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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모듈러 지원주택 계획 연구

- 광명 3동 광이로 일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sign Direction of the Prefab Affordable Hous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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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social housing and incubating module planning for the urban regeneration in the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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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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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

한 보조금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 경제, 문화적 재생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 및 물리적 재생 측면은 해

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정책에 대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형

태와 유형은 다소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H공사, L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새

롭게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 모듈러 주택의 활용가능성

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지

원주택으로서 가능성을 계획적 측면에서 제안코자 했다.

 * 숭실대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 숭실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부생 (동일공헌)

(Corresponding author : Hae-Yeon Yoo, School of 
Architecture,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ck-Gu, 
Seoul, 06978, South Korea. E-mail: zenism@ssu.ac.kr)
본 논문은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대회(2019) 발표 논문을 확장, 

보완하여 정리하였으며,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황종대센터장

의 자문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는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

과의 일부입니다. 과제번호: NRF-2018R1D1A1B07050494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듈러 지원주택 계획안을 

제안함으로써, 인근 지역과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 선행연구, 국내 사례연구를 비롯

한 현장답사 및 현황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지의 전문가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

해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첫째, 국내 모듈러 주택의 발전 현황과 관

련 법규를 분석하였으며, 둘째, 국내 모듈러 임대주택 사

례를 분석하여, 기본이 될 수 있는 모듈의 단위세대 규모

와 유형을 정리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지인 광명시의 현

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고, 특히 광명시 내의 해당 대상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넷째, 기본 모듈과 특징을 반

영한 계획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사점 및 모듈

러 임대주택의 공급 및 확산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광명 3동 내, 뉴타운 개발지역을 남북으

로 연계시키는 '광명 음악사'부터 '광명 초등학교'까지의 

광이로 250m구간이다. 광이로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 지

역으로, 뉴타운 개발지역 사이에 위치한 광이로 인접지역

은 사회적, 정책적 요소를 통계청, 광명시 정책 포털, 광

명시청의 자료를 통해 연구 대상지로 논의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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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uthor
A Study on Construction Condition of 
Modular System by Structural Analysis of 
Construction Stage

Jo, M. j.; Kim, J. 
S.; Yu, S. Y.; 
Choi, K. B.

A Study on the Quality Improvement 
Strategies of Design through Analyzing the 
Domestic Modular Housing Cases

Jun, Y. H.; Kim, 
K. T.; Lee, Y. 

Marketing Strategy and Influential Factors 
based on the Attributes of Unit Modular 
System

Kim, D. M.; Lee, 
J. S.; Kim, J. H.; 
Kim, J. J.

Proposal of Design Criteria for Modular 
Housing's Standization

Lim, S. H.

A Proposal for Optimizing Unit Modular 
System Process to Improve Efficiency in 
Off-site Manufacture, Transportation and 
On-site Installation

Lee, K. B.; Kim, 
K. R.; Shin, D. 
W.; Cha, H. S.

Lateral-resisting Structural Systems for Tall 
Modular Buildings

Lee, C. H.; 
Chung, K. 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Modular 
Construction for Residential Facilities

Kim, J. H.; Park, 
I. M.

Development of Bill of Service Framework 
for Modular Housing Cnostruction

Hwang, J. S.; 
Choi, S. H.; Lee, 
J. S.; Kim, Y. S.

Table 2. Previous studies

Title Certification criteria

Structural safety
KBC2009-Architectural Structural 
Standard Normal, Medium, and Special 
Moment Frames

Fire Resistance and 
Fire Protection 

Beam & Column – 3 Hours, 
Slab - 2 Hours

Ventilation Opening Area: 1/20 or more of living 
room floor area

Thermal 
Environ
ment

Insulation
Suitable for the heat loss prevention 
standard (Article 21 of the Rules on 
the Building's Facility Standards Lamps)

Prevention 
of 
Condensati
on

Ratio of surface temperature and indoor 
and outdoor temperature difference of 
0.20 or less in the joint.

S o u n d 
Environ
ment 

Bou nd a r y 
wall

Wall Sound Insulation Structure 
Recognition and Management Criteria 
Class 3 or higher

inter-floor 
noise

Lightweight, heavy-weighted sound 
grade 4

Table 1. Legal certification

(Source : A new house in the city modular, 2019)
2. 한국의 모듈러 임대주택

2.1 한국 모듈러 임대주택의 발전

한국의 모듈러 건축은 건설업의 인건비 상승과 건설

인력감소로 인해 새로운 공사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다(Lee & Chung, 2016). 기존 현장중

심의 공법보다 고품질, 품질안정성, 경량화 및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모듈러 건축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Kim & Park, 
2013). 모듈러 건축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이미 다

양한 건축물의 형태로 적용되어 왔으며, 시장이 형성되

어 있다. 

국내에서는 2003년 신기초등학교 증축공사를 시작으로 

군사시설, 학교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다방면으로 확대하

여 발전하고 있다(Kim et al., 2014). 이후 2009년 개정주

택법에서 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이 법정 용어로 규정되

면서 모듈러 건축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2010년 도시형생활주택을 조립식공법으로 건설 할 수 있

다는 방침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택공급 및 시장 창출을 위한 해결책으로 저층 

공동주택 위주의 조립식주택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주택

종합계획, 2012).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 대학생기숙사 등의 

시장규모를 키워 2020년에는 약 1조 1600억 원, 2022년 2

조 4188억 원의 시장으로 발전할 전망으로 보고 있다(국

가건축정책위원회, 2019).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국내최초로 중·고층모듈러 건축인 ‘13층 이상의 모듈

러건축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한국건설

기술연구원, 2019). 그러나 국내에서는 모듈러건축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인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편화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2.2 한국 모듈러 임대주택의 정책 및 제도

주택법에 따르면 모듈러주택은 공업화 주택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는 주요 구조부분 또는 일부, 주거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 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 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관련된 법령은 주택법,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칙, 공업화 주택 인정업무 처리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

에서 계획, 구조, 시공, 환경 분야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

에 관련되어 있다. 이 법령들은 모듈러주택에 대한 직접

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설계, 시공, 발주, 입주 시에 관련

되는 부분이다. 다음은 공업화 주택 성능 인정 항목 및 

기준이다(SH서울주택도시공사, 2019).

이 외에도 모듈의 구조는 라멘조 또는 인필방식을, 모

듈의 재질은 철골조를, 수평계획모듈은 900mm모듈을, 층

수, 유닛의 크기, 유닛의 크기에 따른 운반차량 및 운행 

등 관계법령 등등에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정해진 사항들

이 있다(SH서울주택도시공사, 2015; Jun & Kim & Lee, 
2015).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된 연구 동향은 모듈러 건축의 설계, 시공 

등에 대한 연구(Jo, 2015 & Jun, 2015), 공법의 특성과 기

준에 대한 제안(Kim, 2014 & Lim, 2017), 공정관리 등에 

대한 연구(Lee, 2011), 구조시스템에 대한 연구(Lee, 2016), 
주거시설로써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Kim, 2013; Hwang, 
2014)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SOC(사회간접자

본)시설, 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지역커뮤니티 시

설과 연계한 임대주택(지불 가능한 주택)에 대한 사례 연

구 및 정책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

구를 통해, 도시재생에 있어 모듈러 건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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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
oyer User Period

(Year) Project name Unit(mm)

Public

Youth
(Univ.) 1~2

Gongneung-dong 
public   lodging 2,236*6,140

Cheonyeon-dong 
University   

Rental housing
2,500*3,200

Youth + 
General 1~2 Gayang-dong 

Lipoom

3,300*7,900
(1 person)

6,600*7,900
(2 person)

The 
aged 

housing

More 
than 1 
Year 

Deteriorated 
Housing in   
Sejong City

-

Comp
any

Workers 1~2 Cheongdam Muto 3,300*6,600

General 1~2 Doowon public 
housing -

Visitor Below 1 
month 

Pyeongchang 
Winter Olympics  

 Media Residence
3,320*7,000

Table 3. Check list of unit module

Division
Cheonyeon-dong
University Rental

Housing
Gayang-dong

lipoom
Gongneung-dong
public lodging

Cheongdam
Muto

PyeongChang   Winter 
Olympics

Media   Residence

Images

Use Rental housing Rental housing Public dormitory Rental housing Olympics dormitory
Total Floor 

area
/Building area

(sqm)

340.7/
290.08

2,068.12/
371.65

821.52/
258.24

512/
193.07

10,305.5/
2,749.16

Floors 4F + B1F 4F/ 6F 
+ B1F 4F 4F 4F

Number of 
modules

(households)
21 + 6 30 43 18 300

Module size
(mm) 3,200*2,500 3,300*7,900(1)

6,600*7,900(2)
2,236*6,140
(2 person ) 3,300*6,600 3,320*7,000

Module area
(sqm)

20(2 person)
16.5(1 person)

16.05(1 person)
34.47(2 person ) 22.61(2 person ) 36 23.14

Characteristic
- Parking Lot(B1)
- Unable to 
removing and 
reassemble

- Public Parking 
Lot(B1) 
- Unable to removing 
and reassemble
- 1F Common Facility

- 1F _ piloti
- Unable to removing 
and reassemble
- Securing handicapped 
rooms

- 1F _ piloti
- Unable to 
removing and 
reassemble

- Using steel frame
- RB
- divide into three 
buildings

Table 4. Case study

3. 모듈러 주택을 위한 기준과 단위세대 규모

최근 국내에서는 모듈러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한 경우, 개인 또는 회사에서 

건설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모듈러 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용자 분석결과, 모듈러 주택의 사용자들은 대부분 청

년과 노인으로 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일반인, 직장

인 기숙사, 올림픽 선수 기숙사 등의 주 사용자를 특정화한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거주기간은 1~2년 이하였으며 단위

세대의 크기는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이 중 모듈의 크기 및 

특징이 뚜렷한 사례를 중심으로 계획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5가지의 건물을 세분화하여 면적, 크기 등을 비

롯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건물의 대상지 특징과 제도

에 따라,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부

분의 건물은 4층 정도의 규모, 필요시 지하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모듈의 개수는 적게는 18개, 많게는 43개로 계획되었

다. 특히 올림픽에 사용되었던 평창 미디어 레지던스의 

경우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기에 300개의 모듈이 사

용되었다. 이처럼 용도와 목적에 맞게 모듈의 수는 적정

히 조정되었다. 모듈 크기는 대부분 도로상황과 적재이동

시에 적합한 7,000*3,000mm가 다수였으며, 2인실 또는 1

인실로 나타났다. 2인실 이상에서는 화장실과 욕실은 공

동으로 사용하고 침실만 개인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타

났다. 임대주택의 경우 1층 필로티하부 공간과 지하 1층

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주차장은 시간대에 

따라 공공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

다. 또한 모든 건물은 적층형으로 시공되었는데, 대부분 

한번 설치하면 이축 및 재축이 힘든 구조로 되어 있었다.

임시거주의 기능이 큰 미디어 레지던스의 경우 향후 

이전하여, 군장교 숙소로 사용될 목적으로 설치하였기에 

RB(Re-locatable Builidngs)공법을 선택하였는데, 기존 사례

들과 달리 다른 곳에 이동설치가 가능하였다. 
기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활용

할 모듈러의 단위모듈을 정하였다. 대상지의 특징과 여건

을 고려해 보았을 때 총 층수는 필로티 제외 5층으로 계획

될 예정이며, 인큐베이팅 후 모듈을 이동 할 수 있도록 계

획하고자 했다. 이는 광명시 도시재생센터의 전문가 의견

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이를 위해 구조체는 철골구조로 선

정하며 부분적으로 이동 가능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인필(Infill)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도로 여건과 교차로 회전 등 운반상황에 맞추어 하나의 모

듈크기를 6,000*3,000mm의 규격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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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스트베드를 위한 대지분석

4.1 대지현황 및 분석

최근 광명시는 광명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체계 구

축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구시가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도시의 균형

발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까지 

철산동 및 광명동 중심으로 ‘광명뉴타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 범위는 그림 1 과 같이 총 11개 구역이

며 일부구역을 제외한 광명1R에서부터 16R구역까지이다. 

지역은 2010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대부분 2016년 이

후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진행중이며, 예외적으로 9R, 
11R, 12R구역의 경우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광

명뉴타운사업, 2019). 이와 함께 광명뉴타운 사업을 진행

함과 동시에 뉴타운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2018년 이후 

도시재생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광명시에서는 뉴타운사

업 및 도시재생을 진행하며 이에 따른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통 인프라 확충방안과 주

민편의시설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광명시에서는 광명6R, 19C구역을 기점으로 남

북으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어 추후 교통에 대한 문제와, 

광명사거리 주간선도로인 오리로와 광명로의 상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2 에서처럼 광이로 확장공사를 2019

년부터 진행하려한다(광명시 정책포털, 2017). 하지만 광

명6R, 19C구역일대는 뉴타운 해제구역이며 동시에 도시

재생 진행지역이기에 인근에 단독, 다세대주택이 노후화

되었으며 밀집되어 있어 교통 및 가로경관상 비교적 열

악한 환경이다.

Figure 1. Urban regeneration area and new-town area

(Source : Gwangmyeong city policy portal, 2018)
 

Title Gwangmyeong-si Gwangmyeong – 3 dong
Households 128,308 4,735
Population 326,425 10,050
Youth 
population 72,334 (19%) 2,101 (20.9%)

Senior 
(Over 65) 40,028 (12%) 1,858 (18%)

Foreigner 6,276 1,116 (17.8%)
One’s family 38,043 (29.65%) 2,042 (43.13%)
Two families 28,266 (22.03%) 1,122 (23.7%)
Over Three 
families 66,309 1,571

Table 5. Analysis of population

(Source : Gwangmyeong city hall population data, 2019)

 

또한 증가하는 노인 비율과 함께 청년들의 타 지역으

로의 전출 또한 문제이다. 광명시 내에는 대학이 없으며, 

20세~34세의 청년들의 비율은 서울 23.5%, 경기 21.3%에 

비해 광명시 19%, 광명3동 20.9%로 수도권 평균보다 낮

은 수치를 보인다(광명시, 2019). 광명시의 청년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74,286명, 2018년 

73,987명, 2019년 72,334명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이 매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광명시, 2019). 현재 광명시 

광명 3동의 노인 비율은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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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을 가지고 있다. (광명시, 2019). 노인 증가 비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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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추세이다. (광명시, 2019). 

따라서 지역 내 감소하는 청년 인구와 증가하는 노인 

인구가 밀집된 노후주거지에 공급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모듈을 제안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노후

주거지와 뉴타운 개발지역을 연계하는 중앙 도로로 상징

성과 함께 인근 지역으로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4.2 연구대상지 기초조사

연구 대상지는 광명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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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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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

역이며, 광명3동 활성화지역, 광명6R, 19C 주택재개발지

역 포함된 재정비 촉진지구이다. 광명3동의 인구분포는 

광명시 전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청년층의 비율이 수도

권 평균보다는 낮았으나 광명시 평균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광명시 

평균보다 높은 18%의 수치로 나타났다.

낮은 청년 인구와 높은 노인 비율로 인해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상황을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대상지 

인근에는 광명패션거리, 광명가구거리, 광명전통시장 등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교통으로는 7호선 광

명사거리역과 광명시청에서 온수까지 이어지는 왕복 5차

선의 오리로에 맞물려 있다. 따라서 광명 3동은 광명시 

내에서도 상권을 통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상황 이였

으며, 광명시의 경제활동 및 교통의 요충지로 작용하는 

지역이다(광명시 감사결과, 2018). 

Figure 2. Gwangmyeong road expansion section 

(Source : Gwangmyeong city policy port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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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ite situation 

연구 해당 대상지는 폭 14m, 길이 249.5m로 총 대지면

적 3517.3㎡의 평지지형이다. 기존 대지의 건물은 2~3층 

규모의 근린 생활 시설이며, 저층부에는 음식점 및 학원

이 주를 이룬다. 건물은 노후화비율은 높았으며, 대부분 

벽돌과 타일로 이루어진 입면을 가진다. 대상지의 서쪽에

는 왕복2차선의 폭7m도로가 위치

해 있으며, 북쪽부분은 일부 어린

이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도로 

폭 낭비로 인해 실질적으로 왕복 

차로의 사용은 힘든 실정이다. 

대상지의 북쪽에는 초등학교 

정문과 맞닿는 배치로 인해 어린

이보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지 인근 좌·우에 위치

한 주거지역은 대부분 2~3층으로 

구성되어있어 계획 시에 일조 및 

조망에 대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모듈러 지원주택 및 SOC 시설제안 

5.1 프로그램 구성

사전 조사를 통해 연구 대상지에 계획된 건축물의 프

로그램은 지원주택이 주를 이룬다. 유출되는 청년층을 보

존, 새로운 청년층의 유입, 노인인구비율에 따른 변화. 시

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기존임대주택 내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50% 이상을 지원

주택으로 계획하였다. 지역일대의 노후화된 건물상황과 

노인중심의 SOC 및 주거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책으로써 청년2)과 노인3)이 돕는 형태로 노인-청년이 

결합되는 새로운 형태를 제안한다. 주거비율에 있어서 노

인과 청년에 동일한 비율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주거의 

범위는 LH 주거복지사업 중 청년전세임대 및 경기도시공

사 주거복지사업 중 경기행복주택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

거취약계층인 청년층과 노인층으로 한정하였다.

기존 지원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공급되는 사례를 보았

을 때 1층 또는 지하1층까지 건물의 약 20~30% 내외로 

다양한 공공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경우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자리창출, LH 희망상가, 경기도시공사의 주

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 등의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시설

의 25%는 사무소나 청년 작업 공간 등 인큐베이팅 모듈

을 구성할 수 있는 시설로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의 특성

을 고려하여 전통시장의 사례처럼 거리를 형성할 지역특

화,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및 복지센터 등 프로그램 그

리고 부대시설로 주차장과 설비 공간 등을 구성하여 약 

25%로 계획하였다.

2)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 

생*, 만 19세~39세(LH 주택도시공사 청년 입주가격 기준),

3) 만65세 이상의 해당 시 거주자(경기도시공사 입주가격 기준)

Facility Ratio(%) Characteristics
Rental housing

(Support housing) 50
25 For youth
25 For senior

Office facility 25
5 Office
5 Meeting room
15 Studio

Culture facility 20 20 Café, Art center etc.
Welfare facility 5 5 For senior

Regional 
specialization - Distance formation

Service facility Extra 10% Parking, facility

Table 6. Program plan

5.2 계획안 제안

앞선 프로그램의 구성비를 토대로 대안을 작성하였다. 

제도적 기준을 고려하여 1,760.5 ~ 2,103.4㎡의 건축면적

으로 계획되었다. 도로가 추가 확장된 후에도 활용가능성

을 타진하기 위해 가설 건축물(임시건축물)이 아닌 지속

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듈러 건축물로 제안하였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적정 건폐율(법정 60% 이

하)을 적용하였으며, 용적률 또한 213~241%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건물은 1층에 지층에서 5m 높이의 필로티로 계획

하였는데, 이는 향후 도로 신설 후에도 저층부 활용의 다

양성을 고려한 것이다. 

Title ALT1 ALT2 ALT3 ALT4 ALT5
Site area(㎡) 3,517.3 3,517.3 3,517.3 3,517.3 3,517.3

Building 
area(㎡) 1760.5 2050.3 2103.4 1855.6 1917.2

Building 
coverage(%) 50.0 58.3 59.8 52.7 54.5

Total floor 
area 8152.6 8293.2 8493.2 7518.2 7857.9

Floor area 
ratio(%) 231.8 235.8 241.5 213.7 223.4

Floor(ground) 5 5 5 5 5
Parking(Lots) 60 60 60 60 60

Structure Steel 
frame

Steel 
frame

Steel 
frame

Steel 
frame

Steel 
frame

Table 7. Synopsis

총 주차대수는 60대이며, 추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위해 개별 모듈이 이동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인필

(Infill)방식을 채택하였다. 구조는 기본적으로 철골조를 이

용하였으며, 코어 등 부분적으로 SC(철근콘크리트)구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대안별로 1/300 규모의 모형을 제작해보았으며, 

3D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형태 구성을 검토한 결과이다. 

Figure 4. Stud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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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ALT1 ALT2 ALT3 ALT4 ALT5

Residence – A Residence – B Residence – C Separate type Composite type

Site Plan

Floor Plan

Section
Diagram

Modeling

Table 8. Design alternatives

5.3 주거모듈계획

지원주거를 위한 모듈(단위세대)계획은 사례조사를 통

해 대표적인 3가지 대안으로 도출하였으며, 청년 및 노인

의 1인 주거를 위한 모듈로 재계획하여 Alt 1 ~ 3까지 적

용하였다. 첫째, A타입은 3.0m * 6.0m의 크기로 주방, 화

장실, 욕실이 모두 포함되어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거주공간으로 계획되었다. 둘째, B타입은 기존 모듈과 같

은 3.0m * 6.0m이며, 화장실과 욕실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부엌을 공용으로 사용하여 모듈실내공간을 더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끝으로, C타입은 가장 작

은 3.0m * 3.0m의 크기로 침실만으로 구성된 형태이다. 

공용 화장실, 공용 욕실, 공용 부엌 등 침실 외 주요 공

간을 공유하는 주택 유형이다. 현재 Alt 4(분동형), Alt 5

(복합형)에는 원룸형태인 주거 A타입을 적용하였으나, 추

후 계획단계에서 공유주택형태인 B 또는 C타입으로도 계

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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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ALT1 ALT2 ALT3 ALT4 ALT5

Residence – A Residence – B Residence – C Separate type Composite type

Rental 
housing

Youth 60
(18.0㎡ by module)

96
(18.0㎡ by module)

100
(9.0㎡ by module)

72
(18.0㎡ by module)

64
(18.0㎡ by module)

Senior
General 40 64 68 48 44

Office facility 50 80 84 60 54
Culture facility 40 64 67 48 42
Welfare facility 10 16 17 10 12

Ground 
Parking(Lots) 60 60 60 60 60

Planning 
characteristic

· Parking on ground
· Low-rise cultural   
  facilities
· all house south
· advantage in       
  natural lighting
· Road side         
  - Corridor
· Building side      
  - Module
· Low number of    
  modules
· Various elevations  
  available

· Parking on ground
· School side 
  - Public facilities,
· Building side 
  - Culture facilities
· Some module      
  - Northward
· Two-storied        
  available
· Separation type 
· Various elevations  
 available

· Parking on ground
· Low-rise cultural   
  facilities
· high floor area     
  ratio
· Most module
· Building divided 
· Some module      
  - Northward
· Various elevations  
  available

· Parking on ground
· Low-rise cultural   
  facilities
· lowest floor area
· Building divided
· advantage in       
  natural lighting
· Various elevations  
  available

· Parking on ground
· Low-rise cultural   
  facilities
· all house south
· advantage in       
  natural lighting
· Road side 
  - Corridor
· Building side 
  - Module
· Low number of    
  modules
· Various elevations  
  available

Maximum floor 5th floor 
(excluding piloty)

5th floor 
(excluding piloty)

5th floor 
(excluding piloty)

5th floor 
(excluding piloty)

5th floor 
(excluding piloty)

Table 10. Alternatives' characteristics 

5.4 공간구성

대안별 공간구성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생각한 것은 임

대주택(사회주택)부분이었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주거 구성에 1인 주거를 기준으로 공용공간의 범위에 따

라 3가지의 모듈타입으로 구분하였으며, 상층부는 사생활

보호를 선호하는 청년층, 중층부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노

년층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지의 인구 현황을 고려하여 각 대안별로 세

대수를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또한 도로에서의 접근성과 

거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저층부에는 LH 주

거복지사업 중 희망상가, LH 무지개서비스4), 경기도시공

사의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등의 사업의 범위로 한정하

여 사무용 시설, 문화시설, 복지 시설의 위치, 면적과 규

모를 결정하였다. 주차공간은 기본적으로 60면으로, 층

수는 5층으로 제안하였다. 각각의 대안별로 가능성을 제

시하였으나, 모듈러 건축이기 때문에, 지역의 요구에 따

라 시기별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처음에 Alt 1에만 A타입으로 계획하였으나, 건물 배

치와 상황에 따라 계획단계에서 Alt 4의 배치에서도 A타

입을 활용하여 계획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모듈러의 

특성상 유닛 단위로 이동, 재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5)에, 기본이 되는 주요 유닛모듈이 청년 창업 공간 

등 거점으로 활용되다가 필요 공간에 재배치할 수 있다

는 장점도 있다.

4) 창업시설, 보유시설, 아동센터, 어르신 돌봄사업 등 입주민을 

위해 다양한 해택을 제공하는 LH주거생활 서비스

5) 호주 Hicory사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에서 필요시 유닛모듈만

을 교체하는 사례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행촌공터 등을 설치 후 

해체, 다시 재설치 한 사례가 있어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Title Alt 1
(A type)

Alt 2
(B type)

Alt 3
(C type)

Diagram

Dimension 3.0*6.0m 3.0*6.0m 3.0*3.0m
Area 18.0㎡ 18.0㎡ 9.0㎡

Characteristics One room 
type

Public 
kitchen

Public kitchen, 
Public bathroom, 
Public bathroom

Unit plan

Table 9. Module plan

6. 결    론

본 연구는 감소하는 청년인구와 증가하는 노인인구가 

밀집된 노후주거지의 도시적 상황 속에 공급 가능한 주거 

및 인큐베이팅 모듈 개발을 위해 노후주거지가 밀집된 광

명 3동 광이로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구 대상지는 청년감소 및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 쇠퇴로 인해 도시재생의 필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인근 지역이 뉴타

운 개발지역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경

제적, 물리적 격차를 최소화하고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역의 상황과 특징을 고

려하여 모듈러 지원주택 및 공공 및 상업시설을 계획하였

다. 수직적 조닝을 통하여 최근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소규

모 SOC시설로의 활용과 청년창업공간 등으로의 결합 가능

성 또한 검토해 볼 수 있었다. 



유해연․현선용

42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35 No.11 (Serial No.373) November 2019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지 내 청년 및 노인, 특정 계층

의 지불가능한 임대주택(affordable housing)의 제안이 이

루어졌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과의 

연계, 청년층 유입을 위한 패션 거리로의 발전, 노인층을 

위한 복지시설, 사회간접자본을 활용한 문화적 시설과의 

결합 등을 제안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인구 감

소에 대비한 청년 인큐베이팅을 위한 업무시설로 발전시

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지원주택 외에도 업무시설, 문화시

설, 공공연계시설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적 재생

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

사를 위해서는 추후 지자체와의 협력, 인근 대학과의 연

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듈러 지원주택은 기존의 일반적인 주택과 달리 매우 

구체적인 기술력과 재정적 지원, 제도적 기반이 담보되어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단축, 이동의 용이성, 

미래환경 고려 측면에서 그 잠재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

라, 기술적 제안과 함께 계획안에 대한 정책적 협력방안,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Figure 5. Modular housing and SOC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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