방법론, 교

육과학사, 2009, pp.228-230)

우리주변의 불변요소를 패턴(단어)으로 규정하고, 패턴언

어(문법)로 재구성하여 보다 나은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디자인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패턴언어는 ‘도시(Town)’, ‘건축(Building)’, ‘시공(Cons

truction)’ 세 개의 카테고리, 총 253개 패턴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카테고리는 위계별로 상위와 하위 패턴으로

연계되어 질서를 가지고 있다. 패턴은 랭귀지에서 상위

의 큰 패턴들과 하위의 작은 패턴들에 각각 연결되어 있

어 하나의 패턴은 상위 패턴의 완성에 도움을 주며 하위

패턴에 의해 완성된다. 예를 들어, 접근 가능한 녹지(60)

라는 패턴은 하위문화의 경계(13), 인식할 수 있는 근린

(14), 직장 커뮤니티(41), 조용한 후면(59)과 연결되어 있

으며, 이보다 작은 패턴인 포지티브 외부공간(106), 나무

가 있는 장소(171), 정원의 담장(173)과도 연결되어 있

다.4) 환경을 하나의 개별적 요소 또는 수직적인 구조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서로간의 연관

성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패턴 선택시 상위패턴 뿐 아

니라 하위패턴을 함께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각 패턴은 상황(Context)과 그것의 원인인 문제점(Pro

blem), 문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반복되어 나

타난 해결(Solution)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점과 해결책간의 관계는 본질적인 관계를 설명함으로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각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지역 상황에 맞는, 자

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할 있도록 하기 위함

이다. 그리고 패턴은 상황에 대한 요구조건과 행태를 연

결하는 관계망으로 시대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한계점

을 가지고 있으나 환경을 개별적 요소가 아닌 네트워크

로 구성, 서로간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본질에 다가가고

자 하였으며, 각 프로젝트의 맥락 및 건축가, 사용자들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 즉, 잠정적 특성으로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2. 아파트 공용공간

아파트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거주자들이 함께 생활

하는 주택유형으로 건물의 집합으로서 물리적 속성 외

주거환경이라는 복합적 속성을 가진다. 특히, 아파트 ‘공

용공간(Shared Space)’은 단위주택을 둘러싼 주거환경으

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이웃교류

및 커뮤니티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용공간의 공간적 범위를 전유되어 사

용되는 단위주택을 제외한 단지내 전체공간으로 정의하

였다. 그리고 공용공간의 위치 및 기능에 주목하여 주동

출입구에서 개별 주호에 이르는 필로티, 1층 홀, 복도 및

4) Christopher Alexander et al., A Pattern Language, 이용근 외 역,

초판, 인사이트, 서울, 2013, pp.6-15(서문)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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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주동내공용공간’, 이동동선 및 조

경․녹지, 휴식 및 놀이,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옥

외공용공간’, 거주민의 모임, 강습 및 운동, 사회적 교류

를 지원하는 ‘주민공동시설’과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관

리․서비스시설’로 분류하였다.(최인영 외, 2013) 이 외

생활을 지원하는 기계 및 설비, 관리사무실, 차량 공간의

경우 거주자들의 공동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

간으로 제외하였다.

구분 공간 및 시설

A 주동내공용공간 a1

a2

필로티

1층 출입구, 복도 및 계단

B 옥외공용공간 b1

b2

b3

b4

b5

조경 및 녹지공간

벤치, 정자 등 휴게시설

테마공원,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실외운동시설(테니스장, 운동기구 등)

어린이놀이터

C 주민공동시설 c1

c2

c3

c4

주민공동시설(도서실, 주민회의실 등)

실내운동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경로시설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등)

D 관리․서비스시설 d1

d2

쓰레기처리 및 분리수거시설

자전거보관시설

<표 2> 공용공간의 분류

3. 아파트 공용공간의 패턴선정

주거환경으로서 아파트 공용공간은 물리적 환경으로서

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공간으로 물리적,

사회심리, 행태적 측면을 포괄한 종합적 측면에서 접근

하여야 한다.

패턴언어는 지역ㆍ도시와 같은 매우 큰 규모부터 시작하

여 근린ㆍ건물 클러스터ㆍ건물ㆍ방ㆍ알코브(alcove)와 같은

작은 패턴, 시공상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환경전체를 대상으로 한다.5) 본 연구는 패턴선정을 위해

‘도시’, ‘건축’, ‘시공’ 전체 패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공용공간에 적용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패턴을 선정하였다.

패턴선정은 패턴언어의 구조와 일반적, 추상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요소 도출 및 적용에 익숙한 건축・실내건
축 실무 전문가와 관련 연구자가 3차에 걸친 협의 과정

을 거쳐 진행하였다. 1차로 주거시설이라는 건물유형에

적합한 패턴을 선별하고, 2차 패턴에서 제시하는 계획방

안을 고려하여 공용공간에 적용 가능한 패턴을 도출하였

다. 그리고 3차로 도출한 패턴과 연계된 하위패턴들을

고려하기 위해 중복되는 패턴은 제외하고, 변형 및 새로

운 해석을 통해 적용 가능한 패턴을 추가하여 최종 87

개6)의 패턴을 도출하였다.

‘도시’ 패턴은 도시나 커뮤니티를 정의하는 포괄적 패

턴으로 전체 94개의 패턴 중 공용공간과 관련하여 도시

5) 전게서, p.11(서문)

6) 선정한 87개 패턴

네트워크 및 시설, 직장과의 관계에 대한 패턴을 제외한

38개 패턴을 도출하였다. 주거단지의 범위에서 적용 가

능한 커뮤니티와 근린의 경계와 네트워크에 대한 15, 18

번, 수공간 등의 환경적 특성 관련 25번, 근린시설을 중

심으로 한 관계형성을 위한 31, 32, 33번 그리고 건물 뿐

아니라 사람간의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37, 40번 패턴을

도출하였다. 50-57번은 공용공간에 계획되는 보행네트워

크 시설과 관련된 패턴이며, 70번 묘지를 제외한 67-74

번 공용공간의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관련 패턴을 도출

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 및 상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하여 85, 86, 87, 88, 89, 93번 패턴과 공동작업장 관

련 80번, 이러한 공간에서의 행태관련 94번, 서비스 지원

관련 81번 패턴을 포함하였다.

구분 카테고리 패턴

도시 커뮤니티와 근린 15

커뮤니티 네트워크 18

지역의 환경적 특성 25

지역 센터 31 32 33

클러스터 형태의 주택 37 40

지구도로와 보행로 네트워크 50 51 52 53 54 55 56 57

커뮤니티와 근린의 공공공간 58 59 60 61 62 64

지구 공유지 67 68 69 71 72 73 74

사무실과 학습공간 80 81 85 86

상점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87 88 89 93 94

건축 건물군의 전체적 배치 계획 98 100 101 102

개별 건물의 배치 104 105 106 107

건물의 입구, 정원, 중정, 도로, 테라스 110 111 112 114 115 118

보행로와 광장 119 120 121 124 125 126

사무실, 작업장, 공공 건축물 151

부속건물 153 155 158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연결 160 161 162 163 165 166 168

정원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시공 실외공간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장식,조명,색채 249 250

<표 3> 아파트 공용공간의 패턴

‘건축’ 패턴은 건물군이나 개개의 건물에 형태를 부여

하는 패턴으로 건물 그리고 건물들 사이의 공간을 정의

도시(Towns) 80 자치운영 작업장,사무실 151 소규모 집회실
15 근린의 경계 81 형식적이지않은소규모서비스 153 임대실
18 학습네트워크 85 상점 앞 배움터 155 노인의 별채
25 수 공간에의 접근 86 어린이집 158 노천 계단
31 산책로 87 개인 소유의 상점 160 건물의 가장자리
32 상점가 88 거리의 카페 161 양지바른 장소
33 야간활동 89 모퉁이의 일용품점 162 북쪽 면
37 주택 클러스터 93 음식가판대 163 옥외실
40 노인은 어디에나 94 공공 공간에서의 수면 165 거리로의 개방
50 T자형의 교차로 건축(Buildings) 166 외랑
51 녹지가로 98 동선의 영역 168 지면과의 연결
52 보행로와자동차네트워크 100보행로 170 과일나무

53 주관문 101건물내 통로 171 나무가 있는 장소
54 횡단보도 102비슷한 모양의 출입구 172 야생정원
55 높여진 보도 104대지 정비 173 정원의 담장
56 자전거도로와 보관소 105남쪽을 향한 외부 공간 174 트렐리스 산책로
57 도시의 어린이 106포지티브 외부 공간 175 온실
58 축제 107채광 176 정원의 의자
59 조용한 후면 110주 출입구 177 채소정원
60 접근 가능한 녹지 111반쯤 가려진 정원 시공(Construction)
61 소규모 공공광장 112출입구의 전이 241 의자가 있는 장소
62 높은 장소 114오픈스페이스의 위계 242 현관 앞 벤치
64 연못과 개울 115활기 있는 중정 243 앉을 수 있는 벽
67 공유지 118옥상 정원 244 캔버스 지붕
68 연결된 놀이터 119아케이드 245 올려진 화단
69 공공옥외실 120보행로와 목적지 246 넝쿨식물
71 고요한 물 121보행로의 형태 247 툼이 있는 포장석
72 지구 스포츠 124액티비티 포켓 248 부드러운 타일, 벽돌
73 탐험놀이터 125계단 의자 249 장식
74 동물 126중앙부의 무언가 250 따뜻한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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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전체 109개 패턴 중 공용공간과 관련하여 사무공

간 관련패턴과 주택 내부 공간에 대한 패턴을 제외하고

39개 패턴을 도출하였다. 건물의 배치계획 중 건물이 아

닌 공용공간의 범위에서 동선 및 보행로, 통로, 출입구에

대한 98, 100, 101, 102번, 외부공간 배치 및 계획 관련

104-107번 패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건물의 입구 및

사이공간, 옥외공간에 계획되는 출입구, 오픈스페이스,

중정, 옥상정원, 보행로, 휴게시설 계획과 관련된 패턴

(110-126번) 중 자동차 공간 및 건물형태와 관련된 113,

116, 117, 122, 123번 패턴을 제외한 패턴을 도출하였다.

커뮤니티시설로 집회실, 임대실, 노인정과 관련된 패턴으

로 151, 153, 155번 패턴을 포함하였으며,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기 위한 패턴(159-168번) 중 주택내부공간

과 관련된 159, 164, 167을 제외한 패턴을 도출하였다.

‘시공’ 패턴은 건물 시공을 위한 주요 구조체와 개구부,

마감, 내부 상세 등과 관련된 패턴으로 50개 패턴 중 구법

과 관련된 패턴을 제외하고 10개 패턴을 도출하였다. 실외

공간에 대한 구체적 계획요소를 제시한 241-248번 패턴과

전반적 디자인과 관련된 249, 250번 패턴을 도출하였다.

4. 사례분석

4.1. 조사대상의 특성

조사대상 단지는 공통적으로 공용공간 계획이 본격화

된 2000년 이후에 계획되었으며 1000세대 이상 25층 내

외, 개발평형이 30-60평형대인 아파트 단지이다. 주동배

치는 타워형인 J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판상형으로 계

획되었으나 Y아파트와 L아파트는 중정형, K아파트는 일

자형으로 차이가 있다. 보차분리 계획을 적용하고 있으

며 특히, K아파트와 J아파트는 단지전체, Y아파트는 단

지중앙에 보행자전용도가 계획되어 있다.<표 1 참조>

아파트 공용공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용공간의 유

형과 앞서 고찰한 공용공간 분류별 구성 및 계획특성을

분석하였다.<표 4> 아파트 공용공간은 개발밀도 및 주

동배치에 의해 결정되나 이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이강훈 외, 2005). 보행동선과의 연결과 시설의

밀집성이 공간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박광재 외,

1999; 곽윤정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각 시설간의 동선

연결과 상호인접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장동현 외(2012)7)

의 분산형, 집합형, 연계형, 연계집합형을 바탕으로 공용

7) 아파트 공용공간의 유형(장동현 외, 2012)

구분
분산형 집합형 연계형 연계집합형

각 시설이 단지
전체에 분산

각 시설이 단지
외곽에 집중

주동 앞 소규모시설,
광장 놀이터 연계

중앙부(보행전용
로)에 시설 집중

연결성 × × ○ ○

밀집성 × ○ × ○

공간 유형을 파악하였다.

K아파트와 J아파트의 경우 단지전체를 보행자전용도

로로 계획하고 단지 중앙에 광장 및 공원, 커뮤니티시설

을 집중시켜 넓고 개방적인 공용공간을 계획하고 있어

‘연계집합형’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Y아파트의 경

우 단지 중앙에 광장 및 공원, 커뮤니티시설, 단지외곽에

주민운동시설을 집중시켜 계획하고 있으나 주동과의 연

계성이 약한 ‘집합형’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L아파트는

중정공간에 놀이터 및 휴게시설,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의 시설을 계획하여 주동배열에 따라 단지 전체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분산형’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K아파트는 단지내에 완만한 경사가 있으

나 단지전체가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되어 공용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일부 주동에 차별화된 색채계획을

적용한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놀이기구, 자전거보관

시설, 벤치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단지 중

앙에 녹지 및 수공간인 중앙공원 및 광장이 계획되어 있

고 이와 연계하여 다양한 휴게시설, 실외운동시설, 커뮤

니티센터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보행광장의 경우 단지

부출입구(보행자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출입구 부근

주동 저층에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단지중앙에 별동으로 계획되

어 있으며, 통일된 디자인의 별도의 쓰레기분리수거시설

이 계획되어 있다.

J아파트의 경우 단지 공원화를 컨셉으로 계획되어 단

지전체가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일부 주동에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통행 및 자

전거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전체 단지가

녹지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중앙광장에 커뮤니티센터

를 중심으로 다양한 휴게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커뮤니

티센터에는 주민회의실, 독서실, 북까페 외 실내운동시설

과 경로당이 계획되어 있다. 통일된 디자인의 별도의 쓰

레기분리수거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Y아파트는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단지 곳곳에 계단 및

경사로가 있으며 대부분의 주동에 단차를 이용한 필로티

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필로티 내에서도

라인별로 동선이 분리되거나 계단이 설치되는 등 동선연

계의 문제가 있다. 주동으로 둘러싸인 중정공간에 조경

및 휴게시설, 자전거보관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단

지 중앙에 녹지 및 수공간인 중앙공원 및 광장이 계획되

어 있고 이와 연계하여 휴게시설과 실내운동시설이 계획

되어 있다. 실외운동시설은 단지외곽부에 집중되어 있다.

쓰레기분리수거시설의 경우 요일별로 이동 설치하는 간

이 수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L아파트는 루프형 차량도로를 경계로 주동으로 둘러

싸인 중정공간을 중심으로 독립적 영역을 구성하고 있

다. 중정에는 조경 및 휴게시설, 실외운동시설 등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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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아파트 J아파트 Y아파트 L아파트(1)

유형 연계집합형 연계집합형 집합형 분산형

특성 A a1 ①벤치, 간이놀이기구,
자전거보관시설

②일부주동 적용

①자전거보관시설
②일부주동 적용

①벤치, 세대우편함
②일부주동 적용, 계단

설치

①벤치, 간이놀이기구,
자전거보관시설
②일부주동 적용

a2 ①출입통제시스템
②내부 세대우편함

①출입통제시스템
②내부 세대우편함

①출입통제시스템
②외부 세대우편함

①출입통제시스템
②내부 세대우편함

B b1 ①조경, 벤치
②주동 전면, 중앙공원

녹지조성

①조경, 벤치
②단지전체 녹지조성

①조경, 벤치
②주동입구 중정, 중앙

공원, 단지외곽 녹지
조성

①조경, 벤치
②중정공간 및 단지외

곽 녹지조성

b2 ①벤치, 정자, 파라솔테
이블

②놀이터, 필로티, 산책
로, 중앙광장에 설치

①벤치, 파라솔테이블
②놀이터, 녹지공간에
설치

①벤치, 정자
②놀이터, 필로티, 산책

로, 중앙광장에 설치

①벤치
②놀이터, 필로티, 보행

로변 설치

b3 ① 테마 공원 (녹지 ,수공
간), 보행광장

②단지중앙 집중 연계

① 테마 공원 (녹지 ,수공
간), 중앙광장
②단지전체 공원화, 커
뮤니티센터와 연계

① 테마 공원 (녹지 ,수공
간), 중앙광장

②단지중앙 집중

①테 마공 원 ( 녹지 ,수 공
간), 생활광장(단지
중앙 스케이트장)

②주동 중정공간에 위치

b4 ①테니스장2, 농구장1,
실외운동기구

②중앙광장, 단지외곽,
산책로변

①주민운동시설3
②단지 외곽

①테니스장1, 농구장1,
배드민턴3, 게이트볼
2, 실외운동기구

②단지외곽, 산책로변

①테니스장1,배드민턴장
1,인라인스케이트장

②주동 중정공간에 위치

b5 ①놀이터4
②휴게시설(벤치) 접목

①놀이터3
②휴게시설(벤치) 접목

①놀이터6
②휴게시설(벤치) 접목

①놀이터4
②휴게시설(벤치) 접목

C c1 ①회의실, 독서실, 북카
페, 시청각실

②커뮤니티센터, 일부
주동하부에 위치

①회의실, 독서실, 북카
페,
②중앙 커뮤니티센터

①회의실, 독서실, 강의
실, 멀티미디어실

②관리사무소동, 일부
주동하부에 위치

①회의실, 독서실, 북카페
②관리사무소동, 일부

별동구성

c2 ①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②중앙광장 및 공원과

연계된 커뮤니티센터
에 위치

①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②중앙광장 및 공원과
연계된 커뮤니티센터에
위치

①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②중앙광장 및 공원과

연계된 별도 건물

①헬스장, 탁구장 등
②일부 주동하부 구성

c3 ①경로당1
②어린이집과 함께 별

동 구성

①경로당1
②중앙 커뮤니티센터에
위치

①경로당1
②별동 구성

①경로당1
②북카페, 어린이집과

함께 별동 구성

c4 ①어린이집1
②경로당과 함께 별동

구성
①어린이집1
②주동 저층에 구성

①어린이집1, 유치원1
②별동 구성

①어린이집1
②북카페, 어린이집과

함께 별동 구성

D d1 ①별도 분리수거장
②주동 출입구 인근 배

치, 반개방형

①별도 분리수거장
②주동 출입구 인근 배
치, 반개방형

①간이 수거시설
②주동입구 중정에 요

일별로 설치운영

①별도 분리수거장
②주동 출입구 인근 배

치, 반개방형

d2 ①동별 설치
②필로티, 주동 출입구

주변 설치

①동별 설치
②필로티, 주동 출입구
주변 설치

①동별 설치
②주동입구 중정에 설치

①동별 설치
②주동 출입구 주변 설치

공용공간

배치도

A: 주동내공용공간, B: 옥외공용공간, C: 주민공동시설, D: 관리・서비스시설 (표2 참조)

<표 4> 공용공간의 유형과 특성 (①구성, ②특성)

되어 있다. 일부주동에 적용된 필로티의 경우 대부분 통

행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중앙부 주동

저층부에 실내운동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별동으로 북카

페, 노인정이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주동입구에 별도의

쓰레기분리수거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4.2. 공용공간 패턴 분석

(1) 주동내공용공간

a1(필로티)의 경우, 영역성 부여와 관련하여 주동의 중

정형 배치와 필로티를 통한 영역성 및 소속감 강화, 영역

의 단계적 연속 구성, 중간적 공간 형성, 반사적영역 형

성의 37, 98, 119, 166, 242번 패턴, 통로로서의 기본 기능

및 자연채광 유입과 관련된 101, 107번 패턴을 파악하였

다. 아파트별 패턴 특성을 살펴보면<표 4-a1,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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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L아파트는 중정형 주동배치와 필로티도입으로 주택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나 단순 통로공간으로 계획되었

으며, 필로티내 공간분리 및 단차로 인한 동선연계의 문

제점으로 패턴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K아파트는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중간영역으로서 색채 및

시설 등 차별화된 필로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타워형인 J아파트의 경우 건물깊이가 깊어

어두우며, 통행을 위한 소극적 공간으로 계획되어 패턴

적용이 미흡하다. 고층고밀의 수용을 위한 타워형아파트

의 일반화를 고려할 때 주택클러스터 방안 및 채광 패턴

과 관련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a2(1층 출입구, 복도 및 계단)의 경우, 출입구의 형태

와 관련된 53, 102, 110번 패턴, 외부와의 연결 관련 112,

168번 패턴, 디자인 관련 250번 패턴을 파악하였다. 아파

트별 패턴 특성을 살펴보면,<표 4-a2, 표 5> 공통적으로

방범을 위해 출입통제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게이트

형상으로 명확한 경계를 형성하고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

하여 인지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입구와

관련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K아파트와 L

아파트의 경우 바닥마감재의 변화 및 패턴의 부분적 적

용으로 지면과의 연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콘크리트 도장 및 대리석 마감으로 계획되어

친근하고 따뜻한 공간연출을 위한 재료사용 등에서 미흡

함을 파악하였다.

(2) 옥외공용공간

b1(조경 및 녹지공간)의 경우, 녹지공간으로 51, 59,

64, 67, 71, 118, 162, 170, 171, 174, 177번 패턴, 계획기법

으로 15, 111, 173, 245번 패턴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생

태환경 보전 및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의 104, 172, 175,

246, 247번 패턴을 파악하였다. 아파트별 패턴 특성을 살

펴보면,<표 4-b1, 표 5> 공통적으로 단지중앙 및 주동주

변에 녹지공간, 수공간(계절별 운영)이 계획되어 있고,

단지외곽을 따라 낮은 울타리 등의 자연스러운 경계 및

나무가 있는 녹지가로와 후면 산책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패턴의 적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K, J, Y아파트의 경우 단지외곽부에 산책로를 계

획하고 도시 소음 차단을 위한 반개방형 방음벽을 설치

하고 있으며 특히, K아파트의 경우 이를 활용한 수직 산

책로를 계획하여 채광을 확보, 적극적 계획요소로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 J, Y아파트는 공

용공간을 집합형태로 계획하여 접근성 및 연계성이 좋은

반면 영역성 관련 패턴의 적용이 미흡하며, 4단지 모두

도심내 위치한 단지로 기존 자연자원의 보존, 온실, 벽면

녹화, 야생정원 등의 친환경적 패턴과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커뮤니티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채소정원

등의 패턴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시 이러한

패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b2(벤치, 정자 등 휴게시설) 관련시설로 69, 124, 125,

160, 163, 176, 243번 패턴, 계획기법과 관련하여 94, 161,

241, 244번 패턴을 파악하였다. 아파트별 패턴 특성을 살

펴보면,<표 4-b2, 표 5> 공통적으로 남향의 중앙광장 및

공원, 중정, 놀이터를 중심으로 벤치 및 정자가 계획되어

있다. 특히, K, Y아파트는 파라솔테이블이 단지 곳곳에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자 외 옥외실, 포

켓, 계단의자, 앉을 수 있는 벽 등에 대한 계획이 소극적

으로 이루어져 계획시 이러한 패턴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함을 파악하였다.

b3(테마공원,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의 경우, 계획기

법과 관련하여 61, 62, 114, 115, 126, 105, 106번 패턴, 동

선연계 측면에서 도로, 산책로 및 보행 네트워크 관련

50, 52, 54, 57번 패턴, 31, 100, 120, 121번 패턴을 파악하

였다. 그리고 이 외 활동과 관련하여 74, 33, 58번 패턴

과 재료 및 장식 관련 248, 249번 패턴을 파악하였다. 아

파트별로 패턴 특성을 살펴보면,<표 4-b3, 표 5> 공통적

으로 도로구성 관련 패턴에 대한 적극적 계획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각 시설물이 통일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바닥마감재도 안전하고 차별화된 마감재가 계획되어 있

다. 특히, 연계집합형인 K, J아파트의 경우 단지 전체가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되어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 보행

로구성, 야간활동에 대한 패턴이 적용되어 있으며, 단지

중앙에 공원 및 광장이 집중배치되어 단지의 중심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중정형인 Y, L아파트는 중정에

휴게시설 및 다양한 시설들을 계획하여 활기있는 중정으

로 계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용공간에서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물 사육 및 축제 등의 활동과

관련된 패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b4(실외운동시설)의 경우, 근린 전반의 스포츠 시설 계

획 관련 72번 패턴과 관련됨을 파악하였다.<표 4-b4, 표

5> K, J, Y아파트의 경우 단지 외곽을 따라 조성한 산책

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실외운동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K아파트는 이와 함께 단지 중앙에도 스포츠시설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분산형인 L아파트는 중정

공간에 스포츠시설을 분산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5(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생활가로계획과 탐험놀이

터 관련 68, 73번 패턴과 관련됨을 파악하였다.<표 4-b5,

표 5> K, J아파트의 경우 보행자전용도로를 넓고 개방

적으로 구성하여 자연스러운 놀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합형인 Y아파트의 경우 중앙광장과 인접한 주

동 일부에서 이와 연계한 놀이가 나타났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공용공간의 자연환경으로서의 기능 외

운동 및 레저, 놀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기능적 공간에 적용 가능한 관련 패턴의 변형

및 추가적 패턴개발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3) 주민공동시설, 관리 및 서비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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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패턴
패턴

의미 및 적용점 패턴
패턴

의미 및 적용점
Apt.K Apt.J Apt.Y Apt.L Apt.K Apt.J Apt.Y Apt.L

A a1 37 ◐ ○ ● ● 주택 클러스터로 영역성 및 소속감 강화 119 - - - - 건물 가장자리 등에 아케이드를 계획하여 내외부의 중간적
영역구성

98 ◐ - ◐ ○ 단계적으로 연속하는 영역의 관문 형성 166 - - - - 건물 가장자리에 외랑(발코니, 차양 등)을 계획하여 내외부
의 중간적 영역구성

101 ● ○ ◐ ◐ 건물내 가로로서 개방적 입구, 외부와의 연속성 확보, 휴게
시설 구성

242 ● - ○ ○ 현관 앞 벤치를 계획하여 반사적영역 형성, 낮은 벽, 식물,
나무의 활용

107 ● ○ ● ● 자연채광을 위한 건물의 깊이 고려

a2 53 ● ● ● ● 경계를 강조한 명확한 관문계획 158 - - - - 계단을 외부에 개방적으로 구성하여 거리의 연속으로 기능
하도록 계획

102 ● ● ● ● 인지성 향상을 위해 유사한 패턴의 출입구계획 168 ○ - - ○ 건물 가장자리 보행로, 테라스 등 바닥높이에 변화가 있는
곳을 계획하여 대지와 자연스러운 연결

110 ● ● ◐ ● 주요 접근로에서 건물과 함께 보이는 위치에 전면을 돌출시
키거나 특징적 형태로 계획

250 - - - - 실내 각 표면(자연물, 마감재 등)의 색이 빛과 더해져 따뜻
한 공간 연출하도록 계획

112 ◐ ◐ ◐ ◐ 거리와 출입구 사이 전이공간 형성

B b1 15 ● ● ● ● 녹지를 이용한 자연적 근린의 경계 형성 162 ◐ ◐ ○ ○ 북쪽 면에 채광을 유입시켜 공간 활용

25 ◐ ● ◐ ◐ 수 공간의 확보 및 보존 170 ○ ○ ○ ○ 보행로나 도로 옆 과일나무

51 ● ● ● ● 보도를 녹지가로로 조성하여 도로구분, 통과교통 배제 171 ● ● ● ● 장소별 특성에 맞게 나무 선택

59 ● ● ● ○ 주동 후면 산책로를 조성하여 연계, 공간확보 및 채광
소음방지 계획 고려

172 - - - - 형식적 화단이 아닌 자연적 야생정원을 조성하여 자
연스러움과 관리의 용이성 확보

60 ● ● ● ● 접근이 용이한 개방된 녹지 173 ○ ○ ○ ○ 정원에서의 교통 및 외부 소음차단을 위한 담장, 식
재, 울타리의 계획

64 ◐ ● ◐ ◐ 자연적인 연목과 개울 계획, 자연적인 단지경계 형성
및 보행로변 계획

174 ○ - ○ - 식물로 둘러싸인 트렐리스 산책로 계획

67 - - - - 자동차가 배제된 공적 만남의 장소로 공유지 활용 175 - - - - 에너지효율 및 내부공간의 확장으로서 온실계획

71 - ○ - - 조용한 수면을 가진 수공간 계획 177 - - - - 공동텃밭(채소정원) 계획

104 - - - - 건물배치시 자연경관 고려, 아름답거나 보존해야 하는
장소를 남겨두고 개발

245 ◐ ◐ ◐ ◐ 올려진 화단을 통해 쉽게 자연물을 만지고 즐길수
있으며, 좌석으로 활용

111 ○ ○ ○ ◐ 정원의 접근성, 영역성 위해 건물의 전후면이 아닌 측
면, 반쯤 노출된 중간적 위치에 계획

246 - - - - 건물의 벽면 등 넝쿨식물 계획

118 - - - - 옥상정원의 계획 247 ◐ ◐ ◐ ◐ 보행로를 풀이 자랄 수 있는 틈이 있는 포장석으로
계획

b2 69 - - - - 주요 보행로 변에 공공옥외실 설치(기둥, 지붕이 있는
형태 등)

163 - - - - 캔버스지붕, 울타리 벽 등 둘러싸인 장소를 외부에
설치(옥외실)

94 ○ ○ - - 충분한 벤치와 편안한 장소 계획(쉽게 앉을 수 있는
장치 또는 누울수 있는 환경)

176 ● ● ◐ ◐ 정원 조망을 위한 의자 배치

124 ○ ○ - - 오픈스페이스 주변 액티비티 포켓 설치 241 ◐ ◐ ○ ○ 조망이나 기후를 고려한 옥외 의자 배치

125 - - - - 공공장소에 지면보다 높은 계단의자 장소계획 243 ○ ○ ○ ○ 낮은 벽으로 불명확한 경계를 만들어 앉을 수 있는
벽 계획

160 - - - - 건물 가장자리에 않거나 기대거나 걷는 장소 형성 244 ○ ○ - - 빛 조절을 위해 차양 등 캔버스 지붕 계획

161 ◐ ◐ ◐ ◐ 남향의 중정, 정원내 일광욕을 위한 장소마련

b3 61 ● ● ● ● 소규모 공공광장으로의 계획 57 ● ● - - 어린이가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시스템계획

62 ○ - ○ -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높은장소 계획 100 ◐ ◐ ○ ○ 사회적 교류가 많이 일어나도록 보행로를 많이 형성
할 수 있도록 건물 배치, 상층부에서의 직출입계단
설치

74 - - - - 단지 동물 사육 및 활동공간 확보 120 ● ● ● ○ 매력지점을 목적지로 계획, 목적지를 연계한 보행로
계획

114 ● ● ● ○ 후면 보호되며 전명 조망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의
위계구성

121 ◐ ◐ ○ ○ 보행로를 통과만이 아닌 머무를 수 있는 둘러싸여
있는 공간의 형태로 계획

115 - - ◐ ◐ 비워진 중정이 아닌 출입문과 한켠의 베란다나 포치를
만들어 생활영역으로 계획

33 ◐ ◐ ○ ○ 야간활동 존을 형성하고 밝고 안전하며 활기차게 계
획

126 ● ● ◐ ○ 광장 등에 분수, 나무, 조형물 등으로 중심 형성하여
집중성 및 활기부여

58 - - - - 무대 및 공연장을 거리에 바로 연결하여 축제거리
계획

31 ● ● ● - 커뮤니티의 중심 및 보행로와 연계된 산책로 계획 105 ● ● ● ● 건물을 북측에 두어 남쪽의 외부공간을 양지바른 장
소로 계획

50 ● ● ● ● T자형 교차로의 경우 90도 가까운 각도로 교차 106 ◐ ◐ ◐ ○ 건물사이 남겨진 외부공간을 울타리, 아케이드, 산책
로 등으로 둘러싸서 장소성부여

52 ● ● ● ● 보행로를 도로에 평행이 아닌 직각으로 배치, 블록의
중앙부 보행로 설치

248 ◐ ◐ ◐ ◐ 부드러운 타일과 벽돌 사용

54 ○ ○ ○ ○ 보행로가 도로와 교차시 관절부를 설치하거나 캐노피
등 설치로 명확하게 계획

249 ◐ ◐ ◐ ◐ 장식을 통한 경계의 통합

55 ● ● ● ●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도를 높게 계획하거나 난간
벽 등 설치

b4 72 ● ● ● ◐ 근린 전반에 스포츠를 위한 시설 계획

b5 68 ● ● ◐ - 공유지, 보행로, 정원 등을 연결하여 놀이공간화(생활
가로계획)

73 ○ ○ ○ ○ 정형화된 놀이터가 아닌 순수한 소재의 창의적 놀이
가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C c1 80 - - - - 자치 운영되는 작업장과 사무실 형성 장려 88 - - - - 각 근린내 카페를 계획하여 거리에 개방

151 ● ● ● ● 소규모 집회실 계획 89 ○ ○ ○ ○ 빈번하게 이용되는 모퉁이 등에 일용품점 배치

153 - - - - 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 수용을 위한 임대실 계획 93 - - - - 보행로변 음식가판대 계획

32 ○ ○ ○ ○ 주요가로를 향해 개방된 상점가 165 - - - - 거리로의 개방적 디자인적용

87 - - - - 개인 소유의 상점 계획

c2 72 ● ● ● ◐ 근린 전반에 스포츠를 위한 시설 계획

c3 40 ◐ ◐ ◐ ◐ 노인의 고립 방지를 위한 노인주거 및 시설 혼합 계획 155 ● ● ● ● 노인의 위한 소규모 별채 계획

c4 86 ● ● ● ● 근린내 어린이집 계획 85 - - - - 상점앞 등 커뮤니티 공공구역에 교실 있는 학교배치

18 - - - - 전체공간에서 교육이 일어나도록 네트워크 확장 발전

D d1 81 ● ● ● ● 서비스에의 접근성, 신속성

d2 56 ● ● ◐ ◐ 도로나 주 보행로를 따라 자전거도로 배치, 출입구 근
처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표 5> 공용공간의 패턴언어 특성 및 적용점 (●적극 ◐보통 ○소극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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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표 4-c, 표 5>로 c1(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민회의실 관련 151, 81번 패턴, 임대실 관련 153번 패턴,

그리고 상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관련 32, 87, 88, 89, 93,

165번 패턴을 파악하였다. 4단지 모두에서 주민회의실을 위

한 소규모 집회실 관련 패턴을 살펴볼 수 있으며, 거리와

연계하여 개방적으로 계획된 상업시설, 임대실에 대한 패턴

적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시 이러한 패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c2(실내운동시설)의 경우, 단

지중앙의 커뮤니티센터 및 주동하부에 계획되어 있으며,

c3(경로시설)와 c4(보육시설)는 노인의 고립 예방을 위해

함께 구성되어 독립된 건물로 계획되거나 커뮤니티센터에

계획되어 관련 패턴의 적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관리․서비스 시설<표 4-d, 표 5>로 d1(쓰레기처리 및

분리수거시설)의 경우 서비스에의 접근성과 신속성 측면에

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국내 아파트의 특성을 고

려한 새로운 패턴개발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d2(자전거보

관시설)의 경우, 자전거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필로티 및

출입구 주변에 자전거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연계집

합형인 K, J에서 자전거도로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환경-인간의 관계를 바탕으로한 패턴언어

를 적용하여 아파트 공용공간의 디자인 방안을 모색한

연구로 연구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아파트 공용공간

의 개념 및 범위를 정의하고, 패턴언어의 구성체계를 고

려하여 아파트 공용공간의 공간유형 및 범위를 고려한

최종 87개(도시 38, 건물 39, 시공 10개) 패턴을 도출하

였다. ‘도시’에서는 보행로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공공공

간, ‘건축’에서는 실제 건물의 배치 및 계획요소 및 기법,

‘시공’에서는 실외공간 및 디자인 관련 패턴들을 포함하

였다. 공간별로는 도출한 패턴 대부분이 옥외 공용공간

의 조경 및 녹지, 휴게시설, 오픈스페이스와 관련된 패턴

으로 이는 국내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계

획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아파트 공용공간의 패턴언어를 살펴본 결과, 주

동내공용공간의 경우 주동 배치와 필로티 적용 특성에

따라 실내환경, 개방성 및 연속성, 영역성의 차이를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출입구 관련 패턴을 통해 명확한 주동

출입시스템과 통일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으나 가로와

의 자연스러운 연결 및 중간적 영역형성, 친근한 마감재

료 적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옥외공용공간의 경우 주동주변 및 중심 옥외공

간, 단지경계부에 조경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고 이와 연

계하여 테마공원,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와 벤치 등의 휴

게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단지별로는 계획 수

준에서의 차이 외 차별화된 접근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기존 자연자원 및 친환경적 패턴과 커뮤니티

측면에서의 텃밭, 다양한 형태의 옥외공간형성 수법들에

대한 추가적 적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주민공동시설과 관리 및 서비스시설의 경우 사용

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의 계획, 주거서비

스 강화라는 국내 아파트의 계획방향 및 특성을 고려할

때 도출한 패턴이 한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여건을 고려한 추가적 패턴 개발이 필요하며, 최근 필로

티를 도서·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 공동시설(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공동

시설과 연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계획되고 있는 아파트 공용공간을 대

상으로 하여 다양한 유형을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패턴언어를 통해 구체적 계획방

안을 모색한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일

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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