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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컨테이너 하우징의 계획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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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one person households are increasing but in short supply of small-scaled housing for them. The merits of containers

such as short construction duration, simple construction, economical efficiency and easy recycling can satisfy the needs of

affordable househo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lanning of “the small-scaled Container Housing” through the

analysis by case studies.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lready have a variety of container housing types. France made a

tangible accomplishment which is a Student Housing called "Cité A Docks", which was made out of old shipping containers. It is

composed of modular housing units satisfying the every needs of housing. However, container architecture in Korea is only used

as temporary architecture or makeshift structures such as a warehouse, temporary residence and construction office until now.

And there is lack of the research on container housings.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abroad cases based on consideration on plans of Container Housing such as common

space, the number of households, height, area and flexible space. As a result, this study will suggest the module system and

various methods of units-combining.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valuable t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commercialization of

container housing. Furthermore, it will be the foundation of developing the planning of small-scaled Container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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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국내 1인 가구는 2000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의 비중이 23.9%를 차지하였다. 이는 1975년 4.2%, 1990

년에는 9.0%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1) 이 중 대부분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저

렴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화물용 컨테이너의 재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컨테이너는 1990년대 이후부터 짧은 공기, 간편한 시공,

경제성, 재활용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이용하여 새로운 건

축의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렴한 소형 주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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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1990년~2005년)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

계(2010년 이후) 참고

을 단기간에 공급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화물용 컨테이너를 재활용하여 거주용으로 사

용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컨테이너 하우징은 대부분이 임시주거 또는 가설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고, 관리가 소홀하여 거주환경이 열

악한 곳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로서의 컨테이너 건축물의 가능

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국외에서 수출용 컨테

이너를 재활용하여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의 계

획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1.2 연구의 내용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2장에서는 컨테이너 건축의 일반

적인 특징과 국내 “내수용 컨테이너”를 활용한 주거계획

의 한계 및 최근 국내 동향, 화물용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계획되고 있는 사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 등에 화물용 컨

테이너를 활용하여 계획된 12개의 공동주택형 집합주택사

례와 6개의 단독주택형 사례를 선정하여, 단위세대계획측

면에서 분석하였고, 집합주택형의 경우에는 공용공간의 특

징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3장의 사례분석을 통한 도출한 계획특성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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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성 연구자(시기) 연구내용

컨테

이너

컨테이너

건축의

특성연구

길빛나 외(2013)
컨테이너 활용 건축물의 사례분석을
통한 계획특성 및 개선방안

김미경(2011)
현대 컨테이너 건축에 나타난 공간
구축특성 및 적용가능성

양희정(2011)
컨테이너 건축에서 나타난 공간구축
특성에 관한 연구

컨테이너

건축의

활용가능성

문영아 외(2013)
임시주거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컨
테이너 활용 학생기숙사 사례연구

김진형(2007)
컨테이너 박스 주택의 개발에 관한
연구

박준석 외(2009)
컨테이너를 이용한 소규모 주거건축
의 계획에 관한 연구

김휘웅 외(2012)
컨테이너의 건축 적용가능성을 통한
대학생 기숙사계획안

디자인이나

이미지개선에

대한 연구

윤평섭(2001)
한국의 현대 건축물 환경을 위한 컨
테이너의 형태와 색채, 선, 재질에
관한 연구

조정민 외(2010)
흙미장 공법을 이용한 컨테이너 건
축의 이미지개선방안

이광옥(2003)
컨테이너 하우스의 내외장재 사용
경향에 관한 연구

유해연 외(2012)
컨테이너 하우징의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향연구

표 1. 선행연구

모듈

러건

축

모듈러건축의

특성 연구

이창재 외(2012) 모듈러 건축의 경제성 분석 연구

유영동 외(2004) 모듈러 건축물의 해외사례 소개

모듈러건축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균태(2011)
도시형생활주택을 위한 모듈러 주택
시공의 타당성 분석

김도민 외(2012)
모듈러공법의 국내 적용 활성화 방
안에 대한 연구

송영학 외(2013)
유닛 모듈러 설계를 이용한 임시주
거 계획에 관한 연구

김지현 외(2013)
주거시설로서 모듈러 건축 활용화
방안

모듈러건축

공법개발

정성림 외(2008)
경량형강을 사용한 모듈러 시스템개
발에 관한 연구

송영학 외(2011)
국내 모듈러 건축 및 제작사 현황
조사 연구

이광복 외(2011)
유닛 모듈러 공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장제작, 운반, 현장설치의 최
적공정제안

김창한 외(2012)
인필 모듈러 건설시스템의 표준 시
공프로세스 구축

이창재 외(2013)
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유닛모듈러
건축설계 프로세스개발에 관한 연구

김균태 외(2011)
한국형 모듈러 주택 시공의 시나리
오 개발

모듈러

건축성능에

대한 연구

조영주 외(2010)
내화성능을 가진 모듈러 주택 외단
열 공법의 단열성능 평가

이재균 외(2009)
모듈러 건축물을 위한 바닥판 시스
템의 구조성능 실험

하태휴 외(2013)
스터드 패널형 모듈러 건축시스템의
횡력 저항성능 평가

정성림 외(2008)
해체. 조립식 모듈러 철골조 건물의
시공성에 관한 연구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1.3 선행연구 분석

국내에서는 최근 급증한 1인 가구로 인해 발생되는 주

택 수요(needs)를 해결하고자, 컨테이너 건축물에 대한 실

태분석과 더불어 소규모 주택에 관한 계획 및 정책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인 주거의 대안으로 컨테이너 하우징 관련 연구

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건축물의 특성 및 활용가

능성’과 ‘디자인 및 이미지 개선’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 연구는 해외 컨테이너 건축 사

례의 컨테이너들의 조합 방식이나 구축적인 부분을 분석

하고 있으며 컨테이너를 주거의 대안으로써 가능성은 제

시하고 있으나, 단위세대 계획이나 집합주택 계획시 고려

되어야 할 공용공간 계획 부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공법상에서 유사한 모듈러 건축에 대한 연구도 계획적

특징에 대한 연구가 주가 되기보다는 공법과 프로세스 중

심의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사례를 통해 컨테이너 하우징의 계획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돕고자 한다.

2. 컨테이너의 일반적 특징 및 한계

컨테이너는 내수용과 수출용, 즉 화물용 컨테이너로 구

분되는데 내수용은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컨테이너

건물로 일반형 컨테이너(사무실용, 형장사무실용, 숙소용,

대기실용, 경비실용, 창고용), 주택형 컨테이너(전원주택용,

전원카페용), 특수형 컨테이너(이동식 기지국용, 이동통신

설비용)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

내수용 컨테이너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운반의 한계점으

로 인하여 4.0m(W)×12.0m(L)×2.6m(H) 이내의 규모로 주

문 제작된 직사각형 평면의 단독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 대부분이며, 주거용으로 활용할 경우 제도적 한계로 인

해 불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수출용(화물용)

컨테이너는 수출입화물 적출입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로 국

제 표준화 치수(ISO)와 나라별 산업규격에 의한 정의되고

구조강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작 및 검사된다. 일반적으

로 내수용보다 강도가 크고 수직으로 높이 적층할 수 있

는 특징이 있다.

ISO 공칭 규격 20ft 20ft HC 40ft 40ft HC

외부
(mm)

길이(L) 6.058 6.058 12.192 12.192

폭(W) 2.438 2.438 2.438 2.438

높이(H) 2.591 2.896 2.591 2.896

내부
(mm)

길이(L) 5,898 5,898 12,032 12,032

폭(W) 2,350 2,350 2,350 2,350

높이(H) 2,390 2,695 2,390 2,695

표 2. 선박용 컨테이너의 치수/ *HC(High Cube)

출처 : Buchmeier, M. 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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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경기도 여주읍 인근 노후화된

농막 컨테이너 건물 (2012. 7 촬영)

수출용 컨테이너를 활용한 건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재

료적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공업화 건축으로 세

분화하여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경

제적이며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반면 단점

으로는 정해진 규격과 재료로 인해서 면적의 한계와 바닥

의 부식, 뒤틀림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내 용

장점

재료 단열, 방수, 방습, 내수성, 내구성, 반영구적,

경제성 짧은 공기, 제작비용 저렴, 가설공사비 절감

환경
재활용가능, 분리수거 간편, 시공과정에서 소음,

오염발생이 적음

공업 모듈화, 규격화, 교체편리, 이동성, 적층 가능함

단점운반에 따른 면적의 한계, 운반비, 바닥부식, 지면의 뒤틀림

표 3. 컨테이너 건축의 장단점

아직 국내에서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재활용한 건축물이

많지 않고 그에 따른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건축적 한계와 문제점에 부딪히고 있다.

첫째,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내수용 컨테이너는 거주

자가 원하는 크기로 주문 제작되기에 조합을 통한 공간구

성이 불필요하고 치수만 다른 빈 박스 형태의 평면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조합된 경우에도 거의 2~3개 정도의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용 컨테이너에 비해 내구

성이 약하기 때문에 수직조합에 한계가 있어, 단독채로 사

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집합주거인 하우징으로의 가능

성을 찾기 어렵다. 벽의 외장재나 단열재의 사용에서도 거

주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재가 사용될 수 있지만,

저렴성에 기반하고 있기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도 한정적

인 것인 현실이다.

둘째, 실제 거주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현재 국내 컨

테이너 하우스는 대지의 여건 및 개인적 형편에 따라 전

기, 수도, 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할 수 없는 경

우나 제도적으로 설치 불가한 농막의 경우 거주환경이 열

악해질 수 있으며, 불법적 사용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렴한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무허가 컨테이너 하

우스의 장기 거주가 지속되고, 거주환경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안전성도 취약하여 화재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사회적 인식이 나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장기

적인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컨테이너 건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에 따라 컨테이너 및 수출등과 관련된 기업의 브랜드가치

를 표현하기 위해 컨테이너 전시시설, 카페, 레스토랑 등

의 상업 및 전시시설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임시

주거시설이기는 영등포에는 쪽방촌을 대신할 수 있는 대

안으로서 컨테이너 하우징을 활용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

다. 또한 해외 각국에서는 내구성이 큰 컨테이너를 활용한

건축물이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았고, 집합주택 및 단독

주택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계획특성

을 도출하여, 향후 국내 컨테이너 하우징의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3. 해외 컨테이너 하우징의 계획 특징

3.1 사례개요

사례분석에 앞서 일반적인 사례들의 특징 및 구성은

[표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소형주택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000년 이후 지어진 네덜란드, 프랑스, 영

국에 계획된 집합주택형 12개 사례와 미국, 캐나다, 뉴질

랜드에 계획된 단독주택형 6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단독주택형의 경우 하나의 단독주택을 컨테이너 수 개

를 결합하여 계획한 것으로, 단위세대 계획 특성 및 방향

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집합주택형 중 8개의 사례가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대

부분 무역항인 암스테르담에 있으며, 2개의 사례가 있는

프랑스 또한, 컨테이너 박스 확보가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

다. 규모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6층 이하로 계획되었으며,

세대수는 적게는 4세대에서 많게는 1,034세대까지 다양하

다. 이들은 수출용 컨테이너 6개 이상을 조합하여 1개 이

상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례 5의 경우에는 1~2실

의 단위평면으로 사용하는 단독 컨테이너가 6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형으로 계획되었다.

이들의 용도는 학생과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 집합주거,

호텔, 작업실 등으로 대부분 단위 평면의 다양성보다는 동

일한 단위세대가 반복적으로 적층된 형식을 일반적으로

취하는 건물에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컨테

이너 건축의 특성인 모듈화, 적층 가능함을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저소득 1인 가구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형 다가구주택, 고시원, 원룸아파트, 기숙사, 오피스텔

들의 주거형식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단독주택형의 경우에는 단위세대 중심의 사례를 주로

살펴보았으며, 조립식, 모듈러 주택등과 함께 컨테이너 주

택이 주로 사용되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용도는 상시주택과 휴가용 주말주택으로서 사용이 두드

러졌으며, 단독주택에 사용된 컨테이너는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12개까지 조합하여 이루어져 있으며, 층수는 1층에

서 3층까지 다양하였다. 외관상으로는 컨테이너를 수직,

수평 조합한 집합주택 사례와 유사하게 보이나, 내부는 동

일한 단위세대가 반복적으로 적층된 형식이 아닌 각 이용

자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기능을 가진 다양한 평면으로 이

루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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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01 CITÉ A DOCKS STUDENT HOUSING 집-02 SPACEBOX 집-03 STUDENT HOUSING DIEMEN

국가명 프랑스 국가명 네덜란드 국가명 네덜란드

완공년도 2010 완공년도 2004 완공년도 2008

설계사 CATTANI
ARCHITECTS 설계사 HVDN

ACHITECTEN 설계사 TEMPOHOU
SING

용도 학생기숙사 용도 학생기숙사 용도 학생기숙사

규
모

세대 100
규
모

세대 234
규
모

세대 250

동수 2 동수 2 동수 4

층수 4 층수 3 층수 5

집-04 QUBIC HOUTHAVENS 집-05 KEETWONEN 집-06 LABOUR HOTEL

국가명 네덜란드 국가명 네덜란드 국가명 네덜란드

완공년도 2005 완공년도 2006 완공년도 2008

설계사 HVDN
ACHITECTEN 설계사 TEMPOHOU

SING 설계사 TEMPOHOU
SING

용도 학생기숙사 용도 학생기숙사 용도 노동자기숙사

규
모

세대 702
규
모

세대 1034
규
모

세대 60

동수 5 동수 6 동수 1

층수 3 층수 3 층수 5

집-07 SALVATION ARMY 집-08 CITIZEN M HOTEL 집-09 MAISON CONTAINER LILLE

국가명 네덜란드 국가명 네덜란드 국가명 프랑스

완공년도 2008 완공년도 2008 완공년도 2010

설계사 TEMPOHOU
SING

설계사
CONCRETE
ARCHITECTURAL
ASSOCIATION

설계사 PATRICK
PARTOUCHE

용도 노숙자임시숙소 용도 호텔 용도 맨션

규
모

세대 60
규
모

세대 230
규
모

세대 4

동수 3 동수 1 동수 1

층수 3 층수 6 층수 2

집-10 RAINES COURT 집-11 SKAEVE HUSE 집-12 CONTAINER CITY 1

국가명 영국 국가명 네덜란드 국가명 영국

완공년도 2003 완공년도 2007 완공년도 2002

설계사

A L L F O R D
H A L L
MONAGHAN
MORRIS

설계사 TEMPOHOU
SING

설계사
N I C HO LA S
LACEY AND
PARTNERS

용도 집합주거 용도 집합주거 용도 집합주거

규
모

세대 61

규
모

세대 6

규
모

세대 14

동수 1 동수 1 동수 1

층수 6 층수 1 층수 3

단-01 12 CONTAINER HOUSE 단-01 OLD LADY HOUSE 단-01 ZIPGLOO

국가명 미국 국가명 미국 국가명 캐나다

완공년도 2002 완공년도 2008 완공년도 2006

설계사 ADAM
KALKIN 설계사 ADAM

KALKIN 설계사 KEITH
DEWEY

용도 주택 용도 주택 용도 주택

규
모

컨테
이너
개수

12
규
모

컨테
이너
개수

12
규
모

컨테
이너
개수

8

층수 2 층수 2 층수 2

단-01 STEVENS CONTAINER HOUSE 단-01 C320 STUDIO 단-01 PORT-A-BACH

국가명 뉴질랜드 국가명 미국 국가명 뉴질랜드

완공년도 2006 완공년도 2004 완공년도 2007

설계사 ROSS
STEVENS

설계사 HYBRID
SEATTLE

설계사 ATELIER
WORKSHOP

용도 주말주택 용도 주택 용도 주택

규
모

컨테
이너
개수

3 규
모

컨테
이너
개수

2 규
모

컨테
이너
개수

1

층수 3 층수 1 층수 1

집01:http://www.contemporist.com/

집02:http://spacebox.nl

집03,05,06,07,11:http://www.temphousing.com　

집04:http://hansvanderzant.nl

집08:http://www.containercity.com/

집09:http://www.designboom.com

집10:http://www.ahmm.co.uk/

집12:http://www.containercity.com/

단01,03,05: Kotnik, J. (2008)

단02:http://renaissanceronin.wordpress.com

단04,06: Buchmeier, M. Slawik, H. Tinney,

S. Bergmann, J., (2010)

표 4. 사례개요 (집합주택형은 ‘집’, 단독주택형은 ‘단’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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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위세대 : 1개 침실, 2개 침실, 3개 침실(집_10)

(출처 : http://www.ahmm.co.uk/)

그림 4. 평면 및 단면 (집_01)(출처 : http://www.contemporist.com/)

그림 6. 외관 및 2층평면 (단_04)
(출처 :Buchmeier, M. Slawik, H. Tinney, S. Bergmann, J., (2010))

3.2 단위세대 평면계획

컨테이너가 소규모 주거로 기능할 시 중요한 측면은 규

모와 기능과 실의 구성이다. 따라서 3.2장에서는 사용된

컨테이너의 모듈, 평면공간의 특징, 기능에 따른 구성을

살펴보았다.

1) 컨테이너 모듈

컨테이너 1개의 규격은 대부분 40ft(12.192m×2.438m

×2.591m, 전용면적 26m²) 컨테이너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컨테이너가 모듈화 된 단위세대로 사용되기도 하

고, 컨테이너를 연결하여 전용면적이 60㎡까지 확장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평면 형태와 면적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집합주택형(맨션)인 사례 9번과 주거와 작업의 복

합화 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12번의 경우는 컨테이너

를 수평으로 연결하여 좁은 폭을 개선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집합주택형 사례 10번의 경우 3가지 타입의 유닛을

층별로 배치하여 1~2인 가구 이외에 가족단위나 작업실이

필요한 재택근무자들을 위한 평면을 계획하여 사회적 요

구를 반영하였다.

단독주택형의 경우는 주로 20ft(6.058m×2.438m×2.591m,

전용면적 13m²)와 40ft(12.192m×2.438m×2.591m, 전용면적

26m²)의 모듈이 이용되었다. 컨테이너가 수평적으로 조합

되지 않은 단독주택형_4, 6번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들

은 2개 이상의 모듈을 내부적으로 수평 연결하여 정방형

의 내부 평면을 구성하였다. 수평적인 연결 이후에 각 실

을 계획함에 따라 내부 평면의 다양성을 보장하였다.

2) 평면공간의 특징

집합주택형의 경우에는 단위세대 평면은 실 구분이 없

는 원룸형이 대부분으로, 유일하게 실로 구획된 화장실의

위치(측면, 중앙부)에 따라 침실공간과 거실공간, 주방공간

을 통합하거나 시각적 차단을 통해 컨테이너 주거 안에서

영역성을 나누는 역할을 맡고 있다. 창과 현관은 대부분이

단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닫이 형태로 소규모 공간에서

공간활용을 위하여 바깥쪽으로 열렸다..

중앙부 (집_03) 측면 (집_02)

그림 5. 화장실의 위치
(출처: 좌 http://www.temphousing.com, 우 http://spacebox.nl )

단독주택형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 모듈을 조

합하여 계획됨에 따라 기존 컨테이너의 규격과 벽체에 따

른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평면을 계획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크기의 방의 구성과 넓은 거실을 가능하게 하였다.

2층 이상의 단독주택에서는 층간 동선으로 모두 내부 계

단을 사용 하였고, 단독주택 사례 4번은 내 외부 계단을

혼용하고 있다.

3) 기능에 따른 구성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수면과 위생, 취사활동 등

최소한의 생활을 충족하고 있다. 침실공간은 필요에 따라

거실공간,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여 용도가 유동적이다.

주방공간은 작업대 배치가 가장 단순한 ‘ㅡ’자형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화장실에는 공간 점유율이 낮은 샤워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집합주택형 사례 9와 10에서는

욕조를 배치하였다.

발코니는 컨테이너에 부가적으로 부착되어 좁은 공간에

서 외부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으며, 외부로부터의 프라

이버시확보, 환기, 채광 등에도 유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컨테이너 하우징의 입면 디자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7. 발코니 및 주방공간 (집_04)
(출처: http://www.temphousing.com )

더불어 좁은 공간 내에서 거주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

영하고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하게 하기위해

붙박이 가구, 다용도 가구를 이용하고 사공간(dead space)

나 수직 벽면 상에 계획하여 공간 효율을 높였다.

단독주택형의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주방, 거실, 침

실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분리하여 기능하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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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거계획요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코어

및

복도

코어

유형

중심코어형 ● ●

편심코어형 ●

양단코어형 ● ● ● ● ●

분산형 ● ●

표 6. 공용공간 계획 (집합주택형_단위세대 간)

복도
편복도 ● ● ● ● ●

●●●●●중복도

●●승용승강기

●●●●●●●●●●계단실

●●●●●●●●●●환기,채광창

구분 집합주택형 단독주택형

주거계획요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컨테이너치수(ft) 40 30 40 30 40 40 40 40 40 20 40 40 40 40 20 40 20 20

전용면적 24 18 27 25 27 60 27 14 25 - 27 - - - - - - -

기

능

화

장

실

변기 ● ● ● ● ● ● ● ● ● ● ● ● 3 3 ● 2 ● ●
세면대 ● ● ● ● ● ● ● ● ● ● ● ● 3 3 ● 2 ● ●

샤워

부스
● ● ● ● ● ● ● ● ● ● ● 2 ● ●

욕조 ● ● 3 2 ● ●
주방 통

합

통

합

통

합

통

합
통

합

통

합

통

합

통

합
통

합
거실 통

합

통

합

통

합

통

합

통

합

통

합침실 3 4 4 3 2 3
발코니 ● ● ● ● ● ● ● 2 ● ●
다용도실 ● 3 2 2 ●

형

태

특

성

화장실

위치

중앙부 ● ● ● ● ● ● ● ● 주방, 거실, 침실은

기능끼리 통합된

경우 ‘통합’이라고

표기함.

분리된 경우에는

별도 표기하지 않

고 공란으로 남김.

측면 ● ● ● ●

출입

방향

장변 ● ● ●

단변 ● ● ● ● ● ● ● ● ● ●

단면

형태

단층 ● ● ● ● ● ● ● ● ● ● ● ●

복층

수

납
가구

붙박이 ● ● ● ● ● ●

개별 ● ● ● ● ● ● ● ● ● ● ● ●

표 5. 단위세대 계획

어있으며 원룸형인 단독주택 사례 6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실기능은 따로 분리하여 가족 간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다. 또한 방의 개수가 많아진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이는 거주하는 가족 수에 따라 침실의 개수와 화장실

의 개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놀이방, 사무실,

빨래방 등의 다용도실이 계획되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3.3 공용공간 계획

공용공간 계획의 특성부분은 집합주거유형에 한하여 분

석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저렴한 집합주택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므로, 공동으로 생활할 경우 필요한 공간

및 구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코어 및 복도공간계획,

둘째, 내 외부 공용공간(부대복리시설 및 옥외공간)의 특

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코어와 복도공간 계획

코어나 복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단위세대의 장변을 맞

대는 수평조합이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단위세대의

단변이 복도와 접하도록 하여 편복도나 중복도로 계획하

고 있다.

코어의 위치는 수평으로 조합된 좌우로 긴 형태가 많으

므로 중심코어, 편심코어형 보다는 2개 이상의 코어로 이

루어진 양단코어나 분산형을 택하고 있다. 이는 공용 공간

면적을 줄여 대지효율성을 좋게 하고 내부동선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엘리베이

터의 사용은 6층 이상의 건물인 사례 8과 사례 10에 설치

하여 거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복도유형 코어유형 다이어그램
해당사례번호

1동 2개동이상

편복도형

편심

코어형
3

양단

코어형
6 5,7

중복도형

중심

코어형
8,10

양단

코어형
2,4

분산형 1,12

비고 11번은 단층, 9번은 2층 건물로 코어가 없음

표 7. 코어 및 복도(집합주택형)

복도 코어

그림 8. 집합주택형 사례 05의 배치도

(출처: http://www.temphousing.com)

2) 내 외부 공용공간

각 사례의 용도별 필요한 부대복리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기숙사인 사례 4의 경우는 부대복리시설이 별

도의 동으로 계획되었으며, 나머지 사례들은 주동 내부에

거주공간과 부대복리시설이 함께 계획되었다.

부대복리시설 가운데 가장 많은 프로그램은 운동 및 휴

게시설과 레스토랑인데, 기숙사에서 중요한 계획요소라 할

수 있겠다. 사례 5와 9는 공동세탁실과 취사실 등을 배치

하여 소형 단위세대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였다. 그

러나 실제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겨지는 교육

여가시설은 사례 1에서만 계획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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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대응형 중정형
가로대응+중

정형
분산형

다

이

어

그

램

사

례

1, 2, 6, 7,

9, 10, 11,12
3, 5 4 -

비

고

사례 4의 경우는 부대복리시설이 별도의 동으로 만들어

졌으며 나머지는 주동 내부에 거주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이 혼합되어 있음

표 9. 부대복리시설 (집합주택형 사례)

범례 : 옥외공간 별동의 부대복리시설

그림 9. 공용공간(집_12 www.hansvanderzant.nl), (집_2 www.designboom.com)

구분주거계획요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부대

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 ● ● ● ● ● ● ●

주민

공동

운동,휴게시설 ● ● ● ● ●

공동취사실 ●

공동세탁실 ● ●

교육,여가시설 ●

레스토랑 ● ● ● ● ●

마켓 ● ●

옥외

공간

녹지/

조경

건물전후면 ● ● ● ● ● ● ● ●

건물사이 ● ● ● ● ●

지상 주차장 계획 ● ● ● ● ● ● ● ● ●

자건거 보관대 ● ● ● ● ● ●

표 8. 부대 복리시설 및 외부공간(집합주택형)

부대복리시설은 코어와 근접시켜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였다.

관리사무소는 외부인의 출입이 많은 입구와 로비에 근접

해 있다.

주동과 외부공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동 전면이나 후

면에 외부공간이 배치되는 가로 대응형과 주동이 외부공

간을 둘러싸는 중정형, 그리고 이를 복합한 유형과 주동들

을 분산시킨 분산형이 있다. 한 개동으로 이루어진 6, 9,

10, 11, 12의 사례를 포함하여 가로 대응형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옥외공동시설로 지상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테니

스장, 농구장 등이 계획되었으며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실

보다는 녹지/조경계획을 통해서 부담 없이 사람을 만나고

모일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의 성격을 가지고 거주민간의

접촉기회를 높여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한다.

4. 해외 컨테이너 하우징의 시사점

4.1 모듈화 된 유닛을 활용한 다양한 단위세대평면계획

국내 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거유형 계획

시에는 수면활동과 위생활동, 취사활동1) 등 최소한의 생

활기능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또한 실별 기능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수납공간의 활용을 고려하여 계획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외 사례를 분석할 때도 1개의 유닛에 사용된

컨테이너 모듈과 함께 평면공간의 특징 및 기능에 따른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단위세대 계획시 수출용(화물용) 컨테이

너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40ft(12.192m×2.438m

×2.591m, 전용면적 26m²)와 20ft(6.058m×2.438m×2.591m,

전용면적 13m²)의 모듈 속에 공간이 구획하고 있었다. 그

러나 모듈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평면이 획일화되어있

지는 않았으며, 각각의 모듈을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단위세대를 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집합주택형의 경우 가족단위나 작업실이 필요한

경우 별도공간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었다.

둘째, 평면공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작은 규모이기는 하

는 일반적인 주택평면과 같이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을 구

분하여, 침실과 주방공간 등이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소규모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방과 식사공간의

유기적인 연결해야 했으나, 침실공간과는 대부분 명확히

구분되게 계획되었다. 더불어 국내에서 일상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발코니 공간을 컨테이너 하우징의 경우에

는 별도 계획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각 주호와 연계되는

복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기능에 따른 구성을 살펴보면 집합주택형의 경우

작업의 효율성과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단순한 ‘ㅡ’자형

으로 배치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위생공간

은 공간점유율이 낮은 샤워시설과 주방공간과 설비코어를

고려하여 배치되어 있었다. 원룸형 평면에서의 공간 구성

시 화장실은 유일하게 벽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컨테이

너 주거 안에서 공간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

라서 화장실의 위치(측면, 중앙부)에 따라 침실공간과 거

실공간, 주방공간을 통합하거나 시각적 차단을 통해 영역

을 분리하여 침실형, 주방형, 거실형으로 특화된 평면을

계획할 수 있다.

화물용 컨테이너를 활용할 경우 전용면적이 매우 좁으

나, 거주 공간임을 고려하여 다용도 가구를 이용하여 공간

활용을 높이고, 사공간(dead space)과 수직벽면상부, 조립

식 수납장 등을 이용하여 수납계획으로 바닥 면적을 가능

1) 용도가 기숙사인 경우 취사활동이 불필요하여 이에 따라 계획

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1인가구의 취사활동 비율은 높지 않지만,

외식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간헐적인 취사활동이

필요한 1인 가구가 있으므로 취사공간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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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는 좁은 공

간 내에서 거주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공간을 보

다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라 하더라

도 거주자의 유형에 따라 라이프스타일과 요구(needs)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단위세대 평면계획

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계획되고 있는

단독주택형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조합이 가능한 모듈

화 된 단위세대 컨테이너를 개발해야할 것이다. 이를 연

결․확장한다면, 형태와 좁은 폭, 획일화된 규모의 문제점

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4.2 거주자 유형을 고려한 공용공간 계획

거주 가능한 사용자, 즉 노인, 재택근무자, 신혼부부, 독

신자, 직장인, 학생 등에 따라 공용공간의 계획은 차별화

되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한 결과

사례의 용도 및 사용자에 따라서 코어의 유형과 복도의

형태 등이 달랐으며, 내외부 커뮤니티 시설의 형태가 달랐

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용자가 거주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에 따라 주동조합에 따른 복도 등의 공용공간 계획방

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독거노인이나 재택근무자 등 거주자가 주거 공간

내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경우 세대 간 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주동 형태를 중정형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복도형으로 계획한다 하더라도 중복도 보다는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한 편복도로 계획하여, 생활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둘째,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형태나 호

텔의 경우 비교적 재실시간이 짧고 야간에 주로 거주하는

경우, 중복도형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전용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대지 이용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세대수 및 주동의 수가 비교적 작고, 임대주택이

나 임시사용을 목적으로 계획된 공동주택의 경우 커뮤니

티 시설이나 외부 공간계획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에서 계획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 유형의 도

시형생활주택이나 임대주택단지라 할지라도 주민의 요구

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및 외부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단위세대는 최소한의 생활영위를 위한 사적 공

간이므로 단위세대 내부의 공용공간은 최대한 부대복리

시설로 끌어내어 계획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세대별 면적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세탁실, 공동취사실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여

효과적인 주거 내의 공간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어와 근접시켜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공동시설에

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막을 수 있

을 것이다. 더불어 관리사무소는 외부인의 출입이 많은

입구와 로비에 근접시켜 통제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

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소규모 가구를 위해 컨테이너를 활용한

집합주택 계획시 고려해야할 계획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국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단위세대계획 및 공용공간의

계획 특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먼저, 컨테이너 하우스의 현황 및 문제점, 지속적

인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선행연구와 인터

넷 자료 및 관련 서적 등을 통해 2000년 이후 네덜란드와

프랑스, 영국에 계획된 집합주택형 컨테이너 하우징 12개

사례와 단위세대의 다양화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미국, 캐

나다 등의 단독주택형 6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계획개

념, 도면, 이미지, 스케치, 투시도 등을 통하여 단위세대

및 공용공간의 계획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듈화 된 유닛을 활용한 다양한 단위세대 평

면계획과 거주자 유형을 고려한 공용공간 계획의 필요성

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10.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본 연구는 저렴한 소형 집합주택으로서의 컨테이너 하

우징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음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활성

화된 국외 사례의 단위세대 및 공용공간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소규모 컨테이너 하우징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현황을 고려한 실증적 검토가 미흡하고, 거주

자 요구 및 가구별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되지 않았음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며 본 연구가 초석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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