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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new space for residents in the low-rise housing blocks. For this reason, regulations are researched 
and analyzed for piloti’s design. And the 20 residents in the Hangchon Districts were chosen to be interviewe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new community space in low-rise hosing block of inner city rehabilitation or redevelopment. 
The conclusions is as follows. First, low-rise housing newly built hereafter should plan community space for neighborhood regeneration. Second, 
the piloti plans should be done by the analysis of residents’ needs. Third, modification of existing facilities should be adapted to mixed uses. 
Fourth, renovation of the adjacent rented building should consider the applicability of the various laws, the measure for emergency situation, and 
the approach. 
키워드: 저층 주거, 근린재생, 필로티, 커뮤니티 Keywords: Low-rise Housing, Neighborhood Regeneration, Piloti, Community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99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급속도로 증가했

던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은 주차 공간 부족, 놀이

터 공간 부족,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으로 개선

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도 단독주

택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관한 사업이 명시되면서 

개별 개발 절차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 

필로티 하부를 활용하여 주차를 하거나 소규모 공용공간

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거주

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 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

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

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

축 사업도 포함)

표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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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

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

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출처 :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7.28.). 도시 및 주

거환경 정비법 시행령(2016.7.28.)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필로티 하부의 커뮤니티 공간 계획을 제

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활용하였다. 

그림1. 연구의 흐름 및 절차

첫째, 현행법에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등 저

충 주거지에 계획되고 있는 주택의 필로티 하부 계획시 

관련된 법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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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용공간 기본형 응용형-1 응용형-2

대문

담장

필로티

하부

공간

빈공간

자유변형 조립형

진입부

표2. 저층주거지 버려진 공간 활용 방안(모듈화 계획)

둘째, 계획 가능한 범위를 이해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

요할 경우,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였다. 

셋째, 시간대에 따른 복합적 활용방안과 프로그램을 정

리하였다. 끝으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제안

하였다.  

2. 필로티 하부 공간 활용 프로그램

2.1 저층주거지 버려진 공간 활용을 위한 모듈계획

저층주거지에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여 가능한 모듈로 

계획해보고, 이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간은 불규칙적이며, 하나

의 기본 모듈로 규정하기 어렵다. 반면, 주차장 하부공간

의 경우 제도적으로 규격화 되어 있으므로, 거주민의 요

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수 있다.

2.2 저층주거지 필로티 하부 공간 현황

대부분의 저층주거지들이 유사한 형태로 개발되겠지만, 

본 연구 대상지인 서울시 성곽마을 행촌동 또한 주거환

경개선사업이후 소규모 빌라형태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 급증하였다. 최근까지 리모델링, 재건축 등으로 이 형

태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인

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2. 행촌동 필로티 하부 활용현황(2015.09, 저자촬영)

2.3 필로티 하부 공간 활용 프로그램 도출

개별 면담(인터뷰)를 통해 행촌지역의 주민들 요구사항

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사항은‘노인휴

게시설 부족’, ‘어린이 놀이터 공간 부족’, ‘소음으

로 인한 자유로운 활동 규제’, ‘소형주택으로 인한 개

별공간 부족’, ‘택배 보관함 등 아파트와 같은 서비스

공간 부족’,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등으로 필

요티하부 공간의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대상자 주요 내용

Ÿ 6개 주요 주거지 영역

Ÿ 주택유형별 블록 구분

Ÿ 거주특징에 따른 거주자 

1:1면접조사 22명 진행

Ÿ 관련된 주요 내용 추출

김OO

8년

연립

·주차공간 부족

·층간 소음문제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 부족

박OO

32년

연립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소일거리 작업공간

이OO

38년

연립

·단독(한옥)형태 바람

·가족간 구분공간필요

(프라이빗한공간 요구)

김OO

56년

다세대

·주거환경개선 딜레마

·주민과의 소통

·노인정+편의시설 부족

표3. 주요 인터뷰 내용

3. 필로티 하부 공간 계획제안

3.1 필로티 하부 공간 기본모듈 검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1층 필로티 하부공간은 

대부분이 주출입구를 겸하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낮 시간대에는 거의 비어있으며 6~7시인 퇴근시간이후 

주차장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민의 인터뷰 및 현황분석을 통해, 소규모 커

뮤니티 공간 또는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 가능한 모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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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필로티 하부공간 소형 커뮤니티 모듈 계획(1)

필로티 하부 기둥간격은 개별 주택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본모듈을 6M로 계획하였으며, 층고는 5M로 높여, 혹여 

하부공간에 차가 주차된다하더라도 다락공간과 같이 활

용 가능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그림4. 필로티 하부공간 소형 커뮤니티 모듈 계획(2)

3.2 계획의 특징

기본적인 삼각형의 프레임을 설치한 후 바닥형태의 설

치물은 디자인과 프로그램에 따라 변형 가능하다. 

그림5. 필로티 하부공간 평면 계획 예시안

예를 들어, 2~3인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소를 나

눌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동일한 레벨의 다락형

태의 플랫한 판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개인공간이 부족

한 다세대 주택에서 1인이 개인형 독서활동(작업)이 가능

하도록 단차를 두어 디자인 할 수 있다. 

주차된 후 차의 상부에 계획된다는 측면에서 난간이나 

유리벽을 설치하여 이물질이 떨어지거나 낙상을 하는 등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림6. 필로티 하부공간 입면 계획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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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필로티 하부공간 3D 모델 예시안 

3.3 제도적 개선방향

필로티 형식으로 시공된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필로

티 상부 1층에서 결로 및 곰팡이가 생기거나, 난방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 중 주

차장 천정단열은 의무이나 기둥, 보, 하리 등에는 강제조

항이 없어 단열을 생략하거나 성능이 저하된 것을 사용

하기 때문이다. 만약, 본 계획안과 같이 주차장 상부에 

커뮤니티 공간 또는 소규모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단열의 

의무조항도 강화된다면, 필로티 상부층의 단열효과도 증

대와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주거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층고 제한 등의 이유로 1층을 포함한 필로티의 

층고는 평균 4m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커뮤니

티 및 공용공간(서비스공간)이 부족한 다세대, 다가구 밀

집지역의 경우 필로티 하부를 주차+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 계획안과 같이 중층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최소 층고가 5m이상 되어야 하는

데 이 경우 전체 층고를 완화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 조사 및 거주자 면접조사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필로티 하부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계획

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각 가구당 30m2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7~9세대가 함

께 거주하는 다세대주택들의 경우 1층이 필로티공간으로 

계획된 경우가 다수이다. 저층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놀이 공간 부족, 노인들의 쉼터 부족, 개인공간

의 확보 부족 등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었다. 또한 소형 

독서실, 휴게 공간 등 주민간의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필

요성도 언급되었다. 택배보관함, 물품보관함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용되는 서비스 공간의 부족도 찾아볼 수 있

었다. 또한 필로티 하부공간이 보행자의 범죄, 교통사고 

등의 발현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필로티 하부 주차공간을 보다 긍정적이고 활성

화되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낮 시간대라 해도 

주차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중층 형태의 

직각 삼각뿔 프레임을 걸고, 그 트러스를 중심으로 바닥 

패널을 설치한 후, 주민이 요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프레임을 제작한 후 공간의 구성은 

거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계획,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계획을 위해서는 1층 필로티 공간의 

층고가 5m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하나, 전체 건축물의 최

고높이를 완화하는 제도적 대안이 마련된다면 가능하리

라 사료된다. 

더불어 9시 이후부터 저녁 6시 이전 주차공간이 남고, 

아이들의 놀이 공간 및 노인휴게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을 감안한다면, 시간대를 구분하여 필로티 전체 공간(주

차구획이 된 공간 포함) 또는 2~3면(약 5~7.5m X 5m)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방향도 함께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반지하층이 계획되지 않은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일부 

레벨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소규모로 분양되고 있는 다세대, 연립주택들은 공동주

택과 달리 모듈화 되어 있지 않고, 필로티 하부 공간 또

한 규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적정 크기의 모듈 프레임과 

패널 제작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서비스 및 커뮤니티 공간이 규정되지 않아, 경제성이 가

장 고려되는 주택 유형에 이 같은 공간을 권장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노후화된 도심 저층주거지의 거주자 또한 

주거환경과 질(qual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커

뮤니티공간에 대한 요구(needs)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비

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연구에

서 제안된 필로티 공간의 활용은 도심의 소블록 단위 주

거지 재생을 위해 유의미하다. 향후 실제 대상지에서 테

스트베드를 통해 모듈프레임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통

해 주민들의 활용도를 살펴본 후 현실적 적용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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