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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in brand apartments, and to 

propose future design directions for apartment houses. Additionally, as the types of public-led 

apartments have increased,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apartments are to be identified, to 

reflect the needs of consumers who will live in public rental apartments in the unit plan. This 

study selected five major brands among construction company brand apartments: H-Brand 

(Hyundai), X-Brand (GS), P-Brand (Daewoo), T-Brand (Posco), and R-Brand (Samsung). This 

study analyzed 9 H-Brand, 27 X-Brand, 16 P-Brand, 8 T-Brand, 9 R-Brand, and 69 cases by 

brand 2015-2021. However, it can be valued in terms of deriving major features reflected in 

future unit plans of public rental apartments, by summarizing the aspects of the common 

induction for each brand. In particular, public rental housing is inexpensive and the space is 

uniform, so it is unable to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patterns and social environment of 

household residents. At this point, future implications could be derived by examining the size 

of the unit household plan of Korean brand apartments,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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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단지계획의 경우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가 많아짐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설계속도 시속 20km 이하로 규제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 가능하도록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는 등의 조항이 신설

되었다. 또한, 평면계획측면에서는 각 세대마다의 냉방설비의 설치가 많아져 세대 안에 냉방설비

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조항이 신설되고 있다. 브랜드아파트가 변화

함에 따라 제도 또는 법규 또한 변화되고있다. 이에 브랜드아파트 별 양상을 비교 및 분석이 필요

하다. 기존에는 아파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최근 아파트 연구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형건설사에서 건설되는 브랜드아파트들은 연구개발비와 상품개발비 등에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뤄져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른 변화가 계속해서 빠르게 일어나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된 브랜드아파트들의 양상을 분석

하고, 향후 공공의 단위세대 계획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공공주도의 아파트 유형

이 증대됨에 따라 민간 아파트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공공의 발전을 예측하고 소비자 요구도 

파악 측면에서 연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5대 브랜드아파트 ‘H브랜드(현대), X브랜드(GS), P브랜드(대우), T브랜드(포

스코), R브랜드(삼성)’의 총 69개의 사례를 단위세대 평면의 공간구성 및 내부 공간 디자인 측면

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평형대별 양상을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각 브랜드별로 

공통적으로 유도하는 양상을 정리하여, 향후 공공의 단위세대 계획에 있어 반영할 수 있는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이후 브랜드아파트의 계획 특성 및 동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문 

기사, 브랜드아파트 홈페이지, 분양홈페이지 등 인터넷 자료를 통한 자료 수집 후 분석하였고,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자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절차는 첫째, 국내 브랜드아파트의 도입과 

변화양상, 둘째, 5대 브랜드아파트의 사례의 건축적 특징 조사, 셋째, 단위세대별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 디자인 특징 비교분석, 마지막으로, 시사점 도출 및 향후 개발 방향 제안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고찰

국내 브랜드아파트의 연구 동향과 국내 아파트(공동주택) 단위세대 연구 동향에 대한 선행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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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년도) 제목 내용

국내 

브랜드 

아파트

박남희, 이준민 

(2006)

브랜드 아파트의 평형별 

평면계획 내용분석

- 주거계획 측면에서 브랜드아파트의 평면계획 내용(공간 배

치, 공간구성, 공간연계, 보조공간 등) 분석

박성곤(2011)

아파트 브랜드에 따른 

외부 입면 디자인 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기존 아파트와는 구별되는 브랜드만의 독특한 컨셉과 타 브

랜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는 현재 아파

트 시장에서 아파트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외관이 브랜드

에 따라 보이는 차이점 분석

- 아파트 외관에 브랜드의 컨셉이 어떻게 반영되어 각각의 브

랜드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

박현옥, 이준민, 

이종숙(2018)

국내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통해 본 

주거문화 경향 분석

- 브랜드아파트에서 설계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여 주

거문화 경향 분석

- 브랜드아파트의 디자인계획에 대한 관련 문헌 조사하여 트렌

드 분석

- 기업의 이미지와 가치에 대한 설계방향과 공간별 디자인 계

획을 추출함으로 항목을 도출하고 유형화

박기남, 강순주 

(2020)

브랜드아파트의 

진화과정과 특화요소에 

관한 연구

- 브랜드아파트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과 진화과정 고찰

- 1세대와 2세대 브랜드아파트의 특성을 3개의 건설사별로 비

교분석하여 2세대 브랜드아파트의 특화요소 도출

공동 

주택 

단위 

세대

조일아, 김형우 

(2006)

가변형 공동주택의 

단위평면 구성에 따른 

가변유형 분석

- 가변형 개념이 도입된 단위세대의 평면 실태 파악

- 면적에 다른 가변형의 분호와 베이수에 따른 단위평면의 가

변형태 유형 분석

- 거주자의 주요구에 융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을 연구

하여 다양한 주요구에 대처하는 적응력 있는 주거설계의 기

초 자료 마련

김미경, 문영아 

(2009)

최근 공동주택 

설계경기에 나타난 

단위세대 계획개념 및 

공간 계획 특성

-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공동주택 설계경기 당선작에 나타난 단

위세대의 계획 개념과 공간계획특성 파악

- 단위세대 전체계획 개념(물리적, 환경적, 미래지향적 측면)과 

설계기법으로 구분하여 분석

박준영, 정상규, 

정소이, 박우장 

(2012)

2000년대 한국 아파트 

단위세대의 공간구성 

동향 변화

- 분양 시기별로 3기1)로 구분하여 공간구성 동향을 비교 분석

- 공간구성 동향은 베이 구성, 물사용 공간, 공간 가변 유형 3

개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

유성은(2017)

2010년 이후 중소형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 

공간구성 분석

- 2010년 이후 분양된 국민주택규모 평면 중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규모인 전용면적 59m²와 전용면적 84m²규모의 평

면 사례로 단위세대 평면의 공간구성 유형과 설계특성 분석

윤효진(2019)

아파트의 주동형태 및 

확장형 발코니에 따른 

단위세대 평면계획 

변화특성

- 발코니 합법과가 이뤄진 이후 조성되어진 공동주택의 평면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발코니 변화가 단위평면공간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파악

- 아파트 주동형태의 변화에 따라 발코니의 확장유형별 단위세

대 평면계획방식과 공간변화의 특성 고찰

모정현(2020)
트렌드를 반영하는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

-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을 통해 주거환경에 영향을 준 주요 트

렌드와 특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 미래의 아파트 단위세대 평

면계획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

<표 1>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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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브랜드아파트의 도입과 변화 양상

한국브랜드경영협회에서는 브랜드의 정의를 자신의 기업, 제품, 서비스 등의 정체성을 만들어 

경쟁자간의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이름, 용어, 디자인, 슬로건 등을 지칭한다. 브랜드가 

곧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소비자들은 유명 브랜드를 소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등 브랜

드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 기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건설업체들은 아파트에 기업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국내 아파트는 광복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난

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형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지어진 최초의 한국식 아파트는 1958년에 

건축된 종암아파트이다. 종암아파트는 국내 처음으로 수세식 변기를 집안에 들여 사람들에게 큰 이목을 

끌었다. 이후 마포아파트(1962), 와우아파트(1969), 낙산아파트(1969) 등 대대적인 시민아파트들이 들

어섰다. 이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 명칭은 해당 아파트가 지어진 지역명으로 사용하였다<그림 3>.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의 시기에는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2)이 마련

되었고, 민간 건설기업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아파트의 대단지화가 이뤄졌다. 이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여의도 시범아파트(1971), 압구정 현대아파트(1976), 쌍용아파트(1981) 등이 있다.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 시민아파트, 상가아파트와는 구별되는 맨션아파트가 중산층 주거로 

떠 올랐으며, 한강맨션(1971)이 성공적으로 분양된 이후 아파트의 한 유형을 뜻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반 민간 건설회사 사이에서 맨션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게 되었고 홍파맨션(1971), 

남산맨션(1972) 등 다양한 맨션아파트가 건설되었다<그림 2>.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그림 1> 종암아파트(1958) / 

마포아파트(1963) / 와우아파트(1969)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그림 2> 여의도 시범아파트(1971년) / 압구정 

현대아파트(1978년) / 홍파맨션아파트(2012년)

1979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대 중반에 민간 대기업의 단지 건설이 가속화되었으며, 아시안게임(1986), 서울올림픽(1988)의 

1) Park(2012)에 따르면 3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뉜다. 제1기(발코니 공간 변경 합법화 직전까지의 시기, 2000~ 

2005), 제2기(발코니 공간 변경 합법화 직후, 2006년), 제3기(공간확장 및 가변의 정착기, 2011년)

2)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및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7~1981)에 따른 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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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로 건물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파트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1985), 

2단지(1986) 등 고층화, 대형화가 진행되었고,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을 위한 아시아 선수촌 아파

트(1986),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1989)가 건설되었으며, LG수지아파트(1989), 삼성 보라매아파

트(1990) 등 아파트 명칭에 기업명을 사용하게 되었다<그림 3>.

기업명이 아파트명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고급 주상복

합 아파트가 등장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컨셉의 아파트가 나타났다. 이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와 동시분양 제도의 여파로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서 1999

년도 이후로 브랜드아파트가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브랜드아파트는 R브랜드

(삼성), E브랜드(대림), L브랜드(롯데), P브랜드(대우), H브랜드(현대) 등이 있다<그림 4>.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그림 3> 목동신도시 아파트 1단지(1986년) / 

아시아선수촌 아파트(1986년) /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자료 : 래미안 홈페이지, 힐스테이트 홈페이지

<그림 4> 래미안 포레스트 (2020) / 

힐스테이트 클래시언 (2020)

201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는, 과거 거주에만 초점이 맞춰진 거주 공간의 개념을 넘어 차별

화된 고급이미지와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에이치(현대), 아크

로(대림), 푸르지오써밋(대우), 래미안 블레스티지(삼성) 등 대형 건설사들은 하이엔드(High- 

end) 브랜드아파트 선보이기 시작했다. 하이엔드 브랜드아파트 단지는 교통, 교육 등 주거환경이 

검증된 지역에 입지하며,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된 조경, 커뮤니티 시설, 평면구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브랜드아파트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단순히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명이나 기업명을 아파트명으

로 사용해왔으며, 1979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민간 대기업 

단지 건설이 가속화되고, 올림픽 등과 같은 다양한 스포츠 경기의 개최로 건물의 규제가 완화되

었다. 이로 인해 아파트는 고층화, 대형화가 진행되며 기업명이 아파트명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업명이 아파트명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다양한 컨셉의 아파트가 나타나고 아파트 시장의 경쟁

이 치열하게 되며 아파트들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한 브랜드아파트가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등장

한 브랜드아파트는 R브랜드(삼성), E브랜드(대림), L브랜드(롯데), P브랜드(대우), H브랜드(현

대) 등이 있다. 이후 차별화된 고급 이미지와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www.dbpia.co.kr



주택도시연구 제12권 제2호Ⅰ통권 제29호 2022.8  

56 

위해 대형건설사들은 하이엔드 브랜드아파트를 선보였다. 

변화하는 아파트들의 단지계획 및 내부 계획들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과 

끊임없이 법규개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주도의 LH 또는 SH 등이 주체가 되는 

아파트 평면 및 커뮤니티 시설, 단지계획 등의 연구는 많이 되어왔다. 이는 자료 구득의 용이성과 

공공성을 통해 연구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주도의 아파트

들도 민간분양아파트 수준의 질(Quality)과 디자인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브랜드아

파트의 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 브랜드 분야별(투자가치, 시공품질, A/S 하자보수, 조경, IoT 첨단상품, 

커뮤니티) 주거만족도3)를 바탕으로 8개의 아파트 브랜드 중 상위 3개 브랜드 ‘R브랜드, X브랜드, 

H브랜드’와 중하위 브랜드 ‘P브랜드’, 하위 브랜드 ‘T브랜드’총 5개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2015년 

이후부터의 양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3. 수도권의 브랜드아파트 특성분석

3.1 조사의 개요

본 연구의 범위는 브랜드아파트 총 69개(H브랜드 9개, X브랜드 27개, P브랜드 16개, T브랜드 

8개, R브랜드 9개)에 대한 사례별 규모, 용적률, 건폐율, 단위세대 면적별 세대 수, 공공시설(커뮤

니티시설, 옥외공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 브랜드아파트 별로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크게 아파트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 외부는 전체적인 아파트들의 

시기별 단지계획(공용공간)의 변화 및 주동 계획, 내부는 브랜드별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의 특징, 

시대별 평면 변화양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2 단지계획 커뮤니티시설의 특징 및 종류

브랜드별 특징과 각 브랜드의 단지계획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조경과 외관디자인 및 공공시설

(공용공간)의 종류의 다양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H브랜드 단지계획의 키워드는 H브랜드 아트컬러4)이다. 대부분의 H브랜드아파트 단지계획에 

산책로(잔디광장), 생태연못(수경시설)이 조성되어있으며 다양한 테마를 가진 어린이 놀이터를 계획하

3) 매일경제(2021),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53025/

4) 프랑스 3D COLOR사의 장 필립 랑클로 교수와 공동 개발한 H브랜드 아트 컬러(힐스테이트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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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더불어 셉티드(CPTED), 녹색건축인증을 받았으며 사람과 차의 동선을 분리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로 계획하고, 단지 내 어린이 전용 대기 공간인 스쿨버스 정류소를 배치하였다<그림 5>.

또한, H브랜드는 자사 브랜드의 아트컬러를 개발하여 각 아파트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모티브 

한 색채적용으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자 했으며, 외관 토탈디자인은 Classic Type과 Modern 

Type 두가지로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 법적인 심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외관 디자인을 했다

<그림 6>.

자료 : 힐스테이트 신촌 홈페이지

<그림 5> 힐스테이트 신촌 조경도
 

자료 : 힐스테이트 홈페이지

<그림 6>클래식/모던/아트컬러 힐스테이트 입면도 설계
  

H브랜드 부대시설의 종류는 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센터 등이 있는 Health 커뮤니티, 클럽

하우스, 멀티 미디어실 등의 Leisure 커뮤니티, 독서실, 북카페, 어린이집 등의 Education 커뮤니

티, 세미나, 회의실 등의 Guest 커뮤니티 4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현대건설은 M영화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입주민들이 단지 밖을 벗어나지 않고도 다양한 문화 즐길 수 있는 아이템 

제시하였다.

자료 :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홈페이지

<그림 7>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커뮤니티 시설

 

특히 H브랜드 첨단 시스템은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실별 온도제어 시스템, 씽크 절수 페달 등의 

에너지절감(절약), 무인경비시스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현관 안심카메라, 욕실 비상 콜등의 안

전, 음식물 탈수기, 개별 정수 시스템, 매립 냉매 배관 등의 청정(웰빙), 마지막으로 통합형 월패드, 

스마트 주방TV, 무인택배 보관함, Hi-oT 등의 편의 시스템으로 나뉜다.

X브랜드 단지계획의 키워드는 랜드마크, 조경(엘리시안 가든, 자이펀그라운드 등), 자이안센터

이다. 주동 전면부 일부에 이중창 커튼월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알루미늄 패널 및 LED경관 조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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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에 설치하고 대형 옥상 장식물을 설치하여 랜드마크 디자인을 하였다. 더불어, ‘X브랜드 표준

색채매뉴얼’을 개발하여 경관특성을 반영하여 아파트의 입면 및 주차장 색채, 색채 토탈 코디네이

션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자료 : Xi 홈페이지

<그림 8> DMC 파크뷰자이 (2015) / 상도파크자이 (2016) / 위례포레자이 (2021)

또한, 2002년 X브랜드를 만든 이후, 매년 혹은 격년으로 새로운 조경 콘셉트를 지정하였으며, 

2015년 X브랜드 조경디자인 매뉴얼을 구축하여 브랜드만의 조경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다. 엘리

시안가든과 자이펀그라운드는 2015년 이후 대부분의 X브랜드아파트에서 계획되었으며, 힐링가

든, 리빙가든 등 다양한 테마의 가든들은 단지 상황에 맞춰 추가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년도 조경 컨셉 년도 조경 컨셉 년도 조경 컨셉

2007년 숲 2013년 자이 펀그라운드 2008년 가든자이

2014년 자이 힐링가든 2009~10년 그린스마트자이 2015년 리빙가든, 자이홈캠핑

2011년 엘리시안 가든 2016~17년 자이 갤러리가든 2012년 자이궁 가든

자료 : 조영철(2018), Landscape Review Vol.30

<표 2> X브랜드 조경 컨셉방향

자료 : 환경과 조경 홈페이지(2021)

<그림 9> 서초 그랑자이 엘리시안 가든(2021) / 반포 센트럴 자이 펀그라운드(2020) / 

고덕 자이 스토리 숲(2021)
  

X브랜드 부대시설은 자이안센터로 불리며, 피트니스

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등의 Leisure 커뮤

니티, 독서실(스터디룸), 도서관,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의 Education 커뮤니티 그리고 카페, 키즈카페, 시어터

룸,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코인세탁실 등의 Culture 커

자료 : 고덕 자이 홈페이지

<그림 10> 고덕 자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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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가 있다. 더불어, X브랜드아파트에는 코로나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을 넓히고

자 하였으며, 이에 C사 영화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국내 최초의 커뮤니티 시네마를 구축하였다.5)

X브랜드 첨단시스템은 스마트폰 연동 홈네트워크시스템, 아파트 전자책 도서관 등의 

Ubiquitous, 원패스 시스템, 엘리베이터 홀 환기 및 제습시스템, 넓어진 주차공간, 무인택배 시스

템, 멀티 세대창고,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등의 Convenient, 전력회생형 승강기, 빗물활용 시스

템, 실별 온도조절기 등의 Energy Saving, 마지막으로 승강기 방범 핸드레일, 맘스스테이션, 비상

문자알림서비스 등의 Safety 시스템으로 나뉜다. 

P브랜드 단지계획 키워드는 British Green, 힐링포리스트(포레스트), Greenery Lounge이며 P

브랜드의 메인컬러인 British Green은 로고뿐만 아니라, 입면, 조경, 엘리베이터 디자인 등에 적

용되고 있다. P브랜드의 British Green 외관은 강약의 매스를 활용한 불륨감과 깊이감을 더해주

며 간결한 수직, 수평 패턴과 완성도 있는 면 분할로 계획하고 있다(푸르지오 웹사이트, 2021) 

<그림 11>.

P브랜드는 단지규모에 따라 입주민만을 위한 프라이빗 가든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개공지를 별도로 조성하였고 수공간을 조성하여 휴식 또는 생태학습이 이뤄지는 자연학습장을 

배치하였다. 대부분의 단지에는 숲이 어우러진 산책로와 쉼터가 있는 P브랜드만의 힐링 포리스

트(포레스트)를 계획하였으며, 단지 내 중심 커뮤니티 공간인 중앙마당(중앙광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지하주차장 램프를 활용한 언덕 놀이터를 만드는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테마 놀이공간을 만들었다

<그림 12>.

자료 : 푸르지오 웹사이트

<그림 11> 푸르지오 입면 계획
    

자료 : 푸르지오 웹사이트

<그림 12>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Landscape Plan

P브랜드의 부대시설은 Greenery Lounge로 불리며, 

피트니스 클럽, GX클럽, 골프 클럽, 수영장 등이 있고 

교육시설인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룸, 어린이집 등이 있

다. 커뮤니티시설은 시니어 클럽, 그리너리카페, 생활지

원센터, YBM 잉글리쉬 커뮤니티, 다함께 돌봄센터 등

5) 서초 그랑 X브랜드 단지 내 극장 1호점 개관

자료 : 푸르지오 웹사이트

<그림 13>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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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치해있다.

P브랜드의 첨단시스템은 센서식 절수기 싱크수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그린시스템, 

IoT 홈네트워크 시스템, 주차유도 시스템 등의 스마트시스템, 스마트 도어 카메라, 지하주차장 

비상벨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등의 안전시스템, 빌트인 콤비냉장고, 빌트인 전기오븐등의 빌트

인시스템과 마지막으로 붙박이장, 신발장, 우물 천장등의 수납시스템 5가지로 크게 분류되어있다.

T브랜드 단지계획 키워드는 가든(페르마타 가든, 보타니컬 가든 등), 샤피스퀘어이다. T브랜드

의 경우 알레산드로 멘디니와 개발한 색상과 패턴으로 차별화된 랜드마크적인 외관디자인을 실현

하였다. 조경은 펫가든, 캠핑가든, 팜가든 등과 같은 Basic 컨셉과 페르마타 가든, 캐이케이드 가든, 

보타니컬 가든 등과 같은 Aesthetic Emotion 컨셉으로 나눠 다양한 종류의 가든으로 계획하였다. 

더불어 넓은 잔디 광장인 “더샵 필드”를 계획하여 이웃과의 교류가 있도록 조성하였다 <그림 14>.  

T브랜드의 부대시설은 샤피스퀘어(The Sharpi Square)로 불리며, 커뮤니티의 컨셉은 머무르

는 곳이 아닌 체험을 즐기는 곳, 차이와 개성을 인정하고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융화되는 곳이다. 

커뮤니티는 파티하우스, 공유 다이닝, 갤러리 로비 등의 퍼블릭 존(Public Zone)과 탁구장, 피트

니스 등의 스포츠 존(Sport Zone), 독서실, 키즈 라이브러리 등의 에드웍 존(Edu-Work ZONE), 

마지막으로 키즈 파티하우스, 코인 세탁실 등의 패밀리 존(Family Zone) 4가지로 구분된다<그림 15>.

자료 : 롯데캐슬 웹사이트

<그림 14> 산성역 포레스티아 조경
   

자료 : 더샵 웹사이트

<그림 15> 평촌 어바인 퍼스트 커뮤니티
  

T브랜드의 첨단시스템은 주차위치 확인 시스템, 공동현관 자동 출입시스템, 엘리베이터 자동호

출 시스템 등의 편리기술과 스쿨존 시스템, 공유 홀 시큐리티 시스템, 승강기 위기 인식 시스템, 

홈 시큐리티 방범 시스템, 우리 집 앞 안심서비스 등의 안전기술과 마지막으로 클린 조경, 지하주차

장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부대시설 청정 환기 시스템, 동 출입구 에어 샤워등의 건강기술로 나뉜다.

R브랜드 단지계획 키워드는 가든스타일6), Club Raemian이다. R브랜드의 조경은 2010년 이

전 절경을 재현하는 조경 연출로 하드웨어 중심의 조경으로 계획하였고 2014~2015년에는 가든 

스타일을 론칭하여 가든 개념을 도입하였다. 가든스타일은 공동주택에서 프라이빗한 가든의 개

념으로 적용되었으며, 3가지의 시각적 스타일, 6가지의 행태별 유형을 조합하여 총 18가지로 

6) 3 style(Urban, Natural, Retro), 6 Use Types(감상, 휴식, 모임, 파티, 생산, 교육), 18 Module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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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정원 모듈7)이다. 2016~2017년은 클러스터 중심 리조트형 가든으로 가든 개념을 확장하

여 적용하였다. 이 시기에 라운지가든을 새로 도입하여 하이엔드 주거문화에 특화된 조경을 실현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년 이후 기술 기반의 복합상품으로 기후변화 대응형 상품과 예술과 공간

의 조화, 조경 공간의 확장이 일어났다.

자료 : 래미안 웹사이트

<그림 16> 래미안 첼리투스(2015) /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2016) / 래미안 리더스원(2020)
  

R브랜드의 부대시설은 Club Raemian으로 불리며, 커뮤니티의 컨셉은 크게 3가지로 고급스러

운 디자인과 프로그램 구성으로 호텔과 같은 하이엔드 커뮤니티, 여가/교육/문화 등 라이프 스타

일을 반영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생활에 필요한 

수준 높은 서비스 연계인 서비스드 커뮤니티가 있다. 커뮤니티 종류는 수영장, 사우나, 골프연습

장, 탁구장, 피트니스 클럽, GX룸 등과 같은 운동시설과 경로당, 노인강좌센터 등의 시니어 클럽, 

보육시설 등이 있으며, 공부방, 독서실, 도서관 등과같은 학습시설과 게스트하우스와 문화센터 

등이 있다.

자료 : 래미안 웹사이트 

<그림 17> 래미안 블레스티지 커뮤니티
  

R브랜드의 첨단시스템 웨어러블 원패스 시스템, 모바일을 이용한 집 케어 시스템, 생활패턴 

분석 및 맞춤형 환경 제안 자동 실행 등의 A.IoT과 3단계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조경→동출입구

→세대현관), R브랜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의 Green/Energy, 마지막으로 얼굴인식 출입 시스

템과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등의 Safety로 나뉜다.

7) 어반시크, 에코네추럴, 모덴레트로의 3가지 시각적 스타일과 감상, 휴식, 모임, 파티, 생산, 교육 등 6가지의 이용 행태별 

유형(래미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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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동계획

아파트 주동의 형태는 크게 판상형, 탑상형(타워형), 

혼합형(판상+탑상)으로 구분된다. 판상형은 1동 주호

의 아파트가 한 곳을 바라보며 일자형으로 배치된 구

조형식이며, 탑상형은 여러 세대를 묶어 동서남북향

의 ʻㅁ’자 모양, 혹은 남향, 동향, 서향의 3방향 튀어나

온 모양으로 높이 쌓아 올려 지은 아파트 유형을 말한

다.8)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2000년대 이전, 타워형은 2000년대, 혼합형은 2010년 이후에 많이 

건설되었다. 5개의 브랜드(69개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5개의 브랜드의 주동계획은 판상형으

로만 있는 단지는 극히 드물었다. 타워형 혹은 혼합형, 판상형+혼합형, 타워형+혼합형으로 크게 

4가지 타입으로 계획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동이 향이 좋도록 하며, 채광과 통풍

에 유리한 남향으로 배치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거의 모든 아파트들은 차량을 지하로 진입시켜 

지상에는 차량이 지나다니지 않도록 지상공원형 아파트로 계획하였으며,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세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지계획

브랜드명
H브랜드(2020) X브랜드(2020) P브랜드(2020) T브랜드(2020) R브랜드(2020)

H브랜드 클래시안 신촌그랑X브랜드 노원센트럴P브랜드 산성역포레스티아 R브랜드개포포레스트

자료 : 각 브랜드 홈페이지

<표 3> 브랜드별 단지계획 

4. 브랜드별 단위세대 평면계획의 변화양상

단위세대 평면계획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5개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H브랜드 9개, X브

랜드 27개, P브랜드 16개, T브랜드 8개, R브랜드 9개 총 69개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그 중 

브랜드별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브랜드별 사례들을 바탕으로 브랜드 평형대별 평면계

획의 변화양상과 내부 공간 디자인 측면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8) 장희순(2020), 부동산용어사전 참고

자료 : MK News 웹사이트

<그림 18> 아파트 주동배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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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현대건설 H브랜드

4.1.1 평형대별 분석

H브랜드는 9개의 사례 중 2016년의 목동, 2018년의 녹번 및 서울숲리버, 2019년의 고덕, 

2020년의 클래시안 및 신촌의 사례를 중심으로 50~69㎡, 70~89㎡, 90~115㎡, 116㎡이상의 

평형대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평수(㎡) 평면

50-69

목동 녹번 고덕

70-89

서울숲리버 고덕 신촌

90-115

목동 서울숲리버 클래시안

116이상

목동 서울숲리버 신촌

<표 4> H 브랜드 평면 

자료 : 힐스테이트 웹사이트

50~69㎡ 평형에선 주로 현관을 중심으로 방이 배열되는 형태를 기본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채광을 고려한 3bay 형식이 적용되었다. 방과 연결된 발코니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방의 형태도 변함을 알 수 있다. 현관 중문 옵션과 공간 선택지 

다양화 등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89㎡ 평형은 채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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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4bay 형식을 보였고 자투리 공간을 드레스룸 등의 알파룸으로 활용했다. 다양한 평면 

유형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공간 성격 자체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90-115㎡ 평형은 

주로 4bay 형식으로 긴 복도가 각 방을 연결하고 있는 형식이다. 자투리 공간을 확장하여 활용하

는 모습을 보이며 학습공간 강화형과 같이 더 다양한 평면 유형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6㎡ 이상 평형의 넓은 평면에서는 복도를 중심으로 개방적 성격과 독립적 

성격으로 나뉜 공간을 보이며 한 평면 안에서 다양한 공간을 담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4.1.2 H브랜드 인테리어

H브랜드의 2020년과 2021년의 거실 인테리어를 살펴본 결과 소평형에서는 네이처한 느낌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미니멀 아트로 포인트를 주었다. 중평형에서도 네이처한 느낌으로 가족 단위

의 수요에 맞는 온화한 분위기를 이끌고 있었다. 대평형으로 갈수록 모던하고 심플함이 강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평수
연도

키워드
2020 2021

59㎡
네이처,

미니멀아트

84㎡
네이처,

포인트 색상

113㎡
흰백대비,

모던

<표 5> H 브랜드 인테리어

자료 : 힐스테이트 웹사이트

4.2 GS건설 X브랜드

4.2.1 평형대별 분석

X브랜드는 2016년의 역삼, 2017년의 경희궁, 2018년의 서울숲리버뷰 및 마포, 2019년의 고

덕, 2020년의 신길센트럴, 2021년의 방배그랑 및 서초그랑의 사례를 중심으로 50~69㎡, 70~89

㎡, 90~115㎡, 116㎡ 이상의 평형대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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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 평면

50-69

경희궁 서울숲리버뷰 방배그랑

70-89

경희궁 서울숲리버뷰 방배그랑

90-115

역삼 경희궁 서울숲리버뷰

116이상

경희궁 서울숲리버뷰 마포3차

<표 6> X 브랜드 평면

자료 : 자이 웹사이트

50-69㎡ 평형대에서 채광에 유리한 4Bay를 적용하는 특징이 보였으며, 자투리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70-89㎡ 평형대는 주로 수평으로 긴 형태의 4bay 형식을 보이

며 알파룸의 활용으로 수납공간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유닛에서는 테라스 특화 평면을 적용하였다. 90-115㎡ 평형은 주로 4bay 형식으로 채광에 

유리한 평면을 보인다. 가족실, 멀티룸 등의 개념으로 새로운 공간들을 제안하고, 침실확장변화

형을 제시하며 사용자에 따라 공간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16㎡ 이상 평형은 4베이 이상

의 긴 평면 형태를 보인다. 가변형 벽체가 사용되어 사용자의 의도대로 공간이 변화할 수 있다. 

중정과 테라스가 연계된 평면의 모습도 보이며 새로운 실의 모습이 나타난다.

4.2.2 X브랜드 인테리어

X브랜드의 2020년과 2021년의 인테리어를 살펴본 결과 소평형에서는 포인트 색감 대비를 

활용하는 모습으로 절제된 오가닉함을 보이는 추세였다. 중평형과 대평형에서는 모던한 모습을 

보이며 화이트, 그레이, 브라운 등의 색감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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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
연도

키워드
2020 2021

59㎡
포인트 색감,

오가닉

84㎡

화이트, 그레이, 

브라운톤,

모던

113㎡

화이트, 그레이, 

브라운톤,

모던

<표 7> X 브랜드 인테리어

자료 : 자이 웹사이트

4.3 대우건설 P브랜드

P브랜드는 2015년의 북한산, 2016년의 위례, 2018년의 안산센트럴, 2020년의 대신 2차, 2021

년의 화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50~69㎡, 70~89㎡, 90~115㎡의 평형대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평수(㎡) 평면

50-69

북한산 대신 2차 화명

70-89

북한산 안산센트럴 대신 2차

90-115

북한산 위례 안산센트럴

<표 8> P 브랜드 평면

자료 : 푸르지오 웹사이트

www.dbpia.co.kr



수도권 브랜드아파트의 단위세대평면 계획특성 연구

67

4.3.1 평형대별 분석

50-69㎡ 평형은 주로 3bay 형식을 보이나 4bay가 적용된 유닛도 존재하였다. 주로 주방 또는 

침실과 연결된 자투리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최근들어 현관 중문 옵션을 제안하며 

소음에 대한 방안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89㎡ 평형은 거실과 침실 3개가 나열된 4bay 

형식을 주로 보이고 있으며, 주방 옆 펜트리와 안방 옆 드레스룸으로 수납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거실 벽에 대한 아트월 연장과 터닝 도어 옵션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평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90-115㎡ 평형은 거실과 침실 3개가 연결된 4bay 형식을 보이며 주방 옆 발코니 

및 펜트리와 안방 옆 드레스룸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한다. 가변형 벽체로 사용자가 공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 평면에서는 생애주기별 옵션을 제안하고 있다. 

4.3.2 P브랜드 인테리어

P브랜드의 2020년과 2021년의 인테리어를 살펴본 결과 소평형에서는 색감과 문양 등으로 노

르딕하고 네이처한 느낌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중평형에서는 같은 네이처한 느낌도 보이고, 아이

보리, 그레이, 브라운 등의 색감을 활용한 어반클래식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부분부분 미니멀 

아트를 활용한 모습도 보인다. 대평형으로 갈수록 모던하고 심플함이 강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평수
연도

키워드
2020 2021

59㎡

단색

(옐로우, 블루)

생기, 노르딕

84㎡

단색

(옐로우, 블루)

네이쳐, 미니멀아트

113㎡

단색

(옐로우, 블루)

어반클래식, 모던

<표 9> P 브랜드 인테리어

자료 : 푸르지오 웹사이트

4.4 포스코 T브랜드

T브랜드는 2016년의 송파, 2017년의 용지, 2019년의 평촌, 2020년의 산성역의 사례를 중심으

로 50~69㎡, 70~89㎡, 90~115㎡의 평형대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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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 평면

50-69

용지 평촌 산성역

70-89

용지 안산센트럴 산성역

90-115

송파 용지 평촌

<표 10> T 브랜드 평면

자료 : 더샵 웹사이트

4.4.1 평형대별 분석

50-69㎡ 평형은 주로 3bay 형식이다. 주방은 확장 시 ‘ㄱ’자형의 모습을 보이며 발코니와 연결

되어 있어 이를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방 옆 발코니 이외에 안방과 연결된 드레스룸이 

마련된 평면도 존재했다. 70-89㎡ 평형은 주로 3bay의 모습을 보이나 일부 5bay가 적용되었다. 

주방은 주로 ‘ㄷ’자 형태를 보이며 발코니와 연결되고, 알파룸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90-115㎡ 평형은 4bay 형식을 보이며, 일자형 주방에서 확장하여 ‘ㄱ’자형 

주방과 아일랜드형 식당을 마련하였다. 주방 옆 펜트리 공간과 안방의 드레스룸으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4.4.2 T브랜드 인테리어

P브랜드의 2020년과 2021년의 인테리어를 살펴본 결과 소평형에서는 화이트와 라이트브라운 

색의 목재를 활용하여 오가닉미니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중평형과 대평형에서는 화이트, 그레

이, 브라운 등의 컬러를 주로 사용하여 어반클래식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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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
연도

키워드
2020 2021

59㎡

단색

(남색)

오가닉, 미니멀

84㎡

단색

(블루)

어반클래식,모던

113㎡

단색

(레드, 블루)

어반클래식, 모던

<표 11> T 브랜드 인테리어

자료 : 더샵 웹사이트

4.5 삼성물산 R브랜드

R브랜드는 2016년의 고덕, 2017년의 용지, 2018년의 헬리오시티, 2019년의 솔베뉴, 2020년

의 개포포레스트 및 리더스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50~69㎡, 70~89㎡, 90~115㎡, 116㎡ 이상의 

평형대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평수(㎡) 평면

50-69

헬리오시티 개포포레스트 리더스원

70-89

고덕 헬리오시티 솔베뉴

90-115

고덕 헬리오시티 개포포레스트

116이상

헬리오시티 개포포레스트 마포3차

<표 12> R 브랜드 평면

자료 : 래미안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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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평형대별 분석

50-69㎡ 평형은 3bay 형식을 보인다. 주방은 ‘ㄱ’자형과 ‘ㄷ’자형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연결

된 발코니가 수납공간의 역할을 한다. 알파룸을 드레스룸과 붙박이장의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가족 서재, 학령기장 옵션 등으로 활용된다. 70-89㎡ 평형은 3bay와 4bay으로 

구성되며 주방은 일자형에서 ‘ㄱ’자형, ‘ㄷ’자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거실과 침실의 확장

형과 알파룸의 활용 등으로 사용자가 공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90-115㎡ 평형은 

4bay 형식을 보인다. 맘스 오피스, 키친허브, 디럭스 아일랜드형 등의 다양한 주방의 활용을 제안

한다. 침실의 가변형 구조로 가족 서재, 부부 서재 등의 평면 옵션 제공한다. 116㎡ 이상의 평면은 

4bay에서 5bay의 모습을 보이며 각 실을 통합하거나 오픈하는 형태를 제안하며 사용자가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알파룸은 드레스룸 및 서재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5.2 R 브랜드 인테리어

R 브랜드의 2020년의 인테리어를 살펴본 결과 소평형에서는 오가닉 미니멀 느낌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중평형에서도 미니멀을 기반으로 나아가 네이처한 느낌을 더해 가족단위의 

수요에 맞는 온화한 분위기를 이끌고 있었다. 대평형으로 갈수록 클래식하고 모던한 심플함이 

강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평수
연도

키워드
2020 2021

59㎡
단색(블루)

오가닉, 미니멀

84㎡

단색(옐로우)

미니멀,

네이쳐

113/100㎡
화이트, 그레이

어반클래식, 모던

155㎡
화이트, 그레이, 브라운

어반클래식, 모던

<표 13> R 브랜드 인테리어

자료 : 래미안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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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랜드 아파트 평면계획 분석 결과 및 공간변화의 필요성

5.1 브랜드아파트 평면계획의 시사점

앞선 5대 브랜드아파트 69개 사례의 평면계획과 인테리어 디자인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평형대 H브랜드 X브랜드 P브랜드 T브랜드 R브랜드

소평형 - 옵션강화 - 3Bay, 4Bay 적용
- 3Bay, 4Bay 적용

- 발코니 3곳 
- 3Bay

- 옵션강화

- 최대4Bay

- 알파룸

중평형
- 알파룸

- 4Bay 적용

- 알파룸

- 4Bay 부분적용

- 부분임대형

- 알파룸

- 4Bay 적용

- 최대 5Bay

- 가족단위 중소형 

특화

- 4Bay 적용

- 알파룸

대평형
- 세대분리형

- 발코니 개수 확대
- 5Bay, 알파룸

- 옵션강화

(생애주기)
- 4Bay

- 4Bay, 5Bay

- 알파룸

<표 14> 브랜드 평형대별 평면유형 특징

구분 H브랜드 X브랜드 P브랜드 T브랜드 R브랜드

소

평

형

대

메인컬러
- 연한 우드톤, 

아이보리

- 화이트, 그레이, 

브라운
- 화이트, 그레이

- 화이트, 

라이트브라운
- 화이트, 그레이

포인트 

컬러
- 단색(남색, 그린) - 단색(옐로우, 그린) - 단색(옐로우, 블루) - 단색(남) - 단색(블루)

키워드
- 우드, 네이처, 

미니멀아트

- 색감대비, 

오가닉미니멀
- 노르딕, 네이쳐 - 오가닉 미니멀 - 오가닉 미니멀

중

평

형

대

메인컬러 - 아이보리
- 화이트, 그레이. 

브라운

- 아이보리, 그레이, 

브라운

- 화이트, 그레이, 

브라운
- 화이트. 브라운

포인트 

컬러

- 단색(적, 주황, 

노랑)

- 포인트 컬러 사용 

적음
- 단색(옐로우, 그린) - 단색(블루) - 단색(옐로우)

키워드 - 네이처, 패밀리 - 모던, 어반클래식
- 어반클래식, 

미니멀아트, 네이처
- 어반클래식, 모던

- 오가닉미니멀, 

네이처, 패밀리

대

평

형

대

메인컬러
- 아이보리, 

그레이, 블랙
- 화이트, 그레이

- 아이보리, 그레이, 

브라운
- 화이트, 그레이

- 화이트, 브라운, 

그레이

포인트 

컬러

- 밝은 컬러와 어두운 

컬러의 조합

- 포인트 컬러 사용 

적음
- 단색(옐로우, 그린) - 단색(레드, 블루) - 단색(오렌지)

키워드 - 모던, 심플 - 모던, 어반클래식 - 어반클래식, 모던 - 어반클래식, 모던 - 어반클래식, 모던

<표 15> 브랜드 평형대별 인테리어 특징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평면유형별 특징에서 소평형대의 경우 주로 3Bay 적용, 중평형대는 수납공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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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파룸이 많이 적용되고 대체로 4Bay가 적용되었으나 T브랜드의 경우 가족 단위 중소형특

화 평면으로 최대 5Bay까지 적용되었다. 대평형대는 대부분 4Bay 이상으로 구획되었으며 H브랜

드의 경우 발코니 개수를 확대하여 계획하였다.

자료 : 각 브랜드 홈페이지

<그림 19> P 브랜드 59㎡ 평면 / X 브랜드 84㎡ / R 브랜드 178㎡
  

둘째, 인테리어에서 메인컬러는 소평형대는 넓은 공간감을 주기 위해 밝은 색감인 아이보리나 

화이트, 라이트브라운, 그레이 등의 색상이 쓰였으며, 중평형대는 소평형대와 비슷하지만 좀 더 

어두운 브라운 색상도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평형대의 경우 소, 중평형대와 비슷한 색감이 

쓰였으며, 블랙 색상도 함께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평형대가 작을수록 밝은 색상이 쓰였으며, 

커질수록 어두운 색상이 쓰였다.

자료 : 각 브랜드 홈페이지

<그림 20> X 브랜드 59㎡ / T 브랜드 84㎡ / R 브랜드 113㎡ 
  

셋째, 인테리어의 포인트컬러의 경우 소평형대는 주로 그린, 블루 계열로 쓰였으나 밝은 메인

컬러와 대비되는 다운된 톤의 파란색과 초록색을 사용하였으며, 중평형대는 노랑, 주황과 같은 

따듯한 색을 위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평형대의 경우 어두운 메인 컬러와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밝은 컬러와 어두운 컬러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완전한 원색이 아닌 

명도가 낮은 색(와인색, 남색 등)을 사용하였다. 

자료 : 각 브랜드 홈페이지

<그림 21> P 브랜드 59㎡ / H 브랜드 84㎡ / R 브랜드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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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대부분의 브랜드아파트에서 사용자의 유형에 맞춰 평면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유형이 존재하였다. 나란히 위치한 두 침실을 확장하여 하나의 큰 침실로 사용하는 옵션이나 

침실에 드레스룸을 추가하거나 주방 옆에 펜트리공간을 추가하는 등 수납공간을 추가하는 옵션

을 통해 사용자 맞춤 주거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음을 볼 수 있다.

자료 : 각 브랜드 홈페이지

<그림 22> H 브랜드 84㎡ / P 브랜드 98㎡ / X 브랜드 108㎡

 

5.2 코로나19 전후 공간의 변화의 필요성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 평면계획에서 새로운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18년도부터 주거 트렌드와 고객의 욕구를 반영한 H시리즈를 통해 현대건설

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획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실내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증가하였으며 위생과 관련된 계획 또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2021년 

H 시리즈의 경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쌓인 피로감과 우울함을 주거 공간을 통해 해소하는데에 

목적을 두어, ‘각자가 행복한 집9)’, ‘기분 좋은 흐름이 있는 집10)’, ‘수고와 시간을 절약하는 집11)’ 

세 가지 테마로 나와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집의 본질에 핵심을 둔 콘셉트이다.12)  

이외에도 현대엔지니어링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주거트렌드 및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

거상품을 개발하였다. 해당 주거상품은 언택트 트렌드의 확산에 따라 집콕, 홈카페, 홈트레이닝

등 새로운 주거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하였다(현대엔지니어링, 2021). 재택

근무, 재택수업이 늘어나면서 과거의 거주 공간이었던 집은 취미 여가, 직장, 교실의 역할까지 

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이를 반영한 ‘올인룸(All-in-Room)’평면과 주방을 다이닝 공간으로 

바뀐 ‘갤러리 창’ 등 특화된 평면을 설계하였다. 올인룸의 경우 84㎡의 전용면적으로 ‘나만의 

9) 같은 시대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공간 구획(현대건설, 2021).

10) 단독 주택과 한옥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과 바람의 흐름이 있는 집을 아파트에 구현(현대건설, 2021).

11) 워라벨이 정착되고 업무 등 의무적인 일 외에 자신만의 시간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집안일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평면옵션 제안(현대건설, 2021).

12) 참고: 힐스테이트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co.kr/Brand/b_3h_concept.aspx), 현대건설 홈페이지(https://

www.hdec.kr/kr/newsroom/news_view.aspx?NewsSeq=275&NewsType=BRAND&NewsListType=news_

list#.YsgwAWF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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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공간(Home Work Station)13), 집중 학습공간(On-tact Station)14), 청정 안심 현관(Clean 

Station)15), 힐링 발코니(Healing Station)16) 등 4가지 특화 공간을 주거내에 도입하였다(현대엔

지니어링 홈페이지, 2021). 주방에 대형 창을 설치하여 큰 창을 통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창과 더불어 주방 한 켜에 단차를 활용한 공간인 ‘힐링 프리미엄’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주방에서 창밖을 보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자료 : 현대엔지니어링 홈페이지, 2021

<그림 23> 올인룸 평면 / 나만의 업무공간 / 청정 안심 현관 / 힐링 발코니)

GS건설의 경우 집에 상주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거실과 주방의 경계를 허무는 주방 특화 

평면인 ‘디럭스 다이닝, 와이드 다이닝’을 설계하였다. 디럭스, 와이드 다이닝은 알파룸 또는 주방

을 크게 넓혀 ‘주방의 거실화’로 불린다. 실제 ‘오포자이 디 오브’에서 선보인 와이드 다이닝은 

특화 공간 아이템으로, 전용면적 84㎡A의 경우 필요에 따라 주방 옆에 위치한 공간을 알파룸으로 

선택하거나, 주방 공간 활용을 위해 다이닝 공간으로 광폭 확장할 수 있도록 옵션을 구성했다(매

일경제 뉴스, 2021)<그림 24>. 

대우건설은 ‘P브랜드 에디션 2021’을 통해 주거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평면 전략 컨셉17)을 제

시하였다. 편리미엄18) 가전(빌트인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진화형 히든 키친, 액자형 대형창호, 

쇼룸형 드레스룸 및 매립형 붙박이장 등을 도입하였다(푸르지오 홈페이지, 2021). 특히 코로나 

상황에 따라 테라스 공간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햇살과 바람을 담은 힐링 공간인 ‘그린라이프 

테라스19)’를 도입하였다(푸르지오 홈페이지, 2021)<그림 25>.

13) 넓게 설계된 주 침실 내부를 업무공간과 휴식공간으로 분리한 형태로 집 내부에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별도 

공간 마련(현대엔지니어링, 2021)

14)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현대엔지니어링, 2021)

15) 현관 앞에 세면대와 세탁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설치해 주거공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손을 씻고 외부 환경에 노출된 

외투와 의류들을 세탁, 보관함으로써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현대엔지니어링, 2021)

16) 넓은 발코니 면적을 확보해 입주민에게 휴식공간 및 화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제공(현대엔지니어링, 2021)

17) 기본(Essential)에 충실하되, 주거트렌드 변화(Curation)을 더한 ‘Be Essential by Curaion’이라 정하였다(푸르지오 

홈페이지, 2021).

18) 편리와 프리미엄의 결합어

19) 거실과 분리된 작지만 완벽한 취미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푸르지오 홈페이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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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자이 홈페이지, 2021

<그림 24> 오포자이 디 오브 / 장유자이 더 파크 

와이드 다이닝
 

자료 : 푸르지오 홈페이지, 2021

<그림 25> 대우건설 푸르지오 그린라이프 테라스  

코로나19로 인해 공간에 대한 변화는 물론, 각 건설사들은 스마트홈을 위한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을 하는 추세이다. 플랫폼을 통해 집 내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거나 IoT 생활가전을 

제어하고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등 사용자의 사용패턴과 동선에 맞춰 편리함을 제공한

다. 건설사별 플랫폼 명은 아래의 표와 같다.

플랫폼명 건설사

하이오티(Hi-oT) 현대건설

자이 AI GS건설

푸르지오 스마트홈 대우건설

아이큐텍(AiQ TECH) 포스코

래미안 A.IoT 삼성물산

<표 16> 건설사 별 플랫폼명

 자료 : 각 건설사 홈페이지

6. 결론

브랜드아파트가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게 되면서 제도 및 법규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랜드아파트의 비교 및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파트 연구는 기존에 많이 진행되었으

나, 최근 소비자들의 요구가 빠르게 적용되는 대형건설사에서 건설되는 브랜드아파트들에 대한 

연구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건설된 5대 브랜드아

파트 ‘H브랜드(현대), X브랜드(GS), P브랜드(대우), T브랜드(포스코), R브랜드(삼성)’ 총 69개

의 사례에 대한 단위세대 평면의 공간구성 및 내부 공간 디자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각 브랜드별 공통적으로 유도하는 양상을 정리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주도형 

아파트의 단위세대 계획에 있어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5대 브랜드아파트

들의 단위세대 평면의 공간구성 및 내부공간 디자인 분석에 따른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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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평면유형별 특징에서 소평형대의 경우 주로 3bay를 적용하고 중평형대는 수납공간의 

중요성으로 알파룸을 많이 적용하고 대체로 4bay로 구성되었으나, T브랜드의 경우 가족단위 중

소형특화 평면으로 최대 5bay까지 적용되었다. 대평형대는 대부분 4bay 이상으로 구획되었으며 

H브랜드의 경우 발코니 개수를 확대하여 계획하였다.

둘째, 내부 공간 디자인의 메인컬러의 경우 소평형대는 넓은 공간감을 위해 밝은 색을 사용하

였으며, 중평형대는 소평형대와 비슷하지만 좀 더 어두운 색상이 함께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평형대의 경우 소,중평형대에서 사용되는 색을 사용하는 동시에 블랙 색상도 함께 사용되었다.

셋째, 내부 공간 디자인의 포인트컬러는 소평형대는 주로 그린, 블루 계열로 쓰였으나 메인컬

러와 대비되는 톤다운된 그린, 블루를 사용하였다. 중평형대는 따듯한 색(노랑, 주황 등)을 위주

로 사용하였으며 대평형대의 경우 어두운 메인컬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밝은 컬러와 어두운 

컬러를 적절히 조합하거나 명도가 낮은 색을 사용하였다.

넷째, 대부분의 브랜드아파트에서 사용자의 유형에 맞춰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여 평면을 선택

할 수 있었다. 나란히 위치한 두 침실을 확장하여 하나의 큰 침실로 사용하거나 수납공간을 추가

하는 등 사용자 맞춤 주거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브랜드아파트 평면계획에 있어 새로운 유형의 공간들이 등장하

였다. 현대건설의 경우 재택근무, 재택수업 등을 위한 ‘올인룸’, GS건설은 거실과 주방의 경계를 

허무는 ‘디럭스 다이닝, 와이드 다이닝’, 대우건설은 테라스 공간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그린라이

프 테라스’ 등 다양한 공간 변화를 가져왔으며,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홈 시스템을 적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사 브랜드아파트 중 5대 브랜드 ‘H브랜드(현대), X브랜드(GS), P브랜드(대우), 

T브랜드(포스코), R브랜드(삼성)’를 선정하여 2015년도부터 2021년까지 H브랜드 9개, X브랜드 

27개, P브랜드 16개, T브랜드 8개, R브랜드 9개 총 69개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므로 시기 및 브랜

드별 특징을 특정짓기에는 다소 수가 빈약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나, 각 브랜드별로 공통

적으로 유도하는 양상을 정리하여, 향후 공공의 단위세대 계획에 있어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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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수도권 브랜드아파트의 단위세대평면

계획특성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브랜드아파트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공동주택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

러 공공주도형 아파트의 종류가 늘어난 만큼 공공주도형 아파트에 입주할 수요자들의 요구를 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 아파트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설사 브랜드아파트 중 H브랜

드(현대), X브랜드(GS), P브랜드(대우), T브랜드(포스코)과 R브랜드(삼성)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브랜드별로 H브랜드 9건, X브랜드 27건, P브랜드 16건, T브랜드 8건, R브랜드 9건, 69건을 분석했다. 

브랜드별 공통유도 측면을 요약해 향후 공공주도형 아파트 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특징을 도출

한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공공주도형 주택은 가격이 저렴하고 공간이 균일해 가구 

거주자의 패턴과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 브랜드 아파트의 

단위 가구 계획 규모를 살펴보고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주제어: 수도권, 브랜드아파트, 단위세대, 특성, 평면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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