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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suggestion of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neighborhood regeneration of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block, and classified 
types of piloti space of multiplex housing. It is to find a way to utilize piloti space in the future. For this suggestion, first, previous study and 
regulation related to the plan of piloti space were reviewed. Second, improvement points were obtained through the interview with residents 
after selecting the site. Third, types of piloti space were clas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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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의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

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후 저층주거지의 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개선책이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린재생을 위한 노후주거지 개선방향 제안

의 일환으로 다세대주택의 필로티 하부공간을 유형화하

였다. 이는 향후 필로티 하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1980-90년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

정으로 인해 확산되었던 저층주거지의 다세대주택·연립

주택 밀집지를 대상으로 필로티 하부공간의 활용 형태, 

계획 유형 등을 조사하였으며, 거주자 면담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먼저, 필로티 하부공간 계획과 관련된 

주택 유형별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와의 차별

성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관련 현행 제도를 정

리함으로써 제도적 한계점을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수 있었다. 더불어 연구대상지로 선정된 저층주거지 블록

은,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동일하고, 건축물의 개발시기 

및 거주자 현황이 유사하여, 연구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

단된 지역이다.  

 *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공학박사
**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부생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rchitecture, Soongsil 
University, iwswswi@naver.com)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2015-2018)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수행

된 연구결과의 일부임.(NRF-2015R1A1A3A04001377) 

2. 국내 필로티 하부공간계획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필로티 하부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으며, 특히 이중에서도 주택유형(저층주

택, 아파트, 기타)에 따른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필로티 

공간 활용 방안 등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분 저자명(년도) 주요내용

저
층
주
택

박찬석,이재훈 
(2002.10)

필로티 하부의 공간 이용 사례와 방안

허보형 
(2005.02)

집합주택단지 공용시설에 관한 연구와 저층부 
계획방향

조수연 
(2006.02)

해외, 국내의 공동주택 필로티 디자인 분석

김은희 
(2009.02)

현대 집합주택의 내부가로 유형의 특성

아
파
트

김경희 
(1995.08)

아파트 1층부 위치적 역할을 통한 이용방안

이 홍
(2002.12)

주거동 저층부의 설계어휘, 개선방향

조영태 
(2003.08)

필로티공간의 물리적 계획요소와 거주만족도 분
석

정훈
(2004.08)

휴게공간 필로티하부 의부적합성과 보완방안

신연섭 
(2006.02)

합리적인 시설기준의 근거, 방향

이기석 
(2016.02)

관찰 및 실측조사, 공간 구문론, 평균이용자수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

기
타

류경우 
(2002.02)

이용실태를 파악, 물리적인 제반요소들을 분석

이종준 
(2004)

오피스 건축의 건물과 가로의 잘못된 구분에 한
계 탐구

이소연 
(2012.02)

필로티형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가로환경이 보
행자의 체감위험에 미치는 영향

이희재,황희준
(2015.07)

낙원상가 사례를 통해 본 도심 속 필로티 공간
의 의미와 역할

표1. 선행논문 연구 (주택유형)

2017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7권 제1호(통권 제67집) 2017.4.2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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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관련 제도의 한계

필로티 하부공간 활용을 위해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았

다. 특히 필로티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필로티 공

간’, ‘주차공간’, ‘안전’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이

외에도 대상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찾아볼 수 있었

다.  검토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필로티하부공간

이 주로 주차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 주차의 대수 

및 규격에 의한 계획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분
법령

주요내용법령문

(시행)
조문

필

로

티

공

간

공동주택

관리법

(16.8.12.)

제5장 

35조

- 리모델링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수선

  하는 행위를 하려면 신고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17.1.10)

제5장 

35조 

-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가능 

-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

주택법

(17.6.3)

제4장

66조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필요

주

차

주차장법 

시행규칙

(16.12.30)

제3조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경형 너비 : 1.7m 이상 

       길이 : 4.5m 이상

- 일반형 너비 : 2.0m 이상 

         길이 : 6.0m 이상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

- 너비 : 2.0m 이상    

- 길이 : 5.0m 이상 

제11조

- 차로의 너비 : 2.5m 이상

-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평행

  주차로의 너비 : 3.0m 이상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7.1.5)

제20조
- 주차대수 세대 당 0.8대 이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안

전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16.7.20)

제1장

4조

-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물

  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필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7.1.8)

제3장

11조

-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필요

기

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16.1.7)

제6조

-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

  적 지원 가능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16.9.29)

제2장 

13조 

- 역사도시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

  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가능

표2. 현행 법규검토

4. 필로티 하부공간 활용 현황 분석

4.1 현황분석 및 대상지 조사

대상지인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지어진 저층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

되어 있다. 저층 집합주택들은‘빌라’라고 불리어지며, 

3M 이내 보차혼용 가로는 각 빌라의 필로티 하부와 연결

되어 조성되어 있다. 

분 내    용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210번지 일대

블록규모 1,490.90 ㎡

지역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54-236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서울한양

도성)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과밀억제권역 <수도

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2016-04-04) <학교보건법>, 상

대정화구역 (대신중·고등학교) <학교보건법>, 상대정화구

역 (독립문초등학교) <학교보건법>

특    징 주변도로 2,550 mm / 고저차 700mm

특이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관련도면 및 사진

배치도 가로 입면

표3. 대상지역 현황조사 (대상 건축물 포함된 지역, 블럭조사)

필로티 하부공간은 주로 주차장과 각 세대로의 진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치안과 안전문제, 저층주거지 

슬럼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었다. 필로티 하부를 

새롭게 개선하면서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층집

합주택과 인접한 가로의 다양한 필로티 하부를 조사하였

다. 인접지역에 위치한 대상(사례)을 선정함으로써, 필로

티 하부공간의 활용을 조사함에 있어, 필로티의 형태 외 

위치, 도로와 접하는 면, 주거비용, 세대규모 등 비교적 

다른 조건이 유사한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림1. 대상지역 가로 환경 (2017.01, 저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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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지는 대표적인 필로티 형태를 지닌 연립주택

들로 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지

하세대(즉 필로티 하부 2세대)를 포함하지 않으면 모두 4

층 규모, 8세대이며, 세대별 전용 면적은 60m2 미만이다. 

준공년도 역시 2000~2002년으로 유사한 시기에 완공되었

으며, 입면의 형태와 가로변에 면한 접점부도 유사하여, 

비교연구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되었다. 구체적인 현

장조사 및 거주자 인터뷰, 실측조사가 이루어졌다.

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사 례 명 유림아트빌 무악아트빌 칠갑산빌라

위    치
종로구 행촌동 

사직로 1라길16

종로구 행촌동 

사직로 1마길11

종로구 행촌동 

사직로 1라길24

대지면적 183.80 ㎡ 175.00 ㎡ 192.21 ㎡

건축면적 134.53 ㎡ 122.34 ㎡ 134.50 ㎡

연면

적

지상 518.44 ㎡ 489.36 ㎡ 621.36 ㎡

지하 240.52 ㎡ 200.64 ㎡ 0 ㎡

규    모

지상4층,지하1

층, 지하2층

(필로티하부)

지상4층,지하1

층,지하2층

(필로티하부)

지상4층,지하1

층(필로티하부)

준공년도 2002.08.31 2000.08.08 2000.04.01 

세 대 수 10 세대.호 10 세대.호 8 세대.호

전용

면적

B01~4

01호
59.89 ㎡

55.77 ㎡

59.49 ㎡ (B01 

제외)

B02~4

02호
59.85 ㎡

59.76 ㎡ (B02 

제외)

주차대수

6대 (101.04㎡)

<세대 당 

0.6대>

5대 (67.50 ㎡)

<세대 당 

0.5대>

5대 (86.76 ㎡)

<세대 당 

0.625대>

특이사항

평일 오후에도 

주차된 차량이 

많다. 층고의 

높이가 최소 

2.3m로 낮다. 

330mm 경사진 

구조이다.

필로티의 구조

가 세로로 길어 

가장 안쪽은 빛

이 들지 않는

다. 주차 공간 

외 여유 공간이 

있다.

음식물 쓰레기

와 일반쓰레기

들 주차장 한편

에 그대로 방치

되어 있다.

표4. 건축물 관련 현황조사 (대상 건축물 조사) 

4.2 거주자 면담조사

거주자 방문 인터뷰를 통해 불편사항과 필로티 하부 

공간의 요구도 조사하였다. 2017년 1월 1주일동안 평일 

과 주말 시간대를 달리하여 방문하였으며, 유효하게 정리

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주자의 주된 불편사항은 ‘택배 수령 불편’, ‘가로

의 조도 불균형’, ‘편의시설 부족’, ‘커뮤니티 공간 

부족’, ‘주민 간 소통 부재’등이 있었고, 주요하게 언

급된 필로티 하부 공간의 요구로는 ‘택배 수령 공간’, 

‘문화 공간’, ‘쓰레기 처리 공간’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필로티 하부공간의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

었다. 

면담대상자 불편 사항
필로티 하부 공간

요구도 조사

무악아트빌

101호(80대)

·택배 수령 불편

·가로의 조도 불균형

·택배 수령 공간

·가로의 조도 균형

무악아트빌

202호(20대)
·주변 편의시설 부족 ·문화 공간

무악아트빌

B01호(10대)

·커뮤니티 시설 부족

·주민 간 소통 부재

·가로의 조도 불균형

·쓰레기 처리 공간

·정화 공간

·문화 공간

칠갑산빌라

102호(70대)

·택배 수령 불편

·주민 간 소통 부재

·택배 수령 공간

·쓰레기 처리 공간

※ 본 거주자 인터뷰는 2017년 1월 13일(금), 14일(토), 20일

(금), 21일(토), 오전시간(오전 10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 이후) 

방문하여, 심층면담조사에 8가구 중 유효한 답변 내용을 중심

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표5. 주요 인터뷰 내용

4.3 필로티 유형별 실측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필로티 하부공간은 구조에 따른 주차

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필로티가 가로를 따라 

길게 계획된 일렬주차 형식의 기둥식 구조. 둘째, 필로티

가 가로에 면해, 수직으로 계획되어, 이중주차가 가능한 

기둥식 구조. 마지막으로 필로티 하부공간을 벽식구조로 

계획하여 소규모 공간으로 나눈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별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3개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6]과 같다. 

그림2. 다이어그램(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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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형1 : 일렬주차, 기둥식 구조 유형2 : 이중주차, 기둥식 구조 유형3 : 일렬주차, 벽식 구조

사례명 유림아트빌 무악아트빌 칠갑산빌라

현  황

사  진

    

필로티

하  부

평면도

입단

면도

표6. 대상지 관련 필로티 하부 및 도면 (대상 건축물 조사)

5. 결론

본 연구는 필로티 하부 공간 디자인을 위해서 대표적

인 필로티 하부의 유형을 나누었다. 이를 통하여 천차만

별적인 필로티 하부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유형에 맞추어 필로티하부 공간 디자인을 모듈로써의 가

능성을 열어주었다. 각 유형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황조사 및 도면을 작성하였고. 거주민의 불편사항과 요

구도 조사를 통해 필로티하부의 공간의 고려사항과 프로

그램을 모색할 수 있었다.

다만,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대상 사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주자와의 면담이 불가하여 전체 의견을 취

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필로티 하부공간의 경우 

개별 건축물 별로 환경적 요인과 대지의 특성에 따라 높

이와 너비 등에서 차이가 있어, 규격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의 

필로티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한 기초연구로서 유의미하다. 향후 이를 토대로 필로티 

하부공간의 유형별 개선방향 및 프로그램 적용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근린재생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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