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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저층 주거지역의 옥외공간을 새롭게 활용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

선하는 설계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층 주거지역에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은 주택공급의 양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했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는 주택 외부공간 및 인접한 다른 

주택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필지단위의 개발로 이어졌으며 이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야기했다. 최근 도시를 관리하는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신축보다는 기

존 주택을 유지 및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기존의 뉴타운 사업이 

점차적으로 백지화됨에 따라 주거환경의 급진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

다. 때문에 기존의 저이용되고 있던 옥외공간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찾고 공

간을 개선하는 방법이 전반적인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유지 공간인 대지 내 옥외공간은 개별 주택

의 내부 공간뿐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인 가로와도 물리적·시각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지 내 옥외공간의 환경개선은 개인의 주거

환경과 더불어 전체 도시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시 중랑구 중화

2동의 주거블록을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여 대지 내 옥외공간의 실제 이용현황

분석 및 주민들의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인 개

선방법을 제안하였다.

  일률적인 법제의 적용 및 사유지를 구분하기 위한 담장 등의 구조물 설치는 

사례 대상지 내에 활용 또는 접근이 어려운 협소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협소한 

옥외 공간들이 주택 사면으로 파편화되면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그 공간들을 

이용하고 접근할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는 녹지에 대한 심리적인 욕구가 있음

에도 사유지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녹공간을 조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지어진 주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지하 주거형태는 채광과 환기,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열악한 물리적 

환경을 보여주었다. 반지하 주거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담장 및 

각종 차폐시설물 등은 대지 내 옥외공간의 활용 효용을 떨어트리는 주범이 되

고 있다. 이 외에도 대상지 블록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에서 공간복

지 차원의 의향을 보였음에도 현재까지는 폐쇄적인 공간이용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목표안을 가진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협소한 대지 내 옥외공간을 개선하여 보다 개방감 있으면서 동시에 사생

활 역시 보호되는 안락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둘째, 주택 내외부에서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녹공간을 제공하였다. 셋째, 폐쇄적이었던 교회의 외부공간

을 개방하여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

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지 내 옥외공간의 단차조정을 통해 사유지의 소유권

을 분리함과 동시에 수직·수평적인 공간 활용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반지하주

거의 용도변경, 옥외공간의 적극적인 녹화를 통해 사유지뿐만 아니라 공공영역

의 환경개선까지 모두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최종 개선안의 내용을 

다른 저층 주거지역에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설계원칙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 필지단위가 아닌 인접한 필지들과 공공공간을 고려하며 도

시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 인터

뷰를 통해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개선안 평가단계까지 참여

시켰다는 점 역시 설계 논문으로서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가 향후 신

축과 보존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진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라본다.

주요어: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외부공간, 대지 내 옥외공간

학번: 2014-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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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관련 선행연구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4년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표1>1)에서와 같이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은 전체 서울시 주택구성 비율에서 46.05%를 차지하면서 주택공급의 양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했다. 하지만 블록단위가 아닌 개별 필지단위로 개발되면서 

주택들의 사이를 구성하는 옥외공간의 환경은 열악한 상태이다. 특히 건축법에

서는 일조확보 등을 위해 주택 사이의 이격공간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현실적

으로는 이러한 이격공간들은 양호한 일조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공간들은 전반적인 주거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최근 도시를 관리하는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신축보다는 기존 주택을 유지 

및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기존의 뉴타운 사업이 점차적으로 백

지화됨에 따라 주거환경의 급진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개별 

필지단위로 신축되고 있는 건축물들 역시 기존의 건축법규를 따르기 때문에 

이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이격공간은 일조 및 통풍과 

같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한 법제상의 목적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

문에 저층 주거지역의 옥외공간2)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반적인 주거

1) 2014년 서울통계연보, p.309.
2)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저층 주거지의 옥외공간’은 건축물을 제외한 3차원적 빈 공간 

전체를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사유지 내 대지 내 옥외공간과 공공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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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건축물을 헐지 않고 기존의 옥외공간을 새롭게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향상

시키는 방법과 블록의 맥락을 고려하며 신축을 통해 보다 양질의 환경을 가진 

새로운 이격공간을 만드는 방법 모두를 모색하고자 한다. 

총계 3,547,725 100%

단독주택
단독주택 167,516 4.72%

다가구주택 1,107,871 31.22%

아파트 1,578,361 44.49%

연립주택 143,370 4.04%

다세대주택 526,172 14.83%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4,435 0.69%

<표1> 2013년 주택 보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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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과거부터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차원에서 저이용되고 있는 공간

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하지만 소유권 문제로 인해 공공이 직간접적

으로 영향력을 미쳐왔던 영역은 대부분 공공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사

유공간에 대한 제도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별 필지의 소

유주가 모두 다른 저층 주거지에서는 재산권 및 여러 소유주들의 의견 조율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제도의 적용과 물리적인 현실화에까지 보다 긴 시간

을 요구하며 이는 사유지에서의 공공의 개입 및 관리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주택은 도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사적공간이다. 그렇기 때

문에 개별 주택이 위치한 옥외공간의 질은 도시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별 주택이 위치한 대지 내 옥외공간

은 주택 내부 환경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인 가로와도 물리적·시각적으로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지 내 옥외공간의 질은 개인의 주거환

경과 더불어 전체 도시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때문에 공공영역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사유지 내에서도 개별 대지의 물리

적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현실적인 운용방안 및 물리

적 설계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옥외공간에서도 사유대지 내 옥외공간을 활용 중심으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 실제 저층 주거블록 하나를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여 블록 내외부의 환경

을 분석하고 개별 건물의 유형과 이에 따른 대지 내 옥외공간의 특징을 도출

한다.

  • 거주민 인식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그들의 거주환경과 대지 내 옥외공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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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 내 옥외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

는 물리적인 대안을 제안한다.

  • 제안한 대안을 이용해 전체 주거블록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

스템 및 설계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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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 선행연구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3.1. 관련 선행연구

  저층 주거지의 주택 및 옥외공간 활용현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첫째, ‘법규에 의해 형성된 저층 주택의 형태에 대한 연구’, 둘째, ‘저층 

주택의 옥외공간 특성에 대한 연구’, 셋째, ‘저층 주거지의 환경개선에 대한 연

구’로 주제를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구분 연구개요 및 내용

법규에 의한 
저층 주택의 
형태에 대한 
연구

o 박기범, 최찬환(2003), 건축법규 변화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특성에 관
한 연구: 근대 이후 일반 주택지의 형성과 변화의 특성을 제도적인 관
점에서 살펴보았다.
o 홍성조, 안건혁(2012),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이격거리 및 오픈스페이
스 확보에 따른 용적률 변화에 관한 연구: 다세대·다가구주택의 필지현
황을 유형화하여 이격거리 및 오픈스페이스의 증가를 위한 법제하의 
기준을 변화시켜 이에 따른 연면적 및 용적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저층 주택의 
옥외공간 특
성에 대한 
연구

o 임희준(2014), 다가구 주택 외부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 다가구주
택의 외부공간이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가구주택 외
부공간의 특징과 공공성을 건축 스케일에서 분석하였다.

저층 주거지
의 환경개선
에 대한 연
구

o 홍민우, 이석정(2010),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다가구·다세대주
택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방안: 토지구획사업으로 조성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지역의 도시조직을 유지하는 소규모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방
안을 제시했다.
o 서수정, 서은영(2012), 건축법에 체계 내에서 거주자의 자발적인 정비
의지에 따라 주택갱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필지단위의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2> 저층 주택 및 옥외공간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개요 및 내용

  ‘법규에 의해 형성된 저층 주택의 형태에 대한 연구’는 변화해온 관련 제도

들에 영향을 받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연구와 현행 법제 

및 개선된 법제에 의해 각각 형성된 연면적 및 용적률을 비교한 연구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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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었다. ‘저층 주택의 옥외공간 특성에 대한 연구‘로는 건축 스케일에서 다가

구 주택의 외부공간을 공공성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세 번째 ’저

층 주거지의 환경개선에 대한 연구‘에서는 개선된 제도나 현재 유효한 대안법

에 의해 점진적인 신축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했

다.

1.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주택의 형태 및 옥외공간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거주민들의 활용현황과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조사를 통해 주민

들을 함께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제 공

간 활용현황을 깊이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을 고취시켜 연구 말미에 제안할 개선안을 주민들이 재평가하고, 이로 인해 보

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듬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저층 주거지의 환경개선에 대한 연구들은 결국 점진적인 신축을 

통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서는 경제논리나 제도적인 문제를 배제한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해야 한다. 때

문에 기존의 옥외공간을 활용하여 주거환경의 개선방안을 찾는 본 연구는 신

축에 비해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물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즉시적인 

적용 또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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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 대상의 정의 및 사례 대상지 현황

2.1. 연구 대상의 범위

2.2. 사례 대상지의 선정 및 현황

2.1. 연구 대상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저층 주거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유대지 내의 

옥외공간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유대지는 

항상 이와 인접한 공공영역과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공공영역을 포함한 모든 옥외공간 역시 중요한 고려대상으

로 설정하였다. 다음 그림은 연구 대상이 되는 옥외공간에 대한 도식이며, <표

3>에서는 대지 내 옥외공간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택들의 용도 및 개념을 정리

하였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건축물의 범위는 일반적인 주거지역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허가 층수가 5개 층 미만인 주택으

로 제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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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대상인 옥외공간에 대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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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의 종류 및 개념

단독
주택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
조로 된 주택.

다중주택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
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
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3. 또한 연면적이 330m2 이하이며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

다가구
주택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주택.
1.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것(1
층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인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

공관 정부의 관리 등이 공적으로 쓰는 저택.

공동
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
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
인 것.

근린
생활
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슈퍼마켓,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
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사 세부적인 시설 및 
조건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테니스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
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사 세부적인 시
설 및 조건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3) 각 건축물의 분류 및 개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을 옮겼다. <단독주택>
의 하위에 분류된 단독주택과 공관의 경우, 동일법에서 세부적인 개념을 별도로 제시
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념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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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례 대상지의 선정 및 현황

2.2.1. 사례 대상지 선정 기준

  연구를 진행할 사례 대상지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개발전

략이 필요한 저층 주거지역.

  • 다양한 형태와 시간대의 건축물이 혼합되어 다양한 유형의 대지 내 옥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지역.

  •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하며 주민대표 및 주민들과의 교류가 용이하여 거주

민 인터뷰가 가능한 지역.

  이 세 가지 기준을 근거로 중랑구 중화2 재정비촉진구역이었던 영역의 일부 

블록을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은 『서울시 지역균형발

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3년 11월 중화 뉴타운 사업기구가 지정고

시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되었다.4) 하지만 중화2 재

정비촉진구역은 2015년 뉴타운 추진위원회가 해산하면서 현재 재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상태이다.

4) 장지혁,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저층밀집주거지 정비 방안 : 서울시 중화 재정비촉진
지구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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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그림출처: 중랑구 보도자료,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추진경위, 20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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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례 대상지의 역사적 맥락

  사례 대상지는 1967년부터 1979년까지 망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

된 격자형 단독주택지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합법화되

고 양성화되면서 형성된 저층밀집주거지역5)에 위치해 있다.

<그림3> 망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그림출처: 서울 토지구획정리사업백서, 서울시, 1990, p.415.)

5) 장지혁,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저층밀집주거지 정비 방안 : 서울시 중화 재정비촉진
지구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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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람지이면서 농경지였던 사례 대상지 영역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

면서 급격히 저층주택이 들어섰고 이와 동시에 하수도의 역할을 하는 인공물

길이 설치되었다. 이후 물길을 중심으로 노점상이 집중되며 태릉시장을 이루었

고, 1977년 태릉시장에서 동2로(현재는 동일로)에 이르는 하수도 복개공사를 

착공6)하면서 태릉시장 사이에 복개도로가 형성되었다.

  또한 대상지 인근에는 이미 여객 및 화물운송으로 이용되던 중앙선과 망우

선이 지나고 있었다. 1969년 9월 청량리역에서 제천역 구간의 전철화를 위한 

중앙선 착공에 들어갔고 2005년에는 사례대상지로부터 약 250m 떨어진 거리

에 중랑역이 신설되었다. 사례 대상지의 남서측에 인접한 망우선은 화물만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노면철도였지만 2013년 고가화된 이후부터는 일부 전동차

의 운행을 겸하게 되었다. 현재 철도의 하부 공간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는 공원이 조성되었다. 

  다음 <표4>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1975년부터 최근까지

의 사례 대상지 항공사진을 나열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물길 및 철도, 도로, 도

시조직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동아일보, 1977.8.30.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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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98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대상지를 관통
하는 인공 물길이 신설되었다.
여객 및 화물운송에 이용되었던 망우선과 중앙
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물길 복개공사에 착공하면서 일부 물길이 
도로로 전환되었다.

1990년 2000년

물길이 모두 복개되고 상부의 용도가 도로로 
전환되면서 이 도로를 따라 시장길이 발생하였
다.

<표4> 1975년부터 2015년까지 사례 대상지의 물리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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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5년

2005년 중랑역이 신설되었다.

화물운송용으로 이용되던 망우선이 고가화 되
면서 일부 전동차의 운행을 겸하게 되었으며, 
고가철도의 하부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출처: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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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사례 대상지의 공간적 분석

1) 사례 대상지의 공간적 위상

  선정된 사례 대상지는 중랑역로와 중랑역로 15길 사이에 위치한 주거블록으

로, 2015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었던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의 일부이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이며, 사례 대상지에서 350m 이내에 중랑천 공

원과 중랑역, 버스중앙차선이 위치해 있어 지속적인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 또

한 최근 고가화된 망우선 철도와 시장길이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향후 저층

주거지로서 개선안을 제시할 때에 다양한 공간들의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블록이다.

<그림4> 지역 차원에서 본 사례 대상지의 공간적 위상

7)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
하이다.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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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대상지의 기본 현황

  사례 대상지의 주거블록은 총 31개 필지와 28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 구성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물 및 종교건물이 차지하

고 있으며, 시장길을 따라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점포가 결합된 주상복합형 건

물이 연이어 위치해 있다. 또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건축

된 건물들이 혼합되어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블록 중앙에 위치한 교회가 주변

의 필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해당 부지와 건물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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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형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종

교시설 등 다양한 유

형의 건물이 혼합되

어 있음.

건축물 승인 연도

1970년대부터 최근

까지 다양한 시간대

에 건축된 건물들이 

혼합되어 있음.

<표5> 사례 대상지의 건축물 유형 및 건축물 승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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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현황

블록 중앙에 위치한 교

회에서 8개의 필지와 

7개의 건물을 소유하

여 교인들을 위한 공간

으로 활용하고 있음.

가로분석

2차선 도로의 시장길

에 면한 건물의 1층부

는 모두 상업용도로 이

용하고 있으며,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일방

통행 및 보행로가 연결

되어 있음. 일방통행로 

사이에는 고가철도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음.

<표6> 사례 대상지의 대지 소유권 현황 및 가로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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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부지

교회의 앞마당 역할을 하

는 부지의 대부분은 주차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예배가 없는 시간에는 특

별한 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2

고가철도 하부공간

2013년 노면 화물철도가 

고가화 된 이후, 고가철

도 하부 공간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3

태릉시장길

1980년에 들어와 물길이 

복개되면서 복개도로를 

따라 노점시장이 들어섰

고 상업가로와 결합된 형

태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기존의 보행로의 폭

이 좁아지며 보행에 불편

함을 야기하고 있다.

4

골목길

공공영역인 골목길 방향

으로 반지하층 주거의 창

문이 나 있어 반지하 주

거의 사생활침해를 막기 

위해 차폐시설물이 설치

되어 있다. 이는 공공가

로의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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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대지 내 옥외공간의 발생 원인

3.1. 대지 내 옥외공간을 규정하는 관련 제도

3.2. 대지 내 옥외공간을 규정하는 관련 제도의 시대적 변화 내용

3.1. 대지 내 옥외공간을 규정하는 관련 제도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지자체의 조례 등은 건축물과 그 지역의 물리적 형태

를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다음 <표7>8)에서는 사례 대상지의 용도 

지역인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한정하여 대지 내 옥외공간의 형태를 

규정하는 관련 제도를 정리해 검토하였다.

  <표7>을 검토한 결과, 현행법제에서는 도시계획차원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제한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이격공간과 오픈스페이스 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대지 내 옥외공간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지 내 옥외공간의 주된 목적은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

조 등의 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있었으며, 이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8) <표7>에서는 홍성조, 안건혁,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이격거리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에 따른 용적률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28, No8, Aug. 2012. 
p.163.의 <표1> 내용을 최신화하고 “공개공지등의 확보” 및 “주차장” 항목을 새로 추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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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주택의 높이, d: 이격거리)

내용 법 시행령 서울시 조례

용적률
<국토계획법 제78조>
주거지역: 500%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150%~25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
조>
2종일반주거지역: 200%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77조>
주거지역: 70%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
조>
2종일반주거지역: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0조>
사선제한 h≤1.5d
(2015.5.18. 삭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
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
를 제외한 높이를 적용

<서울시 건축조례 제34조 >
(2015.7.30. 삭제)

건축선의 
지정

사례 대상지 내 특이사항 없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
한 건축물
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
정북방향 인접대지경
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
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을 띄어 건축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
높이 9m 이하: 1.5m 이상
높이 9m 초과: h≤2d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
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
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m이상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다세대주택:
대지경계선에서 0.5m~4m 이
격
건축선에서 1m~4m 이격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
다세대 주택:
건축선에서 1m이상 이격
대지경계선에서 1m이상 이격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사례 대상지 내 해당사항 업음

주차장

<서울시 주차장 조례 제20
조>
다가구를 제외한 단독주택
1+(시설면적-150m2)/100m2
다가구 및 공동주택
85m2이하: 75m2당 1대
85m2초과: 65m2당 1대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34m2당 1대

<표7> 대지 내 옥외공간을 만들어내는 최신의 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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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지 내 옥외공간을 규정하는 관련 제도들의 시대적 변화 내용

  대지 내 옥외 공간과 관련된 법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거나 신설되어 왔

으며, 실제 주거지는 다양한 시간대의 건축물이 각 시대의 법 테두리 안에서 

건조되었다. 때문에 실제 대상지를 바탕으로 제도적 변화과정을 추적하며 당시

대의 법제에 의해 발생한 공간들을 분석했을 때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8>9)에서는 관련 법제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변화과정을 정리

했다. 건축법 <대지 안의 공지> 조항의 경우 다소 제도상의 개정이 있었지만 

개정된 모든 내용에서 ‘외벽에서 최소한 0.5m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 조항의 변화가 공간형성 변화에 큰 영

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다음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9) <표8>에서는 박춘식, “50년대 이후 단독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
원 석사논문. 1986. pp.18-51.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 법제의 내용을 새로 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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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주택의 높이, d: 이격거리)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건축적 변화과정
도로

사선제한
일조관련 높이제한

(정북방향)
주차장

1970
년대

1960년대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
은 층에서 화장실과 출입구를 공유하는 
수평적인 공간 분화가 일어남.
1970년대 들어서 마당은 서로 공유하
지만 1층과 2층에 각각 임대인과 임차
인의 동선이 분리되며 수직적 공간분화
가 나타남. 지하실 및 반지하실을 임대
하는 사례가 등장함.

h≤1.5d
(현재폐지)

h≤1.5d+8m

8m 이하: h≤4d
8m 초과: h≤2d1980

년대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가구간 독립적인 
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다세대 주택
이 제도화되어 실
내에 부대시설 공
간이 확보된 다세
대 주택이 등장.

다가구 주택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동선의 수평적인 
분화와 수직적인 
분화가 동시에 일
어나는 형태가 일
반화 됨.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조례 신
설.

1990
년대

다가구 주택이 합법화되어 계획 초기에
서부터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임차가구가 등장함. 계단실이 실내화된 
연립주택 형태가 일반화 됨.

4m 이하: d≥1m
8m 이하: d≥2m
8m 초과: h≤2d

단독주택에 대한 
주차장 조례 신
설. 

다가구 주택과 다
세대 주택에 대한 
각각의 조례가 세
분화되어 규정됨. 
더 많은 주차대수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강화됨.

2000
년대
~

현재 
이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모두에서 
아파트나 연립의 주거평면 유형을 추구
하는 경향이 나타남.
주차기준이 강화되고 필로티가 층고 높
이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필로티형 주택
이 건축되기 시작함.

<표8>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적용되는 법제 및 건축적 특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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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다가구 주택의 건축적 변화과정

(그림출처: 임희준, “다가구 주택 외부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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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사례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대지 내 옥외공간의 분석

4.1. 각 시대별 건축물에 따른 대지 내 옥외공간의 특징

4.2. 사례 대상지 대지 내 옥외공간의 실제 이용현황 및 거주민 인지도

4.3. 대상지 내 옥외공간들의 조합 및 특징

4.4. 소결론

4.1. 각 시대별 건축물에 따른 대지 내 옥외공간의 특징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서울시 저층주거지역에 남아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

구 주택의 역사는 1960년대를 그 기점으로 하고 있다. 사례 대상지에서는 서

로 다른 시간대에 서로 다른 법제의 영향을 받은 건축유형들이 혼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대지 내 옥외공간들이 형성되었다. 다음 <표9>에서는 

<그림8>와 같이 사례 대상지 내 건물들에 일련번호를 매겨 각 시대별 주택유

형을 대표하는 주택 및 대지 내 옥외공간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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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사례 대상지 내 건축물 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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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지붕평면 현황사진

1970년대

<17번 건물>

마당의 공유

동선의 수직 

분리 o 하나의 대문과 마당을 여러 가구가 공유하고 있으며 마당의 일부를 할애하여 
옥외계단실로 사용함.
o 옆집과의 대지경계를 담장이 아닌 건물 외벽으로 구분하는 가구 다수 발견.
o 마당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 활용이 용이함.

1980년대

<27번 건물>

대문의 

분리를 통한 

각 가구별 

출입동선 

분리

o 대문 두 개를 분리 설치하여 반지하층 가구와 1층 및 2층 가구의 출입동선을 
분리하였음.
o 각각의 동선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만들면서 마당의 형태가 좁아지거나 사라
지는 경향이 나타남.
o 통로공간에 옥외계단이 설치되면서 어둡고 비좁은 옥외공간이 발생함.

1990년대

<3번 건물>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다가구주택
o 옥외계단이 건축면적에 산입되면서 내부계단실이 있는 연립형 다가구 주택이 
보편화됨.
o 내부 계단실로 연결된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o 대지 내 공지 규정에 따라 발생한 0.5m의 이격공간을 담장이 두르면서 접근
이 어려워지고 방치되고 있음. 

<표9> 각 시대별 제도에 의해 형성되어 온 사례 대상지 내 건축물 유형 및 대지 내 

옥외공간 현황



29

2000년 이후

<2번 건물>

필로티를 

두어 

주차장을 

확보하는 

주택 일반화

o 주차 기준이 강화되고 필로티의 층고 높이가 건물 높이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필로티형 주택이 보편화됨.
o 주차장과 계단실 입구가 필로티 하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o 주차장법에서 요구하는 주차대수 최소기준에 의해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쉽
지 않을 것으로 보임.

예외

<14번 건물>

1층의 한쪽 

면을 점포로 

이용하는 

다가구 주택 o 주택의 형태는 마당을 가진 1970년대 주택과 동일하지만 1층의 일부를 점포
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의 배치방식이 달라짐.
o 대문과 마당이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점포 옆의 좁은 이격공간을 출입통로로 
이용하고 있음.

<9번 건물>

근생건물의 

최상층을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o 근린생활시설과 주거가 결합된 건물의 경우 출입구가 대지 경계선에 맞닿아 
있어 옥외공간을 보다 압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o 이러한 옥외공간은 주로 상인과 방문자를 위한 주차장 또는 상점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음.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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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대상지에 위치한 각 시대별 대표적인 주거 건물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대지 내 옥외공간의 특징 및 공간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1970년대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 마당을 둠으로써 옥외공간을 압축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으

며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변용하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여러 가구가 하나의 마당을 공유하면서 각 가구로 연결되는 옥외계

단실을 설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실제 마당공간의 활용 가능한 면적이 줄어

든 것은 향후 공간 활용에 있어 약점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주택에서는 반

지하층과 1층 및 2층 가구로의 동선을 대문의 출입에서부터 분리하였다. 각 가

구로 연결되는 별도의 통로 공간들을 확보하면서 1970년대에 나타났던 마당이 

좁아지거나 그 형태가 사라지게 되었다.  좁아진 마당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

하는데 제약을 가져왔다. 1990년대 대표적인 건물로는 계단실이 내부화된 다가

구 주택이 발견되었다. 여러 개의 옥외계단실이 하나의 내부계단으로 통합되면

서 1980년대 주택에 비해 실제 옥외공간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 

이 공간은 주차장 및 조경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0년대 건물로는 필로티

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층고를 높인 필로티형 주택이 발견되었다. 필로티 하

부 공간은 사례 대상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대지 내 옥외공간으로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주차대수를 유

지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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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례 대상지 대지 내 옥외공간의 실제 이용현황 및 거주민 인지도

  관련 법제에 의해 발생한 대지 내 옥외공간은 건축물 대지에 여유 있는 공

지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공

간은 그 공간에 거주하고 이용하는 거주민들의 이용방식에 따라 모두 다르게 

작동한다. 따라서 관찰과 거주민 인터뷰를 통해 대지 내 옥외공간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이에 대한 거주민들의 인지도를 확인해보려 한다.

4.2.1. 대지 내 옥외공간의 물리적 유형과 실제 이용현황

  대지 내 옥외공간은 개별 필지 내에 독립적으로 위치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배경과 각기 다른 주택들의 조합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시기별로 나타난 대

지 내 옥외공간의 특징을 바탕으로 사례 대상지 내의 총 28개의 건물의 옥외

공간을 형성 방식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표10>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부 공간은 원래의 목적에 따라 대문에서 각 가

구로 연결되는 좁은 통로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간은 사용빈도가 낮은 가정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임대가구와 임차가구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외부계단실이 

옥외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1970년대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들에서 공통적으

로 필지선을 따라 둘러진 담장이 발견되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발생한 

건물 사이의 이격공간은 담장으로 한 번 더 분할되면서 일상적인 접근과 활용

이 어려운 협소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교회 소유의 빈 필지나 마당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대지 내 

옥외공간은 좁게는 0.5m에서 3m사이의 좁은 폭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

간들은 낮은 접근성과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협소 공간은 이후 담장을 허물고 옆집과의 공간 공유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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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공간 유형 이용형태 현황 사진

빈 필지

주차장

가건물 설치

휴식공간

마당

주차장

외부계단실

창고

조경공간

벽과 벽 사이

통로

외부계단실

창고

휴식공간

벽과 담장 사이

통로

계단실

창고

조경공간

화장실

발코니

증축공간

외부계단실

창고

조경공간

필로티 주차공간

<표10> 물리적 형태에 따른 대지 내 옥외공간의 유형과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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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 필지

공간 활용현황

  주차장

  가건물 설치

  휴식공간(놀이터)

 교회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빈 필지 건물을 헐어 교인들을 위한 놀이터로 개방

<그림9> 사례 대상지 내 빈 필지의 활용현황 

  교회의 소유지의 필지 2개소를 비워두어 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

하고 있으며 컨테이너를 설치해 관리실 및 교회의 커뮤니티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장길에 접한 필지 1개의 건물을 헐어 그 공간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지역 교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빈 필지의 주

변을 둘러싼 담장으로 인해 블록 내에서의 보행동선이 끊어지고 이로 인해 주

로 교인들의 공간으로만 배타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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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당

공간 활용현황

  주차장

  외부계단실

  창고

  조경공간

1970년대 주택의 마당 1980년대 주택의 마당

<그림10> 사례 대상지 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마당

  마당은 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옥외공간의 유형이다. 1970년대 주택의 마당은 한 가구 혹은 그 이상의 가구

가 마당 하나를 공유하며 사용하고 있으며 옥상이나 2층으로 이동하기 위한 

옥외계단실이 마당에 설치되어 있다. 옥외공간을 모두 하나의 마당으로 압축하

여 활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1980년대 주

택은 임대가구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로공간을 조성하면서 마당

의 크기가 좁아지고 과거의 형태가 좁게 변형되었다. 또한 반지하층을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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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층의 바닥높이가 높아졌고 1층으로 이동하는 옥외계단실과 발코니의 설치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마당의 면적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3) 벽과 벽 사이

공간 활용현황

  통로

  외부계단실

  창고

  휴식공간

통로로 활용되는 벽과 벽 사이의 공간 협소한 벽과 벽 사이의 공간

<그림11> 사례 대상지 내 벽과 벽 사이 공간

  대부분 주택들의 배면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는 최소한의 일조 및 통풍 등

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들이 이격되어 발생한 공간이며, 대부분 0.5m에서 1m사

이의 협소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건물의 배면 사이에 위치해 있어 일상

적인 접근이 힘들어 어떠한 건축공간으로서도 기능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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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벽과 담장 사이

공간 활용현황

  통로

  계단실

  창고

  조경공간

  화장실

통로와 마당 사이를 가로지르는 담장 창고건물이 증축된 벽과 담장 사이 공간

<그림12> 사례 대상지 내 벽과 담장사이의 공간

  벽과 담장 사이의 공간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공

가로에 접한 필지선 위에 설치된 담장과 주택의 사이공간이며, 이 공간은 주로 

조경공간이나 옥외계단실로 이용되고 있다. 일부는 지붕을 씌워 창고로 이용하

거나 반지하 가구가 이용하는 간이 화장실로 변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옆집과의 소유권 구분을 위해 설치된 담장이다. 이 경우 반

지하층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창문의 차폐막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었다. 마지

막으로 반지하로 연결되는 통로공간과 옆집의 마당을 분리하는 담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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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소유지를 구분해줌과 동시에 마당과 통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

생활 노출을 막아주고 있다. 담장은 각 필지의 경계부에 설치되어 시각적·물리

적으로 소유지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옆집과의 이격공간 사이를 담

장이 다시 분리함으로써 접근이 어려운 협소공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하

다.

  5) 발코니

공간 활용현황

  증축공간

  외부계단실

  창고

  조경공간

옥외계단실과 연결된 발코니 실내화된 발코니

<그림13> 사례 대상지 내 발코니

  1970년대와 1980년대 주택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건축요소로서, 주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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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계단실, 현관문을 연결하는 이동동선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로 화분을 

놓거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빨래를 말리는 공간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창문을 덧대어 완전히 실내화한 주택도 발견할 수 있었다.

  6) 필로티

공간 활용현황

  주차공간

<그림14> 사례 대상지 내 필로티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며 저층주택지의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건축요소이기도 하

다. 주차장법에서 요구하는 주차대수를 충족하기 위해 필로티의 모든 공간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른 오전과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는 아무런 용도로 활용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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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주민 인터뷰를 통한 대지 내 옥외공간에 대한 인지도 확인

  실질적으로 옥외공간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 주택

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주택에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임대

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교회 소유지역에서는 해당 교회의 목사님을 인터

뷰 대상자로 선택하였다. 사례 대상지의 건물 중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거주자

의 연령이 높아 제대로 된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힘들었던 건물을 제외하고 

총 18개 건물을 대상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구성 내용 세부 내용

주택 및 소유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교회의 경우 공간환경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일조 및 통풍,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대한 

만족도

옥외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대지 내 옥외공간의 유무 여부

체감하는 대지 내 옥외공간의 면적

옥외공간의 활용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및 의견

각 주민들이 원하는 활용 용도

옆집과의 공간 공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표11> 거주민 인터뷰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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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주거환경의 질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부터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

까지 모두 섞여 나왔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척

도를 소유지 내부 공간(필지 내부)이 아닌 지역차원의 기반시설에서 찾았다. 

만족하다고 응답한 가정의 경우 주택지와 가까운 시장, 쉽게 동네 사람들을 만

날 수 있는 공간구조, 중랑천 공원과 대중교통으로의 쉬운 접근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가정의 경우 전반적으로 낙후된 동네분위기, 

학군, 지저분한 골목길 등을 이유로 꼽았다.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주택과 대지 내 옥외공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독특한 공통점이

었으며 이는 두 가지로 이유로 해석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주택과 옥외공간의 물리적 환경이 거주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두 번째는 주택과 옥외공간의 물리적 환경이 주거 환경 만

족도에 영향을 줄 만큼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 주

민들 역시 대지 내부의 물리적 환경과 거주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전혀 인

지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는 마당 어둡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격공간

<그림15> 관리되지 않아 거칠게 방치된 대지 내 옥외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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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지 내 옥외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거주민들이 체감하는 대지 내 옥외공간의 면적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모든 

가정에서 건폐율이 70%에서 90%사이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사례 대상지 내에

서 공식 건폐율이 60%를 넘는 필지는 1개소 밖에 없었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건폐면적은 공식적인 서류상의 건폐면적보다 더 높았다. 옥외공

간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주민도 있었다. 이 역시 두 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옥외계단실이 건축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 최대 연면적을 확보해 임대가구수를 늘리고 각 가구로의 이동 동선은 옥

외계단으로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로 인해 실제 건폐면적이 공식 건

폐면적보다 더 넓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준공 이후 불법 가설물을 증

축한 것 역시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간 인지상

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관련 법제들로 인해 폭이 좁은 이격공간들이 주택 

사면으로 파편화되어 거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공간이 발생하였다. 때문

에 일조와 통풍 등을 위해 좁게 이격되어 있는 공간들의 존재를 쉽게 인지하

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

측할 수 있었다.

  3) 옥외공간의 활용방법에 대한 주민 의견

  - 옆집 옥외공간과의 시각적·물리적 공유

  기존의 담장이나 시설물을 제거하여 물리적·시각적으로 옆집과의 옥외공간

을 공유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든 가구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주었다. 옆집과 

공간을 공유할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칫 소유권 분쟁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사유지의 경계가 담장으로 명확히 구분됨으로

써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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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접근하기 어려운 협소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물과 담장 사이의 공간

  - 주민들이 원하는 옥외공간의 활용 용도

  충분한 면적의 옥외공간이 생길 경우 거의 모든 가구에서 공통적으로 화단

을 가꾸거나 유실수를 심겠다고 응답했다. 화단설치는 현 상황에서 주민들이 

가장 쉽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인 동시에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녹지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인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사례 대상지에 위치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공간복지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공간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재로 이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밝

혔다.

  - 교회부지의 활용

  사례 대상지에 위치한 교회의 목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지역을 위해 

교회의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

는 주거지역에서 교회와 같은 특수목적시설의 옥외공간을 이용해 지역 주거환

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공간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재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교인들에게만 이용되며 폐쇄적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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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사례 대상지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의 사유지

  4) 인터뷰 종합 내용

  주민 인터뷰 결과 그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주민

들은 주거환경의 만족도와 주택이 위치한 필지 내부 공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택과 대지 내 옥외공간의 물리적 환경이 주거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줄 만큼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

측해볼 수 있었다. 둘째, 용도지역상 법정 공식 건폐율이 60%인 것에 비해 주

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건폐면적은 이보다 더 높았다. 관련 법제들로 인해 일상

적인 활용이 어려운 좁은 이격공간들이 주택 사면으로 파편화되었고 이는 주

민들이 체감하는 대지 내 옥외공간의 면적을 줄어들게 했다. 또한 옥외계단실 

및 불법 가설물을 증축으로 인해 실제 건폐면적이 높아진 것도 중요한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셋째, 공간을 개선할 경우, 재산권과 관련하여 개별 소유

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길 원했으며,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녹공간에 대

한 강한 수요를 보였다. 넷째, 교회 목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회영역 내의 

옥외공간을 향후 주민들에게 개방할 의사가 있지만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제적

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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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유필지 내 옥외공간들의 조합 및 특징

  앞서 분석한 대지 내 옥외공간의 6가지 물리적 특징과 주민들의 공간 이용

행태를 근거로 하여 효용성을 기준으로 공간을 다시 분류하였다. 단 교회영역

은 공간의 규모면에서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분류에서는 제외하였다.

  1970년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넓은 

마당, 1980년대와 1990년대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좁은 통로형 마당, 건물 

출입구로 연결되는 통로, 마당과 출입구를 연결하는 옥외계단실 및 발코니, 건

물 하부의 필로티, 상업건물의 창고, 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협소공간, 총 7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재분류된 각각의 공간들은 다양한 조합을 만들

어내었다. 이러한 조합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공간들에 적용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개선안 및 설계방향을 세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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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공간의 효용성에 따라 재분류한 대상지의 대지 내 옥외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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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조합 현황 현황 사진

발코니

+

마당1

º1970년대 주택의 마당과 계단실(발코니) 공간이 하나의 필지 내에서 결합된 

형태. 발코니 하부는 주로 창고로 이용되거나 반지하층의 채광 및 출입을 위

한 창호가 설치되어 있다. 마당의 면적이 비교적 넓어 공간 활용도가 높다.

발코니

+

마당2

º1980년대 및 1990년대 주택의 마당과 계단실(발코니) 공간이 하나의 필지 

내에서 결합된 형태. 상대적으로 형태가 좁은 통로형 마당의 형태를 띄고 있

다.  마당과 1층 출입구를 연결하는 발코니가 1.5m높이에 위치해 있어 공간

의 수평적인 활용도가 낮다.

마당1

+

통로

º1970년대 주택의 마당과 옆집의 반지하 진입통로가 마주한 형태. 두 공간의 

사이를 담장이 가로지르며 소유권 구분 및 시선차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로 인해 반지하 진입통로는 더욱 좁고 폐쇄적인 공간감을 갖게 되었다.

<표12> 각각의 공간들이 만드는 다양한 조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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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2

+

통로

º1980년대 주택의 마당과 옆집의 반지하 진입통로가 마주한 형태. 좁은 마당

과 통로 사이를 담장이 가로지르며 두 공간의 활용도를 떨어트리고 어두운 

환경을 조성한다. 

마당1

+

방치공간

º근린생활시설 건물의 뒷마당과 건축법에 의해 이격된 옆 건물의 협소한 공

간이 마주한 형태. 두 필지의 소유권 구분을 위한 담장이 가로지르면서 협소

공간은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마당2

+

방치공간

º1990년대 주택의 마당과 건축법에 의해 필지선에서 이격된 옆 건물의 협소

한 공간이 마주한 형태. 반지하층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담장을 설치하

여 외부시선을 차폐했다. 이로 인해 반지하층 창문에서 보이는 외부경관은 담

장의 한쪽 면뿐이며, 어둡고 비좁은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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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

방치공간

º건물의 통로공간과 옆집의 협소공간이 마주한 형태. 각각의 공간 사이를 담

장이 가로지르면서 두 공간의 활용도와 접근성이 떨어진다.

발코니

+

방치공간

º담장과 외벽 사이의 협소공간과 발코니가 수직적으로 결합된 형태. 이 공간

은 협소한 폭으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창고로 사용되거나, 담장 외부

에서 진입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는 간이 화장실을 폐

쇄한 후 방치하고 있는 주택이 많다.

창고

+

통로

º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창고로 사용되는 공간과 옆집 주택의 통로공간이 마주

한 형태. 창고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신축 이후 가건물의 형태로 증축되었으

며, 이로 인해 옆 필지의 통로공간은 더욱 좁고 어두운 공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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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

마당1

º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창고 건물로 사용되는 공간과 1970년대 주택의 마당이 

마주한 형태. 증축된 창고 건물은 주거환경 개선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

고 있다.

필로티

+

통로

º필로티의 주차공간과 옆집의 반지하 진입통로가 마주한 형태. 각각의 공간은 

통로와 주차라는 기능적인 역할만으로 하고 있다.

필로티

+

마당2

º필로티 하부공간과 1990년대 통로형 마당이 마주한 형태. 필로티 하부의 방

치된 조경공간과 마당의 조경공간이 담장으로 분리되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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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론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각 시대별로 각기 다른 주택의 유형이 발견되었고 각

각의 주택 유형에 따른 다양한 성격과 활용도를 가진 옥외공간이 발생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공간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발견되었다. 

  개별 필지단위로 일률적으로 적용된 법제 및 사유지를 구분하기 위한 담장 

등의 구조물 설치는 사례 대상지 내에 활용 또는 접근이 어려운 협소공간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간들은 주로 창고처럼 소극적인 용도로 쓰이거나 대문에서 

각 가구로 연결되는 통로 및 계단실과 같은 단일용도로만 기능하고 있었다. 또

한 협소한 옥외 공간들이 주택 사면으로 파편화되면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그 

공간들을 이용하고 접근할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는 옥외 공간에 대한 거주민

들의 인지도를 떨어트려 주민들이 체감하는 옥외공간이 실제 옥외공간의 면적

보다 좁다고 느끼게 하는 원인이었다. 녹지에 대한 심리적인 욕구가 있음에도 

사유지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녹공간을 조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

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지어진 주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지

하 주거형태는 채광과 환기,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열악한 물리적 환경을 보여

주었다. 또한 반지하 주거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담장 및 각종 차

폐시설물 등은 대지 내 옥외공간의 활용 효용을 떨어트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상지 블록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부지가 폐쇄적으로 

이용되면서 대상지 내에서의 보행동선을 막고 있었다. 공간복지 차원의 의향을 

보였음에도 현재까지는 대상지 블록 전체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일조하지 못

하고 있다.

  <표13>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문제점 측면에서 크게 다섯 가지로 종합하

고 이를 공공영역을 포함한 블록규모의 측면, 대지 내 옥외공간 측면, 건축물 

및 건축물 내·외부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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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규모
(75mX85m)

대지 내 옥외공간
건축물 및 건축물 
내·외부의 경계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간의 부족

O O

낮은 인지도와 협소한 면적
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이용·
관리되지 못하는 사유지의 
옥외 공간

O O

대지의 소유권 분리를 위한 
개별 필지 공간의 배타적인 
이용

O O

폐쇄적인 교회영역 O O

반지하 주거의 열악한 물리
적 환경과 반지하 주거가 
야기하는 외부공간의 비효
율적인 이용

O O O

<표13> 사례 대상지 내에서 위계별로 발견되는 문제점

  <표1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현재 사례 대상지의 문제는 주로 대지 내 옥

외공간의 활용현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이는 공공영역을 포함한 블록 

규모와 건축물 규모의 문제점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저층 주거지로서 사례 

대상지의 문제해결은 단순히 독립된 대지 내 옥외공간 자체만을 활용하는 것

이 아닌 공공영역과 건축물의 관계를 함께 고려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설계형 논문으로서 공공영역을 포함한 대상지 

내외의 전체 영역 차원에서 접근하고, 연구의 대상인 대지 내 옥외공간뿐만 아

니라 이에 접한 모든 물리적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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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대지 내 옥외공간을 고려한 사례 대상지의 개선안

5.1. 설계의 목표 및 방향 설정

5.2. 개선안 제시

5.3. 개선안의 제도적 실현가능성 검토

5.4. 종합평가

5.1. 설계의 목표 및 방향 설정

5.1.1. 설계의 목표 및 설계 대상지로서의 접근 방향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의 내용은 사례 대상지의 대지 내 옥외공간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 거주민들은 그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대지 내 옥외공간을 고려하

여 대상지 전체의 물리적인 주거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설계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협소한 대지 

내 옥외공간을 개선하여 보다 개방감 있으면서 동시에 사생활 역시 보호되는 

안락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 둘째, 주택 내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공간을 제공한다. 셋째, 폐쇄적이었던 교회의 외부공간을 개방하여 인근 주민

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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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앞으로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통해 설계형 논문으로서 진행된

다.

  • 사례 대상지의 설계대상을 공공영역, 교회부지인 반(semi) 공공영역, 주택

의 사유지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의 공간적인 성격을 새롭게 제시

한다.

  • 공공영역으로의 골목 및 가로와 반 공공영역으로의 교회의 공간을 지역주

민들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블록차원에서의 구조적인 공

간개선을 제안한다.

  • 공공영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별 필지 내에서의 아이디어들이 전체 주

거블록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개선안을 제안한다.

  • 서로 다른 대지 내 옥외공간들의 조합에 따른 활용방안과 건축유형별 적

용 가능한 세부적인 설계 원칙을 제안한다.

중랑구�중화2동� 사례대상지

공공영역

사유지�내� 대지�내�옥외공간

반�공공영역으로서�기능 개별�가구의�사적�영역

골목�및� 가로 ▶ 교회의�대지�내�옥외공간 ▶ 개별�주택� 필지의�대지� 내� 옥외공간 ▶
설계원칙의�

도출

지역주민들에게�열려있는�오픈스페이스
대지�내�옥외공간의

복합적·효율적�이용

설계안의

일반화

1)� 지역�주민들에게�열린�공간으로서

기능할�수� 있는�블록�규모에서의

구조적인�공간설계� (가로의�성격,� 동선)

2)� 개별� 필지� 내의� 공간개선으로�

전체� 주거블록의� 환경을� 개선하는�

통합적인�개선안

3)� 일반화

가능한

설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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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과정은 기존의 대지 내 옥외공간 자체만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

축물의 내·외부 공간을 대지 내 옥외공간과 연계하며 개선하는 방법, 신축을 

통해 새로운 형태와 용도의 옥외공간을 형성하는 방법을 모두 고려하며 이루

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의 원칙을 세우고 각 원칙에 따라 대상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20> 대지 내 옥외공간에 대한 물리적 개입의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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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설계 대상지의 개선방향

  1) 설계 대상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다음 표에서는 앞서 분석했던 연구 대상의 물리적 공간 현황과 주민 인터뷰

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들을 공공영역, 반 공공공간인 교회영역, 사유공간인 개

별 필지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문제점 개선방향

공

공

영

역

-공공가로를 점령한 노상시장

-대상지 옆을 지나는 고가철도 하부공간

의 주차장

-녹지공간의 부족

▶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의 영역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장상인들과 협의 진행

-주차라는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 정서적으로 

지역 전체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제

시

교

회

영

역

-교회영역의 배타적인 이용 ▶

-교회와의 협의를 통해 교회의 옥외공간을 지

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제한적으로 공간을 지역에 개방함과 동시에 

블록을 관통하는 새로운 이동 동선 제시

개

별 

필

지

영

역

-시각적·물리적으로 접근가능 한 녹공간

의 부족
▶

-개별 필지단위에서 시각적으로 공유 가능한 

마당의 녹공간 조성

-발코니, 옥외계단실 등으로 인해 수평적

인 공간 활용도가 낮아진 옥외공간 
▶

-마당의 레벨의 조정을 통해 수평적인 공간의 

활용도 향상

-주차장, 창고, 통로 등 단일 용도로만 활

용되고 있는 옥외공간
▶

-수직적인 공간활용을 통해 창고 위 공간의 

녹화, 각 가구의 개별 테라스 등으로 활용

-담장과 같은 시설물로 인해 접근이 어려

운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협소공간
▶

-담장을 허물어 개방감을 높이면서 동시에 소

유권을 구분할 수 있는 물리적인 대안 제시

-반지하 공간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 ▶
-장기적으로 반지하 공간은 비주거용도로 전

환

<표14> 설계 대상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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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부 항목별 설계의 방향

  앞서 정리한 개선방향을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인 대지 내 옥외공간, 건축물, 

녹지, 소유권 구분방법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대지 내 옥외공간

개방감 • 옆집과의 소유권 구분을 위한 담장을 제거하여 공간의 개방감 확보

수직적인 

활용도 향상
• 지붕층의 상부를 발코니로 이용하거나 테라스, 계단실 하부를 다른 용도로 전

환하는 등 공간을 수직적으로 이용하여 공간의 활용도 향상

 건축물의 신·개축

대지 내 

옥외공간과의 

관계

• 건축물의 기존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새로 개축함으로서 건축물 내부와 대지 

내 옥외공간의 물리적·시각적인 연결을 강화

• 주택을 신축할 경우, 대지 내 옥외공간이 건축물과 공공영역 사이에서 중간영

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지 내 중정을 형성하는 주동배치

• 교회부지에서 신축할 경우, 합필에 의한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을 지양하

고 현재와 같은 소형 건축물들의 집합이 다양한 성격과 형태의 옥외공간을 형성

하여 작은 규모의 저층 주거지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권장

반지하 공간
• 신축의 경우 반지하 주거의 설치는 지양하고, 기존의 반지하 공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주거 용도 및 개별 주택의 창고 등 부대시설로 전환

 녹지

공공영역
• 가로수를 식재하여 가로공간의 선적인 공간감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체 주거지

에서 녹공간의 양적 증대 및 녹지의 시각적 노출도 향상

교회영역
• 블록 중앙에 위치한 교회의 옥외공간을 녹화하여 일부를 제한적으로 주민들에

게 개방하고, 주거블록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

개별 주택의 

필지영역
• 한 필지에 하나의 녹공간을 갖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옆 필지의 녹공간과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창문의 방향 및 진입체계 등을 조정

 소유권의 구분

공공-사유지

• 대지 내 옥외공간의 레벨 조정 통해 레벨차에 의한 기능적인 분리

• 기존의 담장을 녹화하거나 녹화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녹지의 노출을 높이고 

공간의 기능적·시각적 분리 유지

사유지-사유지
• 레벨차, 식재, 벤치와 같은 시설물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유권 및 

공간의 기능을 분리하면서 공간의 개방감 및 녹공간의 시각적 노출도 향상

<표15> 세부 항목별 설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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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선안 제시

5.2.1. 블록규모에서 가로 공간의 성격 및 동선의 재설정

  현재 대상지의 동측으로는 2차선 도로와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보행로

가 지나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보차혼용의 일방통행도로와 면해있다. 그 이외의 

공공영역은 모두 저층주택들을 연결하는 폭 4m이하의 골목길이다. 이 골목길

의 일부는 블록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의 부지로 인해 단절되어 있다. 

다음 그림은 현재 대상지 가로의 성격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

상지의 가로 성격 및 동선을 새롭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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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현재 대상지의 가로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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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로에 면한 건축물 입면 및 1층부의 성격 규정

  대상지 주변 가로의 현황을 근거로, 가로에 접한 개별 건축물들이 앞으로 새

롭게 취해야 할 성격을 설정하였다. 크게 이미 상업화되어 상업가로로서의 기

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로입면, 향후 1층의 용도가 상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

상되거나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로입면, 용도전환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있는 차분한 주거지로서의 가로입면, 이상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입면 

성격을 바탕으로 대지 내 옥외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의 리모델링·신축이 이루

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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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로운 동선 설정

  블록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필지들이 현재는 외부 공공가로에 배타적

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존의 동선을 가로막고 있던 담장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적극적인 식재 등을 통해 교회영역을 주민들에게 열려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

로 조성한다. 

<그림23>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교회공간 내 동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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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로 다른 필지들의 공간공유를 통한 녹지 공간의 물리적·시각적 노출

  화단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담장으로 분리되는 녹공간을 

찾아 담장을 허물고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한다. 또한 담장을 

허물고 관목을 밀도 있게 식재하여 반지하층의 창문을 통한 사생활 침해문제

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대지의 소유권을 구분하면서 주택 내·외부에서의 녹공

간의 시각적인 노출을 유도한다.

▶

<그림24> 소유주가 다른 필지의 공유를 통한 기존 녹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비주거 용도의 건물의 경우 비교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낮으므로 

건물 사이나 배면 공간을 개방하여 작은 정원이나 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주

택이 위치한 필지와의 경계는 관목을 심고 그 밀도에 따라 시각적 투과성을 

조절한다. 창문이 나 있지 않아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없는 공간에는 지면의 

포장 재료를 바꿔 소유권은 구분하되 물리적·시각적인 개방감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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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5> 개별 협소공간들을 통합해 녹공간을 조성한 교회건물의 뒷마당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간은 주로 1990년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물, 비주거용 건물들이 밀집한 대지에서 발견된다. 블록 내에서 위와 같은 

공간들을 선정하여 작은 단위의 공원을 조성하고 녹화된 담장, 관목 식재 등의 

방법을 통해 블록 내부에서의 녹도 시스템을 제안한다. 각각의 개별 녹공간은 

블록 중앙의 교회공간으로 연결되며 이후 교회건물의 증·신축을 고려하여 녹

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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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대상지의 녹지 시스템 제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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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상지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교회공간에 대한 신축 가이드라인

  교회 영역을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방하는 계획은 향후 교회건물의 

증·신축을 고려하며 이루어진다. 다수 필지들의 합필에 의한 대형 건축물이 들

어오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와 같은 소형 건축물들이 다양한 성격과 형태의 옥

외공간을 형성하도록 권장한다. 이를 통해 교회가 요구하는 추가 용적율을 충

족시키면서 저층 주거지로서의 물리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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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최종 개선안

<그림28> 최종 개선안의 지붕평면도

  지금까지의 물리적 전략을 적용하여 최종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된 공간

은 각각 공공가로(골목길), 교회영역, 사유지(마당)를 대표하는 투시도로 표현되

었다. 이는 이후 주민들이 개선안을 이해하고 재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자

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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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가로(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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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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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영역1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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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영역2 (공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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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상지를 성격별로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공공공간-대지 

내 옥외공간-건축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각 영역에서의 개선안을 단면도를 

통해 표현하였다.

  1) 영역 1

  1970년대 및 1980년대 주택이 밀집된 영역으로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의 압

력을 적게 받고 있다. 개별 주택들 사이의 공간들의 단을 조정하고 담장을 허

물어 기존에 독립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던 공간의 개방감과 활용성을 높인다. 

개별 마당의 녹공간이 옆집과 시각적으로 공유되어 주택 내·외부에서 녹공간

의 시각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소유권 분리의 문제는 관목의 식재, 

단차 등으로 해결한다. 일부 상업용도로 전환의 압력을 받는 주택의 경우, 주

거공간으로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반지하 공간을 우선적으로 상업공간으

로 전환한다.

개선 전 개선 후

<그림33> 영역 1에 대한 개선 전과 개선 후 지붕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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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1의 단면도 (A-AA / A'-AA')

<그림34> 영역 1에 대한 개선 전과 개선 후의 단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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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1의 단면도 (B-BB /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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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역 2

  1970년대 주택들이 밀집한 골목영역으로 상업가로와 연결되어 있어 향후 부

분적인 상업용도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단차와 진입체계를 조정하

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던 반지하 공간을 카페와 같은 상업용도로 전

환하고, 장기적으로 가로의 성격을 바꾸어 가로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역 1>과 마찬가지로 주택 사이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공유하여 녹공간의 시

각적 노출을 향상시키고 개방감을 높인다.

  향후 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허물어 종교 시설로 신축할 경우, 인접하

고 있던 기존 주택을 고려하여 건물들 사이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협소공간의 

발생을 막는다.

개선 전 개선 후

<그림36> 영역 2에 대한 개선 전과 개선 후 지붕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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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2의 단면도 (C-CC / C'-CC')

<그림37> 영역 2에 대한 개선 전과 개선 후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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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역 3

  대상지 내에서 가장 상업화된 상업가로 영역으로, 주택 밀집영역에 비해 건

축물들 사이의 유휴공간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시장길을 따라 형성되어 있

는 노점상들은 공공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다른 위치에 이동시켜 가로

의 보행환경을 향상시킨다. 교회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던 공터는 강한 식재를 

통해 전체적인 가로공간의 선적인 공간감을 강화하고 교회공간으로의 입구성을 

강조한다. 창고 혹은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뒷마당에는 

작은 규모의 상점을 증축하거나 1층 상점의 테라스로 바꾸어 상업건물의 경제

적인 가치를 높이면서 동시에 녹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선 전 개선 후

<그림38> 영역 3에 대한 개선 전과 개선 후 지붕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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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3의 단면도 (D-DD / 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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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역 4

  노면철도가 고가화된 이후 공간의 개방감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건축물의 용

도 및 물리적인 대응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블

록 중앙에 위치한 교회부지와도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가철도 하부의 공간을 점진적으로 녹화한다는 계획을 

전제로, 이러한 녹공간이 블록의 중앙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다. 이에 개별 건축물 사이의 담장을 허물어 여러 필지에서 함께 향유하는 공

용정원을 조성한다. 또한 가로에 면한 교회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용적

율을 높임과 동시에 가로에서 교회로 연결되는 접근로를 확보한다. 교회 부지 

안에서는 합필에 의한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을 지양하고 소형 건축물들

이 이루는 다양한 성격과 형태의 옥외공간을 형성한다.

개선 전 개선 후

<그림40> 영역 4에 대한 개선 전과 개선 후 지붕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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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4의 단면도 (E-EE / E'-EE')

<그림41> 영역 4에 대한 개선 전과 개선 후의 단면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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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4의 단면도 (F-FF /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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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4의 단면도 (G-GG / G'-GG')

<그림43> 영역 4에 대한 개선 전과 개선 후의 단면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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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설계 원칙의 도출

  1) 건축유형 및 옥외공간 활용에 대한 설계 원칙의 도출

  최종 개선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일반적인 저층 주거지역에 일반화 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공통적인 설계원칙들을 추출하였다. 먼저 

건축물을 총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건축유형 및 건축물의 옥외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열하고, 이를 구체적인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원칙을 단면도로 정리하였다. 이는 개별 필지 및 건축물의 독립적인 개선

이 아닌, 인접한 필지 및 공공영역을 모두 고려하며 도출된 결과이다.

1970년대 단독주택 1970년대 다가구주택1 1970년대 다가구주택2

1980년대 다가구주택 1990년대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물

<그림44> 사례 대상지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6가지 건축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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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단독주택

설계원칙

 • 마당의 레벨조정을 통한 수평적인 공간활용도 향

상시키고 동시에 레벨차에 의한 공공가로와 사유지의 

경계선을 분리한다.

 • 기존 마당공간의 적극적인 녹화를 통한 사유지 내

외부로 녹지의 시각적인 노출도를 높이고, 기존의 담

장을 관목 등으로 대체한다.

 • 반지하층은 창고와 같은 비주거 용도로 전환한다.

<그림45> 1970년대 단독주택에 대한 아이디어2 - 엑소토메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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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1970년대 단독주택에 대한 설계원칙 – 평면 및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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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다가구주택1

설계원칙

 • 마당의 레벨조정을 통해 수평적인 공간활용도를 

향상하고 동시에 공공가로과 사유지의 소유권을 분리

한다.

 • 기존 마당공간의 적극적인 녹화를 통한 녹지의 시

각적 노출을 높인다.

 • 공공가로에 접한 반지하 주거는 주택의 서비스 시

설이나 상점으로 전환하고, 각 층의 진입동선을 분리

하여 주거층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그림47> 1970년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아이디어2 - 엑소노메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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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1970년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아이디어1 – 평면 및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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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1970년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아이디어2 – 평면 및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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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다가구주택2

설계원칙

 • 통로 상부에 발코니를 연장하여 공간을 2층 주거

의 수평적인 공간활용도를 향상시킨다.

 • 1층 전체를 상점으로 전환하여 공공가로에서 폐쇄

적이었던 기존의 뒷마당을 상점의 테라스로 개방한다.

 • 2층 주거로 연결되는 옥외계단실의 위치를 마당에

서 협소한 통로공간으로 옮겨 마당의 활용도를 높인다.

 • 기존 마당공간의 적극적인 녹화를 통한 녹지의 시

각적 노출을 높인다.

<그림50> 1970년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아이디어3 - 엑소노메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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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1970년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설계원칙3 – 평면 및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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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다가구주택

설계원칙

 • 반지하 진입통로와 옆집의 마당 레벨을 동일하게 

맞추어 두 공간의 개방감을 높인다.

 • 반지하 진입통로 상부에 발코니를 연장하여 공간

의 수직·수평적인 활용도를 높인다.

 • 기존 마당공간의 적극적인 녹화를 통해 녹지의 시

각적 노출 향상시키고, 관목 등으로 필지 경계를 구

분한다.

 • 반지하 주거는 장기적으로 비주거로 전환하되, 반

지하층을 주거로 유지할 경우, 최소한 한쪽 면은 마

당을 향해 전면창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림52> 1980년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아이디어 - 엑소노메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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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1980년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설계원칙 – 평면 및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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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다가구주택

설계원칙

 • 가로방향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여 상업용도로 전환

하고, 상부는 2층 혹은 3층의 발코니 공간으로 이용

한다.

 • 기존 담장을 관목 등으로 녹화하여 녹지의 시각적 

노출을 높이고, 담장의 일부는 허물어 옆집과 공동으

로 이용·관리하는 정원으로 조성한다.

 • 내부계단실의 외부공간에 수직구조물을 설치하여 

수직정원으로 조성한다.

<그림54> 1990년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아이디어 - 엑소노메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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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 1990년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설계원칙 – 평면 및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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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 건물

설계원칙

 • 기존 창고를 허물고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녹화하

여 주변 필지와 시각적으로 녹공간을 공유한다.

 • 창고의 기능을 유지할 경우 창고 상부를 2층의 발

코니로 활용한다.

 • 창고를 허물고 소형 상업시설을 신축하여 뒷정원

을 가진 상점으로 조성한다.

<그림56>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한 아이디어 - 엑소노메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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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7>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한 설계원칙 – 평면 및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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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블록 단위에서 전체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설계원칙

  앞서 제시한 설계원칙들이 단일 필지의 공간 및 건축물이 인접한 다른 필지

와 건축물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정리한 것이

라면, 개별 필지들이 블록 내에서 하나의 열을 이루었을 때 이에 대한 통합적

인 가이드라인 역시 필요하다. 다음은 하나의 블록과 이에 인접한 공공영역에

서 전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설계원칙을 도출한 것이다.

설계원칙

 • 모든 가구가 최소한 한쪽 벽면의 창문을 통해 시각적으로 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녹공간을 배치한다.

 • 모든 가구는 최소한 한쪽 면이 사유지 방향으로 창문 및 발코니를 갖도록 하고, 반

지하 주거의 경우 옥외공간의 레벨을 낮추어 전창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가구의 

일조 및 통풍, 개방감 확보에 유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 공공가로에 접한 반지하 주거는 전층 혹은 가로에 인접한 일부를 비주거로 전환하

여 기존의 사생활 침해문제를 방지하고, 비주거 용도로 전환된 공간은 주택 내의 모든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로 이용한다.

 • 기존 협소공간 사이의 담장을 허물거나 공간의 레벨을 동일하게 맞추어 양쪽 필지

에서의 개방감을 높인다.

 • 대지의 소유권 구분은 관목으로 대체하여 소유지 경계를 명시함과 동시에 녹지의 

노출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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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 블록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설계원칙 – 평면 및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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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종합평가

  본 연구는 설계형 논문으로서 거주민 인터뷰를 통해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

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제안된 설계안의 방향은 대상지 관찰 

및 기존제도의 검토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이 응답한 내용들을 바

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때문에 투시도와 같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제작하여 주민들이 완성된 개선안을 평가하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

야 할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주민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항목으로는 전반적인 녹공간의 증가와 

시각적인 측면에서 물리적 환경이 향상되는 점을 꼽을 수 있었다. 특히 잦은 

침수 및 열악한 채광·환기문제를 가진 반지하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삶의 

질 향상, 임대수익 증가(주택 소유주 입장)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교회영역을 개방하여 일부 공간을 광장으로 이

용하는 안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개선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교회와의 이해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태도를 함께 보이기도 했다.

  반면 옥외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옆집과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공유한다

는 점에서 여전히 불편함을 보이는 주민도 있었다. 제안된 개선안은 개별 사유

지의 물리적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공유’라는 표현에 

대해 심리적인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표

현의 순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할 수 있었다. 또한 공

간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은 모든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문제였다. 반

지하의 단차를 낮추거나 발코니를 확장하는 공사는 일시적인 임대료의 단절 

및 공사비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주택 및 주택 외부공간의 개선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저금리 융자와 같

은 공공차원의 보조가 있다면 충분히 개선안을 실행으로 옮길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물리적인 설계안 및 법제의 개선과는 별개로 사유지의 개선·관리

에도 재정적인 보조가 가능한 공공차원의 지원 사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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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선안의 실현가능성 검토

  제안된 개선안의 실현 가능성은 사업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먼저 개선안을 물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의 측면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집수리 지원제도와 연계해볼 수 있었다. 이미 서울시 도시

재생본부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단독·다가

구·다세대 주택 소유주에 한하여 집수리 비용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프로그

램을 시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

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완공 후에는 일정 기간 홍보를 위한 모델

하우스로 활용하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대상지와 같은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단독·다가구·다세

대 주택 소유주에 한하여 집수리 융자의 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

어 있다.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에서 신축 및 개축·증축·대수선

을 할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세대에 한해 주택

도시기금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지원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지만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고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된다면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공공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

라고 기대할 수 있다.10)

  두 번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건축법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었다. 

새롭게 제안된 개선안은 대지 내 옥외공간의 수직·수평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해 데크 설치 및 마당의 레벨조정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했

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에서는 지면에서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된 건조물들의 

수직 투영면적을 모두 건축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적율 및 건폐율을 초과하게 된다. 또한 

향후 신축을 가정했을 경우, 개별 필지단위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법에 

1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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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기존의 협소한 대지 내 옥외공간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때문에 이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축법에서 탈피해야 한다.

  건축법을 벗어나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을 본다면 사례 

대상지에 적용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최대 건폐율 60%, 최대 용적율 250%

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재 사례 대상지 내에서 최대 건폐율 및 용적율을 초과

하는 건축물은 2개소뿐이므로 그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평·수직적인 증

개축이 가능하다. 일부 건축법상에서의 제약에서만 자유롭다면 연구에서 제시

된 설계안은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협정으로 실현이 가

능하다. 대상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면 건축물의 신·개축 및 공간을 

개선할 때에 개별 필지단위가 아닌 블록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며 체계적으로 

공간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소유지에 걸쳐 있는 공간의 활용은 건

축협정을 통해 각 공간의 소유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로써 개별 필지단

위가 아닌 공공가로, 개별필지, 여러 필지들의 조합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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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6.1. 결론 및 시사점

6.2. 연구의 한계

6.1.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인식은 중산층을 위한 주거로

서의 아파트 단지와 저소득층이 사는 저층 주택지역으로 이분화 되어왔다. 실

제로 많은 저층 주택지역이 슬럼화 된 상태이며 최근까지 대두되었던 뉴타운

사업 관련 이슈들은 저층 주택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배경에는 필지 내에 위치한 협소한 옥외공간

이 있다. 이러한 대지 내 옥외공간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개선안을 

제안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접한 필지공간 및 건축물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일률적인 건

축법의 적용은 일상적인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협소공간을 발생시켰다. 이는 

거주민들이 실제보다 더 비좁은 공간에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으며 공간

을 더 나은 방법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의 여지를 줄였다. 지속

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협소공간들은 창고로 이용되거나 방치되면서 시각적·

물리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둘째, 대지 내 옥외공간의 일반적인 특징과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닌 인접한 필지들과 공공공간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공했다. 도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 인터뷰를 통해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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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개선안 평가단계까지 참여시켰다는 점 역시 

설계형 논문으로서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

  셋째, 전체 도시환경 개선의 차원에서 공공영역이외에도 사유지를 관리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 및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저

층 주택지의 주거환경은 개별 필지공간뿐만 아니라 이와 인접한 다양한 소유

주들의 대지 요소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저층 

주거지역이 갖는 지역적인 특성과 공간의 성격을 섬세하게 반영하여 사유지와 

공공공간을 모두 통합하여 관리하는 공공의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재정적으로 보조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역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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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한계

  대상지의 선정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물리적 조건을 가진 공간을 선택하여 

그러한 환경들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대상지와 인접한 시장 및 고가철

도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 이외에도 대상지 내에 위치하고 있던 교회영역은 본 

연구의 사례 대상지가 갖는 특수한 조건들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

계안을 일반적인 저층 주택지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신축보다는 기존의 저이용되고 있던 공간을 활용하고 

고쳐 재사용하는데 집중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

된 많은 저층 주택단지에서는 활발하게 신축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인 신축

을 함께 고려한 저층 주택지의 환경개선 연구 역시 필요하다.

  신축을 통해 저층 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

미 선행되었고 또 진행 중이다. 본 연구가 향후 신축과 보존을 동시에 고려한 

또 다른 연구로 진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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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주민들의 연구 이해를 위한 자료1

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설계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진호라고 합

니다. 그리고 중화2동에 7년째 살고 있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 가을부터 <저층 주거지역의 옥외공간 활용현황과 개선방법>에 대해 

연구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화2동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동네 환

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이 내용을 연구논문으로 쓴다

면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중화2동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많은 잡음이 있었고 결국 최근 사업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도 급진적인 주거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간을 조금씩 개선하고 집을 고쳐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 혼자만의 집을 수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주거환경이 더 

좋아지기는 힘듭니다. 부족한 주차장 문제로 좁은 자투리 공간까지 모두 주차장

으로 사용해야만 하며,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로 인해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

경은 옆집의 붉은 벽돌뿐입니다. 사생활 문제로 마음 놓고 창문을 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주거환경은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동네라는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신 옆집과 

우리 집의 사이공간, 집과 담장의 사이공간, 대지 내 주차공간, 계단실 하부, 옥

상과 같이 너무 좁거나 접근하기 힘들어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런 좁은 공간도 조금만 더 다듬는다면 충분히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

습니다. 안쓰는 물건이 쌓여있던 대문 안의 공간이 푸른 정원이 된다면 어떨까

요? 어둡기만 한 계단실 밑의 공간이 아늑한 쉼터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옆



집과 우리 집 사이의 좁은 공간에 작은 정원과 탁자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이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 문제와 프라이버시 문제와 같은 걸림돌들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양한 건축 관련 법규를 검토해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유휴공간들이 있

으며 실제로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저 혼자 가볍게 동네를 돌아다니며 관찰한 내용과 온라인을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 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갑자기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며 사진 찍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

만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주민 

분들을 직접 뵙고 짧은 인터뷰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자료를 만들어 구청에 건

의도 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환경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구청의 지원을 요

청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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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nning for Improving Living Environment

in Low-rise Residential Area by Utilizing Exterior Space

- Focused on Junghwa2-Dong, Jungnang-Gu

Jinho, Park

Graduated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propose a design for 

improving living environment in low-rise residential area by utilizing of 

the exterior space.

In low-rise residential area, multi-family housing and multiplex 

housing have influenced the supply of housing in the aspect of quantity. 

However, an absence of systematic maintenance leads to individual plot 

development without concern about spatial context of adjacent housings. 

Also, it is the main reason of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Recently, the 

paradigm of maintaining urban space changed from constructing new 

buildings to repairing the existing ones. As a lot of “New Town” 

projects have been cancelled, it is hard to expect a radical change in 

the housing environment. For this reason, finding a way to use and 

improve the existing exterior space will be a more practical alternative 

which will increase the quality of the living environment. Especially, the 

exterior spaces inside plot boundary, which are privately owned, are 



closely connected with not only the inside of housing but also the 

public spaces, physically and visually. On this account, improving the 

exterior space in the plot boundary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increase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as well as individual living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d present condition of the exterior space and the 

survey on the cognition of residents in the residential block; 

Junghwa2-dong, Jungnang-gu, Seoul, and this block was released from 

“New Town” area. Based on the analysis, physical improvement was 

proposed.

  Application of the uniformed building codes to individual units of lots 

and installation of facilities such as fences produced the narrow space, 

which is hard to access and use. The narrow space was fragmented into 

four parts of housing, and the residents had less accessibility to use the 

space in a daily life. This is the reason that the residents could not 

create green space in their courtyard despite of the strong desire for 

green. The semi-underground housing that is easily found in the 

residential building between 1970 and 1990 has shown its poor living 

conditions in the aspect of ventilation, daylighting, and privacy. The 

shielding facilities were installed to prevent invasion of privacy, and they 

were the critical reason that decreases the utility of exterior space. 

Besides, the local church at the center of the site is still used only for 

the parking lot even though it showed its intention of sharing it with 

the local residents. 

The study suggests three design goals based on the analysis. 

First, the comfortable residential space that satisfies both openness and 



privacy was created by improving the narrow exterior space. Second, the 

green open space that is easily accessible from inside and outside was 

provided. Third, exterior space in the closed area of church was opened 

to the local residents in order to create community space that could be 

used in a daily life.

    To be specific, utility of horizontal and vertical space was increased 

through an adjustment of the ground level in exterior space of the site. 

Moreover, improvement of environment in public space was considered 

by changing the building use of semi-underground space and having 

green space in exterior space. Lastly, the generalized design principles 

were drawn based on the strategies suggested above for its use in other 

residential area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for approaching the site issues with 

an urban perspective which considers the adjacent plots and public 

spaces instead of an individual plot. Above all, this study has a huge 

significance for establishing interest of the residents by engaging with 

them by interviewing and getting feedback through the whole design 

process. It could be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become a stepping 

stone to the next studies and projects on exterior space, that consider 

the new construction and conservation in low-rise residential area

Keywords: Low-rise residential area,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Exterior space, Exterior space within plot boundary

Student Number: 2014-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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