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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21st century, major cities in Vietnam faced housing shortage and there was a lack in office spaces. As a

result, construction companies from over seas provided mixed-use apartment as a new type of urban housing. A large

number of mixed-use apartments are built in big cities such as Hanoi and Ho-chi-minh City. However, research on

mixed-use housing in Vietnam is insufficient.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mixed-use apartments and have an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urban housing in Vietnam.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mixed-use apartments in Hanoi. The research will be based on 10

mixed-use apartments that are already built or expected to be built in a few years. Therefore, this study starts by

looking into the history of the Vietnamese urban housing. The study focuses on the transformation of urban housing

since 2000. Then, the study will mainly focus on examining the mixed-use apartments in different aspects, in order to

analyze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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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는 인간의 삶을 지속시키는 가장 근본인 동시에 도

시를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 또한 주거공간은 해당 국가

와 정부의 정책, 경제 성장, 사회적 요구는 물론 물리적

환경과 거주자의 특성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

과 사회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2000년대 이전까지 중국의 영향, 프랑스 식민

지 생활, 잦은 전쟁과 사회주의, 경제적 급 변화를 겪으

며 주택 및 주거 내·외부 공간에 많은 변화가 따랐다. 

그러나 ‘도이 모이(Doi Moi/ )1)’ 정책의 도입에 따

라 2000년대 이후 하노이 시의 대다수의 시민들은 도시

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공급에 비해 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주택 난을 겪기 시작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국외 우수기술을 도입하여 아파트

와 주상복합 아파트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

였다. 따라서 한국의 많은 시공회사와 설계사무소들은 이

에 동참하여,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주요 도

시에 국내 기술을 적용한 주상복합아파트와 아파트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향후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사

회·경제·물리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동아시아 국가에

서도 동일한 국내기술은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베

트남의 주상복합아파트 현황 및 계획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대규모 상

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복합화 되어 있는 형태로, 단지구성

의 방식, 용도에 따른 공간의 분할 등에 따라 다양한 형

태의 도시주거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목적은 2000년 이후 베트남 하노이시에 계획 및 개발

된 주상복합아파트의 계획적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기업의 진출과 개발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에 앞서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연구동향은 물

론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했다.

또한 베트남 도시 주거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주상복

합아파트의 도입 및 주거형태의 변화를 이해하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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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쇄신이라는 뜻으로, 1986년의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제

기된 슬로건이다. 주로 경제(가격 안정, 국제분업형 산업구조, 생산

성의 향상), 금융 면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목표로 하며, 응우옌

쑤언 오아인(Nguyen Xuan Oanh, ~2003년 8월 29일) 박사가 1982

년 만든 베트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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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합아파트의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을 이해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도시적 맥락에서 입지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단지계획의 구성방식을 비롯한 용도별 특성

을 이해하기에 앞서 용적률, 건폐율을 비롯한 건축적 개

요를 정리하였다. 특히 주동배치형태 및 구성, 용도에 따

른 시설 간 조합, 옥외공간구성과 단위세대 규모 및 면적,

단위세대 내부공간계획 등을 분석함으로써, 계획적 특성

을 이해할 수 있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의 베트남 주거와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은 “건

축계획 및 특성”, “역사적 이론” 그리고 “산업 및 기술

동향”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베트남의 주거형태 및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이모이 정책 이후 공적공간의 변화를 연구한 Küten(2008)

의 논문과 하노이의 주거변화를 연구한 Geertman(2007)

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베트남 고위정책 결정자 및 관련

분야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신도시 진출 및 사업진출 방

향을 제안한 연구(Hong, Kim & Ahn, 2010)와 베트남 공

동주택 시장에서의 사업성 향상과 관리를 중심으로 사업

성을 분석한 연구(Kim, 2007)는 사업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계획측면의 연구는 베트남 아파트의 단위세대와 관련하

여 주로 이루어졌다. Kim(2010)은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평면 분석을 통해 향후에 지어질 공

동주택의 바람직한 평면계획을 제시하였고, Hoang & Kim

(2010)은 베트남과 한국 고층 아파트의 단위세대를 각 요

소별로 비교, 분석하여 베트남 아파트 건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기초연구로서 본 연구에 영향을 미

쳤으나, 주상복합아파트만을 사례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했으며 특히 단지계획 및 단위세대 특성 및 용도 간

조합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2. 2000년 이전의 도시주거

베트남의 도시주거는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에 주로 존재하던 사회주의 주택과 베트남

도시주거의 대표적 유형인 스트리트 하우스(street house)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나타난 주상복합아파트에 이르기까

지 베트남의 도시주거는 급격한 변화를 이루었다.

도이모이 정책 이전 1950-60년대의 주거형태는 주로 사

회주의 주거(socialist housing)가 성행하였다.

이는 구 소련의 사회주의 주거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보

통의 주거 형태로 공동체적 삶을 기본으로 하는 다소 경

직된 형태의 주거로 시대와 생활방식에 따라 변형된 형

태로 베트남에 존재하였다(Geertman, 2007).

사회주의 주택 이외에 베트남의 전형적인 도시주거로는

스트리트 하우스(Street house)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에

가장 먼저 나타난 주상복합형 도시주택으로 ‘36거리지구

(36 Pho Phuting)’에 1900년대에 지어졌다. 이 거리지구

는 36개의 전문화된 물품을 취급하는 상업 집단이 거리

Table 1. Previous Studies

Contents Author Subject Summary

Planning

and

Design

Kim

(2010)

Apartment,

Unit Plan,

HCMC

- Analyzed the Unitplan of 

apartments in Ho Chi Minh City, 

Vietnam

- Proposed the Design direction of 

the apartments

Hoang,

Kim

(2010)

Apartment,

Unit Plan

- Compared with Vietnam and 

South Korea’s high-rise apartment

- Unit plans’ design characteristics 

- Proposed reference materials for 

the domestic companies 

Jung

(2009)

Tube

House,

Future

Housing

- Traditional, the modern and 

contemporary Tube houses

- Through the case study

- Proposed prototypes of the current 

and future urban residential 

(housing)

Le Thi

Hong Na

(2011)

Vietnam’s

Traditional

Housing

- Analysis of Passive Design in 

Vietnam

- Spatial Characteristics in 

Traditional Housing

- Applying passive design and 

spatial structure to high-rise 

housing

History

Research 

Institute for 

Development 

and Finance

(1999)

Urban

Development 

Policy,

real estate 

institution

- Urban development policy in 

Vietnam

- National housing policy in 

Vietnam and housing market in 

Hanoi

Geertman

(2007)

Housing, 

Hanoi

- Urban transition in Vietnam

- Process of Change and 

Transformation in Hano

- Transformation of housing in 

Hanoi

Phuong

LY

(2010)

Sustainable 

Housing, 

Housing 

Types in 

Vietnam

- Housing Types in Vietnam

- Survey to examine the reality of 

Vietnam housing

- Interviewees’ evaluation on 

existing housing system

Kten (2008)

Transforma-

tion of

Public Space

- Urbanization process in Hanoi

- Public and Private spaces

Industry 

trend

Hong,

Kim,

Ahn

(2010)

Entry

Strategies,

New Urban 

Design

- Vietnam’s senior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in related fields 

- Survey, interviews and analysis

- Conservation and design direction 

for new business opportunities 

Jang

(2007)

Real estate 

market 

analysis,

HCMC

- The housing market in Vietnam

- For profitability improvement and 

risk management

- Co-housing development in 

Vietnam

- Feasibility analysis, the 

opportunities and risk factor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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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개발된 것에서 비롯된다. 이곳에서 나타난 스트리트

하우스는 주상겸용의 주택이다. 이 주택은 도로를 면하는

1층에는 상업시설이 존재하며 상층부와 후면부에는 상품

의 제작공간이나 거주공간이 들어가는 주상복합주거이다.

이 세장형 주택은 도이 모이 정책을 기점으로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되었다(Jeon, 2004).

1980년대 말, 주민들은 극심한 주택난에 시달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성행할 때 즈음, 1986년 베트남 정부의 개

혁 정책안 ‘도이 모이(Doi Moi)’가 실시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개방경제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베트남 도시

주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 정책을 통해 정부는 주

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소유재산권과 토

지소유에 대한 법을 바꾸고 주민들 자력으로 자신의 주

거를 고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열악했던 도시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도시의 계획적 발전을 도모함에 따

라 부동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시민들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집을 짓거나 보수를 할 수 있어 주거공간은

이전에는 누리지 못한 개인적 필요와 요구에 걸맞은 주

거생활이 가능한 곳이 되었다. 이 때 나타난 ‘자가형 주

거’(self help housing)은 이전 스트리트 하우스가 현대적

으로 변형된 형태로 그 모습을 이어가게 되었다(Geertman,

2007).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와 극심한 주택난의 해결책으로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후 최근 베트남에 새롭게 나타난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전의 것의 재생 또는 변형이 아닌 외부의 유

입을 통해 정착된 새로운 도시주거형태로서 주목된다.

3. 2000년 이후 베트남 도시주거의 현황

베트남의 도시인구 비율은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

였다. 그 비율이 2030년에는 총인구의 50%를 상회하게 되

는 과정에서 향후 도시의 팽창이 진행될 전망이다(Kim, 2007).

따라서 주택 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도

시지역의 주택난은 점점 심화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이에

베트남의 정부는 2004년 5월, 낙후된 아파트의 재개발,

사회주택 건설, 신도시 건설, 각종 제도 개선 등이 포함

된 ‘2020년까지의 주택개발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중 신

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 현지 건설 회사의

기술 수준으로 인해 국제적 수준을 갖춘 외국 건설회사

가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Jung, Kim, & Park,

2007).

베트남 주요 도시의 2000년 이후 주택 공급은 외국계 업

체가 공급하는 고급 아파트와 현지 업체가 공급하는 보급

형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Korea Housing Association,

2007). 이와 같은 아파트들은 베트남의 새롭게 변화하는

생활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 이후 신흥 부유층이 나타났고, 이들

은 서구화된 생활 패턴을 바탕으로 고급 주택을 선호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고급화된 고층 아파트가 증가하

고 있으며, 이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도 영향을 주고 있

Table 2. Transition of the Urban Housing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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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주거계획상 베트남 전통적 주거 가치관의 적용

이 보인다.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온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나 메이드 문화와 같은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

럼 2000년 이후 베트남의 도시 주거는 경제, 사회, 문화

를 반영하고 서구화된 생활패턴과 전통적 생활습관을 조

화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 따라서 사례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베트남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도입

도이모이 이래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의 경기는 지속적

으로 확대되었다.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안정적

인 주거를 열망하고 주민들의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화

예상,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입 허용 가능성 및 해외교포

에 대한 주택구입 기준 완화 기대감은 이러한 부동산 경

기지속의 뒷받침이 되었다(Jung, Kim, & Park, 2007).

이와 더불어 21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발전과 주변

동아시아 국가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생활방식에 많은 변

화가 나타났다. 주거 이외에 여러 시설이 복합하여 존재

하는 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베트남의 새로운 도시주거

로서 등장했고, 베트남 도시 주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도시 인구 급증에 따라 나

타난 주택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노이 중심지와 외곽에

땅의 사용을 절약할 수 있는 고층·고밀도의 주상복합아

파트를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Korea Housing

Association, 2007).

베트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갖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베트남 시민들의 도시화된 삶

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 결과이다. 베트남 시민들의 개별

화에 대한 요구는 공간에서도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새로운 것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

였다. 한편으로 주상복합아파트는 대지면적을 적게 사용

하며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도시화된 주

거로써 적합했다.

둘째, 주상복합아파트는 외국인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를 해결하며 증가하는 해외 사업체의 사무공간에 대한 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주거형태이다.

셋째, 새로운 도시주거형태인 주상복합아파트는 향후 베

트남 교외 지역 도시화의 주거모델이다. 비록 베트남이

급격한 경제발전과 도시화를 겪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노

이나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많이 발달하였고 교외지역은

아직 낙후된 곳이 많다.

결과적으로 도심지 주거의 새로운 유형인 주상복합아파

트는 교외 도심지역의 발전을 고려한 주거의 새로운 대

안으로 제시될 수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

III. 베트남 주상복합아파트의 사례분석

1. 사례개요

3장에서는 하노이시에 건설되었거나 계획된 주상복합아

파트 10개의 사례를 입지적 특징 및 단지계획 및 구성방

식, 주동조합에 따른 용도별 활용 방식, 단위세대 계획 등

을 분석함으로써, 계획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하노이시가 베트남의 수도로서 과거 외부 이데올로기의

흔적이 도시주거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문물의 영

향을 쉽게 받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정착이 잘 나타나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례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개

발되었거나 계획되고 있으며, 대부분 30층 이상의 고층으로

이루어졌다. 2개동부터 많게는 5~6개 동으로 이루어진 사

례들은 400%부터 1,500%까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고층고밀의 형태로 계획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형태는 외국계 업체 주도하

에 공급하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와 현지 업체가 공급하

는 주상복합아파트 그리고 여러 국가, 여러 회사의 합작

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들은 조

사 결과 다수의 사례가 해외 설계회사에 의해 또는 해외

설계·건설회사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베트남 자국의 설계사가 참여한 사례를 비롯해 각

종 해외건설사들이 시공한 사례를 함께 분석함으로서 계

획특성을 이해 할 수 있었다.

2. 입지적 특징

하노이시는 베트남의 수도로서 경제개방 이후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도시의 맥락이 변화하였다.

도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례는 하노

이 도심지에 위치하였다. 하지만 일부 사례는 도심지 외

곽부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베트남에서 주상복합아파

트가 도시 외곽으로도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사례별 입지조건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5>를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다.

1번 사례의 경우 새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도시지역(new

urban area)의 사거리에 위치하여 여러 오피스 빌딩들에

둘러싸여 위치한다. 2번 사례의 경우 도시 번화가의 주도

로에 위치하여 대사관, 호텔, 학교, 유흥시설 가운데 자리

한다. 3번 사례는 가까운 거리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위치하여 편리함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병원, 대학교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반경 500 m 이내

에 초·중·고교와 시장, 슈퍼마켓, 공원, 우체국이 자리

한다. 4번 사례는 국제 업무지구에 위치하며 문화시설과

학교가 근처에 있고, 5번 사례는 도심지에서 비교적 멀리

위치하고 있으나 무역 및 업무지구가 잘 발달된 곳이다.

1. 6번, 8번과 9번의 사례는 신도시지역에 위치하여 접근

성이 우수하다. 7번은 가장 큰 공원 근처에 자리한 것이

특징이며 10번의 경우, 하노이시의 서쪽과 북쪽지역을 연

결하는 고속도로 근처에 위치하며 여러 편익시설이 존재

하는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주상복합아파트 고유의 특성상 규모와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도심 번화가나 새로 형성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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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무역지구, 또는 접근이 용이한 신도시에 랜드마크 형

태로 계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주거와 달리 거

주와 함께 상업적 이익을 창출해야하는 건축물 고유의 특

징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단지 및 외부공간 계획

주상복합아파트는 대부분 단동의 건축물로 존재하지 않

고 2동 이상의 동으로 계획되는데, 이 경우 대지의 일부

를 외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공간

을 4개의 공간으로 분류하고, 시설물을 제외한 휴게 및 어

메니티, 커뮤니티 형성 및 운동을 위한 공간을 포함하였다.

첫째, 공원과 녹지·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옥외공간

(중앙광장, 공원 등의 형태 포함), 둘째, 테니스장, 배드민

턴코트, 수영장 등 체육·야외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

간, 셋째, 녹지는 아니지만 휴게가 가능한 보행공간, 끝으

로 주차와 차량동선을 위한 공간으로 분리하여 볼 수 있

다. <Table 6>은 각 사례들을 외부공간의 특성을 정리한

것으로, 입지적 특성과 주동의 배치에 따라 외부공간 구

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례 7과 같이 주

변에 공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4. 주동 수직·수평의 조합방식

주상복합아파트는 용도상 주거 중심의 1개 이상의 동과

Table 3. Subjects of Study Table 4. Construction Types of Projects (*Co.=Company)

No Project Architect (Country) Construction Contractor

1
"H" Co., "D"Co. (USA)/"A"Co. (UK)/ 

"H"Co., "S"Co., "A"Co. (Korea)
"K"Co.

2 "P"Co. (Singapore) "A"Co.

3 "H"Co., "C"Co. (Vietnam, Korea) "J"Co.

4 "B"Co., "G"Co. (China) "T"Co.

5 "H"Co. (Korea) "H"Co.

6 "P"Co. (Developer) -

7 "C"Co., "S"Co. "C"Co.

8 "R"Co. (Vietnam) Co. Ltd. "T"Co. 

9 "P"Co. (Developer) -

10 "V"Co. "L"Co.

Figure 1. Locations o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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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심의 동 그리고 상업·서비스 위주의 기능 동으

로 구성된다. 용도별, 기능별 공간의 조합 형태에 따라

<Table 7>와 같이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

형A는 주거동 하부를 연결하는 매스에 커뮤니티, 오피스,

상업시설, 주차를 순차적으로 쌓인 형태이다. 유형B는 주

거동과 오피스 또는 기타시설을 포함하는 동을 별개 동

으로 구분하고, 하부에 커뮤니티, 상업, 주차 등을 수직적

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유형C는 주거가 주가 되며, 모든 기능을 하나의 동에

포함시켜 수직적으로 구분하는 형태이며, 끝으로 유형 D

는 주거와 커뮤니티, 주차가 수직적으로 연계된 상태에서

상업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하부에 별동으로 배치하되 수

평적으로 연계되는 형태이다.

입지적 특성상, 거주자의 요구와 사업적 특성상 다른 형

태로 구성되겠지만, 대다수의 사례는 이와 같은 4가지 형

태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유형 A와 D가 가

장 일반적이었다.

5. 단위세대 계획의 특징

단위세대의 계획적 특징은 단위세대 규모 및 면적, 단

위세대 내부 공간 계획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단위세대별 전용면적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가 중·대형 규모의 단위세대로 계획되었다. 2012

년 국내 신규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면적인 108 m2 2)과

비교해 보았을 때 3번과 4번은 평균 전용면적 100 m2 이

하로 비교적 작으나, 이 외의 단지는 모두 120 m2를 넘

어 대형으로 계획되었다.

둘째, 단위세대의 공간 계획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는 주방, 거실을 공적영역으로, 침실 및 서재 등을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단위세대 내에서 공적인 공간과 사적

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간구성 형태를 ‘거실 중심형’, ‘거실 분리

형’, 그리고 ‘복도형’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공적영역 내에서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

와 같이 LD/K형, L/DK형, 그리고 L/D/K형의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부엌과 식사 공간을 하나의 영역으로 보는 한국의 구

성 방식과 식사 공간과 거실이 가족을 위한 공적 영역이

고, 부엌은 개별적인 가사의 공간으로 보는 베트남의 구

성 방식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L/D/K형은 비교적 전

용면적이 큰 단위세대에서 적용되었다.

Table 5. Locations’ Characteristics o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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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Table 11>은 각 사례별로 건물의 용도, 주동의 공용공

간의 구성, 외부공간계획 및 구성 요소를 정리한 것으로,

커뮤니티를 위한 공용공간들의 구성요소를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다.

건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모두 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무공간과 호텔을 포함하는 사례도 있다. 코어는 대부분

중심코어형으로 계단실과 승용승강기 등의 코어 설비를

집약적으로 구성하고 중복도로 단위세대를 배치하여 공용

공간 면적과 내부 동선을 최소화 계획하였다.

모든 사례들이 건물내부의 공용공간으로서 부대복지시

설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건강유지를 위한 휘트니

스 센터나 스파 시설, 생활에 직접 필요한 상점, 음식점

들이 계획되었고 4번, 6번 사례는 유치원시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동 사이에 외부공간의 공동시설을 살펴보면 테니스,

배드민턴 코트, 수영장등이 계획되었으며 특정기능을 수

행하는 실보다는 녹지/조경계획을 통해서 부담 없이 사람

을 만나고 모일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의 성격을 가지고

거주민간의 접촉 시회를 높여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형성

을 유도하고 있다.

단위세대평면 분석 결과 규모의 대형화를 통하여 주상

복합아파트의 고급화를 알 수 있었다. 단위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은 145.9 m2로 이는 2012년 국내 신규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면적인 108 m2의 약 1.35배이다. 그리고 사

적공간과 공적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적공간은 침실, 서재, 화장실 등을 포함

하고, 공적공간은 거실, 식사실, 부엌, 가족실 등을 포함

한다.

IV. 단지계획 및 공간구성의 특징

3장에서는 하노이에 건설된 10개의 주상복합아파트 사

Table 6. Case’s Exterior Space

Table 7. Vertical Composition Table 8. Unit Plans’ Area for Exclusive Use

No.
Unit plans' area for exclusive use (㎡)

Total number of units Type of units  Min~Max

1 918 10 107~488

2 456 6 101~172

3 360 4 89~124

4 390 15 92~217

5 928 6 102~168

6 658 4 84~168

7 187 12 62~242

8 1,478 6 45~185

9 408 2 100~125

10 1,000 14 87~175

2) 동아경제신문, 2012.4.7., ‘신규분양 아파트 평균면적 5년 사이

22 m2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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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입지적 특성, 단지계획 및 외부공간 구성방식, 주동

의 수직·수평의 조합방식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다음과 같은 계획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입지선정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도시 위에 소규모로 건설 되거나, 신도시

나 업무지구에 대규모로 건설된다.

기존 도시 위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대지

면적이 소규모로 단일동이거나 2개의 동으로 계획된다. 기

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소규모로 계획되

더라도 교육, 문화, 경제적 편의를 누리게 되며, 지역의

중심이 된다. 다만, 외부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가 어려우

며, 거주자간의 커뮤니티공간은 부족한 편이다. 반면 신도

시나 국제 업무지구에 건설되는 주상복합 건물은 15,000

~40,000 m2의 넓은 대지에 계획되며 다수의 주동과 넓은

옥외공간을 포함한다.

다만, 주변과 도시적 연계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편

의시설이나 교육시설 또한 새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

서 신도시에 계획되는 경우 도심부와 연결되는 도로에 면

하여 입지가 결정되거나, 주요 역세권, 공항 근처에 계획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변 지역과 단절된 도시적 맥락

은 신도시나 단지 내 상가,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해결하

려는 노력도 찾아 볼 수 있었다.

각 사례별로 입지 조건을 생활편의시설, 교육, 접근성,

녹지 이렇게 총 네 개로 나누어 입지 위치와 각 항목 간

의 거리를 통해 <Table 12>과 같이 평가해보았다. 각 항

목별 위치의 기준으로 생활편의시설은 약국, 상점, 식당

등을 기준으로, 교육시설은 중·고등·대학교를 기준으로,

접근성은 대중교통 정류소를 기준으로, 녹지는 호수나 주

변 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기존 도시 위에 건설된 주상복합아파트가

생활편의시설 및 교육시설과 압도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도시나 업무지구에 속한 주상

복합아파트는 외부의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1,000~2,000 m를 도보로 이동해야했다.

Table 9. Types of Unit Plan’s Design

Table 10. Public Space Configuration

Table 11. Planning of Community Center

Planning Factors 1 2 3 4 5 6 7 8 9 10

Building

Use

Office ●●●● ● ●

Residence ●●●●●●●●●●

Hotel ●

Core &

Corridor 

Core

Type 

Center ●●●● ●● ●

One-Side 

Both Ends ● ●

Dispersed ●

Corridor

One Side 

Middle ●●●●●●●●●

Circulation ●●

Elevator ●●●●●●●●●●

Staircase ●●●●●●●●●●

Exterior

Facilities

Parking Lot ●●●●●●●●●●

Community

Facilities

Fitness ●●●●●●●● ●

Spa ● ● ●

Store ●●●●●●● ●

Restaurant ● ● ●

Kindergarten ● ●

Outdoor

Space

Landscape

Front &

Back Side
●● ● ●●

In-Between

Space
● ●●●● ●●

Tennis Court ● ● ●●

Badminton Court ●

Pool ●●●● ●●●

Parking Lo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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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접근성의 경우에는 신도시와 기존 도시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하노이 도심에서 외

곽 도시로 개발이 확장되면서 버스나 지상철 또한 빠르

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녹지의 경우는 도심과 외곽

의 차이와 무관하게, 주변현황에 따라 차별성을 갖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2. 거주민 간 교류를 위한 공간구성

전통적으로 주민들과의 커뮤니티를 중요시하는 베트남

의 문화를 반영하여 커뮤니티공간이 다양화, 세분화된 것

을 볼 수 있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성상 주동의 배치

와 함께 커뮤니티를 유발하는 사이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대지 형태와 계획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영장을 포

함한 운동공간과 중앙광장 등을 통해 주민 간 교류를 가

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주거민 간 교류를 위한 공간구성은 주동

계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양한 기능이 수직·수평

으로 연계되는 코어와 복도공간은 대부분은 중심(center)

형으로 건물의 기능성 및 효율성을 높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업체가 참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업체 참여의 경우, 한

국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단지구성과 유사하게 거주민을 위

한 어메니티와 커뮤니티 공간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연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반하여, 베

트남 현지 업체나 그 외 국가에서 참여한 경우, 녹지나

외부공간에 대한 반영이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주거환경 및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 고려

사례분석 결과 베트남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제도, 주거

환경 등에 의해 국내 아파트와 다른 특성을 찾을 수 있

었다.

첫째, 한국의 일반 아파트와 달리 메이드룸(maid room)

이 계획되어 있다. 이는 베트남의 전통적 생활습관을 반

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가사도우미와 함께 거주하기

를 원하는 거주자 요구에 따라 메이드 영역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전용 화장실과 함께 현관 주변, 즉 각 주호의

주출입구에 계획되고 있으며, 부엌 및 다용도실과도 인접

하여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150 m2 이상의 단위세대에는 계획되어

Table 12. Condition of a Location

No. Amenity Education Accessibility Green Total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 within 200 m=★★★★, within 500 m=★★★, within 1000 m=★★,

over 1000 m=★, ☆ is 0.5 Points

Table 13. Building Layout

Figure 2. Exterior Planing of Cases: No.6 (H Tower), No. 10 (T

Apartment), No. 5 (H Apartment), No. 01 (K Tower)

Figure 3. Vertical Composition of Case No. 1 (K Tower),

Case No. 3 (S Tower)

Figure 4. Horizontal Composition of Case No. 1 (K Tower),

Case No. 2 (S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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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용공간 내에 별도의 다

용도실이 구성되는 것은 국내 아파트와 매우 차별화 된다.

국내의 경우 부엌의 후면에 설치되게 되는 서비스공간

인 발코니와 연계하여 보조주방 및 다용도실, 보일러 실

등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서비스 공간의 부재도 차별화 된 특징이다. 국내

의 관련 제도와 베트남의 제도가 다르다는 것을 원인으

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베트남에 계획된 단위세대의 경

우 전실의 부재 및 부엌과 연계된 후면 발코니가 계획되

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국내 아파트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

으나, 현지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 거주자 요구(needs),

주거환경 및 제도적 차이 등으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

어 계획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유사지역에 ‘한국형 아파

트’를 보다 활발히 수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 및 거

주자의 요구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양 이후 거주 후 평가(POE)를 시행하여 새롭게 반영되

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최근 베트남에서는 구도심 재생과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새로운 도시주거유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국내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아시아 지역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기업의 진출은 앞으

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베트남 하노이시에 계

획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의 외부공간계획 및 특성, 단위

세대를 분석하여, 향후 국내 기업의 진출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하노이시에 계획되고 있는 주상복

합 아파트 10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했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베트남 도시 주거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

의 도입 및 주거형태의 변화를 이해하였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사례 분석은 도시적 맥락에서 입지적

특성과 단지계획 및 외부공간의 구성방식, 수직·수평의

조합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단위세대의 계획적 특

징으로 단위세대 규모와 공간계획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었다. 첫째,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입지선정 방향 둘째,

건물 내 외부 계획을 통한 거주민 간 교류를 위한 공간

구성, 셋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주거환경 및 거주자

의 라이프스타일 고려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현지 업체의 자료협조에 따른 도면과 보고

서 및 분양 카달로그, 논문, 웹사이트 등의 문헌자료를 통

해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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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mparing Uni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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