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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foreign countries, the use of containers has already been stabilized with their advantages utilized in various forms.

Containers are also utilized in Korea as various forms of architecture, but domestic container buildings have poor public

consciousness so as to be limitedly utilized as temporary structures based on economic efficiency. Besides, there is the

lac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 them. Particularly, despite the advantages of containers as housing facilities, the use

of containers as short- or middle-term temporary housing is limited and does not spread. Also, compared to general

housing, containers have lower quality of physical environment and even frequently bring about negligent accidents such

as fire and electric shock. Thus,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 of using container houses, the

problems in using them, and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it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container housing, and derives conclusions from the focus group

interview with 23 residents who have lived in Seoul and Gyeonggi-do for over a year about such survey items as

daylighting, ventilation, privacy condition, water service and sewerage, insulation, soundproofing, view, and room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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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부흥 정책으

로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도시화를 맞이하였다. 서울

을 필두로 한 도시지역으로의 과도한 인구 유입으로 인

해 주택난이 심각해졌고,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주택의

양적 확대를 위한 공급정책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표면

적 전국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1)하였지만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주거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저렴주택이 요

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주택손

실 및 파손 시 다수의 이재민들은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3개월부터 1년 이상의 삶을 유지하고 있어 임시주거의 수

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임시주거와 저렴주택에 대한 수요에는 짧은 공

기와 경제성의 장점을 가진 컨테이너가 활용되고 있다.

최근 컨테이너 하우스는 전원주택, 상업시설, 전시시설 등

의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

우 박공지붕을 가진 조립식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듈러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박스형 컨테이너 하

우스는 주로 농가주택, 현장사무소의 가설 건물로 활용되

고 있다. 국내에 이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컨테이너 하우

스는 이러한 기본 박스형 컨테이너 하우스이며, 전국적으

로 설치·해체되는 수가 유동적이어서 이들의 분포에 대

한 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들은 임시거주라는

제한적 사용으로 제도권 범위 밖에서 이용되었으며, 개인

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점차적으로 열악한 거주환경

을 가지게 되어 컨테이너 건축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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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컨테이너의 장점을 활용하여

호텔, 기숙사, 하우징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에서는 모듈러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컨테이너를

이용한 소규모 주택, 대학기숙사 등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저렴주택, 임시주

거 유형 연구와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박스형 컨테이너 하우스의 활용에 대

한 실태조사를 통해 컨테이너 하우징의 개발가능성을 살

펴보고, 컨테이너 하우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활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축물에 관한 연구는 2000

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Lee(2003)에서는 국

내 컨테이너 하우스의 제작업체가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

와 두께를 조사하여 국내 컨테이너 하우스의 제작 현황

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주로 컨테이너하우스의 조합 방식이나,

컨테이너 건축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컨테이너를 활용

한 건축 계획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 컨테이너 하우스는 외국의 사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나 현황에 대한 기초연구는 부족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국외 컨테이너의 활용가능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컨테이너 하우스의 현황 및 적용

상의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활용방

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목적을 갖고,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컨테이너 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과 심층면접

(F.G.I 기법)2)을 통하여 이용실태와 사용상 문제점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조사에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국내

컨테이너 하우스의 특징, 컨테이너 하우스의 일반적 이용

현황과 관련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컨테이너 하우스

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용상의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의 유입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되어 주택과 다양한 용도

의 건축이 요구되었다. 컨테이너 하우스가 활발히 사용되

었지만 컨테이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과 함께 도시미관과 부조화를 이루면서 도심에서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주택난의 해결 방법의 하나로써

도심 속 컨테이너의 한계를 파악하고 활용 가능성을 찾

기 위해서 서울과 서울 근교 경기도 지방에 위치하고 있

는 컨테이너 거주자 23명을 대상으로 2012년 6월부터

2012년 7월 사이에 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보다

2) FGI는 ‘Focus Group Interview’의 약자로 핵심 소비자 층과 대면

해 직접 설문이나 질문을 통해 각각의 생각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성분석의 한 기법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지만 한 명

한 명 좀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생각이나 의견까지 들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어 병행하여 사용하기 용이하다.

Table 1. Advanced Researches

A field

of study

Researcher

(year)
Contents of research

Materials

of

container

house

Lee, K.

(2003)

- Tendency of materials used in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container houses built

- Comparison and analysis of used materials in 

container houses.

- A suggestion about improvement scheme

Diverse

use

of

container

house

Koo, H. 

(2006)

- Proposed design of urban playground 

landscape with container boxes in connec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flash mob

Park,S

Hong,G 

(2009)

- Proposed public design by container box for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Possibility

of

container

House 

Kim, J. 

(2007)

- Analysis on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production of houses using container boxes 

through the study on current research trends 

and utilizing

Park, J.

Kim, H. 

(2009)

- Possibility in applying to domestic container 

house construction through analysis on 

characteristic of domestic small residential and 

case study on various combinations of the type 

of abroad container houses 

Kim. M 

(2011)

-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on contemporary container architecture as an 

alternative of flexible space reflecting modern 

lifestyle

Yang. H 

(2011)

-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construction in container Architecture through 

the aboard cases and the general concept of 

container construction

Introduction

Backgrounds and purpose

Analysis of advanced studies

Target and methods of research

↓

Status and limits of the container housi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container house

Recognition of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status

Institutional status

↓

Status of container housing plan

Plan status

Survey of residential satisfaction

↓

Suggest the direction of planning for container housing 

Influx plan of the city

Institutional based

Direction of planning for long-term housing

↓

Conclusion

Figure 1. Flowchart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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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대학시설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대학 동아리

시설과, 수도권 공업지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천 공단

지역 업무용 임시숙소,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지역 일반

주거시설, 그리고 강 연안에 위치하여 농업을 주 산업으

로 하는 여주군의 농가 관리용 임시숙소를 중심으로 대

상을 선정하였다.

주택과 거주인의 기본적인 사항과 주택의 주거만족도

및 안전성에 관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컨테이너 하우스가 정착하기 위해 계획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향후 활용 방

안을 제안하였다.

II. 한국 컨테이너 하우징의 현황 및 한계

1. 국내 컨테이너 하우스의 물리적 특성

건축에 이용되는 컨테이너는 화물용 컨테이너와 내수용

컨테이너가 있는데, 국내 컨테이너 하우스에 이용되는 컨

테이너는 주로 내수용 컨테이너로서 기본 박스(Box)형 컨

테이너와 변형된 형태의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의해 정해진 규격을 따르는 화물용

컨테이너와는 다르게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내수용 컨

테이너는 건축적 활용을 위해 주문제작 되고 있다. 외국

의 경우 화물용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제반 시설이 마련

되어 있어 컨테이너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건축적 활용

이 용이하지만 국내의 경우 대부분 화물용 컨테이너를 수

입해서 사용하고 있어 화물용 컨테이너의 재가공이 용이

하지 않고 간이 건축물의 형태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이

용하고 있어 경제성과 이동성을 고려한 내수용 컨테이너

가 제작되어 이용되고 있다. 컨테이너 하우스의 규모는

폭 4 m 이하, 길이 12 m 이하의 몇 가지 규격을 선택할

수 있어 사용 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다. 즉 차량 운반에 한계에 의해 폭과 길이가 제한되지

만, 제한된 길이 안에서 자유롭게 주문제작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부분 거의 2~3개 정도의 형태를 활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벽의 외장재는 1.4T에서 1.8T의 두께로 철제 SIDE판넬

이 사용되고 있으며, 단열재는 30 mm에서 50 mm 두께의

스티로폼이 이용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3 mm에서

5 mm의 아트론 시트가 내장재에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거주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재가 사용될 수 있지

만 저렴성에 기반하고 있기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가 한

정적이고, 장기간 물자의 이동과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화물용 컨테이너의 재료에 비해 강도 또한 약한 것이 현

실이다

2.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개발 현황

국내에서 컨테이너는 저소득층이나 해외 노동자 계층에

서 많이 사용되어 왔고, 관리 소홀로 인한 흉물스러운 외

관이나 화재 사건 등으로 컨테이너 하우스는 위험하고,

주거로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

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축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컨테이너를 활용한 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임시주거의 형

태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하우스는 컨테이너의 장점을 활

용하여 고급형 주택으로 개발되고 있다.

중소업체들을 통해 공급되던 기존 컨테이너 하우스의

한계를 넘은 새로운 디자인과 평면을 가진 주택이 상품

Table 2. Specification for Shipping Container and Domestic

Container Shipping container

Shipping 

container

20ft 20ft HC 40ft 40ft HC

Exterior

(mm)

Length 6.05 6.05 12.19 12.19

Width 2.438 2.438 2.438 2.438

Height 2.591 2.896 2.591 2.896

Domestic 

container

Exterior

(mm)

Length 1,800/2,400/3,000~12,000

Width 1,800/2,400/3,000/3,500/4,000

Height 2,600

*HC (High Cube)

Table 3. Specification of Cladding and Insulation in the Wall of

Domestic Container

Exterior

cladding

1.4T~1.8T Steel side panels/Rubber paint

2.0T~3.2T Steel corner post

Insulation
30~50 mm Styrofoam

3~5 mm Artron sheets

Reference. Lee, K. (2003). Analysis of tendency of interior and exterior

materials used in container houses. Journal of Design Science Reserarch,

6(1), p. 4.

Table 4. Specification of Cladding and Insulation in the Wall of

Companies

Company Exterior cladding Insulation

Dream

container

1.4T Steel side panels

3.2T Steel corner post

35 mm Styrofoam

3 mm Lamina plywood

SK

container

1.4T Steel side panels

3.2T Steel corner post 

35 mm Styrofoam

3 mm Lamina plywood

Pochul containe 1.6T Steel side panels

3.0T Steel corner post 

30 mm Styrofoam

3 mm Lamina plywood

Shinsegi

container

1.6T Steel side panels

3.0T Steel corner post 

30 mm Styrofoam

3 mm Lamina plywood

Samwoo

container

1.6T Steel side panels

3.2T Steel corner post

50 mm Styrofoam

3 mm Lamina plywood

Hyosung

container

1.6T Steel side panels

3.0T Steel corner post 

30 mm Styrofoam

5 mm Lamina plywood

Hana

container

1.6T Steel side panels

3.2T Steel corner post 

30 mm Styrofoam

3 mm Lamina plywood

Sudo

container

1.6T Steel side panels

3.2T Steel corner post 

40 mm Styrofoam

5 mm Artron sheets

3 mm Lamina plywood

Open

container

1.6T Steel side panels

3.2T Steel corner post

30 mm Styrofoam

3 mm Lamina plywood

Kwangmyeong

container

1.6T Steel side panels 

3.2T Steel corner post

50 mm Styrofoam

5 mm Artron sheets

3 mm Lamina plywood

Source. Specifications of each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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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급되고 있다<Figure 2>. 이들은 친환경 우레탄 폼

을 단열재로 사용하고 창호나 벽체, 천장 및 바닥 마감에

도 고급 재료를 사용하였다. 전기와 상하수도관이 안전하

게 설치되어 욕실이 계획되기도 하고, 조명과 벽난로 등

이 설치되고 있으며 전자동 개폐식 테라스와 차양 시스

템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하우스가 고급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컨테이너

건축이 기반이 된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

향을 연구진행 중이다.

컨테이너 하우스의 물리적 단점은 기술적으로 보완 가

능하며, 재료적 성능에 따라 해결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단점을 해결했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

게 되는데, 컨테이너 하우스의 경제성은 저렴한 재료의

사용으로 단가가 내려가는 측면보다도 대량생산 시스템의

구축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시공 과정에서 공기의 단축

과 인건비 절감을 통하여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다.3)

컨테이너 하우스의 규격화된 크기와 형태는 모듈러 하

우스 활용에 용이하므로, 최근 정부의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내 1~2

인 가구와 반값 아파트 수요에 따라 연내 1만 8천 가구

의 중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고, 민간과 함께 그

린 홈 30만호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단독주택용 공업화 주택

인증을 마련하고 모듈러공법을 활성화하는 정책방안을 추

가 모색하고 있다.

특히 Posco A&C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의 SH공

사, 민간 개발 사업자와 함께 도시형 임대주택과 도심 유

휴지를 활용한 다양한 주택 구조설계, 유닛 모델 개발을

진행 중으로 2012년 7월에는 서울 청담동에 국내에선 처

음으로 민간 토지를 장기 임대해 계약 종료 후 이축하는

방식의 이동형 모듈러 하우스 MUTO가 준공되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지역에 포스코 센터

에 파견된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숙소 30세대와 포스코

패밀리 파견자들을 위한 숙소 110세대를 추가 공급할 계

획이다.

3. 제도적 현황 및 한계

컨테이너가 공장 내에서 이동이 용이한 간이창고로 사

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 내에서 다른 건축적 활용

을 위해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근거하여 건축 허

가나 신고가 필요하다. 이 밖에 컨테이너는 임시가설건축

물로 건축이 가능한데,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며, 재해복

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임시사무실, 임시

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건축될 시에는 신고가 필요하다.

실제 국내에서 박스형 컨테이너는 농지에 농막으로 설

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실제 창고개념의 농막이 임

시거주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변칙적 사용이 이루어지

고 있다. 농지에 건축되어 거주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막

은 건축법에 근거한 가설물로 보기 힘들며, 농림수산식품

부 농지민원사례집에 근거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가설 건축물

로 신고 가능하며, 대지여건에 따라 전기 등은 신고를 통

해 사용가능하다.4)

농막의 경우에는 20 m2 이상의 규모로 상하수도 시설과

정화조 설비 등을 설치하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기 위

해서는 농지전용과 건축법에 근거하여 허가가 필요하므로

주로 20 m2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전기, 수도 등의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다.5)

3) 2012년 6월 22일 (주)큐브디자인개발 한영식 대표 인터뷰 내용

Figure 2. Improved Container House (Cube Design)
Source. http://www.containerhousing.co.kr

Figure 3. MUTO (Posco A&C)
Source. http://www.poscoanc.com

Table 5. Laws and Regulations

Type Laws and regulations

Single-family housing

Multi-family housing
P/R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3(4), Attached table 1

Temporary 

construction

In urban 

planning 

facilities

P

Building code article 20 and article 15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Etc. R

Building code article 20 and article 15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Farmer’s hut 

in farmland 
R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land act article 2(3)

4)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

5)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4관련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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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은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용도에 따

라 2~3년 존치가능하며, 이후 연장신고를 통해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횟수규제는 없어 반영구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6) 즉 컨테이너의 가설건축물의 설

치를 통한 주거용의 사용은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절차가

따로 없고 설치신고가 되면 가설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재산세, 건축허가비용 즉, 건축사에 의한 설계비용, 공사

감리비용 등에서 절감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대다수의 컨테이너 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어 변칙

적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지의 여건 및 개인적 형편에 따라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제도

적으로 설치 불가한 농막의 경우 거주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으며, 불법적 사용가능성이 있다. 저렴성에 기반하다 보

니 컨테이너 하우스의 이용은 전기 수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채 무허가 장기 거주로 이어지고, 이용자들의 주거

환경 악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또한 안전성에도 취약

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가 요구된다.

III. 임시주거의 컨테이너 하우징 실태조사

1. 조사 대상 및 내용

현실적으로 저렴주택으로 선택되어 임시적 거주가 이루

어지고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와 그 거주자를 심층면접하

기 위하여 모두 12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의

선정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서울 및 경기도 내에 있는 실

제 컨테이너 하우스를 찾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도시 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

너를 찾아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불법적인 점유

도 있어 인터뷰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이 모두 12개이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지만,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를 극

복하고자 하였다.

12개의 조사대상 컨테이너는 농가의 관리용 임시숙소 4

개동, 일반 주거용 4개동, 기타 업무용 임시숙소 3개동,

대학교 작업실 겸 숙소 1개동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각

기 no. 1~no. 12로 표기하였다. 심층면접은 농가의 관리

용 임시숙소 거주자 4명, 일반 주거용 거주자 4명, 기타

업무용 임시숙소 거주자 3명과 대학교 작업실 겸용 숙소

거주자 12명으로 모두 23명을 대상으로 2012년 6월~7월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주된 면접 내용은 주택에 관한 사

항, 주거 만족도, 그리고 거주자에 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용주택 현황

조사대상의 기본적 현황은 앞의 <Table 8>로 정리하였

다. 먼저 위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동아리방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는 비교적 밀도가 낮은 경

기도 시, 군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주거용으로 사용되기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다양한 지

역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와 관계없이 대

부분 3 m×6 m 크기를 기본으로 거의 동일한 형태였으며,

회색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었다. 또한 노후화로 인해 철

판이 부식되었지만 이후 재 도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

아 부식된 외관을 유지하고 있있다.

컨테이너의 색깔과 함께 부식된 외관은 주변 환경과 어

울리지 못하고 미관상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3 m×6 m 컨테이너 하우스는 단일 공간을 형성하며, 보일

러실이나 창고 같은 부족한 공간을 외부에 추가하여 사

Table 6. Construction Permission and Construction

Site Requirement

Urban

planning 

facilities

or

Urban

planning 

facilities 

expansion

area

- It will not reinforced concrete or steel-reinforced 

concrete.

- It is possible to be extended until urban planning 

project will be carried within 3 years of existing 

period.

- It is not require the installation of new supply 

equipments like electricity, water, supply, and gas 

- It is not the purpose of sale as apartment houses, 

commercial faciliti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P

Other

areas

- Disaster recovery, performances, exhibitions, 

temporary construction for construction work, 

temporary agricultural stores, sample house, 

prefabricated structure of the guardhouse:

less than 10 m2, temporary garage without outer wall 

of lightweight construction, or similar temporary 

building as temporary office, temporary storage, 

temporary warehouse used, temporary 

accommodation, extra barns and warehouses, tents, 

etc.

- It is possible to be extended,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emporary construction within 

2 years of existing period.

R

Agricultural

land

(farmer’s

hut)

- Facilitie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 Purpose of equipment storage, rest and extra cooking, 

not residence

- Total floor area is within 20 m2

- It is not require the installation of new supply 

equipments like electricity, water, supply, and gas

R

- Beside above P

6)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

Table 7. Research Topics

Research topics Details

Housing Type, Size(m), Construction year, Hours a day

Residential

satisfaction

Sunshine, Ventilation, Water and wastewater, 

Insulation, Soundproofing, View

Facilities and

safety
Whether the accident, Heating System, Maintenance

Resident Job, Education, Earnings, Persons Res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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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었으며, 이보다 큰 3 m×9 m 컨테이너 하우스는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이 3 m×6 m(10개소), 3 m×9 m(2개소) 크기의 컨

테이너 하우스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1∼2인이 거주하

고 있었다. 3 m×6 m라는 치수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Table 8. Overview of Target Containers

Container no. 1 Container no. 2 Container no. 3

Location
Sangdo-dong, Dongjak-gu, Seoul

In the university
Location

Ganghwa-eup, Ganghwa-gun, Inchon

Agricultural area
Location

Yeoju-eup, Yeoju-gun, Gyeonggi-do 

Agricultural area

Purpose Circles room Purpose Management for farm Purpose Management for farm

Completion 

(year)
2001

*add a roof

Completion 

(year)
2008

*add a roof

Completion 

(year)
2009

Size (m) 3×9 Size (m) 3×6 Size (m) 3×6

Exclusive 

use area
54 m2 Exclusive 

use area
18 m2 Exclusive 

use area
27 m2

Buildings 2 Buildings 1 Buildings 1

Stories 1 Stories 1 Stories 1

Resident Variable Resident 1 Resident 1

Container no.4 Container no.5 Container no.6

Location
Yeoju-eup, Yeoju-gun, Gyeonggi-do 

Agricultural area
Location

Yeoju-eup, Yeoju-gun, Gyeonggi-do 

Agricultural area
Location

Jichuk-dong,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Residential area

Purpose Management for farm Purpose Management for farm Purpose Residence

Completion 

(year)
2004

Completion 

(year)
2008

Completion 

(year)
2002

*add a roof

Size (m) 3×6 Size (m) 3×6 Size (m) 3×6

Exclusive 

use area
18 m2 Exclusive 

use area
18 m2 Exclusive 

use area
18 m2

Buildings 1 Buildings 1 Buildings 1

Stories 1 Stories 1 Stories 1

Resident 1 Resident 2 Resident 1

Container no.7 Container no.8 Container no.9

Location

Jichuk-dong,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Residential area

Location

Jichuk-dong,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Residential area

Location

Jichuk-dong,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Residential area

Purpose Residence Purpose Residence Purpose Residence

Completion 

(year)
2004

*add a roof

Completion 

(year)
2002

Completion 

(year)
2007

Size (m) 3×6 Size (m) 3×6 Size (m) 3×6

Exclusive 

use area
18 m2 Exclusive 

use area
18 m2 Exclusive 

use area
27 m2

Buildings 1 Buildings 1 Buildings 1

Stories 1 Stories 1 Stories 1

Resident 2 Resident 2 Resident 2

Container no.10 Container no.11 Container no.12

Location

Hwado-eup, Namyangju-si

Gyeonggi-do

Residential area

Location

Jichuk-dong,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Residential area

Location

Nonhyeon-dong,

Namdong-gu, Inchon

Industrial area

Purpose Business Purpose Business Purpose Business

Completion 

(year)
2006

Completion 

(year)
2002

*add a roof

Completion 

(year)
2008

Size (m) 3×9 Size (m) 3×6 Size (m) 3×6

Exclusive 

use area
27 m2 Exclusive 

use area
18 m2 Exclusive 

use area
18 m2

Buildings 1 Buildings 1 Buildings 1

Stories 1 Stories 1 Stories 1

Resident 4 Resident 2 Resid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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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선적으로는 농막을 기준(20 m2 이하)으로 하고 있

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농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이들의

활용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7) 또한 호텔 객실의 경제

적인 크기와도 유사하여 기본적인 생활공간이 될 수 있

는 규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 작업실 겸용 숙소

인 no. 1 컨테이너는 3 m×9 m 크기의 컨테이너 2동을 연

결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인원이 함께 사용하기 위

한 것으로 컨테이너 하우스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no. 10의 경우에는 3 m×9 m의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4명이 거주하고 있어 장방향의 긴 컨테이너를

2개의 공간으로 분리사용하고 있었다. no. 2, 6, 7 컨테이

너에서는 부속공간을 설치하여 창고나 보일러실로 이용하

고 있었다.

내부 공간 활용을 살펴보면 싱크대가 설치된 no. 2 컨

테이너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취사시설과 위생시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아 외부에서 별도의 시설을 통해 이용하고

있었다. 난방은 주로 배달용 LPG 가스나 석유를 이용한

난로가 이용되었고, 전열기구를 이용하는 사례가 1개소 있

었다. 이러한 사용행태는 인터뷰에서 설비시설에 대한 유

지보수와 안전점검이 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일체화되지 않은 전기와 난방시설은 컨테이너하우

스의 사고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외관을 살펴보면, 환기와 채광을 위해 장변방향에 창문

이 있었으며, 인공 환기를 위해 팬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o.1, 2, 6, 7, 11 컨테이너에서는 지붕면에 가

설 지붕이 더해져 있었는데, 심층면접을 통해 이는 여름

철 일사로 인해 지붕면이 데워져 내부의 온도가 높게 상

승하는 것을 막기 위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컨테

이너 하우스의 구조적 한계이기도 하므로 주거용으로 사

용될 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기본적인 거주형태, 이유, 기간 등을 살

펴보았다. 일반 주거용 거주자 4명만이 컨테이너 하우스

를 자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제외한 18명의 거주

자들은 컨테이너 하우스를 자가와 가까운 곳에 임시적 거

주시설 이용하고 있었다. 컨테이너를 주거지로 이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렴해서라고 답한 사람이 6명, 연

고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가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

람이 7명, 기타 응답을 한 사람이 10명 있었다. 이는 컨

테이너 하우스가 거주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저렴하게 거

주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주자들의 컨테이너의 사용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7.09년이나 되었다. 사용자의 대부분이

중고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컨테이너가 만

들어진 것은 이보다 더 이전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시

적 목적으로 저렴하게 이용되고 있는 컨테이너하우스는

사용기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 농막용도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하우스의 중고거래가 상당부분 이

루어지고 있으므로, 저렴주택으로 선택되는 컨테이너 하우스는 주문

제작보다는 중고매매의 거래가 더 많을 것이다.

Figure 4. Target Containers

Table 9. Planning of Housing

Container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clusive use area

(m2)
54 18 27 18 18 18 18 18 27 27 18 18

F
u
n

ct
io

n
al

 c
o
m

p
o
si

ti
o
n

Canopy ●

Roof ● ● ●

Water and 

wastewater
●

H
ea

ti
n
g Gas ● ● ● ● ● ●

Electricity ●

Oil ● ● ● ● ●

Vents ● ● ● ● ● ● ●

T
h
e 

n
u

m
b
er

 o
f

w
in

d
o

w
s

1

2 ● ● ● ● ● ●

3 ● ● ●

4 ● ●

5 ●

Sub space ● ● ●

Etc. Permits ●

Figure 5. Reasons for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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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 만족도

거주자들에게 컨테이너 박스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여부는 추후 컨테이너 하우스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다.

설문 항목은 일조, 통풍, 프라이버시, 상 하수 시설, 단

열, 방음, 조망상태, 안전성에 대한 사항이었으며, 5점의

리커트 척도로 1(매우불만족, Red), 2(불만족, Green), 3

(보통, Blue), 4(만족, Yellow), 5(매우만족, Light Blue)로

평가하였다. <Figure 7>은 설문항목을 체크한 거주자 인

원수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

였으며, 특히 상하수시설과 단열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위생시설은 가설 건축물이라는 한계 때문이며, 단

열에 대한 불만족은 컨테이너의 물리적 한계성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재료와 지붕처리 등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함을 확인시켜주었다.

컨테이너하우스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터뷰 대상자들 중

8명이 매우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화재와 감전 사

고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난방이 온돌과

보일러가 아닌 전열기구나 난로로 이루어지기에 누전이나

사용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전기시설도 불안전

한 연결사용으로 감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거

주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을 강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4. 소결

조사에서 사용된 12개의 사례들은 임시가설물의 형태이

지만 주거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들의 현황 및 거주자 만

족도를 살펴보았다. 이용자들은 주거 환경에 만족하지 못

하지만 최소한의 주거 환경의 보완을 통해 임시가 아닌

장기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컨테이너의 구조적

한계는 주로 단열성능에서 나타났는데, 거주자들은 한계

를 극복하고자 여름에는 새로운 지붕면을 만들었으며, 겨

울에는 추가적 온열기구를 사용하였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 성

능 확보에 관한 사항은 첫째, 우레탄 폼 등 기포형의 유

기재료를 사용하여 벽과 천장 등 요철이 많은 철제 판넬

사이에 단열 시공하여 단열 성능을 높인다.

둘째, 여름철 집중되는 태양 에너지의 흡수를 경감시키

기고 겨울철 강설로 지붕에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사지붕의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환기시스템과 공조시스템의 설치로 환기효율을 증

가시켜 실내 열 환경의 조절이 필요하다. 경량의 컨테이

너의 특성상 열용량이 작아 실내의 열 환경은 외부의 영

향을 많이 받게 된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는 창문

을 통한 자연환기와 더불어 환풍기와 같은 환기 시스템

을 설치하고 공조시스템을 설치해야 하겠다.

넷째, 상하수도의 설치를 통해 실내에 화장실과 부엌을

설치하여 최저주거기준을 만족시키고 이용자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해야 하겠다.

위의 건축 성능 확보를 위한 사안들과 함께 전기와 가

스 시설 또한 일체화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쾌

적한 환경과 더불어 컨테이너 하우스의 안전성 또한 확

보해야 하겠다. 그러나 위의 사안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는 건축비의 상승과 더불어 전기, 수도 등의 설치로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컨테이너 하우스의 특장

점인 저렴성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국내 컨테이너 하우스의 이용은 저렴성과 간편

성에 집중이 되어 컨테이너 하우스의 장점을 제대로 활

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측면

과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컨테이너의 개발이 필요

하다. 이와 함께 주거 환경과 안전에 대해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IV. 개선 및 활용방안 제안

1. 제도적 규제 강화

앞서 살펴본 현황 및 한계점,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컨

테이너 하우징의 확산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 Terms of Use (unit: year)

Figure 7. Residenti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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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근거

하여 건축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고, 이외에도 임시가설건

축물로 건축이 가능하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통한

주거용으로의 사용은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절차가 따로 없

어서, 설치신고가 되면 가설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재산

세, 건축허가비용 등에서 절감이 가능하다. 이에 가설건축

물로 신고 된 다수의 컨테이너 주택이 장기간 동안 변칙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이나 농막으로 활용되는 컨테이너 하

우징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주택유

형의 하나로 포함되도록 하여, 관리측면의 규제를 강화해

야 한다.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경우 주거환경은 지속적으

로 열악해질 것이며,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간선공급설비

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매

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단열, 설

비, 전기 등의 공급방안 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적으로 관리하도록 시·군·구 단위의 가이드라인이 마

련되어야 한다.

일반 주거 시설로서 시중에 출시되고 일부 조립식 주

택들은 단열, 상하수도, 전기 등의 설비 공급방안을 갖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세분화하여 각 기간에

따른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고제로 인

해 간선공급시설의 임의·변칙적 사용, 취·등록세 및 재

산세 등의 세금 누락 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연한에 따라 각각의 관리기준을 지정하고, 신고제를

통한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기준에 따라 관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저렴주택으로의 활용방안

그러나 제도적 규제가 강화될 경우 비용 증가로 인해

컨테이너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가 저

렴주택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방향 및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다양한 표준도면을 제공하고, 모듈화를 통해 인허

가 관련 제반비용을 감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수용

컨테이너가 아닌 화물용 컨테이너의 활용을 고려함으로써

내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3 m×6 m 또는 3 m×9 m

의 일반화된 치수 외에도 다양한 규격을 통해 2세대 이

상의 조합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공장에서 주문 제작되는

형태이지만, 이에 인·허가는 물론 추후 관리까지 연계하

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장·단기적으로 제반비용을 절

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의 개발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다수의 컨테이너

하우징은 대부분 단독주택 형태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2~3개 층이 적층된 현장사무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1개 층

으로 계획되어져 왔다. 물론 최근 들어 고급화, 다양화로

인해 2개 층 이상의 세컨드하우스 또는 전원주택 등으로

개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수직·수평

으로 연계하여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계획한 경우

는 매우 드물다.

한편 포스코 A&C는 올해 말 총600억원 규모의 3000

명이 묵는 러시아 메첼 그룹 숙소타운의 모듈을 수출한

다. 또한 호주 로이힐 사업단에서 발주한 근로자용 숙소

는 234억원 규모의 총 247동으로 2인용 4동, 4인용 243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12)

국외 선진사례들에서는 이미 컨테이너를 활용한 호텔,

대학기숙사,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

8) http://www.esteelbox.com

9) http://www.container.or.kr

10) http://www.hmc007.co.kr

11) http://www.hscontainer.co.kr

12) http://www.poscoanc.com

Table 10. Company's Product

Company Esteelbox8)

Model Spacebox-D2

Size 4×6

Water and 

wastewater
Installation

Electricity Installation

Heating Electric heating

Wall

(insulation)

OSB Plywood+Glasswool (R-19)+Pywood

+Plaster board+Finishing of wallpaper

Company Samwoo container9)

Model Mobile house 89

Size 4×10

Water and 

wastewater
Installation

Electricity Installation

Heating Electric heating

Wall

(insulation)

Wood siding+OSB Plywood+Styrofoam 100 mm

+Plaster board+Finishing of wallpaper

Company Human C&D10)

Model H8-17

Size 3×6

Water and 

wastewater
Installation

Electricity Installation

Heating Electric heating

Wall

(insulation)

Log siding+Plaster board+Styrofoam 100 mm

+Finishing of wallpaper

Company Hosung container11)

Model 1213

Size 4×8

Water and 

wastewater
Installation

Electricity Installation

Heating Electric heating

Wall

(insulation)

OSB Plywood+Plaster board+Styrofoam 80 mm

+Finishing of wall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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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내에서도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대형 공동주택(affor-

dable housing, social housing)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단위세대간 수직연계방식과 코어 및 복도공간의 조합,

난방 및 설비방식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공동주

택으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제외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숙사형’ 주택을 다시 제도화 한다

면 이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임시주거로 활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하우징

의 물리적 현황 및 실제 거주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개선 및 활용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컨테이너 하우스의 물리적 특성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 개발현황 및 제도적 한계와 현황

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컨테이너 하우징의 장점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임시주거로 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제도

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

인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12개 사례의 물리적 현황 및

거주자 실태조사를 행하였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농가의

관리용 임시숙소, 일반 주거용, 기타 업무용 임시숙소, 대

학교 작업실 겸용 숙소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이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국내 컨테이너 하우징의 현황 및 문제

점, 개선이 필요한 측면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저렴성을 기

반으로 한 컨테이너 하우스는 제도적 한계와 간이 시설

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

어지지 못한 채 이용되어 왔다. 특히 단열성능이 떨어지

고 상하수도, 전기와 같은 설비시설의 부재로 열악한 주

거환경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건축성능 확

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컨테이너 하우징을 활발히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마련의 중요성과 소규모 도시주거 유형으로의 개

발 가능성을 밝혔다.

수도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12개 사례만을 통해 현황조

사 및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보

다 구체적인 계획방향 및 제도적 개선책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의 지속가능성, 이동성, 시공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의 일환으로

활용가능성을 모색했기에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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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Overview of Abroad Cases

Salvation Army (2008)13) Bayside Marina Hotel (2011)14)

Location Netherlands Location Japan

Building

use

Shelters for the 

homeless

Building

use
Hotel

Architect Tempohousing Architect Yasutaka Yoshimura

Buildings 3 Buildings 31

Stories 3 Stories 1

Cotainer City (2001)15) Space Box (2004)16)

Location United Kingdom Location Netherlands

Building

use
Housing work space

Building

use
Student dormitory

Architect
Nicholas Lacey and 

Partners
Architect Hvdn Architecten

Buildings 1 Buildings 3

Stories 3 Stor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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