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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위치ㅣ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동 미원광장 일대
지역 지구ㅣ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center : active aging housing : aging in place

site analysis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거생활 개선 및 생활 서비스 시설의 확충 필요

concept & expectation effectiveness

site situation
군산시 미원동은 고무신을 만드는 경성 고
무공업사가 위치했던 마을로 1980년대까
지 버스 종점이 있었고,  여러 크고 작은 공
장들이 있어  도시 노동자들이 모여 들거나
거주하는 마을이었다. 경성 고무 공업사에
서 일하는 주민이 많았고, 출퇴근길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상업활동도 활발
했다. 이러하듯 과거 원도심에 밀집한 공장
들로 인해 활발했던 마을이 원도심 쇠퇴로
유동 인구가 줄어들며,  1990년대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접
어들고 있다.  군산시 역시 지난 10여 년간 
고령 인구수와 고령 인구비가 빠르게 상승
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있다.
그래서 이번 노인 주거복합 센터 프로젝트
로 하여금 주 연령층이 60-80대로 변화된
미원동 주민들에  알맞게 재조성하여 다시
한번 활기찬 마을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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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군산시 전제 인구 수는 감소하는 추세, 반대로 65세 이상 인구수는 증가

l 지난 5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의 비는 3.5% 증가
  2020년 군산시 65세 이상 인구 18.5%로 초고령사회 진입 직전

지난 5년간 연령별 구성비지난 5년간 연령별 인구수

mass process

design process

질문 대상 ㅣ 군산시 미원동 주민
설문 지역 ㅣ 미원동 미원광장 일대

l 군산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노인 복지시설과 주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점심 식사를 같이하기 위해 경로당을 이용하며,  복지센터로 일자리 지원센터를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였고, 
  대부분 혼자 거주하고 있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문턱 제거, 욕실 안전 손잡이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을 위한 
복지 센터 조성 및 개선된 주거 공간 형성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도시재생에 참여

건물의 노후화 열악한 주변 환경

시간 보낼 곳이 없어서

점심식사를 위해

여가활동을 위해

일자리센터

치매예방센터

상담시설

혼자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입식구조

문턱 제거 및 미닫이문 설치

욕실 논슬립 타일

욕실 안전 손잡이

현관의자 설치

응답자 수 ㅣ 30명 (남자 : 6명, 여자 : 24명)
설문 기간 ㅣ 2021.04.07. ~ 2021.04.18

site

기존 mass 삭제, 보행자 동선 추가기존 mass 설계 mass 건물간 유기적 연결 (브릿지 추가)

ㅣflow

복지센터 희망 시설경로당 이용 목적 필요한 주택 개조 항목함께 거주하는 인원

site plan

ㅣwelfare center

ㄷ자 mass 안뜰 형성 테라스  추가, 층고 up 브릿지 형성

ㅣCommunity center

ㄱ자 mass 층고 up 체력단련실 공간 확장 브릿지 형성

ㅣA type 쉐어하우스
ㅣB type 연립주택

ㅣC type 단독주택

ㅁ자 mass 중정 open 층고 up, 지붕 기울기 브릿지 형성 ㅣ자 mass mass connection 대지에 맞춰 매스 조정 중정 open

mass 포치 생성 테라스 형성 박공지붕

ㅣ고령 1인 가구가 겪는 우울감, 낙후된 주거 환경으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을 새로운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공용공간을 마련하여 이웃 간의 유대감 형성을 통해 해결
    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배움을 통해 더욱 활동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ㅣcommunity center  
    건축면적 397.848㎡ 
     연면적 792.148㎡

ㅣwelfare center
    건축면적 445.385㎡
     연면적 791.385㎡

ㅣsenior cafe
    건축면적 53.142㎡
     연면적 53.142㎡

ㅣB type 연립주택

    건축면적 397.848㎡ 
     연면적 792.148㎡

ㅣA type 쉐어하우스

    건축면적 445.385㎡
     연면적 791.385㎡

ㅣC type 단독주택

    건축면적 53.142㎡
     연면적 53.142㎡

ㅣflow

ㅣspace programㅣspace program

live work play

site

준공연도 건물 층수

도로

지역 지구 구조

커뮤니티 센터 - 체력 단련실 노인복지센터 - 브릿지 연결 부분 시니어 카페 건물간의 연결 단독주택 - 1층 연립주택 - 중정 쉐어하우스 - 공동 식사 공간 쉐어 하우스 - 주거 공간

버스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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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다목적실
2. 사무실
3. 식당
4. 시니어 카페
5. 공동작업장
6. 프로그램실
7.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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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2. 연립주택
3. 공동식사 공간
4. 주거 공간
5. 로비 
6. 안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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