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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social housing and incubating module planning for urban-regeneration of old dwelling. The site of 
this study is Gwange-ro Gwangmyeong 3-dong, where old residential areas are concentrated, and there are problems in the decreasing 
number of young people and the aging population and elderly population. In this study, the necessity of supporting housing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various programs and facilities are proposed, and various alternatives of modular housing are derived. As a result, it 
proposed verification of local regeneration and activation and orientation of social housing and local regeneration programs using modularity 
in the future.

키워드 : 도시재생, 청년시설, 노인시설, 모듈러주택, 인큐베이터

Keywords : Urban-regeneration, Youth Facilities, Senior Facilities, Modular, Incubator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광명시는 광명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체계 구축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허브로 부상하고 있지만, 구시가

지 정비의 필요성과 도시의 균형발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까지 광명동 및 철산동을 중심으

로 광명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범위는 [그림 

1](좌)과 같이 일부구역을 제외한 광명1R에서부터 16R구역

까지 총 11개 구역이다. 사업지역은 2010년 추진위 승인 

이후 대부분 2016년 이후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진행중이

며, 9R, 11R, 12R구역의 경우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광명뉴타운사업, 2019). 이와 함께 광명뉴타운 사

업을 진행하면서 뉴타운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2018년 이

후 도시재생을 진행 중이다. 또한 뉴타운사업 및 도시재생

을 진행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

여 주민편의시설과 교통 인프라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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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명 뉴타운 사업지역(좌), 광명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가운데), 도로 확장구간(우)

Source : 광명시 정책포털 생동감, 2017~2018

따라서 광명시에서는 광명6R, 19C구역을 기점으로 남북

으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어 추후 교통문제와, 광명사거리 

주간선도로인 오리로와 광명로의 상습정체를 해결하기 위

해 그림1(우)에서처럼 광이로 확장공사를 2019년부터 진행

한다(광명시 정책포털, 2017). 하지만 광명6R, 19C구역일대

는 뉴타운 해제구역이며 동시에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지

역이기에 인근에 노후화된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상, 미관상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또한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전출과 함께 증가하는 노

인 비율 또한 문제이다. 광명시 내에는 대학이 없으며, 20

세~34세의 청년들의 비율은 서울 23.5%, 경기 21.3%에 비

해 광명시 19%, 광명3동 20.9%로 수도권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광명시,2019). 광명시의 청년 인구수는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74,286명, 2018년 

73,987명, 2019년 72,334명으로 청년인구의 유출이 매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명시, 2019). 현재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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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상지 현황

광명 3동의 노인비율은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비율 

14.4%(통계청, 2018), 광명시 평균 12% 보다 높은 18%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광명시, 2019). 노인 증가비율도 

2017년 15.7%, 2018년 17.1%, 2019년 18%로 매년 증가하

는 추세이다. (광명시, 2019).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감소하는 청년인구와 증가하

는 노인 인구가 밀집된 노후주거지에 공급할 수 있는 인

큐베이팅 모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지는 노후

주거지와 뉴타운 개발지역을 연계하는 중앙 도로로 상징

성과 함께 인근 지역으로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대상지는 광명3동에 있는 뉴타운 개발지역을 남

북으로 연계시키는 광명음악사부터 광명초등학교까지 광

이로 250m구간으로 정하였다. 광이로 일대는 도시재생 활

성화 지역으로, 뉴타운 개발지역 사이에 위치한 광이로 인

접지역은 사회적, 정책적 요소를 통계청, 광명시 정책포

털, 광명시청의 자료를 통해 연구 대상지로 논의될 수 있

었다. 

연구의 절차는 첫째, 지원주택 모듈을 적용할 대상지 

현황 분석, 둘째,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해 근린재생을 위

한 지원주택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시설의 용도 제안,  

셋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모듈을 활용한 다양한 계획안 

제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끝으로 향후 개별 모듈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 대상지분석 및 프로그램

2.1 대상지 개요 및 특징

연구 대상지는 광명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상

으로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29-8,9,10,14 , 130-11,12 , 

149-11,12 , 155-7,8,9,10,11,12 번지에 속하는 지역이다. 지

구단위 계획으로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이며, 광명3동 활성화지역, 광명6R, 19C 주택재개발지역 

포함된 재정비 촉진지구이다. 광명3동의 인구를 광명시 전

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청년층의 비율이 수도권 평균보다

는 낮았으나 광명시 평균과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다. 그러

나 노인비율은 광명시 평균보다 높은 18%의 수치가 나

구 분 광명시 광명 3동

세대 수 128,308 4,735

인구 수 326,425 10,050

청년층 수 72,334 (19%) 2,101 (20.9%)

65세 이상 노인 40,028 (12%) 1,858 (18%)

외국인 6,276 1,116 (17.8%)

1인 가구 38,043 (29.65%) 2,042 (43.13%)

2인 가구 28,266 (22.03%) 1,122 (23.7%)

3인이상 가구 66,309 1,571

Source : 광명시청 인구자료, 2019

표 1 광명시 및 광명3동 인구현황(단위: 명)

타났다. 낮은 청년인구와 높은 노인비율로 인해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상황을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

상지 인근에는 광명패션거리, 광명가구거리, 광명전통시장 

등 다양한 상권형성이 되어있었으며, 교통편을 보면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광명시청에서 온수까지 이어지는 왕복 5

차선의 오리로에 맞물려 있다. 따라서 광명시 내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상황과 광명시의 경제활동과 교통의 요

충지로 작용하는 지역이다(광명시 감사결과,2018). 

연구 해당 대상지는 폭 14M, 길이 249.5M로 총 대지면

적 3517.3㎡이다. 기존 대지의 건물은 2~3층 규모의 근린 

생활 시설이며, 저층부에는 음식점, 학원이 주를 이룬다. 

건물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대부분 

벽돌과 타일로 이루어진 입면을 가

진다. 대상지의 서쪽에는 왕복2차선

의 폭7M도로가 위치해 있으며,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도로 폭 

낭비로 인해 실질적으로 왕복2차로

의 사용은 불가한 실정이다. 대상지

의 북쪽에는 초등학교 정문과 맞닿

는 배치로 인해 어린이보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지의 

좌·우 주거시설은 대부분 2~3층으

로 구성되어, 후에 일조 및 조망에 

대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계획안 제안

3.1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 대상지의 프로그램 구성은 지원주택이 주를 이

룬다. 유출되는 청년층을 보존, 새로운 청년층의 유입, 노

인인구비율에 따른 변화. 시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

지 선정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50% 이상을 지원주

택으로 계획하였다. 25%는 사무소나 청년 작업 공간 등 

인큐베이팅 모듈을 구성할 수 있는 시설로 제안하였다. 

또 20%는 주민 또는 외부인도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전통시장의 사

례처럼 거리를 형성 할 지역특화, 부대시설로 주차장과 설

비공간 등을 구성하였다.

 

시 설 비율(%) 특 징

임대주택

(지원주택)
50

30 청년임대

10 노인임대

10 일반임대

업무시설 25

5 사무소

5 회의공간

15 작업공간 (스튜디오)

문화시설 20 20 카페, 아트센터 등

복지시설 5 5 노인, 청년시설 등

지역특화 - 거리형성

부대/서비스 Extra 10% 주차장/설비시설

표 2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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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LT1 ALT2 ALT3 ALT4 ALT5

주거 -A 주거 –B 주거 –C 분동형 복합형

배치도

기준층

평면도

단면개념도

모델링

임대

주택

청년
60

(모듈당 22.7㎡)

96

(모듈당 13.2㎡)

100

(모듈당 16.5㎡)

72

(모듈당 22.7㎡)

64

(모듈당 22.7㎡)

노인 20 32 34 24 22

일반 20 32 34 24 22

업무시설 50 80 84 60 54

문화시설 40 64 67 48 42

복지시설 10 16 17 10 12

주차대수 60대 60대 60대 60대 60대

계획적 특징

· 1층 주차방식

· 저층부 문화시설

· 최대 용적률 확보

· 최대 건폐율 확보

· 전 세대 채광,

일조

· 원룸형 모듈

· 시공 용이

· 다양한 입면가능

· 1층 주차방식

· 학교 측 공공시설,

· 주택 측 문화시설

· 일부세대 북서향

· 시설 중 복층가능

· 화장실, 샤워실,-

부엌 분리

· 다양한 입면가능

· 1층 주차방식

· 저층부 문화시설

· 높은 용적률 확보

· 최대 세대 확보

· 분동형 + 저층부

가로형성

· 일부세대 북서향

· 다양한 입면가능

· 1층 주차방식

· 저층부 문화시설

· 가장 낮은 연면적

· 분동형 + 저층부

가로형성

· 전세대 남동향

· 다양한 입면가능

· 1층 주차방식

· 저층부 문화시설

· 전세대 남향

· 채광 일조 Good

· 도로쪽 – 복도

주거쪽 - 주거

· 낮은 모듈 수

· 다양한 입면가능

최대 층수 필로티제외 4층 필로티제외 4층 필로티제외 2-4층 필로티제외 2-4층 필로티제외 2-4층

표 3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구성(단위 :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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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lt 1(주거A) Alt 2(주거B) Alt 3(주거C)

Diagram

방 크기 3.3*6.9m 3.3*5.0m 3.3*4.0m

방 면적 22.7㎡ 16.5㎡ 13.2㎡

특징 원룸형 공용 부엌
공용 부엌(중앙부)

공용 화장실&욕실

기본

유닛

표 4 모듈계획 구성(주거형 A~C)

구분 ALT1 ALT2 ALT3 ALT4 ALT5

대지면적 3517.3 3517.3 3517.3 3517.3 3517.3

건축면적 2095.8 2015.8 2082.5 1938.3 2007

건폐율(%) 59.6 57.3 59.2 55.1 57.1

연면적 8383.2 8063.2 8330 7753.2 8028

용적률(%) 238.3 229.2 236.8 220.4 228.2

층수(지상) 5 5 5 5 5

주차대수(대) 60 60 60 60 60

구조형태 철골조 철골조 철골조 철골조 철골조

표 4 Alt별 건축개요(단위:㎡ )

3.2 대안별 건축개요

법적 기준에 준하여, 각각의 대안은 1,938 ~ 2,095㎡의 

건축면적으로 계획되었다. 도로가 신설된 후에도 활용가능

성을 타진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이 아닌 모듈러건축으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법정 

60% 이하)을 적용하였으며, 용적률 또한 220~ 238%로 경

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건물은 1층에 지층에서 5M 높이의 필로티로 계획하

였는데, 이는 향후 도로신설 후 저층부 활용의 다양성을 

고려한 것이다. 총 주차대수는 60대이며, 추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위해 개별 모듈이 이동한다는 가정하에 구조

는 철골조를 계획하였다.                 

3.3 주거 모듈계획

지원주거를 위한 모듈(단위세대)계획은 3가지로, 대안1 ~ 

3까지 적용하였다. 첫째, A타입은 원룸 형태로 3.3m*6.9m

의 크기이다. A타입에는 주방, 화장실, 욕실이 모두 포함

되어 1~2인 가구를 위한 거주공간으로 계획되었다. 둘째, 

B타입은 기존 모듈보다 작은 3.3m*5.0m이며, 화장실과 욕

실은 포함되어 있으나, 부엌을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끝으로, C타입은 가장 작은 3.3m*4.0m의 크기로 침실만으

로 구성된 형태이다. 공용 화장실, 공용 욕실, 공용 부엌

등 주요 공간을 공유하는 주택유형이다. 현재 대안 4(분동

형), 대안 5(복합형)에는 원룸형태인 주거 A타입이 적용 

되어있으나, 추후에 공유주택형태인 B또는 C타입으로 변

경하여 적용가능하다.

4. 결론

본 연구는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증가하는 노인인구가 밀집

된 노후주거지에 공급 가능한 인큐베이팅 모듈 개발을 위해 

노후주거지가 밀집된 광명 3동 광이로 일대를 대상으로 했다. 

현재 대상지는 청년감소 및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물리적 쇠퇴로 인해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또한 인근지역이 뉴타운 개발을 시작함에 따라 위

계로 인한 격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

한 거점공간으로써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듈러 임대주택(지원주

택) 및 공공 및 상업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이는 민관학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

특성에 따라 전통시장과 패션거리 등 문화적 시설과 결합

할 수 있으며, 청년인구 감소에 대한 청년 인큐베이팅을 

위한 업무시설 및 청년 및 노인임대주택시설을 결합하여 

활용하는데 가치를 갖는다.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지원주

택 외에도 업무시설, 공공연계시설등을 포함하여야 했는

데, 이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 및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대학과의 연계방안 등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듈러 공법을 통해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

한 모듈개발이 시급하며, 개발된 모듈이 지역 내로 확산, 

이식될 수 있는 방안도 후속연구로 지속화 되어야 할 것

이다. 향후 다양한 계획안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정책적 

협력방안은 물론,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통해 지역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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