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TE 

SITE ANALYSIS

용도

주거지역
창고용지
 공    원
상업지역

도로

8m 미만
12m 이상

15m 이상

40m 이상

15m 미만

20m 미만

50m 미만

1층
2층
3층
4층
5층

층수

공용 목욕탕이 
있으면 자주 
이용할게요!

프라이버시 
확보가 필요
할 것 같아요

실내 체육관이 
있으면 유용할 

것 같네요!

아이들 놀이방
이나 도서관이 
있으면 편리
할 것 같아요!

코인 세탁소가 
있었으면 해요!

수송동 부지는 도심 내 위치한 주거용도의 대지로서 의료, 상업, 공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대지이다. 가족 단위 주거와 사회 초년생의 주거 환경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지로 선정하였다.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이트 앞쪽으로 15m이상의 도로와 사이트로 진입하는 8m도로가 접해 있으며 약 60m 떨어진 위치에 10층 
이상의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다. 

대지 전체적으로 경사가 진 대지로 경사진 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높낮이, 흐름, 자연의 연결측면에서 도시 환경에 완벽하게 순응하는 단지 계획을 하였다. 

용도

주거지역
 공    원
상업지역

1층
2층
3층
4층
5층

층수 도로

8m 미만
12m 이상

15m 이상

40m 이상

15m 미만

20m 미만

50m 미만

미룡동 부지는 군산대학교 앞 주거, 상가 단지에 위치한 대지로써 주변에 5층 이하의 낮은 건물들이 다수 접하고 있으며 대지 북동쪽으로는 산을 접하고 있어
주거환경의 질을 높히 끌어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대학생 1인 주거시설의 부지로 선정하였다.
동과 동 사이에 정원을 계획하여 북동쪽의 자연을 끌어 담는 형태와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는 정원과 휴게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군산대학교 대학가 공동주택은 기본적인 주거권 조차 상실되고 건물의 노후화로 입주하기 꺼려지는 실태이다.  
기존과는 다른 모듈러 공동주택 신축 프로젝트를 통해 이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통을 유도하는 공동체 형성과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군산대학교 대학가 공동주택의 새로운 시작점을 제시한다.

대지의 울창한 북측 숲세권의 녹음을 받아들이는 형태를 통해 바람을 담았다.  대지 서쪽에 위치한 
외부 상가 단지를 고려해 공용공간을 단지 서쪽에 배치하여 도시와 단지를 연결하는 계획을 하였다.

PROBLEM&PROPOSAL

입주자 유형별 3개 조닝
채광을 고려한 남향배치
채광 및 일조 확보와 넓은 인동 간격 확보 계획

대량 공급 중심의
생활 공간

입주민 중심의
살아있는 생활 공간

폐쇄적인 단지

자연으로 열린
단지 만들기

TOWN HOUSE
도심 속 같은 모양의 아파트들을 벗어나 마당과 옥상을 갖춘 
나만의 주택을 갖고 싶은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운레벨 형태의 마당이 있는 타운하우스를 계획하였다.

도심 속 나만의 주택 ’타운하우스’

단지 내 독립된 공간 Vertical Layer

세대 당 주차 공간 2개를 제공하고 수직 폴리를 통한 
도보 진입으로 편리한 접근성 확보 

진입부의 커뮤니티와 상가는 보이드 계획으로 모두에게 열린 공간을 형성하여 
연속적이고 다양한 모습 로비를 조성하였다.

연결 계단과 EV.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을 하였다. 

열린 커뮤니티 연결 수직 폴리

SITE PLAN

길, 마당이 함께하는 단지
 다양한 스케일의 길과 마당을 건물들과 
연계시키고 녹지와 빛으로 채워진 외부
공간을 형성하여 입주민들은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을 경험한다.

거주성을 고려한 개방된 공간구조
 다양한 스케일의 길과 마당을 건물들과 
연계시키고 녹지와 빛으로 채워진 외부
공간을 형성하여 입주민들은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을 경험한다.

SINGLE RESIDENCE

COMMUNITY ZONE

1인 가구를 위한 ‘주택’보다 ‘주거’

SITE PLAN

KEY-MAP

어린이집

자유로운벽,동선구성과

다채로운실의형태로계획

경로당

간결한동선과편의성

중심의실분리계획

공유오피스

접근이쉬운건물중심에배치,

생활가로변과연계한데크계획

오픈카페

입주민들의소통을유도하는장소, 

다양한교류가일어나도록데크와

연결하여넓은개방감을계획

맘스키친

어린이집원생보호자들과

입주민들의자유로운소통공간

아이꿈터

아이들을위한책방과

자유로운토론및스터디공간

하늘놀이터

상부가오픈된놀이터로큰개방감을

주는구조로계획하고공동육아실과

연계한공간으로계획

휘트니스

입주민들을위한운동시설공간

현재 서민 주거 안정의 목표와 높은 무주택 비율로 인한 임대 주택 수요가 늘고 있고 
그들은 주거 시설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주거 시설의 질이나 다양함이 현저히 낮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Modular 공법을 활용한 공동주택을 계획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모듈형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였다.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휴식처일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
에게는 앞으로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집이기에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모듈형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탁실

좁은 실내공간 내 세탁, 건조

를 보완할 수 있는 세탁건조

공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

독서실
학생들의 책 나눔 공간과 공

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체력단련실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라운지
상부오픈

공유주방

좁은 실내공간에서 해결 불가한 지인 초대, 

집들이 등에 활용하고 입주자 간의 함께 나

누는 식사가 가능한 형태의 주방.

북카페

책들을 공유한 공간에서 라운지와

정원과 연계한 북카페.

옥상정원
.

틈새
부족한 실내공간을 보조하는

다채로운 커뮤니티 공간.

로비

로비를 통해 공간으로 진입하는 동선

을 구분 가능한 계획.

다목적실
학생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플리마켓

등의 행사를 열 수 있는 다목적 공간.

동아리방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는 공동체 내의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동아리방.

자연으로부터 연결되는 정원

MODULAR UNIT
맞춤형 단위세대 모듈

현재 공동주택은 우리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맞춰 다양한 삶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기본적 거주성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삶에 맞춰진 유연한 주거 유형을 제시한다.

┃ 전용면적 : 26.28m²  ┃ 벽체면적 : 4.4m² ┃ 세대수 : 42세대 ┃  

┃ 전용면적 : 50.37m²  ┃ 벽체면적 : 7.8m² ┃ 세대수 : 20세대 ┃  

┃ 전용면적 : 72.72m²  ┃ 벽체면적 : 10.4m² ┃ 세대수 : 27세대 ┃  

┃ 전용면적 : 72.72m²  ┃ 벽체면적 : 10.7m² ┃ 세대수 : 35세대 ┃  

컴팩트한 수납공간을 가진 1인주거 맞춤형
┃모듈 * 1 ┃

① 주거 약자형

프라이버시 존중이 가능한 쉐어하우스
┃모듈 * 2 ┃

가벽으로 유연한 실구성이 가능한 신혼부부 맞춤형
┃모듈 * 3 ┃

① 취미형 알파공간

① 홈 오피스형

┃모듈 * 3 ┃

커뮤니티 지향적 공간 테라스형

① 같은 크기의 
실의 대칭 배치

① 서비스 면적 증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생활가로변을 중심으로 길게 늘린 형태의 커뮤니티 시설 내 경로당,

 어린이집, 공용오피스, 북카페 등을 배치하여 활기찬 가로변을 제시한다. 
입주민들간 자유로운 소통을 유도하여 
다양한 교류가 일어나도록 계획하였다

KEY-MAP

오늘날의 1인 가구는 각자의 일과 삶의 균형, 행복과 자기만족을 추구한다. 월세가 비싸더라도 각종 서비스들을 갖춘 코리빙을 고수하는 이유는, 
공간의 넓고 좁음을 떠나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혼자 살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라운지, 공용식당, 공용세탁, 공중정원, 등을 계획함으로서 공용공간 내 커뮤니티 형성과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취향을 공유하는 1인가구 모델을 제안한다.  

자연으로 열린 단지계획

북측의 녹지를 
고려한 매스배치

SUMMARY
대지 위치 : 군산시 수송동 478외 4필지
토지 용도 : 제3일반주거지역
건축 용도 : 근린생활, 주거, 상업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모듈러 공법
대지 면적 : 21,330.4m2  
건축 면적 : 10,818.2m2  
건  폐  율 : 50.7%
용  적  률 : 188.2%
건설 내역 : 124세대, 커뮤니티존(3,856.6m2)
지하주차장: 241대

대지 위치 : 군산시 미룡동 361외 4필지
토지 용도 : 제2일반주거지역
건축 용도 : 주거(다세대주택)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모듈러 공법
대지 면적 : 2,279.6m2  
건축 면적 : 1,142.5m2  
건  폐  율 : 50.7%
용  적  률 : 279.3%
건설 내역 : 74세대
지하주차장: 40대

KEY-MAP

KEY-MAP

KEY-MAP

KEY-MAP

KEY-MAP

KEY-MAP

Bespoke Modular Apartment House

SURVERY ANALYSIS

 군산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건물의 노후화와 수납 
공간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고 테라스와 
복층형 주거공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ㅣ 군산시 시민(학생, 직장인, 기타) 
ㅣ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 병행
ㅣ100명
ㅣ2021.04.10 ~ 2021.05.10

설문대상 
설문방식
응답자수
설문기간

 현재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공급자인 관리자 중심의 영리를 위한 건물이자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이다. 이로인해 입주민들은 현재의 공동주택 생활에 지쳐 그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을 찾기 위해 주택을 짓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원하는 유형별로 3개의 유닛을 계획하였고 단지 안밖에 마당과 길, 자연으로 열린 단지를 제안한다.

SURVERY ANALYSIS

군산대학교 대학로 원룸 거주 경험자 40명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기본적인 채광, 환기 문제와 존중 
받지 못하는 프라이버시를 문제점으로 꼽았고 침실 분리형 원룸
과 테라스가 포함된 주거공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ㅣ 군산대학교 대학로 원룸 거주 경험자
ㅣ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 병행
ㅣ40명
ㅣ2021.04.10 ~ 2021.05.10

SITE ANALYSIS

설문대상 
설문방식
응답자수
설문기간

북측의 숲을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단지를 녹지와 

빛으로 채우고 남향의 
배치로 채광 환기에 용이

한 매스.

틈새를 만들다.
틈새를 만들어 채광 및 
환기에 용이한 구조를 

계획 또한 유닛들의 틈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 
형성으로 입주민들 

간의 밀접한 소통유도.

#102&#103 1st Floor Plan

#101 1st Floor Plan

#104 1st Floor Plan

#105 1st Floor Plan

#106 1st Floor Plan

1st Floor Plan

b1 Floor Plan

sectional view

KEY-MAP

KEY-MAP

수요자 맞춤형 공간분석

underground parking lot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3rd Floor Plan 4th Floor Plan

MODULAR UNIT
맞춤형 단위세대 모듈
현재 군산대학교 대학가 공동주택은 기본적 거주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양한 삶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교류의 장 이자,
 쾌적한 거주의 공간을 포함하는 커뮤니티 공동주택을 제안한다. 

┃ 전용면적 : 26.28m²  ┃ 벽체면적 : 4.4m² ┃ 세대수 : 42세대 ┃  

컴팩트한 수납공간을 가진 1인주거 맞춤형
┃모듈 * 1 ┃

① 주거 약자형

수요자 맞춤형 공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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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O
:도시의 빈틈, 레고로 채우다

모듈러 공동주택 단지 조성 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