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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Ⅰ

글 박철용 / 건축기술팀 차장     전화 02-3433-7731     E-mail cypark@ssyenc.com

주거공간의 비대면 설계 사례

01. 들어가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2019(COVID-19)로 인

해 삶의 공식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 – 일반적으로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Contact)

에 부정의 뜻을 가진 접두사 언(Un)을 붙인 신조어인 언택트

(Un-tact)가 사용되고 있음. – 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삶의 방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맞춰 주거문화도 비대면을 위한 많은 변

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집안에

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 입지의 시대를 넘

어 단지 규모 및 세대 규모의 상품적 요소가 강화되는 가치

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새롭게 도래할 포스

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집’은 단순히 주거를 위한 공간 개념을 

넘어 재택공간이자 쉼의 공간을 제공하는 휴양의 개념, 비대

면 스마트 세탁 서비스, 헬스장 대신 영상을 통한 홈트(Home 

Training) 등 다양성이 더해질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는 

외적인 질병 뿐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는 마음의 질병을 극복

하기 위한 공간의 필요성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삶의 터전인 ‘집’의 기능과 역할도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주거공간도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세대 내외 주

거공간의 질적인 대변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대면을 축으로 스마트까지 입힌 주거공간을 창출하

기 위한 공간계획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이며, 입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및 

주거서비스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가 될 것인 바, 본 고에서는 당사에서 

최근 분양한 안성 공도 쌍용 더플래티넘 프리미어 단지를 대상

으로 이러한 비대면 설계요소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02.	비대면 설계 요소

평면계획에 있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주침실의 폭을 넓히고, 

보조주방의 크기를 확보하여 주방 공간의 선택적 사용과 효율

성을 높였으며, 현관 신발장을 양쪽으로 배치하여 향후 팬트

리를 확장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주방 창에서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하도록 가로로 긴 형태의 프로젝트 창으로 변경하

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림 1] 평면 개선 사례

배치계획에 있어서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여행 목적

으로 구입 및 대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맞춰 지상 주차장의 

일부를 카라반 전용주차구역으로 계획하였으며, 택배 차량 또

는 대형 차량의 정차 및 주차가 가능하도록 트럭 10대가 주차

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도 계획하였다.

[그림 2] 배치 개선 사례

현대인의 필수품인 차량의 세차 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용공간

을, 지하 피트를 활용하여 계획함으로써 입주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그림 3] 건식세차구역 

외부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농구 또는 배드민턴 등과 같은 운

동을 즐길 수 있도록 층고 4M 이상을 확보한 실내 다목적 체

육관을 계획하였으며, 더불어 어린이 놀이터도 함께 계획하여 

365일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그림 4] 실내 다목적 체육관 및 어린이 놀이터

야외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비대면 시대에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갑갑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입주민 전용 게스트 하우

스를 설치하여 생활 편의 증진을 꾀하였다.

[그림 5] 게스트 하우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황사 및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놀이터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놀이터에 

에어(Air)로 전신에 묻은 미세먼지를 털어줄 수 있는 에어쉘터

를 설치하였다.

[그림 6] 어린이놀이터 에어쉘터

전체 세대와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에는 외기를 실내로 유입

하는 급기쪽에 헤파필터를 장착하여 미세먼지와 세균 등을 완

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7] 헤파필터를 장착한 전열교환 환기설비

입주민이 세대로 들어가기 위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엘리베이터 내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

지하고, 더불어 세균에 대한 위험도 줄이는 등 맑고 깨끗한 공

기를 제공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림 8] 엘리베이터 공기청정기

기존 공기청정기 공기 흐름도        엘레베이터 공기청정기 공기 흐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보일러

로 질소산화물 2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 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

품을 말하며, 대상 프로젝트에는 이러한 친환경 저녹스 고효율 

보일러를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림 9] 친환경 저녹스 고효율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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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괄소등스위치는 전등만 소등하는 단일방식, 전

등과 가스 및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한 복합 방식 등이 있

는데, 대상 프로젝트에는 이러한 복합 방식에 더하여 외부 기

상정보 및 미세먼지 현황 뿐 아니라 전력사용량과 무인택배 

알림 등도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능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 일

괄소등스위치를 적용하였으며, 각 세대의 거실에는 조명의 밝

기 조절이 4단계까지 가능한 디밍 스위치를 적용하였다.

[그림 10] 일괄소등스위치(좌)와 디밍 스위치(우)

   

전체 대지를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함으로써 주차공간을 찾아 

다니기가 번거로워짐에 따라 주차 가능 구획을 초음파 방식으

로 푸른색(주차 가능)과 빨간색(주차 불가능)으로 표시함으로

써 원활한 주차를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11] 지하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진입 후 주차여유층 확인 해당 층별 여유 확인

주차공간 확인 주차완료

더불어 광활한 지하주차장에서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 헤갈릴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하게 주차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주차 후 주차위치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홈넷 월패드에서 주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그림 12] 지하주차장 주차위치인식시스템

지하주차장 차량 주차

주차위치 리더기 태그 홈넷 월패드 위치 확인

원패스 시스템은 스마트홈 등 첨단 주거시스템에서 거주 동선 

기반, 실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입주민들의 편리성을 크

게 증대시켜주는 첨단기술일 뿐 아니라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포인트인 보안성에 있어서도 입주민들의 정보를 기

반으로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높은 보안성을 확보한 기

술로써 대상 프로젝트에는 스마트키 및 스마트폰 소지시 공동 

현관 자동열림 및 거주층 엘리베이터 버튼 자동 선택과 같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림 13]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03.	맺음말

이상과 같이 당사의 안성 공도 쌍용 더플래티넘 프리미어 프

로젝트의 비대면 설계 요소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세대 내부에서 생활이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위세대 평면에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 및 외부 공간에서도 비대면 뿐 아니라 미세먼

지 등 환경적 이슈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헤파필

터를 장착한 환기설비 및 저녹스 보일러, 엘리베이터 공기청

정기 등 기계설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와 세균을 제거하기 위

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전기설비 분야에서는 비

대면 시대로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IoT 및 ICT 기술들이 

총망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설계 요소들이 단지를 

진입할 때 접하게 되는 외부 공간을 시작으로 커뮤니티로, 또

는 단위세대로 시간적인 동선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계층적인 

접근이 시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

듯이 이러한 초기 기술들을 접목해 봄으로써 장단점을 정확하

게 분석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

근에 대한 시도는 점차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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