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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이용한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최 재 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자 은

통신 및 전자 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

던 기존의 업무형태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가상에서의 업무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

한 업무 성격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이 생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들은 총

체적인 행정동 단위나 구 단위에서의 계획이 아닌 각 시설의 개별적 용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의 현재 활용 사례와 선행연

구들이 상당 부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휴공간 및 유

휴시설의 활용 방안들은 그 안에서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특히 유휴공간 및 유휴

시설의 활용방안으로 연구되어 온 공공시설들은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가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적 특성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속도

와 다양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적 특성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우체국 시설에서도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우편이 컴퓨터 인터넷 및 휴대전화가 보급화 

되어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우편물량이 감소하여 

기존의 우편업무가 이루어지던 공간의 기능이 사라져 방치되고 있다. 또한 우편 물

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우정사업의 경영수지가 매우 악화되고 있어서 현재 정부

에서는 우체국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체국의 통폐합 정책에 의

해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이 생성될 것이고 이에 따른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 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 기존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의 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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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개별적 용도의 활용방안이 아닌 총체적인 행

정동 단위나 구 단위에서 우체국의 특성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이용한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관한 선행연구 및 현재 활용 

사례를 고찰하였다. 유휴 동 주민센터, 유휴 교실 및 유휴 학교시설, 아파트 단지 

내 유휴상가, 지하철역 유휴공간 등 현재 이들의 활용사례는 상당 부분 문화 ․ 복지

시설이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들이 서로 연결되

어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기존의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이

용한 활용방안이 아닌 개별적 건축물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제시하

고 있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행정동 단위나 구 단위에서 네트워크를 적용한 유휴공

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및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정의 및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란 네트워크적 구조체계를 가

지는 도시공간에서 유형 및 성격에 맞게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공간 네트워크라고 하고 그로 인해 생성될 수 있는 관계를 커

뮤니티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다.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

대시대에 효과적인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첫

째, 각각의 객체들이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유연

하게 대응할 수 있고 둘째, 네트워크는 두 개 이상의 요소가 결합되어 이들의 구성

관계는 상호상승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우체국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

고 있는 우체국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생성되는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공

간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설계하였다. 활용방안으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스마트 오피스, 장난감도서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을 계획하였는데, 우체국의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에는 스마트 오피스와 장난감도

서관을, 우체국의 기능이 폐지되는 유휴 우체국에는 공공자전거 스테이션과 장난감

도서관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소형화우체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6

급 투자국이기 때문에 그 중 도시형으로 250유형, 300유형, 400유형에 앞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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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활용방안을 도면을 통해 제안하였다. 

이에 더해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으로 제안된 여러 프로그램

들의 법적 허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으로 

제안 된 프로그램들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각 용도지역에 건축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또한 활용방안으로 수직 증축을 제안했기 때문에 변경 후 건

축물의 용적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몇 개의 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고 활용방안이 실현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률 제한에 대한 법적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와 다양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우체국뿐만 아

니라 기존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공공시설에 공간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적

용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우체국 통폐합이 대도시 지역의 우체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서울시의 우체국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지역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

한 활용방안으로 제안된 프로그램은 스마트 오피스, 장난감도서관, 공공자전거 스

테이션으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제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 지역 주민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더 다양한 활용방안

이 제안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체국 통폐합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활용방안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후 더 구

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어 : 유휴시설, 유휴공간, 네트워크, 우체국

학  번 : 2012-20552                                        이름: 김 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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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 이르러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에는 사람들에 의해 직접 이루

어지던 업무형태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가상에서의 업무로 대체되고 있다. 물리적인 

공간이나 사물로 이루어지던 업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

터넷으로 업무가 가능한 것이다. 과거에는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해야 했던 금융 

업무들이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학원과 같은 교육시설도 과거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함께 수업이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가 학생들에게 보급화 되

어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에 구획되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 성격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이 생성되고 있

다. 기존의 업무가 이루어지던 물리적인 공간 및 시설들의 기능이 사라져서 방치되

고 있기 때문이다.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

만 이들은 총체적인 행정동 단위나 구 단위에서의 계획이 아닌 각 시설의 개별적 

용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의 현재 활용 사례와 

선행연구들이 상당 부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의 활용 방안들은 그 안에서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특히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의 활용방안으로 연구되어 온 공공시설들은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적 특성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와 다양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적 특성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우체국 시설에서도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우편이 컴퓨터 인터넷 및 휴대전화가 보급화 

되어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우편물량이 감소하여 

기존의 우편업무가 이루어지던 공간의 기능이 사라져 방치되고 있다. 또한 우편 물

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우정사업의 경영수지가 매우 악화되고 있어서 현재 정부

에서는 우체국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체국의 통폐합 정책은 2004년 별

정우체국을 중심으로 100여 곳이 통폐합 된 바 있지만, 최근 통신매체를 통해 대도

시의 우체국 통폐합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므로 우체국의 통폐합 정책에 의

해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이 생성될 것이고 이에 따른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 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 기존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의 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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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개별적 용도의 활용방안이 아닌 총체적인 행

정동 단위나 구 단위에서 우체국의 특성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동사무소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이 사

용되고 있는 현황과 그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개념을 정의하고 우체국의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개념을 이용한 사례로서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실제 도면을 통해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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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1. 연구의 대상

서울시 우체국 중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6급국 투자국들을 본 연

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체국 통폐합 정책에 의해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이 생성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우체국들 중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6급국 투자국 우체국들이 규모나 입지 면에서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투자국이나 유 ․ 무상임차보다 우체국 통폐

합 대상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어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소형우체

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우체국이 통폐합 대상인 이유는 4장에서 더 자세히 설

명된다.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바탕으로 ‘공간 ․ 커
뮤니티 네트워크’의 개념을 정의하고 우체국의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 적용 가

능성을 통해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현재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이 활용되는 사례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체국 통폐합 정책

에 의해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이 생성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현재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의 활용사례 및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바탕

으로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개념을 정의하고 우체국의 ‘공간 ․ 커뮤니티 네

트워크’ 적용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의한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

용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우체국의 유형에 따라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우체국에 관련된 법을 살펴본 후, 우체국의 유휴공

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관련된 법규를 제안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네트워크적 특성을 이용한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 

제안 및 설계 제시를 재정리 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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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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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의 개념과 생성 배경

유휴공간이란 공간으로서 기능을 부여 받고 활성화된 공간이 아닌, 공간 속의 공

간으로 방치되고 버려진 공간이다.1) 곽수정(2006)은 이 유휴공간에 대하여 용도 

변경 또는 변용 등에 의하여 기능을 잃은 공간이라고 정의했으며, 김연진(2009)은 

유휴공간을 유휴시설 및 유휴지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체국의 공간 중 기능이 폐지되어 특별한 

쓰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공간을 우체국의 유휴공간이라 정의하고, 우체국 통 ․ 폐
합 이후, 우체국의 기능이 폐지되어 건물 전체가 유휴 우체국이 되는 것을 유휴시

설이라 정의하였다. 

유휴공간의 발생은 도시의 변화 과정과 같이 한다. 산업혁명과 세계대전을 겪으

면서 급격히 팽창하던 도시는 탈산업화 과정과 정보화 사회로의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한 도시 개편을 겪게 되었다. 신도시의 개발로 도심지 내 유휴공간이 발생했

고, 산업기반 시설인 공장, 발전소 등이 문을 닫거나 이전했으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시설과 군사시설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들이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이 되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따라

서 서울시에서는 주요 유휴부지 복합개발 추진 계획을 통해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2-1］서울시내 주요 유휴부지 복합개발 추진 계획
(조선일보 2012.04.04. 그림 인용)

1) 이상준 외 2명,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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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 사례와 선행연구 고찰

2.2.1. 동 주민센터

(1) 유휴 동 주민센터 활용 사례

동 행정을 둘러 싼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동 명칭 변경을 추진하여 

2007년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이는 동사무소가 단지 동의 일반 업

무를 처리하는 곳에서 주민들의 복지 ․ 문화 ․ 교육 등을 제공하는 장소로 바뀌고 

있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이다.2) 도시 재개발 등에 따라 인구 및 행정수요의 증감

으로 지역적 행정여건이 변화되었고,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동 행정 운영이 지역

적으로 확대되고, 민원행정의 경우 동간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

부에서는 2007년 도시체제의 효율성을 위해 약 100여 곳의 동 통폐합을 추진하였

다.

동 통폐합이 추진됨에 따라 유휴 동 주민센터가 발생하였고, 각 동 자치단체에서

는 유휴 동 주민센터를 문화 ․ 복지 ․ 보육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을 제안하였다.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월곡4동 주민센터는 현재 성북구

립미술관으로, 망우2동 주민센터는 청소년 독서실로 리모델링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각 동의 필요한 시설에 따라 프로그램에 따라 유휴 동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이 

제안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유휴 동 주민센터 활용 (좌: 성북구립미술센터, 우: 망우청소년 독서실)

2) 안미연, 행정동 통폐합의 효과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 마포구를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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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휴 동 주민센터 활용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유휴 동 주민센터 활용방안으로 양병일(2001)은 여성 운동센터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행정서비스, 예비군중대, 마을문고 등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성이 적은 

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순수한 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사업단(2010)의 유휴 동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선

행연구에서는 주거복합시설이 제안되었다. 현재 유휴 동 주민센터가 문화 ․ 복지 ․ 
보육 등 주민편의 시설로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해, 문화 ․ 복지 ․ 보육시설에 

더해 임대주거 및 1~2인용 주거시설인 Transit Housing이 포함 된 ‘사회통합적 

복합시설’ 프로그램이 제안된 것이다.3) 이 ‘사회통합적 복합시설‘은 공공건축물을 

주거시설로 개조 및 재활용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여 유휴 동 주민센터에 주거시

설과 주거지원시설이 함께 제안되었다.

  

관악구 보라매동

노원구 월계2동

［그림 2-3］유휴 주민센터의 ‘사회통합적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도시재생사업단, 용도쇠퇴 건축물 개조/재활용 기술 개발(2010) 그림 인용)

3) ‘사회통합적 복합시설’은 유휴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약자 중심의 개조 및 재활용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

한 전제 조건이다. 유휴 주민센터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순환용 주택으로 개조 및 재활용할 때, 지역 내 중

산층 가구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순환용 주택이 해당 동 주민센터

에 위치한 근린주구의 중심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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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학교

(1) 유휴 교실 및 유휴 학교시설 활용 사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농촌은 도시화로 인해 폐교가 생성되고 도시에서는 급속한 

저 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의 수가 감소되어 학교시설 내 유휴교실이 발생하고 있

다.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데이터 중 폐교 사례 수는 1,877개로 나타났고 

이 중 농촌지역의 폐교시설이 약 71%로 입지지역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학교시설 중에서 초등학교가 폐교시설 중 대 다수 비율을 차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초등학교가 폐교시설 재활용 연구 관련 분야에서 가장 활

발히 연구되고 있다.

현재 유휴 학교시설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농촌지역의 유휴 학교

시설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 아래 ［그림 2-4］와 같이 오토캠핑장을 비롯

하여 문화 공간 네트워크, 청소년 수련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대

부분의 유휴 학교시설들이 문화 공간으로 계획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평창의 

몇몇 유휴 학교시설들은 네트워크를 이루며 문화예술교육축제 등 문화 공간 네트

워크를 만들고 있다. 여러 폐교들 중 활동이 활발한 감자꽃스튜디오를 비롯하여 수

하산문화학교, 봉평달빛극장, 무이예술관 등 서로 장점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관내

의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2-4］유휴 학교시설 활용 (좌: 평창 감자꽃스튜디오, 우: 평창군 폐교네트워크 포스터)
(감자꽃, 평창문화예술교육 축제(2011),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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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휴 교실 및 유휴 학교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현재 유휴 교실 및 유휴 학교시설이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과는 달리 선행연

구는 다른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시재생사업단(2010)은 앞에서 동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으로 제안한 것과 같이 유휴 교실 및 학교시설의 활용방안으로 ‘사회통합

적 복합시설’을 제안하였다. 주거시설에 더해 노인복지시설, 주차장, 보건시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신동식과 이종국(2012)은 유휴 학교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 공간구

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급속한 저 출산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면서 

급증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수요를 충당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림 2-5］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신동식과 이종국(2012)은 학교시설을 학습의 장이라는 기능에 더해 

유휴 학교시설에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를 계획하였다. 

        

［그림 2-5］학교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에 따른 공간구성
(신동식 외 1명, 유휴 학교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2012)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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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 활용 사례

김다은(2012)의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과거에는 주민의 편의를 위

한 시설로써 주변 지역의 상업시설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사회적 변화에 의한 단

지 내 상가의 비활성화로 유휴 상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많은 아

파트 단지 내 상가들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유휴점포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

에서는 유휴 상가를 건물 전체 점포가 비어서 버려진 곳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활용 

방안을 위해서 유휴점포가 없더라도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상가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정의하였다.

동일한 세대수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비교하면 상가 건물의 규모가 큰 곳일수

록 비활성화 문제가 더욱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과거에는 시장처럼 활발했지만 현재는 유휴점포가 되어 주로 창고로 쓰이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2층 및 3층은 주로 회사가 있거나 종교시설 등 주민

들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 없는 시설들이 대다수 위치하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서 

기능이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의 주된 활용방안으로 창

고 및 회사 사무실, 종교시설 이외에도 고시원, 소규모 공장 등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림 2-6］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 활용 사례(좌: 창고로 이용, 우: 회사로 이용)
(김다은,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2012)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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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 활용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김다은(2012)은 상가를 유형별로 분류 한 후 설계를 제안하고 더 나아가 단지 

내 상가 관련 법규 개선도 제안하였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

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1 · 2인 주거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활용방안은 상가점포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단지 내 상가의 특성상 주민의 

편의를 위한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도 예전과 같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단지 내 유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활용 했을 때 안전, 경제성, 쾌적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효율적인 활용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림 2-7］상가를 도시형 주택으로 활용한 예시
(김다은,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2012)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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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지하철역

(1) 지하철역 유휴공간 활용 사례

김영우(2011)는 지하철역 유휴공간은 시대의 변화와 상황에 의해 기존의 기능을 

상실한 공간으로서 점점 유휴공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상업시설 

및 공연 문화공간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지하철 개통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유휴공간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하철역 유휴공간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상업시설 및 문화공

간에 더해 ［그림 2-8］과 같이 규모가 작은 서점, 자전거 보관함 등이 설치되어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유휴공간에 서점이 위치하여 

독서를 권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전

거 도난 및 파손 예방까지 고려한 자전거 보관함을 지하철역 유휴공간에 설치하였

다. 이 외에도 가정에서 보관할 수 없었던 물품들을 지하철역 창고에 보관할 수 있

게 대규모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도서대여 및 반납이 가능한 무인대여반납함을 설

치하여 지하철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2-8］지하철역 유휴공간 활용 사례(좌: 서점, 우: 자전거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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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철역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지하철역 유휴공간에 관해 김영우(2011)는 지하철역 유휴공간의 전체적인 공간 

특성과 지하철역사 유휴공간이 나타나는 원인을 밝혀냈다. 또한 활용률이 높은 공

간과 낮은 공간의 공간 특성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하철역사 유휴공간을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정한 활용방안을 제안하지는 않았

지만 공간의 효율성 증가 방안으로 아래 ［그림 2-9］에서 나타는 것과 같이 기존

에 활용되는 시설과 업무시설 및 개표구를 재배치하고 보이드(void)공간을 활용 지

하철역 유휴공간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림 2-9］상왕십리역의 개찰구와 업무시설 (위: 재배치 전, 아래: 재배치 후)
(김영우, 서울시 지하철역사 유휴공간의 공간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2011)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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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 사례와 선행연구의 한계점

앞에서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 사례 및 선행연구로 유휴 동 주민센터, 유휴 

교실 및 유휴 학교시설,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 그리고 지하철역 유휴공간을 살

펴보았다. 우선 눈여겨 볼 부분은 현재 유휴 공간 및 유휴시설이 활용되고 있는 사

례와 선행연구에서 유휴 공간에 제안되는 활용방안은 상당 부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유휴 동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으로 여성 운동센터 및 주거시

설을 포함한 문화복합시설을 제안한 것에 비해 현재는 청소년 독서실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유휴 교실 및 유휴 학교시설 활용방안으로 

선행연구에서 ‘사회통합적 복합시설’로 주거시설에 더해 복지시설과 노인 복지시설

을 제안한 것에 비해 현재 주로 문화시설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파

트 단지 내 유휴상가의 활용방안도 선행연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제안했지

만 실제로는 창고 및 회사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현재 유휴 공간이 활용되는 사례

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용도 및 프로그램이 다른 이유는 법적 규제와 현실적인 제

약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활용방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안해야 하며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도 현실 가능성

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저자 논문서지사항 활용방안

양병일

(2001)

“지역내 공공유휴시설을 이용한 주민 문화복지시설군 계획안: 

성동구 도선동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화공간

곽수정

(2007)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문화공간

김연진

(2009)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

문화정책 논총
문화적 활용

추용욱

(2010)

“문화환경으로서 유휴공간 활용방안”

강원발전연구원
문화환경

［표 2-1］유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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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은 실질적으로 문화 ․ 복지 시설로 주로 이용되

고 있고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주거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로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 본 유휴 동 주민센터, 유휴교실 및 유휴 학교시

설,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상가, 그리고 지하철역 유휴공간 외에 유휴 공간 및 유휴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례에서 문화시설

을 제안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현재 상당 부분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이 문화 

․ 복지 시설로 이용되는 것에 더해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주거시설과 문

화 ․ 복지 시설로도 활용되는 방안이 현실화 된다면 ［그림 2-10］과 같이 유휴 공

간 및 유휴시설은 주거시설과 문화 ․ 복지 시설,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재활용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앞에서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의 활용방안이 제안되었던 동 주민센터, 유휴 학교

시설, 아파트 단지 내 유휴상가들, 그리고 지하철역 유휴공간은 행정동 및 구 단위,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각 용

도별 시설물들은 이미 물리적으로 네트워크(network)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이렇게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의 활용사례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제안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각 시설들이 서로 연결되어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유

휴공간 및 유휴시설의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활용방안들도 기존의 네트워크를 이용

한 프로그램이 아닌, 개별적 건축물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생성되어 있는 시설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상호상승 및 상호 보안 

효과가 있지만 제시된 활용방안들은 각 시설들의 네트워크적 특성을 배제하고 있

다. 따라서 총체적인 행정동 단위나 구 단위에서 네트워크를 적용한 각 시설들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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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구 단위 내에서 중복되는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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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2.4.1. 우체국에 대한 개관

(1) 우체국의 종류

우체국은 크게 두 가지 분류에 의해 나눠진다. 첫 번째는 우체국장의 직위에 따

라 서기관국(4급), 사무관국(5급), 주사국(6급)으로 나눠진다. 이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유 업무와 규모를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 ［표 2-2］에 각 기능이 정리되어 

있다. 이 외에도 7급국(주로 대학교내에 있음)과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 등이 

있다. 별정우체국은 개인이 시설을 갖추고 나라가 위임한 일정 업무를 맡고 있는 

우체국을 운영하는 것이고 우편취급소는 예금과 보험을 취급하지 않고 우편 업무

만 맡으며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이다. 그 밖에 무상이

차국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설치되며 우편물 취급이 많은 관공서나 기업

에 위치하고 있다.

두 번째로 우체국들이 갖는 기능에 따라 집배국, 무집배국, 우편집중국 등으로 

나뉜다. 집배국은 ‘총괄국’이라고도 불리며 수집과 배달 업무를 모두 한다. 창구 접

수 업무와 집배원이 우체통에 담긴 우편물을 지정된 시간에 수거하고, 우편물에 표

기된 수취인의 주소지로 배달하는 집배 업무를 함께 담당한다. 무집배국은 대개 창

종류 기능

6급국

(창구국)

별도의 조직 편제는 없고 국장 밑에 2~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주

로 창구 업무를 전담

5급국

(창구국, 집배국)

대도시의 무집배국에는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우편영업과와 굼융영업

과로 구성되며, 중소도시지역의 집배국에는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우

편물류과와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영업과와 마케팅실로 구성

4급국

(총괄국)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영업과와 집배를 담당하는 배달서비스과, 발착

업무를 담당하는 우편분류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원과와 경영지

도실로 구성

4급국

(우편집중국)

우편분류업무를 담당하는 업무과와 자동화기계를 담당하는 기술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원과로 구성

［표 2-2］우체국장의 직위에 따른 우체국의 종류

(윤정화, 우체국 영업장에 대한 건축계획적 연구(2005) 내용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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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우편을 접수하는 업무만을 맡는데, 총괄국의 관할 아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관내국이라고도 부른다. 곧 우편물을 수집하거나 배달하는 일은 다루지 않고 오직 

창구 업무만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편집중국은 우체국간의 우편물을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일반인들이 접할 기회가 적고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이

다. 

기능에 따라 분류된 우체국들은 아래 ［그림 2-11］과 같은 흐름으로 우편업무

가 진행된다. 먼저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에 의해 우체국(이 때는 접수국이라 부르

며, 집배국과 무집배국 모두 해당)에 접수된 우편물은 모두 그 지역 우편집중국(발

송집중국)으로 보내지고 행선지별로 분류된 후, 다른 지역 우편집중국(도착집중국)

으로 이동되고, 이것을 다시 구분해 수신자가 살고 있는 인근 우체국인 배달국 또

는 집배국으로 배달된다. 이처럼 우편물이 우체국을 옮겨 가는 단계에 따라 같은 

기능의 우체국이라도 접수국, 배달국이라고 불리며, 동일한 집중국이라도 우편물이 

흐르는 순서에 따라 발송집중국과 도착집중국으로 불린다.

［그림 2-11］우편물 소통 흐름도 
(박종흥, 기능별로 달라지는 우체국 이름(2012)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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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체국의 현황 및 공간구성 요소

우리나라 우정사업 관련조직은 우정정책 전반을 통괄하는 우정사업본부와 일정

한 지역을 관장하는 9개 지방체신청(서울, 경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

원, 제주)이 있다. ［표 2-4］에 정리된 것을 보면, 서울청에 소속된 우체국의 수는 

456개, 경인청 594개, 부산청 633, 충청청 531, 전남청 408, 경북청 486, 전북청 

265, 강원청 216, 제주청 52개로 총 3641개의 우체국이 있다. 이 중 우정사업본부

가 보유한 우체국의 수는 총 1691개이며 아래 ［표 2-5］에서 정리된 것과 같이 

2013년도 2월의 통계에 의하면 건축한지 10년 이내의 국사는 279개로 약 16%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건축한지 20년이 넘는 벽돌 및 철근콘

크리트조의 노후하고 협소한 건물로 리모델링을 통해 우체국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구분 4급국 5급국 6급국 7급국 별정국 출장소 취급국 합계

서울청 24 5 223 1 - 7 196 456

경인청 30 18 263 8 93 36 146 594

부산청 21 22 297 2 132 10 149 633

충청청 15 20 227 30 136 17 86 531

전남청 8 19 203 - 122 5 51 408

경북청 12 22 222 8 139 13 70 486

전북청 6 10 106 - 100 10 33 265

강원청 5 14 120 1 34 13 29 216

제주청 - 3 32 1 1 1 14 52

계 121 133 1693 51 757 112 774 3641

［표 2-3］우체국 창구망 설치현황 (2013년 2월 말)

(우정사업본부, 전국 우체국 세부현황(2013) 내용 표 정리)

5년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25년 25년이상 소계

133 146 234 330 342 506 1691

［표 2-4］우정사업본부가 보유한 우체국 건축년도 수

(우정사업본부, 전국 우체국 세부현황(2013) 내용 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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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고객이 주로 이용하며, 다른 실보다 공공성과 사무

작업의 능률성을 바탕으로 계획되는 창구 업무 공간과 우체국 고유의 우편업무와 

소포, 택배물을 분리, 보관을 담당하는 우편 업무 공간, 관리의 중심이 되며, 전산

화와 효율성이 가장 잘 나타나야 하는 관리 업무 공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후생 

서비스 공간, 그리고 공용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체국이 한 건물 안에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공간을 적절히 분류해야만 업무의 효율을 높

일 수 있다. 이런 기능별 단위 공간들에 필요한 소요실을 정리하면 아래 ［표 2-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우체국 중 6급국인 창구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형우체국사 평면도 및 단면도를 통해 6급 창구국에서 필수로 필요한 업무 우체

국 이용자들이 대기하는 장소인 공용실, 고객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상담실, 우편 

및 금고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업실, 금융업무에 이용되는 자금 및 우편을 보관하는 

금고, 그리고 자료 및 문서고 등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고객상담실, 집배실, 

휴게실, 인터넷 프라자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타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기능별 공간 소요실

창구업무
공중실, 방풍실, 사서함실, 현업실, 문서고, 금고, 민원봉사실, 홍보전시

실, 금융상담실, 보험관리사실모뎀실

우편업무
발착실, 발착대기실, 집배실, 특수계작업실, 소포실, 우편업무용창고, 

특수우편보관금고 

관리업무
국장실, 관리사무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노조사무실, 숙직실, 수위실, 

전산교육장, 서비스 창고

후생서비스 일반휴게실, 여직원휴게실, 샤워, 탈의실, 체력단련실, 식당동

공용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 등

［표 2-5］기능별 단위 공간의 구성 소요실

(이성영 외 2명,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우체국의 기능별 단위 공간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2003) 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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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우체국 관련 법규

우정사업에 관한 법령으로 법률은 총 8개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

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별정우체국법, 우편법,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9개의 대통

령령과 11개의 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중 제 11조에서 우체

국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다.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1조(시설 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1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한다. 다만, 청사시설

의 기준면적과 구조 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체신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3.9.>

제 12조(시설 등의 확인)

피지정인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 때에는 관활 체신청장

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체신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외에 우정사업조달사무소에서는 ｢건축물설계지침｣에서 더 세부적인 우체국 

설계 규정을 정하고 있다. ｢건축물설계지침｣에서는 우정사업 건축물의 설계에 있어 

적정 설계지침을 정하여 위탁 설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우정사업 건축물로서의 기

능을 충족하고 바람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

다. 건축, 토목, 조경, 실내디자인, 기계 및 전기 설비, 그리고 통신설비에 대한 규

정이 있는데, 그 중 본 연구에서 필요한 우체국 증축계획에 관련되어 건축 세부사

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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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 지침

제 2장 공종별 설계방안

1.2 세부사항

   1.2.11 증축계획

   가. 증축의 고려

   1) 건물의 설계 시 향후 증축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직 1~2개층 또는 별도의 수평  

      증축 규모에 대하여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장래 증축공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건물의 기능변화, 구조, 공법, 의장적인 요  

      소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계단 ․ 엘리베이터 ․ 화장실 ․ 기계실 ․ 전기실 등은 가능한 증 ․ 개축 시 이상이   

      없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증축 계획

   1) 증축 설계 시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장래 필요한 규모와 형태를 현지  

      국과 협의하여 기존평면의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2) 청사의 입면을 사전 예측하여 법규, 대지조건, 기능, 경제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  

      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 건물과의 연결 부위의 구조보강 및 방수관계를 충분히 오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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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우체국 기능의 변화 및 우체국의 통폐합 정책 추진 배경

우정사업은 1990년대까지 꾸준히 발전하면서 국민의 기본통신 수요를 충족시키

고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통신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우편물량이 감소하고 대내외로부터 시장 자유화가 요구되는 등 시대적 환경의 변

화에 따라 우정사업이 위협 받고 있다. 

［그림 2-12］우체국 업무 기능의 변화

우체국의 대표적인 업무는 ［그림 2-1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우편업무와 금융업무가 있다. 우편업무로 우편물을 접수 및 구분 ․ 발송 ․ 수집 ․ 운
송 ․ 배달하고 우표 및 수입인지를4) 판매한다. 또한 우편환5)과 우편대체, 우편사서

함의 사용승인 ․ 변경 ․ 관리 ․ 교부 등의 우편 업무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금융 

업무로는 예금 ․ 적금 ․ 대출 ․ 신용카드 ․ 보험 등의 금융상품 이외에 공과금 수납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특산품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특산품 우

편주문 판매도 하고 있다. 예전에 우체국의 기능이 주로 우편업무에 한정되었던 것

에 비해 휴대전화 및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이 보급화 됨에 따라 이제는 우

체국 고유의 우편업무보다는 전국 분포망을 이용한 금융업무의 비중이 점점 커지

고 있다.

4) 수입인지란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 ․ 등록면허세) ․ 수수료 ․ 벌금 ․ 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이다.

5) 우편환이란 은행의 송금과는 달리 가입계좌 없이 우편을 이용해 현금을 수송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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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은 우정사업의 연도별 우편물량과 우정사업의 예금사업, 보험사

업, 우편사업의 수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좌측 그림은 우정사업의 연도별 우편

물량을 나타낸 것으로 2008년 소폭으로 증가한 것 외에는 계속해서 10년 동안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편 수요가 다른 전자적 수단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동통신기기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보급화 

됨에 따라 이전의 우편물이 했던 기능을 문자메세지 및 전화 통화, 전자메일이 대

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우측의 표는 전반적인 우정사업의 경영수지가 악

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는 우체국 통폐합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매체를 통해 이를 발표하였다.

［그림 2-13］위: 우정사업의 연도별 우편물량, 아래: 우정사업의 수지변화 추이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홍보영상(2011) ), (박재석 외 1명, 우정사업의 부동산 개발 전략에 관한 소고(2012)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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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국내 ․ 외 공공시설 통폐합 사례

(1) 미국 우정공사(United States Postal Service) 통폐합 사례

1775년에 설립된 미국 우정공사(United States Postal Service)는 우편제도로 

상업을 활발히 일으키고 정보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탄

생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후 계속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날 미국 전 지

역에 더해 세계적 우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편사업을 하고 있다. 미국 우정공사

는 독립적인 정부기구로서 연간 2000억 통 이상의 우편물(세계의 약 40%를 차지)

을 배달하며, 우표 대금과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편지 배달

에서는 독점 체제이지만 탁송 화물 배달에서는 사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한 경쟁에 더해 급격한 통신기기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화로 미국의 우편

사업 환경도 변화되었다. ［그림 2-14］와 같이 2011년에는 우편 배달량이 그 전 

해인 2010년보다 30억 건이 줄어든 1680억 건을 기록하면서 총 매출도 20억 달

러가 줄어든 67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적자 누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미국 

우정공사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방에 있는 소규모 우체국을 통폐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2015년까지 65억 달러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1년

까지 212곳을 통폐합하였고, 2013년까지 252곳을 추가로 고려하여 200곳 이하의 

우체국만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미국 우정공사는 2015년까지 20%

의 인력감축 및 주 5일제 근무로 해결책을 내놓은바 있다. 

［그림 2-14］미국 우정공사 2011년 실적 및 2013년까지 통폐합하려는 우체국들
(United States Postal Services, 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2011)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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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동 주민센터 통폐합 사례

2007년 우리나라의 공공시설 중의 하나인 동사무소(현재 동 주민센터)가 통폐합 

된 바 있다.6)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된 계기는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 활용, 

그리고 행정수요별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이 통합된 것에 있다. 원칙적으

로 관할 인구가 2만 명 이하인 소규모 동사무소를 통폐합하여 3만 명 이상의 주민

을 관할하는 큰 동으로 하되,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동사무소 2개를 하나로 

통합하기 보다는 3개 이상의 동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행정수요가 적고 또는 경계

가 불합리한 동을 조정하여 3만 명 이상인 동으로 통폐합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서울시 522개의 동사무소가 통폐합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동대문구의 8개동 통합을 마지막으로 총 522개 중 1/5에 해당되는 98개

의 동사무소 통폐합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98개의 유휴 동사무소가 생성되

었는데,［표 2-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98개의 폐지청사 중 현재 12개 청사는 

재개발 등으로 소멸되었고 그 외의 74개 청사를 문화 ․ 복지 공간으로 리모델링하

였다. 주민복지와 취미생활을 위한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주민체육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로 리모델링되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휴 동사무소의 활용으로 동일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 약 3,029억 원을 절감하였다.7)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을 유휴 동사무소의 리모델링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 및 현실적인 측면으로도 효율적인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 사례

이다.

폐지청사 도서관 · 문고 복지시설 보육시설 자치회관 기타시설

총 74개소 46 21 14 54 18

［표 2-6］폐지 동사무소 시설활용 현황 (2010년 9월 자료)

(서울특별시 행정국 행정과, 동사무소 통폐합 완료1년, 폐지청사 주민 품으로!(2010) 표 인용)

6) 동 행정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동 명칭 변경을 추진하여 2007년 7월에 동사무소를 “주민

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7) 서울특별시(2010)는 유휴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문화 ․ 복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동사무소 당 평

균 약 35억 원을 절감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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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결

2장에서는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고찰로써 먼저 유휴공간 및 유휴

시설의 개념 및 생성 배경을 살펴보았다. 동 주민센터, 학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그리고 지하철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 사례와 선행연구에 대해 알아본 후, 

이들의 한계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개별적인 용도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활용방안 프로그램들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활용방안의 용도가 중복되는 것을 줄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

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행정동이나 구 단위의 총체적인 활용방안이 제안되어야 한

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위치하는 공공시설들은 이미 물리적인 네트워크

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시설들의 네트워크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활용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

방안의 예로 현재 우체국의 통폐합 정책에 따라 생성되는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

휴시설을 네트워크적 특성과 접목해서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3장에

서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개념을 정의하

고 우체국의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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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네트워크의 정의

3.1.1. 네트워크의 개념 및 속성

(1)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사회의 개념

기존 연구에서 네트워크(Network)는 ‘Net +Work’의 합성어로, 사전적 의미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장치(전화, 컴퓨터 등), 전송 장치, 교환 장치, 그리고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통신선로 등으로 구성된 거미줄과 같은 연결망을 말한다고 

정의한다(이도희, 2009). 하지만 현대사회에 이르러 네트워크는 컴퓨터 간의 연결

을 의미하는 것에 더해 사회학과 인류학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사전연구사에서는 “네트워크란 복수의 사람ㆍ조직ㆍ사물 등을 

연결시키는 일정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한국사전연구사, 

2010).

 미국의 사회학자 마뉴엘 카스텔(Manuel Castells)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상호 

연관된 결절(node)의 집합”으로 현대 정보사회를 “네트워크 사회”라고 이해하였다

(카스텔, 2003). 네트워크 사회는 데이터, 자료, 지식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 자

료, 지식, 그리고 데이터는 개별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연

결되어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본과 상품의 네트워크, 인간의 네트워크, 지

식과 정보의 네트워크, 자본과 노동, 상품, 그리고 지식,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네

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흐르고 얽히는 사회를 네트워크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카

스텔은 Network Society에서 이것을 “흐름의 공간(the space of flows)”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흐름의 공간”에서는 네트워크에 의해 사람도 흐르고 정보도 흐르

고 자본도 흐르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도시 분석은 흐름의 공간에서 장소에 기반

하고 있는 지향성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시”한다고 말하며 이 네트워크는 사회, 

문화, 자연, 기능적 특성을 지닌 특정한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카스

텔, 2003).

(2) 네트워크의 속성 및 네트워크 연구의 필요성

네트워크의 속성은 크게 세 가지로 ‘개별적 속성’, ‘관계적 속성’, ‘구성적 속성’의 

특징을 가지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 박경희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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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네트워크는 개체인 ‘요소의 독자성’을 전제로 한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며 개체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요소들의 기능을 향

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따라서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들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

어지게 되면, 이때 각 요소는 ‘개별적 속성’을 가진다.

둘째,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요소가 결합되며, 구성관계는 상호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단순히 결합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결과를 

전제로 결합되므로 구성요소들은 서로 ‘관계적 성질’을 가진다.

셋째, 네트워크는 ‘요소들이 결합되어 또 다른 성질을 갖는 조직, 또는 체계를 형

성’한다. 이는 부분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합 이상의 질적인 우월성을 보이며 네트

워크에 의해 연결된 요소들은 하나의 ‘구성적 성질’을 가지므로 전체적으로 파악되

어야 한다.8)

3.1.2. 건축 ․ 도시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건축 ․ 도시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로 먼저 박경희(2000)는 서울 사

대문안 현황 및 분석을 통하여 현재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행망

(pedestrian network)를 구상하였다. 이상호와 공순구(2000)는 서울시 공공도서

관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성 및 지역네트워크 계획을 제안하

였다. 김화현(2000)은 노인의 물리적 ․ 사회적 단절을 해소하고 개방된 도시 공간

을 형성하기 위해 ‘1평 공원’을 제시하고 이를 대상지인 종로에 삽입하여 network

의 형성을 주장하였다. 김철희(2005)는 자생적 네트워크의 개념을 통해 대구 공구

기계 상가 내 생산시설을 복합문화시설로 제안하였고 이도희(2009)는 실증적 조사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커뮤니티 활성화 네트워크 측정 모델인 수평 및 수직 

layer들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김창언(2011)은 축제공간을 공간적인 측면

에서 접근하여 축제 네트워크 구조화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표로 작성

하면 다음과 같다.

8) 박경희, 서울 사대문안 보행 망 조성계획,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9-10 내용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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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논문서지사항 키워드

박경희 (2000)
“서울 사대문안 보행 망 조성계획”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역사환경, 보행, 

보행망, 보행네트워크, 

사대문안, 서울시, 

걷고싶은거리

이상호, 공순구 

(2000)

“대도시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공공도서관, 

네트워크구성

김화현 (2002)

“사회적 단절의 극복을 위한 도시 

Network Design: 종로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도시적 단절, 도시적 

network, network 

design, 1평 공원

김철희 (2005)

“자생적 네트워크를 통한 비활성 

도시 공간의 재구성”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자생적 네트워크, 

복합문화시설, 대구 

공구기계 상가

이도희 (2009)

“노인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 공간 네트워크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도시공간, 

측적모델적용

김창언 (2011)

“도시축제의 장소특성에 따른 

공간유형 및 네트워크 구축 개념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축제, 공간, 장소, 

네트워크, 구축개념

［표 3-1］건축 ․ 도시 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이러한 건축 ․ 도시 분야의 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대상지에 적합

한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안하였다. 이는 새로운 건축적 구상 및 개념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현실적, 경제적으로 불리하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기존의 건물 및 시설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건축물 및 개념을 제안해야하기 때

문에 기존에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된 건축물에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 보다 상대

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이미 형성된 물리적인 공간 네트워크의 개념을 접목시켜 장

소와 공간의 의미를 활성화시키고,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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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개요

3.2.1.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정의

네트워크 개념은 행정 및 사회학, 경제,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되

고 있으며, 도시 ․ 건축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현대의 도시는 도시를 구성하

는 요소들이 유기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관계를 맺으며 네트워크적 구조체

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적 구조체계를 가지는 도시공간에서 

유형 및 성격에 맞게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것을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공간”, “커뮤니티”, “네트워크”란 단어들의 조합으

로 이루어져 있다. “공간”의 사전적 정의는 ‘물질이 없는 진공영역의 뜻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물질이 존재하고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를 가리킨다.9) 또한 ‘건물 부

위의 구성이나 복수 건물의 구성으로 성립하는 장 내지 공간, 또는 그들의 구성 관

계’를 말한다.10) 

 “커뮤니티”의 사전적 정의는 ‘이해, 종교, 국적, 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동사회나 

공동체’, ‘큰 사회 중 공통의 특징을 가진 집단 또는 사회’ 등 이다.11) 커뮤니티

(community)의 어원을 살펴보면 공동을 의미하는 ‘common’과 공동자치제를 의미

하는 ‘communal’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소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 또한 의사소통의 의미를 지닌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의미를 담고 있

기도 하다.12) 커뮤니티라는 용어는 모든 개념을 포괄하기 쉽지 않으나 커뮤니티 개

념은, 특정 지역을 함께 공유하면서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

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며 조화로운 공생을 통해 스스로의 존속을 꾀하는 사

회집단으로 정의13)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단어들을 다시 조합하여 정의하면, “공간 네트워크”란 물질이 존재하고 현상

이 일어나는 장소들이 연결되어 있는 일정한 관계를 뜻한다. 물리적인 장소들이 서

9) 과학백과사전, 2013, 제2판

10) 건축용어사전, 2011, 제7판

11) 동아프라임영한사전, 1998, 제3판

12) 홍기선, 길음뉴타운 내 커뮤니티센터 계획안,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3) 하성규 외 10,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대한주택공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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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계를 맺으며 연결된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커뮤니티 네트워크”란 구성원들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공유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사회집단들이 연결되

어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공통된 부분을 공유하는 하나의 집단이 그 집단으로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 집단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연결된 것이다. 따라

서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란 물리적인 장소들이 관계를 맺으며 위치하고, 그로 

인해 공통된 부분을 서로 공유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3.2.2.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특징 및 필요성

(1)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특징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공간 네트워크로서 공공공간이나 건축공간이 여러 곳에 위

치하여 그들 간에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이다. 카스텔(2003)은 이것을 

“결절(nodes)”과 “허브(hubs)”로 나누었는데 몇몇 장소들은 교환자, 즉 허브로서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있는 요소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조정자 역할을 담

당하는 것이고, 다른 장소들은 네트워크의 결절로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 지역기반 활동과 조직을 구축하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는 기능들이 

입지하여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조금 다른 기능을 하는 결절과 허브는 하나의 단

위 안에서 네트워크를 이루며 이러한 단위들이 모여 거시적인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다. 

공간 네트워크 커뮤니티 네트워크

［그림 3-1］물리적 공간 네트워크와 그로 인해 생기는 커뮤니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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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커뮤니티 네트워크로서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연계되어 생성되는 특징

으로 ［그림 3-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객체들 간의 교

류로 인해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한 예로, 현재 하나의 행정동 단위나 

면 단위에 하나씩 위치한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라는 건축공간이 물리적인 공간 네

트워크를 이루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에 더해 이들이 서로 교류하며 필요한 

목적에 따라 상호보완을 해 주는 잠재적 가능성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게 된다.

(2)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지구촌 국제화 현상에 의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현상이 보다 복

잡해지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이러한 현대 시

대에 효과적인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첫째, 

각각의 객체들이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유리하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신념과 가치관이 

변하고 가족의 형태 및 기능이 달라져 그에 따른 생활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안에서 결절점(node; 노드, 

이하 노드라 함)들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네트워

크 안에서  ‘노드’들이 링크로 연결되어 있어 ‘노드’의 형태나 크기가 바뀌어도 ‘노

드’와 ‘노드’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로 인해 유연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는 두 개 이상의 요소가 결합되어 이들의 구성관계는 상호상승 효

과를 가져 올 수 있다(이도희, 2008). 현대의 도시는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

소와 사물들이 유기체와 같이 서로 간에 연결되고 이러한 상호 연결적 관계가 그물

망처럼 퍼져 네트워크적 구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공간들

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네트워크를 이룰 때 각 객체의 개별적 속성의 기능이 향

상되는 것은 물론, 이들의 합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에 비추어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시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 다음 절에서 사례를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공

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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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적용 사례

(1) 네트워크 도시, 란트스타트(Randstad)14)

네트워크 도시에 관한 여러 이론가들 중 대표적인 이론가로 David F. Latten을 

꼽을 수 있다. 네트워크 도시론은 전통적인 중심지 이론과 상충되는 도시 시스템으

로, D. Batten는 중심지 체계형의 도시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인근 도시간의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 모델로서 네트워크 도시를 제시하였다(Batten, 1995). 기존

의 중심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일정 정도까지는 도시부흥과 경제 활성화

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에너지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약화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한다. 따라서 절충적인 형태의 분산적 집중도시와 같은 

네트워크적 도시의 이론이 대두된 것이다.［표 3-2］에서는 중심지 이론과 네트워

크 도시 이론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한 표로 중심지 체계와 구별되는 특성은 도시들

의 배열의 특성, 개별도시의 독립성, 수평적 연계와 분업, 그리고 높은 성장률이라

고 볼 수 있다. 

D. Batten에 의하면 네트워크 도시는 교통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2개 이상의 독

립적인 도시들이 기능상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고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기

본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란트스타트(Randstad)는 대표적인 네트워

크 도시의 사례로 들 수 있다. 란트스타트는 다핵도시(polycentric city)의 전형적

중심지 시스템 네트워크 도시 시스템

중심성 결절성

도시규모에 의존 도시규모의 중립성

중심 도시에 종속되는 경향 중심 도시와 보완성 추우

인근 도시 간 동질적인 재화와 서비스 

공급

인근 도시 간 이질적인 재화와 서비스 

공급

수직적인 접근성 수평적인 접근성

일방통행식 흐름 쌍방통행식 흐름

교통비용 정보비용

공간을 초월한 완전경쟁시장 가격차별화를 지닌 불완전 경쟁시장

［표 3-2］중심지 시스템과 네트워크 도시 시스템

(권오혁, 네트워크 도시의 연계구조와 발전전략(2005) 표 재정리)

14) Batten, D.F., Network Cities: Creative Urban Agglomerations for the 21st Century, Urban Studies, 1995 

내용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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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네트워크 도시군을 지칭한다. 암스텔담은 금융 ,문화 및 교육 중심지로, 덴하그

는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하였다. 로테르담은 유럽 물류의 제일 중요한 항

구이며 유트레흐트 및 아인트호벤은 지식기반의 디자인 산업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결절지들을 교통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 환경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수도권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 

［그림 3-4］는 란트스타트 지역의 핵심도시인 암스텔담, 덴하그, 로테르담, 유

트렉 등이 모여 이루어지는 다핵순환도시와 각 핵이 또 다시 자족적 경제도시와 함

께 네트워크화 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란스텔담 지역은 암스텔담을 중심으로 

철도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유럽의 허브공항인 스키폴과 덴하그, 로테르담, 그리고 

유트렉 등이 연계가 되어 순환 고리를 이루고 있다. 문화와 역사, 인문적 가치, 무

역과 상업, 창조산업 등의 특화된 산업들이 연계되어 시너지를 이루고 잠재성을 극

대화시키면서 순환을 강조하는 산업구조와 공간지리적 구조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란트스타트 지역의 주요 도시들은 앞에서 카스텔이 설명한 노드와 허브

의 역할을 하면서 물리적인 공간 네트워크를 이루고, 또 이 도시들은 서로 연결되

어 상호작용을 하며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란트스타트는 네트

워크 도시구조의 예로써 도시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가고, 네트워크적 도

시의 특성과 장점이 어우러져 현대 사회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림 3-2］란트스타트 지역과 네트워크 도시의 사례

 (임기택, 네트워크 도시론과 들뢰즈 공간철학의 잠재적 순환에 관한 연구(2010)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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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초보적인 구성 ［그림 3-5］단계적 협력지도형［그림 3-3］망상형

(2) 공공도서관 적용 사례15)

란트스타트가 네트워크 도시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광역적인 도시 단위에서 네트

워크가 적용된 사례라면 이상호와 공순구(2000)는 좀 더 작은 단위인 서울시에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들은 한정된 면적을 가진 공공

도서관의 상호 연계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

는 도서관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상당수 도서관이 서울시의 중심부(종로구, 용산구)에 

위주로 몰려 있으며 외곽으로 갈수록 도서관이 한 곳도 없거나 있다 해도 구의 중

심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지역적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상호와 공순구(2000)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효

율적인 도서관 운용을 위해서는 “도서관 시설 확보와 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지역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망을 배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

고 있다. 이들은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현황을 조사하고 네트워크의 기본적 구성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 시설네트워크를 계획하였다.

네트워크의 기본 구성으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림 3-3］은 일반적인 

시설계획에서 표현되고 이것을 고쳐서 묘사하면 ［그림 3-4］와 같이 실상이 된

다. ［그림 3-5］는 ［그림 3-4］를 조금 복잡화해서 중앙과 분관의 관계만으로 

묘사하였다. ［그림 3-4］는 분관이 아직 자립성을 갖지 못한 원초적인 네트워크

이고, ［그림 3-5］는 분관의 자립성이 높더라도 회적 협력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관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자립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분관

간의 상호협력이 가능해져 일반적으로 ［그림 3-6］과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

15) 이상호, 공순구, 대도시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0 내용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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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평면적연휴협력형 

        

［그림 3-7］지방분권적협력형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평면적연휴협력형은 공공도서관 네트워크의 전형적인 유형

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하는 과제에 대해 전 도서관이 동시적으로 대응하는 방

식이다. ［그림 3-6］이 일정한 범위에 한정되는 것에 비해 ［그림 3-7］은 연속

되는 것에 의해서 광역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리적인 공간인 

분관 도서관들이 ‘노드’를 이루고, 이들이 연결되어 입지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사서나 자료를 보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 공간에 제한

되는 도서의 수 및 자료의 양을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성은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적

용된 사례로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3-8］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2년 “서울대표도서관건립”자료 중 도서관 협력망 

구성도로 이상호와 공순구(2000)의 연구 이후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적협력형의 시

스템을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도서관 협력망 구성도
(서울특별시, 서울대표도서관 건립(2012),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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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체국의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 적용 가능성

우리나라 우체국 설치 기준은 도시지역에서는 행정단위의 동당 1국, 농어촌에서

는 읍, 면당 1국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우체국이 동사무소, 학교, 치안센터 

등과 같은 공공시설과 함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각 동에서는 우체국

의 작은 단위인 우편취급소 및 출장소, 별정국, 6급국 우체국이 있고, 그 상위 우체

국으로 5급국과 4급국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정부에서 추진하여 진행되

었던 우체국 통폐합으로 인해 사라진 100여 곳의 우체국을 제외하고는 이미 전국

적으로 행정단위 마다 우체국이 물리적인 공간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3.1. 우체국 네트워크와 지하철 노선 비교

우체국의 네트워크는 수도권 지하철 노선과 비교할 수 있다. 지하철 환승을 통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는데 각 다른 지하철 노선들의 역들이 네트워크

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도권 지하철 노선은 지역 곳곳에 설치

되어 있어 세계 도시들 중에서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한 나라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강남구 29 서대문구 7

강동구 11 서초구 19

강북구 3 성동구 19

강서구 20 성북구 9

관악구 4 송파구 22

광진구 11 양천구 6

구로구 13 영등포구 19

금천구 4 용산구 18

노원구 16 은평구 15

도봉구 8 종로구 15

동대문구 11 중구 23

동작구 17 중랑구 13

마포구 22 합 354

［그림 3-9］좌: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우: 서울시 자치구별 지하철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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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도권 지하철역은 우체국처럼 모든 행정 동단위에 위치하지 않는다. 지하

철역 선정 기준은 유동인구와 통행량을 고려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우체국의 설치 

기준과는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두 개의 동에 지하철역 하나가 배치되는 것으로 확

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행정동 단위 당 설치되는 우체국의 네트워크는 수

도권 지하철역의 네트워크의 두 배 가량 더 세분화되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고, 이것은 우체국의 네트워크가 광역적으로 더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3.2. 우체국의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 적용 가능성

전국적으로 세분화되어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은 물리적 공간 네트워크로 

인해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인 동에 한 개소씩 위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변화나 특성에 따라 각각

의 우체국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우체국들이 분포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한 개의 우체국 보다 지역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처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널리 분포 되어 있는 우체국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렇게 긴밀하게 연결 된 우체국들은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우체국간의 상

호상승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우체국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 이용자

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네트워크 

도시 이론에서 논의되었는데 네트워크 도시의 “공간적 네트워크”의 개념은 교통과 

공간의 결합으로 지역적 다핵심 도시로 발전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

다(임기택, 2010). 그러므로 ‘노드’들의 개수가 많고 그 거리가 짧아 연계성이 강화

되어 더 효율적인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리

고 무엇보다 현재 이러한 우체국들이 위치함으로써 물리적인 공간 ․ 커뮤니티 네트

워크가 이미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제안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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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우체국의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 적용 활용방안

앞에서 말한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적용 예시 중 공공도서관 사례를 우체

국의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 적용에 대입시켜볼 수 있다.［그림 3-6］과 ［그림 

3-7］을 우체국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그림 3-10］과 ［그림 

3-11］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그림 3-10］은 현재 구 단위 우체국간의 관계 

모습으로 ［그림 3-3］의 망상형을 구조를 띄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 집중

형의 형태로 중앙의 우체국을 제외한 다른 우체국들은 모두 중앙우체국에만 의존

하여 독립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 우체국을 제외한 다른 우체국들

끼리의 교류가 없고 중앙 우체국만 다른 우체국들끼리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그림 3-11］은 현재 구 단위 우체국의 관계 형태에 공간 ․ 커뮤니티 네트

워크를 적용한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바깥쪽의 큰 원이 구 단위를 나타

내고 그 안의 동 단위를 나타내는 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의 구는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동 단위 안에는 여러 개의 우체국들이 위치하고 

있다. 색이 칠해진 원들이 우체국을 나타내는데, 검은색의 원이 중앙 우체국을 나

타내고 회색의 원들이 중앙 우체국을 제외한 우체국들을 나타낸다. 동 하나에는 다

른 우체국 보다 우체국의 상위 업무를 보는 우체국들이 위치한 것으로 크기가 다른 

원들이 배치되어 있다. 우체국들은 모두 중앙에 위치한 중앙 우체국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우체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현재 우체국의 양상과는 다

른 점이다. 모든 우체국들은 중앙 우체국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긴밀하게 연결 된 우체국들은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우체국간의 상호상승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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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현재 구 단위의 우체국 모습

［그림 3-11］현재 구 단위의 우체국에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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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는 ［그림 3-11］이 모여 광역적으로 형성된 것을 보여준다. 이

는 앞에서 설명한 ［그림 3-7］과 같은 형태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광역

적인 범위에서 지방분권적협력형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역적인 네트워

크는 전국에 거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들의 네트워크로 다핵심 도시로 성장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드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이루고 이 노드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림 3-12］대도시 우체국의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 적용

이러한 네트워크는 우체국뿐만 아니라 여러 건축물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

용방안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림 3-13］과 같이 하나의 동 단위 안에서 생성되

는 유휴 우체국, 유휴 동 주민센터, 유휴교실 및 유휴 학교시설, 아파트 단지 내 유

휴 상가들은 각 기능별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은 물론, 동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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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동 안에서 각기 다른 건축물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들이 네트워크를 이루

어 필요한 프로그램을 활용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시설의 공간 ․ 커
뮤니티 네트워크는 각 유휴 시설들이 서로 연결되어 동일한 활용방안이 같은 동 단

위 내에서 중복되어 제안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관계를 맺으며 상호상

승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림 3-13］대도시 구 단위 안에서 건축물들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의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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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3장에서는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사회의 개념을 바탕으로 공간 ․ 커뮤니티 네트

워크에 대해 정의하고 특징 및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

크란 공공공간이나 건축공간이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

는 객체들, 또는 결절들 간의 교류로 인해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러한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공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네트워크를 이룰 때 각 객체의 

속성의 기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이들로 인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대 시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우체국은 행정동 단위 당 1개소의 우체국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국적으

로 고루 분포되어 있고 이에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우체국은 이러한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 개념이 잘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우체국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이

루어 우체국들 간의 상호보완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우체국의 공간 ․ 커뮤니티 네트

워크 개념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근본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우체국의 유휴공

간 및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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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우체국의 가치 및 특성

4.1.1. 우체국의 가치16)

최근 우리나라 우정경영연구소에서 우체국 네트워크의 공익적 가치 추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박재석(2012)은 우정사업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우정사

업자들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조직 및 인력 슬림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

다. 이러한 경영혁신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우체국의 공익

적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박재석(2012)의 연구에서는 우체국의 공

익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우정사업이 

효율성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였다. 

［표 4-1］은 우정사업 운영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분류한 것으로 일반적인 가치 

분류 체계에 따라 크게 사용가치, 비사용가치로 먼저 구분하고 각 세부 항목에 대

응되는 우체국의 가치 요소들을 표시하였다. 

사용가치란 개인이 재화를 물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부여하는 가치이며, 사용가

치는 다시 직접사용가치와 간접사용가치로 분류된다. 직접사용가치는 상업적 이용

이나 재화 자체의 소비와 관련된 가치이고 재화를 통한 감정적, 정신적 만족 등과 

관련된 가치가 간접사용가치이다. 반면 비사용가치는 사용가치 이외의 가치를 통칭

하는데 개인이 물리적으로 재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에 부여하는 가치이다. 크

게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대체가치 등으로 세분화 된다.

사용가치 중 직접 사용가치는 우편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로 분류하였고 우편 서

비스는 편지(통상우편), 소형 포장물, 국제우편 배송으로 구분하였다. 금융 서비스

는 지불결제 서비스, 예금 서비스, 보험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간접사용가치는 우체

국에서 제공하는 공익적 서비스에 대응시켰다. 사회적 서비스는 현재 제공하고 있

거나 향후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로 친서민 생활금융 서비스 제공, 행

정 인프라 제공, 산업지원 기능 제공, 에너지 절약 및 자원재활용 지원, 국민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비사용가치도 가치분류 체

계에 따라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대체가치로 분류하여 각각의 의미를 우체

국의 실정에 맞게 정의하였다.

16) 박재석, 우체국 네트워크의 공익적 가치 추정, 우정정보, 2012 발췌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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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사

용

가

치

직접사용

가치

우편

서비스

편지(통상우편) 배달
공익적

가치

소형 포장물(소포, 택배) 배달

경제적

가치

국제특송(EMS)

금융

서비스

지불결제(환 ․ 대체, 수납, 송금)

예금서비스

보험서비스

간접사용

가치

사회적

서비스

친서민 생활금융서비스 제공

공익적

가치

행정인프라 제공

산업지원 기능 제공

에너지절약 및 자원재활용 지원

국민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

비

사

용

가

치

선택가치 현재는 우체국을 이용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용할 것에 대한 가치

존재가치 우체국의 존재가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가치

유산가치 미래세대를 위해 우체국 네트워크를 보존하는 것에 부여하는 가치

대체가치 타인이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관련된 가치

［표 4-1］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

(박재석, 우체국 네트워크의 공익적 가치 추정(2012) 표 재정리)

이렇게 우정사업은 우편 서비스와 금융서비스와 같은 경제적 가치 외에도 공익

적 가치가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능의 효율성에 치우치다 보면 간과하기 쉬

운 우체국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정사업의 목적이 국민에게 보편적

이고 기본적인 우정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편리하고 안

정적인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최적화된 네

트워크 재정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민 입장의 편익도 반영해야 한다. 즉, 

재무적 편익만을 고려하지 않고 공익적 가치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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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전국 네트워크를 강조한 우체국 홍보영상

4.1.2. 우체국의 특성

(1) 우체국의 네트워크적 특성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체국은 네트워크적 특성을 갖고 있다. 우체국 설치 

기준으로 행정동이나 읍 ․ 면에 1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체국이 고

루 분포되어 있다. 앞에서 대도시 우체국 네트워크를 수도권 지하철역과도 비교를 

해보았는데, 우체국은 각 행정동이나 읍 ․ 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모든 동에 하나씩 

위치하는 것에 비해 지하철역은 두 개의 동에 하나의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우체국 네트워크는 더 강한 연계성으로 조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이렇

게 전국적으로 세분화 되어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은 현재 이미 형성된 물리적

인 공간 네트워크인 것이다. 

또한 이 우체국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을 포함한 공공시설들(동 주민센터, 학교, 치안센터 등)은 네트워크

를 적용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네트워크를 적용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림 4-1］과 

［그림 4-1］과 같이 우체국에서도 이러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성이 높

은 우편업무를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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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전국에 분포도를 강조하는 우체국 홍보 영상

(2) 우체국의 비소멸성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과학과 통신 기술이 발달되고 전자 우편량이 많아져 우체국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전자 우편의 발송 및 수취가 더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

에 인터넷 우체국이 물리적인 우체국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우체국은 모두 사라질 수가 없는 비소멸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우정사업의 목적은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우정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우편법에 의해 국가는 국민에게 기본 우편역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즉,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우편을 발송하고 수취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우체국을 전국에 고루 배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업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

로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의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가 있다(우편법시행규칙 

46조). 이것은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 우체국이 공공기관으로서 우편물을 발송하

여 증명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 우편역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에 더해 내용증

명과 특별송달 업무의 법적인 효력에 의해 우체국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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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우체국

4.2.1.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도｣ 개요

건설교통부에서 시공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 설계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표준

설계도서’를 시행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는 1985년에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

도｣를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 시행했다. 그러나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는 활

용실적이 저조하고, 빠르게 변하는 건축의 제반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999년에 

폐지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표준설계도서 폐지 

사유를 ［표 4-2］와 같이 정리했다.

｢소형화우체국표준화설계도｣는［표 4-3］에서 정리된 것과 같이 7개의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연면적의 넓이에 따라 나눈 것이다. 이 7개의 유형은 다시 도

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누어지며 400, 300, 350은 도시형, 230, 200, 170, 150은 

농촌형으로 구분된다. 

표준설계도서 폐지 사유

1. 설계도면의 영형화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우체국사 건립이 어렵고, 대지여건 등

이 국사별로 상이하여 표준설계도서 적용가능 국사가 많지 않음

2. 건축 자재 및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우체국사에 설치되는 시설도 변화하고 있으나 

표준설계도서에는 미반영

3. 재설계 보완하는 경우에도 활용실적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표 4-2］표준설계도서 폐지 사유 

(우정사업본부, 표준설계도서 활용 경위(2013)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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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식
TYPE

건 물 면 적 표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층 1층 2층

도

시

형

400
292.84㎡

(88.74PY)

409.11㎡

(123.97PY)

39.81㎡

(12.06PY)

279.95㎡

(84.83PY)

89.35㎡

(27.08PY)

300
219.00㎡

(66.36PY)

309.15㎡

(93.68PY)

34.65㎡

(10.5PY)

207.15㎡

(62.77PY)

67.35㎡

(20.41PY)

250
174.74㎡

(52.95PY)

258.26㎡

(78.26PY)

24.96㎡

(7.56PY)

162.75㎡

(49.32PY)

37.35㎡

(20.41PY)

농

촌

형

230
178.67㎡

(54.14PY)

239.91㎡

(72.70PY)

172.56㎡

(52.30PY)

67.35㎡

(20.41PY)

200
162.03㎡

(49.10PY)

212.03㎡

(64.25PY)

156.08㎡

(47.30PY)

55.95㎡

(16.95PY)

170
133.98㎡

(40.60PY)

179.41㎡

(54.37PY)

122.76㎡

(32.20PY)

56.65㎡

(17.17PY)

150
103.25㎡

(31.25PY)

103.25㎡

(31.25PY)

103.25㎡

(31.25PY)

관사

별도

［표 4-3］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 건물 면적표

(우정사업본부, ｢소형우체국사표준화설계도｣ (1985) 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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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과 농촌형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지하충의 유무를 들 수 있는데, 도시형은 

모두 지하층이 존재하는 것에 비해 농촌형은 지하층이 없다. 또한, 150유형을 제외

한 모든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우체국들은 지하층, 1층, 2층으로 구

성되었으며 2층은 관사로 쓰인다. 150유형은 단층 건물로 관사가 별도로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50유형을 제외한 모든 표준화우체국들은 측면이 ㄴ자 형태를 

띠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의 우체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형우체국사표

준설계도｣의 농촌형 유형인 230, 200, 170, 150는 제외하였다. ｢소형우체국사표

준설계도｣의 도시형 표준화우체국들의 투시도는 ［그림 4-3］과 같다.

   

400유형

300유형

250유형

［그림 4-3］｢소형우체국사표준설계도｣의 농촌형 우체국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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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우체국의 현황

현재 서울시 소형우체국 중 6급국 투자국의 수는 총 143개이다. 이 중에서 ｢소

형우체국사표준화설계도｣가 공식적으로 적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우체국들의 

수와 ｢소형우체국사표준화설계도｣가 적용 된 우체국과 유사한 우체국들을 도출해 

냈다. 공식적으로 ｢소형우체국사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우체국을 정리한 것은 

［표 4-4］와 같다. 

소형우체국사표준화설계

(250 type)

소형우체국사표준화설계

(300 type)

소형우체국사표

준화설계가 

적용되지 않음

도면 

없음
합

14 7 77 45 143

［표 4-4］｢소형우체국사표준화설계도｣가 공식적으로 적용한 우체국 수

그러나 공식적으로 ｢소형우체국사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

는 않지만 이 설계도를 참고하여 계획되었다고 추정되는 우체국을 다시 정리해 보

았다. ｢소형우체국사표준설계도｣가 적용된 우체국의 평면도 및 입면도에서 건물 평

면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1m 이내의 차이로 ｢소형우체국사표준설계도｣가 적용된 

우체국과 비슷하고 입면의 모습이 유사한 것을 도출해냈다. 이를 더해 재정리한 것

은 ［표 4-5］와 같다.  ｢소형우체국사표준설계도｣를 기반으로 계획된 우체국 중 

250 유형의 수는 58개, 300 유형의 수는 21개였다. 또한 ｢소형우체국사표준설계

도｣가 적용되지 않은 우체국은 17개, 그리고 도면이 없는 우체국은 45개였다.

소형우체국사표준화설계

(250 type)

소형우체국사표준화설계

(300 type)

소형우체국사표

준화설계가 

적용되지 않음

도면 

없음
합

58 21 17 45 143

［표 4-5］｢소형우체국사표준화설계도｣를 기반으로 계획된 우체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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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도면이 없는 우체국들의 외형을 근거로 ｢소형우체국사표준화설계도｣
가 적용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우체국들의 수를 더해 ｢소형우체국사표준화설계

도｣를 기반으로 계획된 우체국들의 수를 산출했다. 2층으로 된 건물의 측면이 ㄴ자 

형태를 띠며 건물의 정면이 ｢소형우체국사표준화설계도｣와 외형이 유사하다. ［표 

4-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소형우체국인 6급국 투자국 중 ｢소형우체국사표준설계

도｣를 기반으로 계획 된 우체국의 수는 총 105개로 그 수가 총 6급국 투자국 수의 

73%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형우체국사표준설계도｣를 

기반으로 계획 된 우체국 수

｢소형우체국사표준설계도｣가 

적용되지 않은 우체국 수

도면 

없음
합

105 17 21 143

［표 4-6］｢소형우체국사표준화설계도｣를 기반으로 계획 된 우체국 수

4.2.3.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우체국이 통폐합 대상인 이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우체국의 심각한 적자 수지로 인해 우체

국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새 정부의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13년 말과 2014년 초 사이에 우체국 통폐합 정책 추진을 계획 중에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6급국 투자국들 중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우체국들이 규

모나 입지 면에서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투자국이나 유 ․ 무상임

차보다 우체국 통폐합 대상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현재 우체국 통폐합 추진 배경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사업수지 악화

로 인해 경제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윤 창출을 위해 사업

이 뛰어난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뀐다면 현재의 공공시설 보다 높

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 투자국은 별도의 우체국 건물로 위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하여 건물의 상업시설과 같은 용도를 쓰이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이

익이 생길 수 있다. 6급국의 유상임차는 우체국이 그 건물에 임대료를 지불하여 세

를 들면서 위치하는 것이고 무상임차는 우체국이 학교나 공공기관에 무료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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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위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6급국의 유 ․ 무상임차가 통폐합 대상이 될 지라도 

우체국의 수익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6급국의 유 ․ 무상임차 보다 

개별적으로 위치하는 투자국이 우체국의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소수의 우체국들을 제외하고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되지 않은 

투자국들은 최근에 새로 리모델링되었거나 신축된 것들이다.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할 때에 입지 및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리모델링, 

증축 또는 신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전의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6급국 투자국들이 유 ․ 무상임차에 비해 우체국 통폐합 정책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4-4］표준화 설계가 적용된 투자국 

                                    

［그림 4-5］표준화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투자국

                                    

［그림 4-6］유 ․ 무상임차 소형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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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네트워크에 의한 우체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4.3. 네트워크에 의한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제안되는 프

로그램

4.3.1.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제안되는 프로그램

앞에서 설명된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6급국 투자국이 우체국 통폐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어 그 가정 하에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우체국 

통폐합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기존의 우체국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하나

는 우체국의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체국 기능이 폐지되어 

유휴시설로 전락하는 유휴 우체국이다. 이렇게 우체국들이 두 분류로 나눠져서 세

부적으로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제안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체국의 기능과 공공시

설의 기능이 함께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체국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우체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제안되어야 한다. 우체국의 특성은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

국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우체국의 대표적 업무

인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를 이용하여 우체국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

램이 제안되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체국 

기능이 활성화되어 공익적 가치는 물론 사업의 효율성 측면도 고려해야하기 때문

이다. 

둘째, 우체국은 우체국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체국은 경

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있다. 우정사업의 목적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우정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편리하고 안정적인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새로 제안되는 프로그램은 경제적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공익적 가치도 함

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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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

(1) 스마트 오피스 정의 및 스마트 워크 공간 구성

모바일 오피스,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직장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화상회의 등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일종의 스마트 워크(smart 

work)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 워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모든 업무공간을 넓

은 의미에서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17) 또는 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라 한다. 스마트 오피스는 더 유연한 업무 공간 형태를 이루어 공간의 효율

성을 높이며 직급 간에 업무공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 공간 구성 특징이 있다. 또한 

고정된 자석은 사라지고, 필요에 따라 좌석을 예약하여 사용한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좌석을 예약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집중도가 높은 업무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소영 외 2인(2012)은 ［표 4-7］과 같이 스마트워크 업무공간 계획요소가 개

인, 조직, 지원 차원에 따라 물리적 요소, 심리적 요소, 기술적 요소가 있다고 정의

하고 있다. 

물리적 요소에는 1인당 업무 공간 면적, 개인 워크스테이션 면적, 공유좌석비율 

등을 포함하는 업무 공간 적정면적, 조직 구성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워크스테이션과 업무공간의 결합 형태에 따른 배

치유형, 개인업무공간이나 복도, 회의공간 등의 다른 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벽이나 칸막이, 캐비닛, 화분 등의 장치를 포함한 공간한정요소, 소음, 조명, 

온도, 공기질 등을 포함하는 실내 환경 요소가 있다.

차원 물리적 요소 심리적 요소 기술적 요소

개인공간

그룹공간

지원공간

적정면적

배치유형

공간한정요소

실내환경요소

프라이버시

커뮤니케이션

차별성

자율성/통제

유희성

모바일 기기

통합커뮤니케이션환경

영상회의 및 텔레프레즌스

클라우드 컴퓨팅

［표 4-7］스마트워크 업무공간 계획요소

(이소영 외 2, 스마트워크 업무공간의 유형과 계획 방안에 관한 연구(2012) 표 인용)

17) 김미옥, 원격근무를 위한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 공간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일러스트학회, 

2011,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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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요소에는 근무자의 만족감이나 업무성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프라

이버시와 커뮤니케이션, 차별성, 업무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조절하고 변경할 수 있

는 자율성/통제, 근무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유희성이 있다.

기술적 요소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와 그와 연계된 원

격 비즈니스 플랫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소통 매체의 통합인 통합커뮤니케이션 

(Unified Communications), 대면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영상회의와 텔레프레즌스,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의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다.

이렇게 스마트 업무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업무 공간에 비해 공간 구

획 및 워크스테이션 경계가 모호해 진다. 또한 지원 공간이 단순히 서비스 기능을 

벗어나 직원의 직급에 따른 차별성은 줄고 업무 특성과 협업의  정도에 따른 차별

성이 중시되고 있다.

［그림 4-8］스마트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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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오피스의 필요성 및 현황

스마트워크센터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근무자

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필요한 회의와 잡무를 줄이고, 

원 근무지와 동일한 최적화된 업무환경에서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다. 둘째, 출

퇴근 시간 및 탄소배출 감소로 현재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 중 출퇴근에 2시간 내외

를 소비하고 있는데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하게 되면 주거지에서 약 30분 거리의 

센터에 근무함으로써 육체적 피로와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더불어 탄소배출

량을 감소시키게 된다. 셋째, 가족친화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스마트워크센터

를 활용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과 불필요한 잡무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고 여가 생활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여 개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육아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데, 최근 맞벌이 부부

를 비롯하여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

게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자녀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다.

정부에서도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가 스마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18) 행정안전부는 2010년 11월 도봉과 분당에 스마

트워크센터 10개를 시범기관으로 열었으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센터까지 

합해서 12곳을 개설하였다. 또한 스마트워크센터 웹사이트를 만들어 각 스마트워

크센터 위치 및 시설을 안내하고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워크센터 12곳에서 수원센터, 세종센터, 인천센터, 부

［그림 4-9］스마트워크센터 홍보 및 센터 위치 

18) 데이코산업연구소, 상게서,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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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센터를 빼면 서울시에 8개 곳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의 행정구의 

수는 총 25인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워크센터가 주거지와 가깝

지 않고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다면 스마트워크센터에의 필요성이 상실되고 스마

트워크센터는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이다.

(3) 스마트 오피스 적용 가능성

스마트워크센터 개설의 기본적인 취지는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지와 동일

한 최적화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행정동 단위마다 위치하

고 있는 우체국에 스마트 오피스를 제안하게 되면 주거지의 동마다 위치하여 더 편

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 스마트 오피스는 사무시설이기 때문에 사무

시설 특성 상 중요 문서는 등기와 같은 우편 업무가 필요하고, 또 금융 업무도 필요

하다. 이는 우체국의 대표적인 업무인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우

체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설립한 스마트워크센터 중에서 잠실센터는 우체국에 스마

트 오피스 프로그램이 적용된 사례이다. 스마트워크센터의 잠실센터는 잠실2동우

체국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잠실 2동 우체국은 잠실 주공아파트 1단지가 재건축되

면서 2009년에 함께 재건축 되었다. 잠실센터는 총 20개의 좌석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홈페이지에서 예약된 좌석에서 업무를 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오피스가 동 우체국의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에 제안했

다. 스마트 오피스는 대지에서의 접근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층수에 

상관없이 계획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체국의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 1층이 현재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우편 업무 및 금융 업무가 이루어지고 2층 및 3층이 증축되어 

그 공간이 스마트 오피스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4-10］잠실2동 우체국에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의 잠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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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오피스를 우체국 유휴공간에 제안하여 예측되는 긍정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오피스가 도입되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 중 탄소배출량 감

소로 인한 녹색성장과 함께 소외된 노동인구의 사회진출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2020년경에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게 된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취업욕구는 있으나 출산과 

육아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이 

어렵게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19) ［그림 4-11］은 영국에서 실제로 스마트워크

를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 

British Telecommunications가 스마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추진하기 전과 

후의 출산 후 직장 복귀 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워크는 여

성과 활용가치가 높은 인적자원 층인 중 ․ 고령자(50~61세)의 환경적 어려움에 있

어 좋은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다.20)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워크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전 국민이 자전거로 닿을 수 있

는 거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근거리에 스마트 오피스를 계

획하였다. 우체국 유휴공간에 스마트 오피스를 제안하게 되면 이미 전국에 분포되

어 있는 우체국에 계획하게 되는 것으로 네덜란드 스마트워크센터와 같이 성공적

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림 4-11］British Telecommunications 스마트워크 추진 전후의 출산 후 직장 복귀 비율 변화
(류중길, 한국형 스마트워크의 정책적 추진 방안 연구(2011) 그림 인용)

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2008

20) 류중길, 한국형 스마트워크의 정책적 추진 방안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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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장난감도서관

(1) 장난감도서관 정의 및 공간 구성2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대여 또는 놀이하는 기회를 주는 곳으로서 숙련된 직

원과 전용 공간을 통해 놀이를 위한 환경이 제공되고, 아동발달과 교육에 대한 각

종 정보를 나누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수정, 2012). 장난감도서

관은 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정신적 활동과 신체적 활동의 발전을 시키는 교육 학습 

공간으로서 공동 놀이와 장난감 대여의 기회를 준다(동윤진, 2008). 

196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영국을 거쳐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간 장난감도

서관은 1982년 김후리다 박사에 의해 성 베드로 교육센터에 처음 설립되었다. 

1990년도에 세계장난감도서관협회(International Toy Library Association)가 창

립되어 현재는 약 60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1989년에 한국장난감도

서관협회(Korea Toy Library Association)가 설립되었다. 한국장난감협회는 전국

의 장난감도서관과 관련된 개인, 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장난감도서관 확

장을 지원하고 있다.

장난감도서관의 공간들은 대출, 대여실이 주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으로 아동과 부모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방, 장난감을 세척할 수 

있는 세척실, 부모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공간

으로 열람실과 프로그램 진행공간이 있다(장경희, 2008). 

［그림 4-12］장난감도서관

21) 동윤진, 어린이 도서관과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실태 및 부모인식조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내용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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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난감도서관의 필요성 및 현황

김수정(2012)은 장난감도서관이 육아 지원의 역할을 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

해줌으로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해 주

어 부모 및 또래들과 함께 놀이 경험을 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장난감

에는 놀이 기구 뿐만 아니라 아동용 도서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른바 ‘놀면서 배우

는 학습’이라는 말이 실현될 수 있는 곳이다. 아이들은 제공되는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난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정보 교류를 통해 아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

동윤진(2008)은 오늘날 전 세계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4500여개의 장난감도서

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장난감도서관의 중요성은 날로 확

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발달된 인프라와 훌륭한 인적 자

원을 보유하고 있다. 장난감도서관이 처음 생성하게 된 레코텍은 스웨덴에서 만들

어졌으며 현재 스웨덴의 장난감도서관은 전 지역에 걸쳐 설립되었다. 미국에서는 

현재 350개 이상의 장난감도서관에서 매년 300,000개 이상의 장난감을 대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난감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그 외에도 영국에는 

1,100개, 호주에는 600개의 장난감도서관이 있어 아이들에게 놀이 기회와 놀거리

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난감도서관은 전국에 ［표 4-8］와 같이 분포되어 있고, 앞서 살

펴본 선진국의 장난감도서관 보급 현황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난감도서관 수는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1곳의 장난감도

서관이 지원할 수 있는 영유아수는 인천, 부산, 서울 순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영유아 수 대비 장난감도서관의 개수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시내에 구청이나 대학의 위탁을 받은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

아플라자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은 26곳으로 국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 중에서 사회복지정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보육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아를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수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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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난감도서관 

개수

영유아수

(5세 미만/2010 통계청 자료)

장난감도서관 1기관 당 

지원 영유아수

서울 39 397,667 10,197

경기 37 599,224 16,195

인천 18 125,447 6,969

부산 14 124,410 8,886

경남 8 154,821 19,353

경북 8 109,013 13,627

전남 6 73,548 12,258

광주 6 73,014 12,169

대구 5 101,667 20,333

대전 4 71,984 17,996

충남 4 97,608 24,402

울산 3 54,555 18,185

강원 2 61,847 30,924

전북 2 77,197 38,599

제주 1 27,824 27,824

충북 1 69,258 69,258

총계 158 2,219,084 21,698

［표 4-8］지역별 장난감도서관 기관 당 지원 영유아 수

(김수정, 전국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실태와 발전 방안 연구(2012)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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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난감도서관 적용 가능성

주거지 근처에 장난감도서관이 위치함으로서 부모들의 육아 부담도 줄이고 유아

들의 놀이 및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영유아 특성 상 먼 곳으로 이동하기가 쉽

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가까운 것이 부모뿐만 아니라 유아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행정동 단위마다 위치하고 있는 우체국을 이용하여 장난감

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지층에서 접근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

기 때문에 우체국들 중 우체국 통폐합 이후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과 기능

이 폐지되는 유휴 우체국 모두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하다. 

우체국에 새로 제안되는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맞춰 장난감 놀이를 하며 유아들의 학습과 교육을 담당

하는 것이 하나이고, 인터넷, 전화주문을 통한 장난감과 도서의 대여, 반납 업무가 

다른 하나이다. 전자의 기능은 물리적인 장난감도서관 안에서 이루지는 것이고 후

자는 우체국의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인 우편 업무를 이용하여 우체국의 기능을 활

성화 시킬 수 있다. 

우체국의 기능이 유지되어 현재 상황처럼 1층이 우체국의 업무가 진행되는 공간

이라면, 2층 및 3층으로 증축된 공간을 주로 장난감과 도서대여 및 반납을 담당하

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체국의 기능이 폐지되어 우체국의 유휴

공간 및 유휴시설에는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 및 반납하는 기능에 더해, 유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장난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및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 제안은 동 단위에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장난감도서관이 활성화됨은 물론 우편업무로 인해 

우체국 기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13］장난감 및 도서대여 기능(좌), 장난감 및 도서를 이용한 놀이 프로그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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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도서관은 ［그림 4-13］과 같이 크게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하는 기능과 

그 장난감 및 도서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있는 기능으로 나눠진다.  우체국 유휴공

간 및 유휴시설에 장난감도서관을 제안하면 이 두 기능 모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첫째, 한 공간에 제한되는 장난감 및 도서들이 여러 우체국에 분산되어 

관리된다면, 하나의 우체국에 보관되는 자료의 양이나 수는 적을지라도 총체적으로

는 다양하고 많은 자료 보유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장난감 및 도

서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장난감도서관들이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이루어 장난감 및 도서를 이

용한 프로그램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현재 장난감도서관은 민간업

체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과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으

로 나눠진다. 사설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및 도서대여의 비용이 훨씬 더 높기 때

문에 이러한 공공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및 도서를 이용한 놀이들은 사설 장난감

도서관보다 전문성이 낮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수정(2012)은 장난감도

서관 담당인력들과 면담을 하였는데 아래의 내용에서 타 장난감도서관과의 협력과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다.

“직원들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만 항상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한정적일 수 있어

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다른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재단을 통해서 

기관과의 연결을 요청 드렸는데 아직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되어 있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수요가 높은 장난감도서관을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적용 가능한 우체

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제안하게 되면 장난감도서관들은 각 시설의 운영 방식

이나 자료 관리법,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서비스 발

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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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1) 공공자전거 개념 및 구성 요소

최근 정부에서는 환경문제와 에너지원 고갈 문제 대책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녹색생활의 실천으로 교통편의 증진과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부의 성공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파리의 벨리브(velib)를 사례로 

들 수 있다. 프랑스어로 자전거(velo)와 자유(liberte)의 합성어로 자전거를 통해 

자유를 느끼자는 취지로 생겨났다. 파리시청이 운영주체로 2009년에 이르러 1800

개의 정류장과 2만600대의 자전거로 서비스 되고 있다. ‘자전거 혁명’이라 불릴 만

큼 자전거 ‘자전거 혁명’이라 불릴 만큼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대 자전거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수는 하

루 평균 9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파리 시민 중 20만 명이 벨리브 회원이다. 서비

스가 확충됨에 따라 장애인 40명을 포함하여 4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을 이루

고 1년간 자전거 대여료로 약 3천만유로(약 500억원)의 수입을 얻었다.22)

이러한 파리의 벨리브를 모티브로 삼아 서울시에서는 2010년부터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여의도와 상암동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란 목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설치한 것이다. 공공자전거의 대

여와 반납은 무인으로 이루어지며, 정류장 형태의 공간을 스테이션(station)이라고 

［그림 4-14］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

22) 이정윤 외 2명, 서울시 공공 자전거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키오스크 광고를 통한 수익 확보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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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서울시 자전거도로 구축 현황 (2008년~2012년)

(이필신과 오석순, 역사 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방안(2011)

 그림 인용)

한다. 스테이션은 주변 생활시설의 접근 및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중심으

로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수나 기존 시설물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정윤 외 2명(2010)은 서울시 공공 자전거의 남다른 점은 최신 IT기술이 접목

되어 핸들부에 장착된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자전거를 타는 데 유리한 정보를 편리

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끼리 연결하여 반납이 가능하게 설계

되어 자전거가 가득 차 있는 거치대에서도 이미 거치된 자전거와 연결하여 반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

하고 현실적으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수는 1%미만으로 현저히 낮고 공

공자전거 대여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의 필요성 및 현황 

정부에서는 교통, 에너지, 환경, 건강 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

성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그림 4-15］와 같이 자전거 도로, 자전거 안

내 표지판 등 자전거 기반 시설 및 제도를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 중 하나인 자전거도로 계획은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동서남북을 가로지르

는 큰 자전거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레저 및 출퇴근 하는 자전거 이용자들

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질

적으로 자전거 관련 시설 운영 

및 제도들은 미흡하다. 

서울시에서도 공공자전거 시

스템 도입을 통해 자전거 이용

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지

만 이러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이 위치한 지역은 두 곳에 불구

하다. 여의도 지역은 25개소의 

스테이션이 위치하고 상암동 지

역은 18개소가 위치하여 총 43

개소의 스테이션과 약 30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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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대여가능하다. 이는 앞서 자전거 이용 활용사례로 설명한 파리의 벨리브

의 수와 비교했을 때 정류소와 자전거 모두 매우 적은 수이다. 

신희철 외 3명(2011)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형 목적의 통행, 특

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통근/통학 통행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근/통학 통행을 자전거로 이용하

는 비율은 낮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 중 가장 기본적인 것

은 자전거 정류소를 늘리고 그에 따라 자전거 수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여의도와 

상암동에만 위치한 스테이션들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자전거를 이

용한 근거리 이동시에는 각 행정동의 거점지역마다 자전거 스테이션이 설치되어야

만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스테이션이 모든 

행정동 단위마다 설치된다면, 하나의 자전거 스테이션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목적

지까지 이용한 후, 도착해서도 가까운 스테이션에 자전거를 반납을 할 수 있다. 또

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현

재 위치에서 근접한 자전거 스테이션과 대여 가능한 자전거 수를 볼 수 있어서 편

리할 것이다.

［그림 4-16］현재 설치된 자전거 스테이션 위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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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적용 가능성

지하철 노선 및 도로들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예정대로 구축된다면 서울시 및 수도권 지

역에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다. 자가용 대신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서울시 안에서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구축에 수반되는 자전

거 관련 시설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행 및 레저를 위한 자전거 이용뿐만 

아니라 출퇴근 때에나 근거리 이동시에 녹색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공공

자전거 이용이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공공자전거의 특징은 하나의 자전거 스

테이션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목적지까지 이용한 후, 도착해서도 가까운 스테이션

에 자전거를 반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

다 개인적인 부담이 훨씬 적다.

현재 우체국은 각 행정동 단위마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이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제안된다면 가까운 거리 안에서 자전거를 대여

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들은 자전

거도로와 함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대여 가

능한 자전거 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공공자전거 스테이션들 간의 상호보완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암동 지역과 여의도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확산시켜 출발지나 목적지에서 가까운 공공자전거 스

테이션이 설치될 수 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가 주된 교통수단으로 활성

화 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이 우체국 통폐합 정책 이후 우체국의 기능

이 폐지되는 유휴우체국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은 

지층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야하기 때문에 우체국의 물리적인 업무가 있었던 1층에 

제안하여 편의성뿐만 아니라 도난 및 훼손 방지도 고려하였다. 1층의 최소한의 공

간에 무인우편창구들이 개설되어 최소한의 우체국 업무 기능이 유지되게 계획하였

다. 2층 및 증축되는 공간은 자전거 정비 공간과 중 ․ 장거리를 이동하는 자전거 이

용자들을 위한 샤워시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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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소결

지금까지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의 프로그램으로 스마트 오피스, 장난감도

서관, 그리고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제안하였다. 제안되는 프로그램은 우체국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공공 기관의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공익적 가치

도 함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우체국의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체국이 행정동 단위마다 위치해 있는 특성을 이용하였다. 또

한 다양한 용도의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스마트

오피스는 우체국의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 업무시설, 장난감도서관은 아동복지시

설, 그리고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은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전거 주차장시설로 분류

된다. 그 중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의 활용방안으로 사용되고 

제안되는 문화 ․ 복지시설과는 좀 더 세분화 된 활용방안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없이 제시되는 문화공간이 아닌 각 지역의 영유아들을 위한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

하고 학습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공공자전거 스테이션도 여행 및 레저로 이용하

는 자전거가 아닌 출퇴근 및 근거리 이동수단 중 하나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문화시

설 보다는 교통시설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림 4-1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우체국 통폐합 정책이 추진되면 우체국의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과 우체국의 기능이 폐지되는 유휴 우체국 시설로 나눠지

게 된다. 우체국의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은 2층 및 3층을 증축하여 스마트 오피

스 또는 장난감 도서관을 계획하였다. 스마트 오피스는 오피스 시설 특성 상 우체

국의 대표 업무인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를 이용하여 우체국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장난감도서관은 대여 및 반납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제안되었는데, 

대여 기능 중 우체국의 우편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우체국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우체국의 기능이 폐지되는 유휴 우체국 시설에는 현재 우체국 업무 공간에 

최소한의 우체국 기능인 무인우편창구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계획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에 비

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장난감과 도서의 대여뿐만 아니라 장난감을 활용한 프로그

램과 학습이 진행되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다음 절에서는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도시형 소형우체국에 실질적인 계획을 하고자 한다. 400 유형, 300 유형, 

그리고 250 유형의 우체국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도면을 통해 나타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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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 및 유휴 우체국의 프로그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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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는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이용한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

시설 활용방안을 노원구에 적용한 사례이다. 노원구에는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6급 

투자국들이 총 9개 위치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우체국 통폐합 이후 

모든 6급 투자국들이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이 되었다고 가정한 후 본 연구에서 제

안한 활용방안을 실제로 적용하여 보았다. 

먼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은 이동 시 편리함을 위하여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제안하였다. 지하철역 주변, 학원가, 그리고 큰 대로변에 제안하였다. 장난

감도서관은 도서관 및 초등학교 주변에 제안하였다. 장난감도서관의 이용 빈도수가 

［그림 4-18］노원구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활용방안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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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연계되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 및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스마트 오피스를 제안하였다. 주거지와 가

까운 곳에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스마트 오피스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스마트 오피스를 계획하였다.

앞에서 노원구에 적용한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은 모든 6급 투

자국이 유휴 우체국이 된다는 가정 하에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우체국 통폐합 이

후 정책에 따라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앞의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간 · 커뮤니티를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유

휴공간에도 적용하여 총체적인 활용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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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의한 우체국의 유형별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설계 제안

4.4.1. 250 유형

(1) 변경 전

기존의 250유형 우체국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측면이 ㄴ자 형태를 띠고 있

다. 1층은 외부계단을 제외하고 가로 13.3미터, 세로 12미터의 길이로 되어 있고 

우체국 업무가 이루어진다. 2층은 가로 5.2미터, 세로 12미터의 길이로 되어 우체

국 숙직실로 건축되었다. 실내에 위치한 두 개의 기둥과 내력벽 구조로 되어 있으

며 외부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층에서부터 2층까지 수직 이동이 가능하다. ［그림 

4-19］의 기존 우체국 도면은 보안 상 임의로 도면을 변형한 것이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그림 4-19］250유형 변경 전 평면도 (아래: 1층 평면도, 위: 2층 평면도)
(보안 상 본 도면을 변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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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후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에 스마트 오피스 제안

［그림 4-20］은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는 250유형 우체국에 스마트 오피스를 

제안하여 공간 구성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우선 동선 및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

은 현재 1층에서 하중을 받는 내력벽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증축되는 2층 및 3

층에서는 경량의 기둥 구조로 제안하였다. 1층에서 3층까지 수직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 기존의 화장실 옆에 계단을 설치하여 코어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지하층에서 

2층까지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외부 계단을 제거하되, 지하층과 1층을 연결하는 외

부 계단은 남겨두었다.

기존 1층의 우체국 업무 공간은 변경 후 축소되었다. 변경 후에는 우체국 이용자

와 스마트 오피스 이용자를 위한 전실이 형성되어 이용자의 목적지에 따라 동선이 

나눠지게 된다. 스마트 오피스 이용자들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기

존의 우체국 숙직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은 외부 공간까지 확장되어 스마트 오피스

가 계획되었다. 스마트 오피스는 공간의 계층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며 업무

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특징이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공간이 구획되지 않는다. 따라

서 2층에는 안내 데스크가 위치하고 넓은 업무공간과 두 개의 소형 회의실과 한 개

의 대형 회의실을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3층으로 증축된 공간도 스마트 오피스로 

제안되었는데, 업무 공간과 대형 회의실을 계획하였다. 이 대형 회의실은 가벽으로

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회의실이나 휴게실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

용할 수 있다. 또한 3층에는 이용자들을 위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데크와 옥상공

원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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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3층

2층

1층

［그림 4-20］250유형 스마트 오피스 활용방안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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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 후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에 장난감도서관 제안

［그림 4-21］은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는 250유형 우체국에 장난감도서관을 제

안하여 공간 구성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앞에서 제안한 스마트와 같이 동선 및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은 건물의 증축되는 부분인 2층 및 3층에서는 경량의 기둥 

구조로 제안하였다. 현재 1층에서 하중을 받는 내력벽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증

축되는 부분만 기둥을 배치하였다. 1층에서 3층까지 수직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 기

존의 화장실 옆에 계단을 설치하여 코어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지하층에서 2층까지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외부 계단을 제거하되, 지하층과 1층을 연결하는 외부 계단

은 남겨두었다.

기존 1층의 우체국 업무 공간은 변경 후 축소되었다. 변경 후에는 우체국 이용자

와 장난감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전실이 형성되어 이용자의 목적지에 따라 동선이 

나눠지게 된다. 장난감도서관 이용자들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기

존의 우체국 숙직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은 외부 공간까지 확장되어 장난감도서관으

로 계획되었다.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의 유휴공간에 제안되는 장난감도서

관은 대여 및 반납의 공간이 주가 된다.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반납 및 대여하는 

곳이 있고 좌측으로 장난감 보관실이 있어 대여하고 싶은 장난감을 고를 수 있다. 

또한 안쪽으로 장난감 수리실 및 세척실을 계획하였다.

2층이 장난감 보관실이 큰 공간을 차지했다면 3층에는 도서 보관실이 있어 대여

할 책을 고를 수 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고, 야외에 옥상 놀

이터를 계획하여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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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3층

2층

1층

［그림 4-21］250유형 장난감도서관 활용방안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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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 후 유휴 우체국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제안

［그림 4-22］는 우체국 기능이 폐지되는 유휴 우체국 시설의 250유형 우체국

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제안하여 공간 구성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앞에서 

제안한 활용방안과 같이 동선 및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은 건물의 증축되는 부분인 

2층에서는 경량의 기둥 구조로 제안하였다. 현재 1층에서 하중을 받는 내력벽을 지

금과 같이 유지하고 증축되는 부분만 기둥을 배치하였다. 1층에서 2층까지 수직 이

동이 가능하기 위해 기존의 화장실 옆에 계단을 설치하여 코어를 형성하였다. 따라

서 지하층에서 2층까지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외부 계단을 제거하되, 지하층과 1층

을 연결하는 외부 계단은 남겨두었다.

기존 1층의 우체국 업무 공간이 있었던 공간은 우체국 기능이 폐지되어 공공자

전거 스테이션으로 대체하였다. 최소한의 우편업무를 위한 무인우편창구를 설치하

였고 그 외의 공간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이 계획되었다. 총 27개의 공공자전거 스

테이션이 계획되었고 자전거 바퀴 공기주입 및 정비할 수 있는 공간도 배치되었다. 

2층은 동 주민들 중 체력 단련실 이용자들과  중 ․ 장거리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샤워실이 계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가 레저 및 문화생활 용도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자전

거 이용 후 쾌적할 수 있게 샤워실을 설치하여 중 ․ 장거리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

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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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2층

1층

［그림 4-22］250유형 장난감도서관 활용방안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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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 후 유휴 우체국에 장난감도서관 제안

［그림 4-23］은 우체국 기능이 폐지되는 유휴 우체국 중 250유형 우체국에 장

난감도서관을 제안하여 공간 구성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앞에서 제안한 활용당

안과 같이 동선 및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은 건물의 증축되는 부분인 2층 및 3층에

서는 경량의 기둥 구조로 제안하였다. 현재 1층에서 하중을 받는 내력벽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증축되는 부분만 기둥을 배치하였다. 1층에서 3층까지 수직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 기존의 화장실 옆에 계단을 설치하여 코어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지

하층에서 2층까지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외부 계단을 제거하되, 지하층과 1층을 연

결하는 외부 계단은 남겨두었다.

기존 1층의 우체국 업무 공간은 사라지고 최소한의 우편업무를 위해 무인우편창

구를 설치하였다. 1층에 우체국 업무 공간을 대신하여 장난감도서관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우체국 기능이 사라지는 유휴 우체국에 제안되는 장난감도서관은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어 우체국의 유휴공간에 제안되는 장난감도서관 보다 더 넓다. 따라

서 유휴 우체국에 제안되는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하는 프로그램

에 더해, 장난감과 도서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2층에는 장난감을 활용한 놀이공간과 장난감 수리실 및 세척실이 위치하고 3층에

는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도서실과 사무실, 그리고 야외 놀이터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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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3층

2층

1층

［그림 4-23］250유형 장난감도서관 활용방안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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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300 유형

(1) 변경 전

기존의 300유형 우체국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측면이 ㄴ자 형태를 띠고 있

다. 1층은 외부계단을 제외하고 가로 17미터, 세로 12미터의 길이로 되어 있고 우

체국 업무가 이루어진다. 2층은 가로 6미터, 세로 12미터의 길이로 되어 우체국 숙

직실로 건축되었다. 실내에 위치한 두 개의 기둥과 내력벽 구조로 되어 있으며 외

부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층에서부터 2층까지 수직 이동이 가능하다. ［그림 4-2

4］의 기존 우체국 도면은 보안 상 임의로 도면을 변형한 것이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그림 4-24］ 300 유형 변경 전 평면도 (아래: 1층 평면도, 위: 2층 평면도)
(보안 상 본 도면을 변형함)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이용한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04

(2) 변경 후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에 스마트 오피스 제안

［그림 4-25］는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는 300유형 우체국에 스마트 오피스를 

제안하여 공간 구성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우선 동선 및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

은 현재 1층에서 하중을 받는 내력벽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증축되는 2층 및 3

층에서는 경량의 기둥 구조로 제안하였다. 1층에서 3층까지 수직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 기존의 화장실 옆에 계단을 설치하여 코어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지하층에서 

2층까지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외부 계단을 제거하되, 지하층과 1층을 연결하는 외

부 계단은 남겨두었다.

기존 1층의 우체국 업무 공간은 변경 후 축소되었다. 변경 후에는 우체국 이용자

와 스마트 오피스 이용자를 위한 전실이 형성되어 이용자의 목적지에 따라 동선이 

나눠지게 된다. 스마트 오피스 이용자들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기

존의 우체국 숙직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은 외부 공간까지 확장되어 스마트 오피스

가 계획되었다. 스마트 오피스는 공간의 계층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며 업무

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특징이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공간이 구획되지 않는다. 따라

서 2층에는 안내 데스크가 위치하고 넓은 업무공간과 두 개의 소형 회의실과 한 개

의 대형 회의실을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3층으로 증축된 공간도 스마트 오피스로 

제안되었는데, 업무 공간과 대형 회의실을 계획하였다. 이 대형 회의실은 가벽으로

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회의실이나 휴게실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

용할 수 있다. 또한 3층에는 이용자들을 위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데크와 옥상공

원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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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3층

2층

1층

［그림 4-25］300유형 스마트 오피스 활용방안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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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 후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에 장난감도서관 제안

［그림 4-26］은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는 300유형 우체국에 장난감도서관을 제

안하여 공간 구성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앞에서 제안한 스마트와 같이 동선 및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은 건물의 증축되는 부분인 2층 및 3층에서는 경량의 기둥 

구조로 제안하였다. 현재 1층에서 하중을 받는 내력벽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증

축되는 부분만 기둥을 배치하였다. 1층에서 3층까지 수직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 기

존의 화장실 옆에 계단을 설치하여 코어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지하층에서 2층까지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외부 계단을 제거하되, 지하층과 1층을 연결하는 외부 계단

은 남겨두었다.

기존 1층의 우체국 업무 공간은 변경 후 축소되었다. 변경 후에는 우체국 이용자

와 장난감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전실이 형성되어 이용자의 목적지에 따라 동선이 

나눠지게 된다. 장난감도서관 이용자들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기

존의 우체국 숙직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은 외부 공간까지 확장되어 장난감도서관으

로 계획되었다.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의 유휴공간에 제안되는 장난감도서

관은 대여 및 반납의 공간이 주가 된다.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반납 및 대여하는 

곳이 있고 좌측으로 장난감 보관실이 있어 대여하고 싶은 장난감을 고를 수 있다. 

또한 안쪽으로 장난감 수리실 및 세척실을 계획하였다.

2층이 장난감 보관실이 큰 공간을 차지했다면 3층에는 도서 보관실이 있어 대여

할 책을 고를 수 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고, 야외에 옥상 놀

이터를 계획하여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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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3층

2층

1층

［그림 4-26］300유형 장난감도서관 활용방안 다이어그램 









`제 4장.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의한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 제시

115

(4) 변경 후 유휴 우체국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제안

［그림 4-27］은 우체국 기능이 폐지되는 유휴 우체국 시설의 300유형 우체국

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제안하여 공간 구성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앞에서 

제안한 활용방안과 같이 동선 및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은 건물의 증축되는 부분인 

2층에서는 경량의 기둥 구조로 제안하였다. 현재 1층에서 하중을 받는 내력벽을 지

금과 같이 유지하고 증축되는 부분만 기둥을 배치하였다. 1층에서 2층까지 수직 이

동이 가능하기 위해 기존의 화장실 옆에 계단을 설치하여 코어를 형성하였다. 따라

서 지하층에서 2층까지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외부 계단을 제거하되, 지하층과 1층

을 연결하는 외부 계단은 남겨두었다.

기존 1층의 우체국 업무 공간이 있었던 공간은 우체국 기능이 폐지되어 공공자

전거 스테이션으로 대체하였다. 최소한의 우편업무를 위한 무인우편창구를 설치하

였고 그 외의 공간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이 계획되었다. 총 37개의 공공자전거 스

테이션이 계획되었고 자전거 바퀴 공기주입 및 정비할 수 있는 공간도 배치되었다. 

2층은 동 주민들 중 체력 단련실 이용자들과  중 ․ 장거리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샤워실이 계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가 레저 및 문화생활 용도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자전

거 이용 후 쾌적할 수 있게 샤워실을 설치하여 중 ․ 장거리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

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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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2층

1층

［그림 4-27］300유형 장난감도서관 활용방안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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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 후 유휴 우체국에 장난감도서관 제안

［그림 4-28］은 우체국 기능이 폐지되는 유휴 우체국 중 300유형 우체국에 장

난감도서관을 제안하여 공간 구성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앞에서 제안한 활용당

안과 같이 동선 및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은 건물의 증축되는 부분인 2층 및 3층에

서는 경량의 기둥 구조로 제안하였다. 현재 1층에서 하중을 받는 내력벽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증축되는 부분만 기둥을 배치하였다. 1층에서 3층까지 수직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 기존의 화장실 옆에 계단을 설치하여 코어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지

하층에서 2층까지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외부 계단을 제거하되, 지하층과 1층을 연

결하는 외부 계단은 남겨두었다.

기존 1층의 우체국 업무 공간은 사라지고 최소한의 우편업무를 위해 무인우편창

구를 설치하였다. 1층에 우체국 업무 공간을 대신하여 장난감도서관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우체국 기능이 사라지는 유휴 우체국에 제안되는 장난감도서관은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어 우체국의 유휴공간에 제안되는 장난감도서관 보다 더 넓다. 따라

서 유휴 우체국에 제안되는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하는 프로그램

에 더해, 장난감과 도서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2층에는 장난감을 활용한 놀이공간과 장난감 수리실 및 세척실이 위치하고 3층에

는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도서실과 사무실, 그리고 야외 놀이터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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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3층

2층

1층

［그림 4-28］300유형 장난감도서관 활용방안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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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400 유형

(1) 변경 전

기존의 400유형 우체국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측면이 ㄴ자 형태를 띠고 있

다. 1층은 외부계단을 제외하고 가로 17.3미터, 세로 16미터의 길이로 되어 있고 

우체국 업무가 이루어진다. 2층은 가로 6미터, 세로 16미터의 길이로 되어 우체국 

숙직실로 건축되었다. 실내에 위치한 두 개의 기둥과 내력벽 구조로 되어 있으며 

외부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층에서부터 2층까지 수직 이동이 가능하다. ［그림 

4-29］의 기존 우체국 도면은 보안 상 임의로 도면을 변형한 것이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그림 4-29］ 400 유형 변경 전 평면도 (아래: 1층 평면도, 위: 2층 평면도)
(보안 상 본 도면을 변형함)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이용한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26

(2) 변경 후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에 스마트 오피스 제안

［그림 4-30］은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는 400유형 우체국에 스마트 오피스를 

제안하여 공간 구성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우선 동선 및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

은 현재 1층에서 하중을 받는 내력벽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증축되는 2층 및 3

층에서는 경량의 기둥 구조로 제안하였다. 1층에서 3층까지 수직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 기존의 화장실 옆에 계단을 설치하여 코어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지하층에서 

2층까지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외부 계단을 제거하되, 지하층과 1층을 연결하는 외

부 계단은 남겨두었다.

기존 1층의 우체국 업무 공간은 변경 후 축소되었다. 변경 후에는 우체국 이용자

와 스마트 오피스 이용자를 위한 전실이 형성되어 이용자의 목적지에 따라 동선이 

나눠지게 된다. 스마트 오피스 이용자들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기

존의 우체국 숙직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은 외부 공간까지 확장되어 스마트 오피스

가 계획되었다. 스마트 오피스는 공간의 계층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며 업무

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특징이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공간이 구획되지 않는다. 따라

서 2층에는 안내 데스크가 위치하고 넓은 업무공간과 세 개의 대형 회의실을 계획

하였다. 마지막으로 3층으로 증축된 공간도 스마트 오피스로 제안되었는데, 업무 

공간과 대형 회의실을 계획하였다. 이 대형 회의실은 가벽으로도 나누어져 있기 때

문에 필요에 따라 회의실이나 휴게실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3

층에는 이용자들을 위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데크와 옥상공원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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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3층

2층

1층

［그림 4-30］400유형 스마트 오피스 활용방안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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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 후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에 장난감도서관 제안

［그림 4-31］은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는 400유형 우체국에 장난감도서관을 제

안하여 공간 구성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앞에서 제안한 스마트와 같이 동선 및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은 건물의 증축되는 부분인 2층 및 3층에서는 경량의 기둥 

구조로 제안하였다. 현재 1층에서 하중을 받는 내력벽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증

축되는 부분만 기둥을 배치하였다. 1층에서 3층까지 수직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 기

존의 화장실 옆에 계단을 설치하여 코어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지하층에서 2층까지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외부 계단을 제거하되, 지하층과 1층을 연결하는 외부 계단

은 남겨두었다.

기존 1층의 우체국 업무 공간은 변경 후 축소되었다. 변경 후에는 우체국 이용자

와 장난감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전실이 형성되어 이용자의 목적지에 따라 동선이 

나눠지게 된다. 장난감도서관 이용자들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기

존의 우체국 숙직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은 외부 공간까지 확장되어 장난감도서관으

로 계획되었다.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의 유휴공간에 제안되는 장난감도서

관은 대여 및 반납의 공간이 주가 된다.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반납 및 대여하는 

곳이 있고 좌측으로 장난감 보관실이 있어 대여하고 싶은 장난감을 고를 수 있다. 

또한 안쪽으로 장난감 수리실 및 세척실을 계획하였다.

2층이 장난감 보관실이 큰 공간을 차지했다면 3층에는 도서 보관실이 있어 대여

할 책을 고를 수 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고, 야외에 옥상 놀

이터를 계획하여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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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3층

2층

1층

［그림 4-31］400유형 장난감도서관 활용방안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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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 후 유휴 우체국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제안

［그림 4-32］는 우체국 기능이 폐지되는 유휴 우체국 시설의 400유형 우체국

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제안하여 공간 구성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앞에서 

제안한 활용방안과 같이 동선 및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은 건물의 증축되는 부분인 

2층에서는 경량의 기둥 구조로 제안하였다. 현재 1층에서 하중을 받는 내력벽을 지

금과 같이 유지하고 증축되는 부분만 기둥을 배치하였다. 1층에서 2층까지 수직 이

동이 가능하기 위해 기존의 화장실 옆에 계단을 설치하여 코어를 형성하였다. 따라

서 지하층에서 2층까지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외부 계단을 제거하되, 지하층과 1층

을 연결하는 외부 계단은 남겨두었다.

기존 1층의 우체국 업무 공간이 있었던 공간은 우체국 기능이 폐지되어 공공자

전거 스테이션으로 대체하였다. 다른 유형의 우체국과는 다르게 400유형에서는 자

전거 용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1층에 제안하였다. 또한 최소한의 우편업무를 위

한 무인우편창구를 설치하였고 그 외의 공간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이 계획되었다. 

총 37개의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이 계획되었고 자전거 바퀴 공기주입 및 정비할 수 

있는 공간도 배치되었다. 2층은 동 주민들 중 체력 단련실 이용자들과  중 ․ 장거리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샤워실이 계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가 레저 및 문

화생활 용도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

로 제안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후 쾌적할 수 있게 샤워실을 설치하여 중 ․ 장거리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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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2층

1층

［그림 4-32］400유형 장난감도서관 활용방안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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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 후 유휴 우체국에 장난감도서관 제안

［그림 4-33］은 우체국 기능이 폐지되는 유휴 우체국 중 400유형 우체국에 장

난감도서관을 제안하여 공간 구성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앞에서 제안한 활용당

안과 같이 동선 및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은 건물의 증축되는 부분인 2층 및 3층에

서는 경량의 기둥 구조로 제안하였다. 현재 1층에서 하중을 받는 내력벽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증축되는 부분만 기둥을 배치하였다. 1층에서 3층까지 수직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 기존의 화장실 옆에 계단을 설치하여 코어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지

하층에서 2층까지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외부 계단을 제거하되, 지하층과 1층을 연

결하는 외부 계단은 남겨두었다.

기존 1층의 우체국 업무 공간은 사라지고 최소한의 우편업무를 위해 무인우편창

구를 설치하였다. 1층에 우체국 업무 공간을 대신하여 장난감도서관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우체국 기능이 사라지는 유휴 우체국에 제안되는 장난감도서관은 우체국 

기능이 유지되어 우체국의 유휴공간에 제안되는 장난감도서관 보다 더 넓다. 따라

서 유휴 우체국에 제안되는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하는 프로그램

에 더해, 장난감과 도서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2층에는 장난감을 활용한 놀이공간과 장난감 수리실 및 세척실이 위치하고 3층에

는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도서실과 사무실, 그리고 야외 놀이터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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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3층

2층

1층

［그림 4-33］400유형 장난감도서관 활용방안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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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 관련 법규 검토

4.5.1.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본 연구에서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으로 제안된 여러 프로그

램들의 법적 허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서울시 우체국 중 ｢소형화우체국표준화설계

도｣가 적용된 6급 투자국들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이 우체국들은 모두 연면적이 

1000㎡ 미만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공공용도에 속

한다.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으로 제안된 스마트오피스, 우체국 

유휴공간에 제안되는 장난감도서관(장난감도서관 1), 유휴 우체국에 제안되는 장난

감도서관(장난감도서관 2), 그리고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의 건축물 용도에 대해 알

아본 결과, 스마트오피스는 우체국의 기능이 유지되고 1000㎡ 미만이기 때문에 기

존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존의 건축물 용도와 같다. 스마트 오피는 우체국 시

설로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우체국 시설, 장난감도서관 1과2 모두 제1종 근린생

활시설 중 지역아동 센터, 그리고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은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

장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은 최근 생성된 시설물로서 정확한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자전거가 법적으로 이륜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현재 별도의 건물로 위치하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의 

건축물 용도는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의 용도로 정의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

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

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10.6.29>

현재 우체국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공공용도로 1종, 2종 전용주거지역과 생

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다. 우체국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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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지되는 우체국의 유휴공간에 스마트 오피스로 제안하게 된다면 건축물의 용

도는 지금과 같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우체국 시설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재 우

체국이 위치한 모든 용도지역에 우체국의 유휴공간 활용방안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제안하는 것에 법적 제한은 없다. 또한 우체국의 유휴공간과 유휴 우체국에 제안되

는 장난감도서관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

연환경지구를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은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용도로 분류되

므로 현재 우체국들 중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에 위치한 우체국들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한 유휴 우체국의 다른 활용방안으로 장난감

도서관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전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이미 위치한 우

체국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필로티와 같은 건물 하부인 1층 부분이 공공자전거 스테

이션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 공공자

전거 스테이션이 건축될 수 있도록 법적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그 외의 보전관

리지역과 자연환경지역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의 건축 제한이 있더라도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은 문화 및 레저생활에 이용되는 자전거 이용이 

아닌 출퇴근 및 근거리 이동용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표 4-9］는 현재 우체국과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제안되는 프로그

램들의 건축물 용도와 용도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우체국의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

국의 유휴공간 활용방안으로 스마트오피스와 장난감도서관 1(반납 및 대여 중심)

로 제안하였고, 우체국의 기능이 폐지되는 유휴 우체국의 활용방안으로 장난감도서

관 2(장난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공간 중심)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제안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들은 현재 

법적으로 확실하게 분류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가 제안되거나 기존의 법규

가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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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용도

전용

주거
일반주거 준

주

거

중

심

상

업

일

반

상

업

근

린

상

업

유

통

상

업

전

용

공

업

일

반

공

업

준

공

업

보

전

녹

지

생

산

녹

지

자

연

녹

지

보

전

관

리

생

산

관

리

계

획

관

리

농

림

지

역

자

연

환

경1종 2종 1종 2종 3종

우체국
제1종근린

생활시설
공공용도 ○ ○ ○ ○ ○ ○ ○ ○ ○ ○ ○ ○ ○ ○ ○ ○ ○

스마트오피스
제1종근린

생활시설
공공용도 ○ ○ ○ ○ ○ ○ ○ ○ ○ ○ ○ ○ ○ ○ ○ ○ ○

장난감도서관 123)
제1종근린

생활시설

지역아동

센터
○ ○ ○ ○ ○ ○ ○ ○ ○ ○ ○ ○ ○ ○ ○ ○

장난감도서관 224)
제1종근린

생활시설

지역아동

센터
○ ○ ○ ○ ○ ○ ○ ○ ○ ○ ○ ○ ○ ○ ○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 ○ ○ ○ ○ ○ ○ ○ ○ ○ ○ ○ ○ ○ ○

［표 4-9］제안 된 프로그램의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지역별 분류

23) 장난감도서관 1은 우체국의 유휴공간에 제안되는 활용방안으로써 2층과 3층으로 증축되는 공간에 장난감 및 도서의 보관, 대여, 그리고 반납이 주가 되는 장난감도서관이다.

24) 장난감도서관 2는 우체국의 기능이 폐지되는 유휴 우체국에 제안되는 활용방안으로써 전 층에 장난감 및 도서의 보관, 대여, 반납뿐만 아니라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한 학습이 이루

어지는 공간이 있는 장난감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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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용적률 제한

본 연구에서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으로 수직 증축을 제안했기 

때문에 변경 후 건축물의 용적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체국 설치 시 각 용도지

역별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법적기준은［표 4-10］과 같이 정리하였다. 

기존의 우체국 건물은 앞서 논의된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의해 2층에서 3층으로 1개 층만 수직 증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휴 우체국 

활용방안으로 제안된 스마트오피스, 장난감도서관, 자전거 스테이션으로 용도 변경

된 건물의 최대용적률은 ［표 4-10］과 같고 이는 기존의 건폐율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되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3층으로 증축 시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예외적으로 수직증축은 고려하지 않고 2층 부분에서 평면확장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는 법의 개정을 통해 3층으로 증축 시에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의 상

한을 높여야 한다.

이에 더해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3개 층으로만 수직 증축 시 용적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우체국이 별도의 건물인 투자국으로 위

치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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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

상업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농림

지역

자연

환경

1종 2종 1종 2종 3종

건폐율

(% 이하)
50 50 60 60 50 70 90 80 70 80 70 70 70 20 20 20 20 20 40 20 20

용적률

(% 이상 ~ % 이하)

50

~

100

100

~

150

100

~

200

150

~

250

200

~

300

200

~

500

400

~

1500

300

~

1300

200

~

900

200

~

1100

150

~

300

200

~

350

200

~

400

50

~

80

50

~

100

50

~

100

50

~

80

50

~

80

50

~

100

50

~

80

50

~

80

변경 후 최대 용적률

(건폐율 X 3)
150 150 120 120 150 210 270 240 210 240 450 210 210 60 60 60 60 60 120 60 60

［표 4-10］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과 활용방안으로 변경 후 최대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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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연구의 종합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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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구의 종합

본 연구에서는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이용한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관한 선행연구 및 현재 활용 

사례를 고찰하였다. 유휴 동 주민센터, 유휴 교실 및 유휴 학교시설, 아파트 단지 

내 유휴상가, 지하철역 유휴공간 등 현재 이들의 활용사례는 상당 부분 문화 ․ 복지

시설이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들이 서로 연결되

어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기존의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이

용한 활용방안이 아닌 개별적 건축물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제시하

고 있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행정동 단위나 구 단위에서 네트워크를 적용한 유휴공

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및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정의 및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란 네트워크적 구조체계를 가

지는 도시공간에서 유형 및 성격에 맞게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공간 네트워크라고 하고 그로 인해 생성될 수 있는 관계를 커

뮤니티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다.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

대시대에 효과적인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첫

째, 각각의 객체들이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유연

하게 대응할 수 있고 둘째, 네트워크는 두 개 이상의 요소가 결합되어 이들의 구성

관계는 상호상승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우체국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

고 있는 우체국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생성되는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공

간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설계하였다. 활용방안으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스마트 오피스, 장난감도서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을 계획하였는데, 우체국의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에는 스마트 오피스와 장난감도

서관을, 우체국의 기능이 폐지되는 유휴 우체국에는 공공자전거 스테이션과 장난감

도서관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소형화우체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6

급 투자국이기 때문에 그 중 도시형으로 250유형, 300유형, 400유형에 앞서 설명

한 각 활용방안을 도면을 통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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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으로 제안된 여러 프로그램

들의 법적 허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으로 

제안 된 프로그램들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각 용도지역에 건축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또한 활용방안으로 수직 증축을 제안했기 때문에 변경 후 건

축물의 용적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몇 개의 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고 활용방안이 실현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률 제한에 대한 법적 개정을 제안하였다.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에서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우체국 통폐합 

정책 이후 우체국의 기능이 유지되는 우체국과 우체국의 기능이 폐지되는 유휴 우

체국에 각각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실제로 계획 및 설계하였

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와 다양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

이다. 더 나아가 우체국뿐만 아니라 기존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공공시설에 

공간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우체국 통폐합이 대도시 지역의 우체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서울시의 우체국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지역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

한 활용방안으로 제안된 프로그램은 스마트 오피스, 장난감도서관, 공공자전거 스

테이션으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제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 지역 주민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더 다양한 활용방안

이 제안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체국 통폐합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활용방안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후 더 구

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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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Utilization of Unused Spaces/Facilities Applying 

“Spatial-community Network System”

Kim, Jaeun

Department of Architecture

Master Course i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Choi, Jaepil

As the telecommunications and electronic devices have developed in 

modern society, a multitude of physical tasks have been replaced with virtual 

tasks; thus, spaces where the physical tasks were performed became unused. 

Previous studies on utilization of unused spaces were focused only on specific 

facilities, such as subway station, community center, and etc. In spite of their 

similar suggesting programs, the previous studies have planned only individual 

programs of the buildings rather than considering them in urban scale. 

Utilizing the unused spaces of the public facilities were focused on the 

previous studies without considering their potential network system. Therefore, 

these studies were less effective as they were not flexible in corresponding to 

the various scenarios that could occu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concept of ‘spatial-community 

network system,’ and suggest the utilization of unused spaces/facilities of 

post offices by applying the concept. First, the actual applications and 

previous studies on utilization of unused spaces and facilities were reviewed. 

Then, the concept of ‘spatial-community network system’ was define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es. ‘Spatial-community network system’ is forming 

the network by appropriate categorization within urban structure. ‘Spatial 

network’ is defined based on physical locations of nodes, and ‘community 

network’ is the correlations which may result from the ‘spatial network.’ There 

are two reasons that the spatial-community network system is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unused spaces and facilities: first, each individual responds to 

rapid changes in modern society by forming network effectively. Second, 

synergistic effects are lead by constitutive relations of more than two 

elements. 

The spatial-community network system was applied to the utilizations of 

unused spaces and facilities of postal offices, which will be resulted from the 

merger of the postal offices. Three utilization programs—smart offices, toy 

libraries, and public bicycle stations—were suggested. Smart offices and toy 

libraries were suggested to the postal offices that maintain postal services, 

and public bicycle stations and toy libraries were suggested to the postal 

offices that postal services are repealed.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he 

postal offices that the ‘Standardized plans of small postal offices’(소형우체국

표준화설계도) was applied; thus, the three utilization programs were suggested 

to each of the urban types, which were Type 250, Type 300, and Type 400.

In addition, the legal limit of unused spaces and facilities of postal offices 

was carefully reviewed. The usage of the buildings has been changed due to 

the suggested programs of unused spaces and facilities of postal offices. 

Moreover, since the suggested plans proposed vertical expansion, the legal 

examination was necessary. As a result, except a few areas of land use, the 

suggested programs were allowed in most of the areas. The legal amendment 

was suggested for the realization.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flexible correspondence to rapid changes 

in modern society. Further, the spatial community network system can be 

applied not only to postal offices, but also to various public facilities.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postal offices in Seoul, 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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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rger of the postal offices is focused on major cities. Also, the 

suggested plans are limited to three programs—smart offices, toy libraries, 

and public bicycle stations; thus, more subdivided programs considering the 

local needs should be suggested by the surveys and interviews with the 

residents. Lastly, since the merger of the postal offices is currently 

proceeding, more studies in detail should be performed in the future.

Key words: Spatial-community Network System, Unused Spaces, Unused 

facilities, Network, Post Office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1. 연구의 대상                                                        
	1.2.2. 연구의 방법                                                        

	1.3. 연구흐름도                                                        

	제 2 장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고찰            
	2.1.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의 개념과 생성 배경                       
	2.2.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 사례와 선행연구 고찰                
	2.2.1. 동 주민센터                                                        
	2.2.2. 학교                                                            
	2.2.3.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2.4. 지하철역                                                        

	2.3.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활용 사례와 선행연구의 한계점            
	2.4. 우체국의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                                   
	2.4.1. 우체국에 대한 개관                                              
	2.4.2. 우체국 관련 법규                                                
	2.4.3. 우체국 기능의 변화 및 우체국의 통폐합 정책 추진 배경            
	2.4.4. 국내 ? 외 공공시설 통폐합 사례                                  

	2.5. 소결                                                             

	제 3 장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용의 특징 및 필요성   
	3.1. 네트워크의 정의                                                 
	3.1.1. 네트워크의 개념 및 속성                                         
	3.1.2. 건축 ? 도시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3.2.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개요                              
	3.2.1.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정의                                  
	3.2.2.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특징 및 필요성                        
	3.2.3.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적용 사례                             


	- ii
	3.3. 우체국의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 적용 가능성                 
	3.3.1. 우체국 네트워크와 지하철 노선 비교                              
	3.3.2. 우체국의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 적용 가능성                    
	3.3.3. 우체국의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 적용 활용방안                  

	3.4. 소결                                                             

	제 4 장 공간 ?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의한 우체국 유휴공간
	유휴시설 활용방안 제시                                            
	4.1. 우체국의 가치 및 특성                                            
	4.1.1. 우체국의 가치                                                   
	4.1.2. 우체국의 특성                                                   

	4.2.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우체국                        
	4.2.1.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도? 개요                                   
	4.2.2.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우체국의 현황                 
	4.2.3. ?소형우체국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된 우체국이 통폐합 대상인 이유   

	4.3. 네트워크에 의한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제안되는 프로그램
	4.3.1. 우체국 유휴공간 및 유휴시설에 제안되는 프로그램                 
	4.3.2.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