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9

19

31

43

59

75

워크샵 게요

주변환경 조사

오비비에이 

폴리머

사무소효자동

아파랏.체

이엠에이



3

도시의 역사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이 담긴 다양한 

흔적의 기록이다. 집은 그 삶을 담아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삶의 변화는 새로운 공간을 요구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조율해 나가며

사회는 성장하고 진화하게 된다. 미스반 데 로에의 바이센 

호프 주거단지(Weissenhofsiedlung, 1927)처럼 건축가는 

사회 변화의 흐름안에서 주거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제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워크숍은 자연과 함께 600년을 넘어 온 서울의 땅위에 

다가구, 다세대로 점착되어있는 소규모 주거풍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로서의 집이 가지는 

소중한 의미를 되돌아 보고자 한다. 건축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거와 미래의 삶을 연결해 주는 현재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변하지 않는 오래된 땅 위에 변화된 삶을 위한 조금 

다른 집을 제안하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시도이며 흔적이 될 것이다.

제목

오래된 땅, 새로운 집 
(공동체를 위한 도심형 소규모 주거계획)  

대상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 165.2m² / 2종 일반주거지역 

워크숍 기간

2015년 7월 1일 ~ 8월 30일까지 

주최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관

새동네@글린트 

워크숍 참여 

곽상준 & 이소정 소장 (건축사사무소 오비비에이)
+ 김혜은 학생 (홍익대학교) 

김호민 소장 (폴리머 건축사사무소) 
+ 이예나 학생 (홍익대학교)

서승모 소장 (건축사사무소 사무소효자동) 
+ 김지윤 학생 (서울대학교) 

이세웅 소장 & 조서연 소장 (건축사사무소 아파랏.체) 
+ 안수정 학생 (고려대학교) 

이은경 소장 (이엠에이 건축사사무소) 
+ 조지현 학생 (서울대학교) 

워크숍 개요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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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및 접근성

주변환경 조사

Site Research
동선 및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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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주변환경 조사

Site Research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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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축물 유형

주변환경 조사

Site Research
주택 및 건축물 유형

화곡어린이놀이터

면적 :  약 980 m² (사랑방포함)

신곡어르신사랑방

면적 : 약 70 m² 

층수 : 2층

신곡어르신사랑방

이용시간 : 7,8시 – 18시

활동 : 점심식사

이용자 : 거동이가능한어르신들

신곡어르신사랑방

이용시간 : 7,8시 – 18시

활동 : 점심식사

이용자 : 거동이가능한어르신들

공원 현황

화곡어린이놀이터

활동 : 휴식, 놀이터기구이용

이용자 : 어린이+보호자, 초등생

화곡어린이놀이터

활동 : 휴식, 놀이터기구이용

이용자 : 어린이+보호자, 초등생

주변환경 조사

Site Research
공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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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

동 별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7동

신월6동

지역 0~19 20~39 40~59 60 이상 총계

신월1동 4026 7076 8576 4304 23982

신월2동 4243 7066 7444 4049 22802

신월3동 2813 4892 6326 3231 17262

신월4동 4138 5879 6248 3300 19565

신월5동 3189 4871 5627 2582 16269

신월6동 2106 3368 4367 2334 12175

신월7동 4366 7131 7918 4508 23923

0% 20% 40% 60% 80% 100%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0~19 20~39 40~59 60 이상

인구통계

동 별 세대원 수 별 세대 수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7동

신월6동

지역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5인세대 6인세대 7인세대 8인세대 9인세대 전체세대

서울시 1526038 825915 783470 806997 194491 42975 10198 2656 1436 4194176

양천구 47685 33256 38024 46501 10777 2143 487 131 65 179069

신월동 17121 11347 11086 10755 2843 656 165 38 17 5402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5인세대 6인세대 7인세대 8인세대 9인세대

(명)

인구통계

동 별 세대원 수 별 세대 수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7동

신월6동

지역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5인세대 6인세대 7인세대 8인세대 9인세대 전체세대

신월1동 4203 2091 1937 1744 402 96 26 3 2 10504

신월2동 2167 1766 1861 1901 546 135 36 8 6 8426

신월3동 3595 1639 1270 1101 284 76 16 6 3 7990

신월4동 1400 1419 1640 1743 503 102 33 7 2 6849

신월5동 1807 1247 1314 1321 398 96 18 4 2 6207

신월6동 1611 962 927 1002 281 55 13 2 1 4854

신월7동 2338 2223 2137 1943 429 96 23 8 1 919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5인세대 6인세대 7인세대 8인세대 9인세대

(명)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7동

신월6동

인구 통계
인구통계

구별 가구원수

지역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총계

양천구 25218 30440 38023 46514 11108 2210 726 154239

강서구 41804 43145 46633 46647 11965 2576 859 193629

구로구 30156 32185 34077 34362 9121 2091 686 142678

영등포구 34158 32312 31145 30647 7984 1813 578 138637

서울 854606 781527 788115 807836 209061 47659 15493 3504297

0% 20% 40% 60% 80% 100%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명)

인구통계

구별 상주 및 주간인구

지역 상주인구 주간인구 주간인구지수

양천구 461460 384395 83.3

강서구 537902 467873 87

구로구 399029 417486 104.6

영등포구 372890 514343 137.9

서울시 9550206 10369684 108.6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주간인구

상주인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명)

인구통계

동 별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

지역 0~19 20~39 40~59 60 이상 총계

서울시 1838505 1457951 3333629 1759482 8389567

양천구 105421 135575 172737 72488 486221

신월동 24881 40283 46506 24308 135978

0% 20% 40% 60% 80% 100%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0~19 20~39 40~59 60 이상

주변환경 조사

Site Research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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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BA(Office for Beyond Boundaries Architecture)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흐름과 그 변화의 틈새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다중적인 선택과 혼합된 해결책을 

추구하기 위해, 2012년 이소정과 곽상준에 의해 설립되었다. 

OBBA가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도시와 건축, 그리고 

그것과 관계 맺는 일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부터 출발한다. 

OBBA는 각 영역과 그 영역간의 경계에 관심을 가지며,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새로운 관계에 주목을 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언어를 구사하며 Boundary

Crosser로써 각 영역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려 한다.

이소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과와 University of 

Pennsylvania 건축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네덜란드의 OMA

에서 여러 지역의 다양한 건축 및 도시 계획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매스 스터디스(Mass Studies)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뒤, 곽상준 소장과 함께 OBBA를 설립, 

공동대표로써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에 출강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곽상준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스페이스 연

(Space YEON Architects)과 매스 스터디스(Mass Studies)에

서 건축과 도시 설계 및 인테리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탄탄한

실무와 현장 경험을 쌓은 후, 이소정 소장과 함께 OBBA를 

설립, 공동대표로써 활동하고 있다. 또한 홍익대학교에 

출강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o-bba.com

곽상준 &이소정 
오비비에이 OBBA

김혜은 
홍익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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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나눔장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다목적 공유공간을 마련하였다. 도로와 주차장 쪽

을 향한 벽면을 사선으로 처리하여 세대 진입을 위한 개방감을 확보해 주었고, 개방가

능한 창호를 계획하고 주차장 바닥을 잔디블럭으로 계획하여,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 때에는 다목적 공간이 주차장과 함께 연계하여 적극적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외부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층과 3층에는 각각 전

용면적 약 80㎡규모의 2세대를 계획하였으며, 4층에 위치한 공동의 정원에서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약 40㎡ 규모의 복층형 2세대를 각각 계획하여 주었다. 

정북일조사선에 의해 매스가 절삭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공동의 정원을 마련하여 입

주민들이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텃밭을 가꾸며 협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

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

러한 흐름은 건물의 동측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까지 확장 되어 이 지역의 공동체 정원

으로써, 함께 소규모 농작물을 재배하고 화단을 가꾸며, 이로써 도심내의 부족한 녹

지공간의 확충과 공동체주택 거주자들의 녹지공간을 향한 갈망을 해소해주고, 어린

이들에게는 자연학습의 기회가,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서, 배

움터로서 함께 일하며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고 도시의 삭막함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꾀하였다. 

각 세대에 접근하는 방법은 매쉬철망과 담쟁이로 둘러싸인 외부계단으로 계획하여, 

일조사선에 의해 형태의 절삭에서도 최대한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주도록 하였고, 건

물에서 각 세대로 진입하기까지의 전이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전까지는 그 누구의 공간도 아닌 곳에서 너와 나와 우리의 공간으로 인식 될 수 있도

록 계획하였다. 

과거 서울은 산과 녹지로 둘러싸인 모습이었지만,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며 도심지의 

밀도는 점차 증가하며 녹지공간은 사라지고 우리의 주거 환경은 인접 건물만 바라보

는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갑갑한 실내를 벗어나 정원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는 단독주택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답답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인구 중 1/5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 중 약 80%가 공동주택

에 살고 있다고 한다.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의 기존의 공동주택들은 도시건축논

리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차원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주거환

경, 지역공동체, 지역경관 등 인간중심의 도시건축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 되어 온 것

이 현실이다.  

본 프로젝트는 위의 두 가지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혼합된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택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거 생활을 통해 기존의 혈연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공

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우

리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이트는 양천구 신월동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3층 연립주택

과 남측과 서측에는 2층 다세대 주택이, 그리고 동측에는 6미터 도로와 그 건너에는 

어린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반경 500미터 이내에 4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

교가 있어서, 그 지리적 특성상 신혼부부 혹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거주하기에 좋

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크게 5개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계획하였다. 지상1층은 건물의 입주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는 공간으로 영화를 함께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활동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3길 37 

대지면적 : 165.20㎡

건축면적 : 98.9㎡ 

연면적 : 295.47㎡ 

건폐율 : 165.20㎡ (법정 60%)

용적률 : 178.86㎡ (법정 200%)

건물규모 : 지상 5층

최고높이 : 15.05m

4층 옥상에 위치한 공동체 정원에서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가꾸며 재배할 수 있는 일종의 ‘키

친가든’이 마련된다. 요리에 쓸 수 있는 식물을 함께 키우는 혐동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활성화 되

며, 또한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곳은 여름에는 아

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작은 풀장이 마련되는 뒷뜰의 역할을,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차 한잔 할 수 있는 정원이 

되기도 한다.

함께 일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는 이 곳에서 도시의 삭막함을 이웃의 힘으로 스스로 바꾸

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동체 주택, 공동체 정원
오래된 땅, 새로운 집 _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PROGRAM

CIRCULATION

REGULATION

SITE

1F PLAN

2F PLAN

4F PLAN

3F PLAN

5F PLAN

SITE

과거 서울은 산과 녹지로 둘러싸인 모습이었지만,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며 도심지의 밀도는 점차 증가하며 녹지공간은 사라지고 우리의 

주거 환경은 인접 건물만 바라보는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갑갑한 

실내를 벗어나 정원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는 단독주택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답답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인구 중 1/5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 중 

약 8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 한다.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의 

기존의 공동주택들은 도시건축논리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차원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주거환경, 지역공동체, 

지역경관 등 인간중심의 도시건축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 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본 프로젝트는 위의 두 가지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혼합된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택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거 

생활을 통해 기존의 혈연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이트는 양천구 신월동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3층 연립주택과 남측과 서측에는 2층 다세대 주택이, 그리고 

동측에는 6미터 도로와 그 건너에는 어린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반경 500미터 이내에 4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가 있어서, 

그 지리적 특성상 신혼부부 혹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거주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크게 5개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계획하였다. 지상1층은 

건물의 입주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는 공간으로 영화를 

함께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활동 및 나눔장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다목적 공유공간을 마련하였다. 도로와 주차장 쪽을 향한 벽면을

사선으로 처리하여 세대 진입을 위한 개방감을 확보해 주었고, 

개방가능한 창호를 계획하고 주차장 바닥을 잔디블럭으로 계획하여,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 때에는 다목적 

공간이 주차장과 함께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외부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층과 3층에는 각각 85m²

규모의 2세대를 계획하였으며, 4층에 위치한 공동의 정원에서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40m² 규모의 복층형 2세대를 각각 계획하여 주었다. 

정북일조사선에 의해 매스가 절삭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공동의 

정원을 마련하여 입주민들이 함께 농작물 재배하고 텃밭을 가꾸며 

협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건물의 

동측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까지 확장되어 이 지역의 공동체 정원으로써, 

함께 소규모 농작물을 재배하고 화단을 가꾸며, 이로써 도심내의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충과 공동체주택 거주자들의 녹지공간을 향한 갈망을 

해소해주고, 어린이들에게는 자연학습의 기회가,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서, 배움터로서 함께 일하며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고 도시의 삭막함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꾀하였다. 

각 세대에 접근하는 방법은 매쉬철망과 담쟁이로 둘러싸인 

외부계단으로 계획하여, 일조사선에 의해 형태의 절삭에서도 최대한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주도록 하였고, 건물에서 각 세대로 진입하기까지의 

전이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전까지는 그 누구의

공간도 아닌 곳에서 너와 나와 우리의 공간으로 인식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공동체 주택, 공동체 정원

Community housing, 
Community garden

오비비에이

OBBA
공동체 주택, 공동체 정원

Community housing, Community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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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나눔장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다목적 공유공간을 마련하였다. 도로와 주차장 쪽

을 향한 벽면을 사선으로 처리하여 세대 진입을 위한 개방감을 확보해 주었고, 개방가

능한 창호를 계획하고 주차장 바닥을 잔디블럭으로 계획하여,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 때에는 다목적 공간이 주차장과 함께 연계하여 적극적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외부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층과 3층에는 각각 전

용면적 약 80㎡규모의 2세대를 계획하였으며, 4층에 위치한 공동의 정원에서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약 40㎡ 규모의 복층형 2세대를 각각 계획하여 주었다. 

정북일조사선에 의해 매스가 절삭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공동의 정원을 마련하여 입

주민들이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텃밭을 가꾸며 협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

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

러한 흐름은 건물의 동측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까지 확장 되어 이 지역의 공동체 정원

으로써, 함께 소규모 농작물을 재배하고 화단을 가꾸며, 이로써 도심내의 부족한 녹

지공간의 확충과 공동체주택 거주자들의 녹지공간을 향한 갈망을 해소해주고, 어린

이들에게는 자연학습의 기회가,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서, 배

움터로서 함께 일하며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고 도시의 삭막함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꾀하였다. 

각 세대에 접근하는 방법은 매쉬철망과 담쟁이로 둘러싸인 외부계단으로 계획하여, 

일조사선에 의해 형태의 절삭에서도 최대한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주도록 하였고, 건

물에서 각 세대로 진입하기까지의 전이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전까지는 그 누구의 공간도 아닌 곳에서 너와 나와 우리의 공간으로 인식 될 수 있도

록 계획하였다. 

과거 서울은 산과 녹지로 둘러싸인 모습이었지만,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며 도심지의 

밀도는 점차 증가하며 녹지공간은 사라지고 우리의 주거 환경은 인접 건물만 바라보

는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갑갑한 실내를 벗어나 정원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는 단독주택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답답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인구 중 1/5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 중 약 80%가 공동주택

에 살고 있다고 한다.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의 기존의 공동주택들은 도시건축논

리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차원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주거환

경, 지역공동체, 지역경관 등 인간중심의 도시건축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 되어 온 것

이 현실이다.  

본 프로젝트는 위의 두 가지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혼합된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택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거 생활을 통해 기존의 혈연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공

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우

리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이트는 양천구 신월동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3층 연립주택

과 남측과 서측에는 2층 다세대 주택이, 그리고 동측에는 6미터 도로와 그 건너에는 

어린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반경 500미터 이내에 4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

교가 있어서, 그 지리적 특성상 신혼부부 혹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거주하기에 좋

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크게 5개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계획하였다. 지상1층은 건물의 입주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는 공간으로 영화를 함께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활동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3길 37 

대지면적 : 165.20㎡

건축면적 : 98.9㎡ 

연면적 : 295.47㎡ 

건폐율 : 165.20㎡ (법정 60%)

용적률 : 178.86㎡ (법정 200%)

건물규모 : 지상 5층

최고높이 : 15.05m

4층 옥상에 위치한 공동체 정원에서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가꾸며 재배할 수 있는 일종의 ‘키

친가든’이 마련된다. 요리에 쓸 수 있는 식물을 함께 키우는 혐동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활성화 되

며, 또한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곳은 여름에는 아

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작은 풀장이 마련되는 뒷뜰의 역할을,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차 한잔 할 수 있는 정원이 

되기도 한다.

함께 일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는 이 곳에서 도시의 삭막함을 이웃의 힘으로 스스로 바꾸

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동체 주택, 공동체 정원
오래된 땅, 새로운 집 _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PROGRAM

CIRCULATION

REGULATION

SITE

1F PLAN

2F PLAN

4F PLAN

3F PLAN

5F PLA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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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개요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3길 37

대지면적 : 165.20㎡

지       목 : 대

지       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도로(접함)

용       도 :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규       모 : 지상5층

건축면적 : 98.90㎡

연  면  적 : 323.76㎡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295.47㎡

건  폐  율 : 59.87% (법정 60%)

용  적  률 : 178.86% (법정 200%)

주차대수 : 4대 (법정 4대 이상)

최고높이 : 15.05m

세대별 면적표

용도 호별 층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서비스 면적

(확장발코니)
서비스 포함

총 면적

㎡ PY ㎡ PY ㎡ PY ㎡ PY ㎡ PY

공용공간 101 1F 40.89 12.37 40.89 12.37 40.89 12.37

공용공간 합계 40.89 12.37 40.89 12.37 40.89 12.37

다
세
대
주
택

201 2F 72.75 22.01 7.57 2.29 80.33 24.30 14.14 4.28 94.47 28.58

301 3F 72.75 22.01 7.57 2.29 80.33 24.30 14.14 4.28 94.47 28.58

401 4F 22.93 6.94 2.39 0.72 25.32 7.66 25.32 7.66

5F 19.61 5.93 2.04 0.62 21.65 6.55 21.65 6.55

소계 42.54 12.87 4.43 1.34 46.97 14.21 46.97 14.21

402 4F 22.93 6.94 2.39 0.72 25.32 7.66 25.32 7.66

5F 19.61 5.93 2.04 0.62 21.65 6.55 21.65 6.55

소계 42.54 12.87 4.43 1.34 46.97 14.21 46.97 14.21

다세대주택 합계 230.58 69.75 24.00 7.26 254.58 77.01 282.87 85.57

전체 합계 271.47 82.12 24.00 7.26 295.47 89.38 323.76 97.94

* 필로티주차장 : 58.01㎡ / 17.55PY

* 공동체정원(4F) : 53.17㎡ / 16.08PY

건축 개요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3길 37

대지면적 : 165.20㎡

지       목 : 대

지       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도로(접함)

용       도 :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규       모 : 지상5층

건축면적 : 98.90㎡

연  면  적 : 323.76㎡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295.47㎡

건  폐  율 : 59.87% (법정 60%)

용  적  률 : 178.86% (법정 200%)

주차대수 : 4대 (법정 4대 이상)

최고높이 : 15.05m

세대별 면적표

용도 호별 층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서비스 면적

(확장발코니)
서비스 포함

총 면적

㎡ PY ㎡ PY ㎡ PY ㎡ PY ㎡ PY

공용공간 101 1F 40.89 12.37 40.89 12.37 40.89 12.37

공용공간 합계 40.89 12.37 40.89 12.37 40.89 12.37

다
세
대
주
택

201 2F 72.75 22.01 7.57 2.29 80.33 24.30 14.14 4.28 94.47 28.58

301 3F 72.75 22.01 7.57 2.29 80.33 24.30 14.14 4.28 94.47 28.58

401 4F 22.93 6.94 2.39 0.72 25.32 7.66 25.32 7.66

5F 19.61 5.93 2.04 0.62 21.65 6.55 21.65 6.55

소계 42.54 12.87 4.43 1.34 46.97 14.21 46.97 14.21

402 4F 22.93 6.94 2.39 0.72 25.32 7.66 25.32 7.66

5F 19.61 5.93 2.04 0.62 21.65 6.55 21.65 6.55

소계 42.54 12.87 4.43 1.34 46.97 14.21 46.97 14.21

다세대주택 합계 230.58 69.75 24.00 7.26 254.58 77.01 282.87 85.57

전체 합계 271.47 82.12 24.00 7.26 295.47 89.38 323.76 97.94

* 필로티주차장 : 58.01㎡ / 17.55PY

* 공동체정원(4F) : 53.17㎡ / 16.08PY

세대별 면적표

오비비에이

OBBA
공동체 주택, 공동체 정원

Community housing, Community garden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65.20m²

98.90m²

59.87% (법정 60%)

323.76m²

178.86% (법정 200%)

295.47m²

지상 5층 

15.05m

철근콘크리트구조

4대 (법정 3대 이상)

대지위치 

지역지구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용적률산정 연면적

규모 

건물높이

구조 

주차

건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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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3N

및 나눔장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다목적 공유공간을 마련하였다. 도로와 주차장 쪽

을 향한 벽면을 사선으로 처리하여 세대 진입을 위한 개방감을 확보해 주었고, 개방가

능한 창호를 계획하고 주차장 바닥을 잔디블럭으로 계획하여,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 때에는 다목적 공간이 주차장과 함께 연계하여 적극적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외부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층과 3층에는 각각 전

용면적 약 80㎡규모의 2세대를 계획하였으며, 4층에 위치한 공동의 정원에서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약 40㎡ 규모의 복층형 2세대를 각각 계획하여 주었다. 

정북일조사선에 의해 매스가 절삭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공동의 정원을 마련하여 입

주민들이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텃밭을 가꾸며 협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

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

러한 흐름은 건물의 동측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까지 확장 되어 이 지역의 공동체 정원

으로써, 함께 소규모 농작물을 재배하고 화단을 가꾸며, 이로써 도심내의 부족한 녹

지공간의 확충과 공동체주택 거주자들의 녹지공간을 향한 갈망을 해소해주고, 어린

이들에게는 자연학습의 기회가,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서, 배

움터로서 함께 일하며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고 도시의 삭막함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꾀하였다. 

각 세대에 접근하는 방법은 매쉬철망과 담쟁이로 둘러싸인 외부계단으로 계획하여, 

일조사선에 의해 형태의 절삭에서도 최대한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주도록 하였고, 건

물에서 각 세대로 진입하기까지의 전이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전까지는 그 누구의 공간도 아닌 곳에서 너와 나와 우리의 공간으로 인식 될 수 있도

록 계획하였다. 

과거 서울은 산과 녹지로 둘러싸인 모습이었지만,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며 도심지의 

밀도는 점차 증가하며 녹지공간은 사라지고 우리의 주거 환경은 인접 건물만 바라보

는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갑갑한 실내를 벗어나 정원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는 단독주택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답답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인구 중 1/5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 중 약 80%가 공동주택

에 살고 있다고 한다.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의 기존의 공동주택들은 도시건축논

리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차원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주거환

경, 지역공동체, 지역경관 등 인간중심의 도시건축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 되어 온 것

이 현실이다.  

본 프로젝트는 위의 두 가지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혼합된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택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거 생활을 통해 기존의 혈연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공

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우

리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이트는 양천구 신월동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3층 연립주택

과 남측과 서측에는 2층 다세대 주택이, 그리고 동측에는 6미터 도로와 그 건너에는 

어린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반경 500미터 이내에 4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

교가 있어서, 그 지리적 특성상 신혼부부 혹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거주하기에 좋

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크게 5개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계획하였다. 지상1층은 건물의 입주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는 공간으로 영화를 함께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활동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3길 37 

대지면적 : 165.20㎡

건축면적 : 98.9㎡ 

연면적 : 295.47㎡ 

건폐율 : 165.20㎡ (법정 60%)

용적률 : 178.86㎡ (법정 200%)

건물규모 : 지상 5층

최고높이 : 15.05m

4층 옥상에 위치한 공동체 정원에서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가꾸며 재배할 수 있는 일종의 ‘키

친가든’이 마련된다. 요리에 쓸 수 있는 식물을 함께 키우는 혐동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활성화 되

며, 또한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곳은 여름에는 아

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작은 풀장이 마련되는 뒷뜰의 역할을,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차 한잔 할 수 있는 정원이 

되기도 한다.

함께 일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는 이 곳에서 도시의 삭막함을 이웃의 힘으로 스스로 바꾸

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동체 주택, 공동체 정원
오래된 땅, 새로운 집 _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PROGRAM

CIRCULATION

REGULATION

SITE

1F PLAN

2F PLAN

4F PLAN

3F PLAN

5F PLAN

SITE

0 1 3N

및 나눔장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다목적 공유공간을 마련하였다. 도로와 주차장 쪽

을 향한 벽면을 사선으로 처리하여 세대 진입을 위한 개방감을 확보해 주었고, 개방가

능한 창호를 계획하고 주차장 바닥을 잔디블럭으로 계획하여,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 때에는 다목적 공간이 주차장과 함께 연계하여 적극적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외부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층과 3층에는 각각 전

용면적 약 80㎡규모의 2세대를 계획하였으며, 4층에 위치한 공동의 정원에서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약 40㎡ 규모의 복층형 2세대를 각각 계획하여 주었다. 

정북일조사선에 의해 매스가 절삭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공동의 정원을 마련하여 입

주민들이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텃밭을 가꾸며 협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

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

러한 흐름은 건물의 동측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까지 확장 되어 이 지역의 공동체 정원

으로써, 함께 소규모 농작물을 재배하고 화단을 가꾸며, 이로써 도심내의 부족한 녹

지공간의 확충과 공동체주택 거주자들의 녹지공간을 향한 갈망을 해소해주고, 어린

이들에게는 자연학습의 기회가,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서, 배

움터로서 함께 일하며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고 도시의 삭막함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꾀하였다. 

각 세대에 접근하는 방법은 매쉬철망과 담쟁이로 둘러싸인 외부계단으로 계획하여, 

일조사선에 의해 형태의 절삭에서도 최대한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주도록 하였고, 건

물에서 각 세대로 진입하기까지의 전이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전까지는 그 누구의 공간도 아닌 곳에서 너와 나와 우리의 공간으로 인식 될 수 있도

록 계획하였다. 

과거 서울은 산과 녹지로 둘러싸인 모습이었지만,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며 도심지의 

밀도는 점차 증가하며 녹지공간은 사라지고 우리의 주거 환경은 인접 건물만 바라보

는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갑갑한 실내를 벗어나 정원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는 단독주택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답답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인구 중 1/5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 중 약 80%가 공동주택

에 살고 있다고 한다.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의 기존의 공동주택들은 도시건축논

리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차원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주거환

경, 지역공동체, 지역경관 등 인간중심의 도시건축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 되어 온 것

이 현실이다.  

본 프로젝트는 위의 두 가지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혼합된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택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거 생활을 통해 기존의 혈연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공

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우

리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이트는 양천구 신월동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3층 연립주택

과 남측과 서측에는 2층 다세대 주택이, 그리고 동측에는 6미터 도로와 그 건너에는 

어린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반경 500미터 이내에 4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

교가 있어서, 그 지리적 특성상 신혼부부 혹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거주하기에 좋

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크게 5개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계획하였다. 지상1층은 건물의 입주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는 공간으로 영화를 함께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활동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3길 37 

대지면적 : 165.20㎡

건축면적 : 98.9㎡ 

연면적 : 295.47㎡ 

건폐율 : 165.20㎡ (법정 60%)

용적률 : 178.86㎡ (법정 200%)

건물규모 : 지상 5층

최고높이 : 15.05m

4층 옥상에 위치한 공동체 정원에서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가꾸며 재배할 수 있는 일종의 ‘키

친가든’이 마련된다. 요리에 쓸 수 있는 식물을 함께 키우는 혐동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활성화 되

며, 또한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곳은 여름에는 아

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작은 풀장이 마련되는 뒷뜰의 역할을,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차 한잔 할 수 있는 정원이 

되기도 한다.

함께 일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는 이 곳에서 도시의 삭막함을 이웃의 힘으로 스스로 바꾸

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동체 주택, 공동체 정원
오래된 땅, 새로운 집 _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PROGRAM

CIRCULATION

REGULATION

SITE

1F PLAN

2F PLAN

4F PLAN

3F PLAN

5F PLAN

SITE

0 1 3N

및 나눔장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다목적 공유공간을 마련하였다. 도로와 주차장 쪽

을 향한 벽면을 사선으로 처리하여 세대 진입을 위한 개방감을 확보해 주었고, 개방가

능한 창호를 계획하고 주차장 바닥을 잔디블럭으로 계획하여,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 때에는 다목적 공간이 주차장과 함께 연계하여 적극적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외부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층과 3층에는 각각 전

용면적 약 80㎡규모의 2세대를 계획하였으며, 4층에 위치한 공동의 정원에서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약 40㎡ 규모의 복층형 2세대를 각각 계획하여 주었다. 

정북일조사선에 의해 매스가 절삭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공동의 정원을 마련하여 입

주민들이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텃밭을 가꾸며 협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

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

러한 흐름은 건물의 동측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까지 확장 되어 이 지역의 공동체 정원

으로써, 함께 소규모 농작물을 재배하고 화단을 가꾸며, 이로써 도심내의 부족한 녹

지공간의 확충과 공동체주택 거주자들의 녹지공간을 향한 갈망을 해소해주고, 어린

이들에게는 자연학습의 기회가,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서, 배

움터로서 함께 일하며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고 도시의 삭막함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꾀하였다. 

각 세대에 접근하는 방법은 매쉬철망과 담쟁이로 둘러싸인 외부계단으로 계획하여, 

일조사선에 의해 형태의 절삭에서도 최대한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주도록 하였고, 건

물에서 각 세대로 진입하기까지의 전이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전까지는 그 누구의 공간도 아닌 곳에서 너와 나와 우리의 공간으로 인식 될 수 있도

록 계획하였다. 

과거 서울은 산과 녹지로 둘러싸인 모습이었지만,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며 도심지의 

밀도는 점차 증가하며 녹지공간은 사라지고 우리의 주거 환경은 인접 건물만 바라보

는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갑갑한 실내를 벗어나 정원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는 단독주택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답답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인구 중 1/5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 중 약 80%가 공동주택

에 살고 있다고 한다.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의 기존의 공동주택들은 도시건축논

리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차원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주거환

경, 지역공동체, 지역경관 등 인간중심의 도시건축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 되어 온 것

이 현실이다.  

본 프로젝트는 위의 두 가지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혼합된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택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거 생활을 통해 기존의 혈연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공

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우

리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이트는 양천구 신월동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3층 연립주택

과 남측과 서측에는 2층 다세대 주택이, 그리고 동측에는 6미터 도로와 그 건너에는 

어린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반경 500미터 이내에 4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

교가 있어서, 그 지리적 특성상 신혼부부 혹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거주하기에 좋

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크게 5개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계획하였다. 지상1층은 건물의 입주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는 공간으로 영화를 함께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활동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3길 37 

대지면적 : 165.20㎡

건축면적 : 98.9㎡ 

연면적 : 295.47㎡ 

건폐율 : 165.20㎡ (법정 60%)

용적률 : 178.86㎡ (법정 200%)

건물규모 : 지상 5층

최고높이 : 15.05m

4층 옥상에 위치한 공동체 정원에서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가꾸며 재배할 수 있는 일종의 ‘키

친가든’이 마련된다. 요리에 쓸 수 있는 식물을 함께 키우는 혐동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활성화 되

며, 또한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곳은 여름에는 아

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작은 풀장이 마련되는 뒷뜰의 역할을,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차 한잔 할 수 있는 정원이 

되기도 한다.

함께 일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는 이 곳에서 도시의 삭막함을 이웃의 힘으로 스스로 바꾸

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동체 주택, 공동체 정원
오래된 땅, 새로운 집 _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PROGRAM

CIRCULATION

REGULATION

SITE

1F PLAN

2F PLAN

4F PLAN

3F PLAN

5F PLAN

SITE

오비비에이

OBBA
공동체 주택, 공동체 정원

Community housing, Community garden



22 23

0 1 3N

및 나눔장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다목적 공유공간을 마련하였다. 도로와 주차장 쪽

을 향한 벽면을 사선으로 처리하여 세대 진입을 위한 개방감을 확보해 주었고, 개방가

능한 창호를 계획하고 주차장 바닥을 잔디블럭으로 계획하여,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 때에는 다목적 공간이 주차장과 함께 연계하여 적극적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외부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층과 3층에는 각각 전

용면적 약 80㎡규모의 2세대를 계획하였으며, 4층에 위치한 공동의 정원에서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약 40㎡ 규모의 복층형 2세대를 각각 계획하여 주었다. 

정북일조사선에 의해 매스가 절삭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공동의 정원을 마련하여 입

주민들이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텃밭을 가꾸며 협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

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

러한 흐름은 건물의 동측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까지 확장 되어 이 지역의 공동체 정원

으로써, 함께 소규모 농작물을 재배하고 화단을 가꾸며, 이로써 도심내의 부족한 녹

지공간의 확충과 공동체주택 거주자들의 녹지공간을 향한 갈망을 해소해주고, 어린

이들에게는 자연학습의 기회가,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서, 배

움터로서 함께 일하며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고 도시의 삭막함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꾀하였다. 

각 세대에 접근하는 방법은 매쉬철망과 담쟁이로 둘러싸인 외부계단으로 계획하여, 

일조사선에 의해 형태의 절삭에서도 최대한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주도록 하였고, 건

물에서 각 세대로 진입하기까지의 전이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전까지는 그 누구의 공간도 아닌 곳에서 너와 나와 우리의 공간으로 인식 될 수 있도

록 계획하였다. 

과거 서울은 산과 녹지로 둘러싸인 모습이었지만,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며 도심지의 

밀도는 점차 증가하며 녹지공간은 사라지고 우리의 주거 환경은 인접 건물만 바라보

는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갑갑한 실내를 벗어나 정원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는 단독주택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답답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인구 중 1/5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 중 약 80%가 공동주택

에 살고 있다고 한다.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의 기존의 공동주택들은 도시건축논

리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차원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주거환

경, 지역공동체, 지역경관 등 인간중심의 도시건축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 되어 온 것

이 현실이다.  

본 프로젝트는 위의 두 가지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혼합된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택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거 생활을 통해 기존의 혈연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공

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우

리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이트는 양천구 신월동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3층 연립주택

과 남측과 서측에는 2층 다세대 주택이, 그리고 동측에는 6미터 도로와 그 건너에는 

어린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반경 500미터 이내에 4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

교가 있어서, 그 지리적 특성상 신혼부부 혹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거주하기에 좋

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크게 5개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계획하였다. 지상1층은 건물의 입주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는 공간으로 영화를 함께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활동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3길 37 

대지면적 : 165.20㎡

건축면적 : 98.9㎡ 

연면적 : 295.47㎡ 

건폐율 : 165.20㎡ (법정 60%)

용적률 : 178.86㎡ (법정 200%)

건물규모 : 지상 5층

최고높이 : 15.05m

4층 옥상에 위치한 공동체 정원에서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가꾸며 재배할 수 있는 일종의 ‘키

친가든’이 마련된다. 요리에 쓸 수 있는 식물을 함께 키우는 혐동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활성화 되

며, 또한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곳은 여름에는 아

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작은 풀장이 마련되는 뒷뜰의 역할을,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차 한잔 할 수 있는 정원이 

되기도 한다.

함께 일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는 이 곳에서 도시의 삭막함을 이웃의 힘으로 스스로 바꾸

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동체 주택, 공동체 정원
오래된 땅, 새로운 집 _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PROGRAM

CIRCULATION

REGULATION

SITE

1F PLAN

2F PLAN

4F PLAN

3F PLAN

5F PLAN

SITE

0 1 3N

및 나눔장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다목적 공유공간을 마련하였다. 도로와 주차장 쪽

을 향한 벽면을 사선으로 처리하여 세대 진입을 위한 개방감을 확보해 주었고, 개방가

능한 창호를 계획하고 주차장 바닥을 잔디블럭으로 계획하여,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 때에는 다목적 공간이 주차장과 함께 연계하여 적극적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외부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층과 3층에는 각각 전

용면적 약 80㎡규모의 2세대를 계획하였으며, 4층에 위치한 공동의 정원에서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약 40㎡ 규모의 복층형 2세대를 각각 계획하여 주었다. 

정북일조사선에 의해 매스가 절삭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공동의 정원을 마련하여 입

주민들이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텃밭을 가꾸며 협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

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

러한 흐름은 건물의 동측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까지 확장 되어 이 지역의 공동체 정원

으로써, 함께 소규모 농작물을 재배하고 화단을 가꾸며, 이로써 도심내의 부족한 녹

지공간의 확충과 공동체주택 거주자들의 녹지공간을 향한 갈망을 해소해주고, 어린

이들에게는 자연학습의 기회가,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서, 배

움터로서 함께 일하며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고 도시의 삭막함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꾀하였다. 

각 세대에 접근하는 방법은 매쉬철망과 담쟁이로 둘러싸인 외부계단으로 계획하여, 

일조사선에 의해 형태의 절삭에서도 최대한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주도록 하였고, 건

물에서 각 세대로 진입하기까지의 전이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전까지는 그 누구의 공간도 아닌 곳에서 너와 나와 우리의 공간으로 인식 될 수 있도

록 계획하였다. 

과거 서울은 산과 녹지로 둘러싸인 모습이었지만,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며 도심지의 

밀도는 점차 증가하며 녹지공간은 사라지고 우리의 주거 환경은 인접 건물만 바라보

는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갑갑한 실내를 벗어나 정원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는 단독주택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답답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인구 중 1/5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 중 약 80%가 공동주택

에 살고 있다고 한다.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의 기존의 공동주택들은 도시건축논

리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차원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주거환

경, 지역공동체, 지역경관 등 인간중심의 도시건축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 되어 온 것

이 현실이다.  

본 프로젝트는 위의 두 가지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혼합된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택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거 생활을 통해 기존의 혈연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공

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우

리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이트는 양천구 신월동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3층 연립주택

과 남측과 서측에는 2층 다세대 주택이, 그리고 동측에는 6미터 도로와 그 건너에는 

어린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반경 500미터 이내에 4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

교가 있어서, 그 지리적 특성상 신혼부부 혹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거주하기에 좋

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크게 5개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계획하였다. 지상1층은 건물의 입주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는 공간으로 영화를 함께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활동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3길 37 

대지면적 : 165.20㎡

건축면적 : 98.9㎡ 

연면적 : 295.47㎡ 

건폐율 : 165.20㎡ (법정 60%)

용적률 : 178.86㎡ (법정 200%)

건물규모 : 지상 5층

최고높이 : 15.05m

4층 옥상에 위치한 공동체 정원에서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가꾸며 재배할 수 있는 일종의 ‘키

친가든’이 마련된다. 요리에 쓸 수 있는 식물을 함께 키우는 혐동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활성화 되

며, 또한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곳은 여름에는 아

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작은 풀장이 마련되는 뒷뜰의 역할을,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차 한잔 할 수 있는 정원이 

되기도 한다.

함께 일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는 이 곳에서 도시의 삭막함을 이웃의 힘으로 스스로 바꾸

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동체 주택, 공동체 정원
오래된 땅, 새로운 집 _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PROGRAM

CIRCULATION

REGULATION

SITE

1F PLAN

2F PLAN

4F PLAN

3F PLAN

5F PLAN

SITE

오비비에이

OBBA
공동체 주택, 공동체 정원

Community housing, Community garden



24 25

0 1 3N

및 나눔장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다목적 공유공간을 마련하였다. 도로와 주차장 쪽

을 향한 벽면을 사선으로 처리하여 세대 진입을 위한 개방감을 확보해 주었고, 개방가

능한 창호를 계획하고 주차장 바닥을 잔디블럭으로 계획하여,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 때에는 다목적 공간이 주차장과 함께 연계하여 적극적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외부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층과 3층에는 각각 전

용면적 약 80㎡규모의 2세대를 계획하였으며, 4층에 위치한 공동의 정원에서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약 40㎡ 규모의 복층형 2세대를 각각 계획하여 주었다. 

정북일조사선에 의해 매스가 절삭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공동의 정원을 마련하여 입

주민들이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텃밭을 가꾸며 협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

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

러한 흐름은 건물의 동측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까지 확장 되어 이 지역의 공동체 정원

으로써, 함께 소규모 농작물을 재배하고 화단을 가꾸며, 이로써 도심내의 부족한 녹

지공간의 확충과 공동체주택 거주자들의 녹지공간을 향한 갈망을 해소해주고, 어린

이들에게는 자연학습의 기회가,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서, 배

움터로서 함께 일하며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고 도시의 삭막함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꾀하였다. 

각 세대에 접근하는 방법은 매쉬철망과 담쟁이로 둘러싸인 외부계단으로 계획하여, 

일조사선에 의해 형태의 절삭에서도 최대한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주도록 하였고, 건

물에서 각 세대로 진입하기까지의 전이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전까지는 그 누구의 공간도 아닌 곳에서 너와 나와 우리의 공간으로 인식 될 수 있도

록 계획하였다. 

과거 서울은 산과 녹지로 둘러싸인 모습이었지만,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며 도심지의 

밀도는 점차 증가하며 녹지공간은 사라지고 우리의 주거 환경은 인접 건물만 바라보

는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갑갑한 실내를 벗어나 정원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는 단독주택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답답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인구 중 1/5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 중 약 80%가 공동주택

에 살고 있다고 한다.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의 기존의 공동주택들은 도시건축논

리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차원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주거환

경, 지역공동체, 지역경관 등 인간중심의 도시건축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 되어 온 것

이 현실이다.  

본 프로젝트는 위의 두 가지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혼합된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택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거 생활을 통해 기존의 혈연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공

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우

리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이트는 양천구 신월동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3층 연립주택

과 남측과 서측에는 2층 다세대 주택이, 그리고 동측에는 6미터 도로와 그 건너에는 

어린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반경 500미터 이내에 4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

교가 있어서, 그 지리적 특성상 신혼부부 혹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거주하기에 좋

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크게 5개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계획하였다. 지상1층은 건물의 입주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는 공간으로 영화를 함께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활동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3길 37 

대지면적 : 165.20㎡

건축면적 : 98.9㎡ 

연면적 : 295.47㎡ 

건폐율 : 165.20㎡ (법정 60%)

용적률 : 178.86㎡ (법정 200%)

건물규모 : 지상 5층

최고높이 : 15.05m

4층 옥상에 위치한 공동체 정원에서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가꾸며 재배할 수 있는 일종의 ‘키

친가든’이 마련된다. 요리에 쓸 수 있는 식물을 함께 키우는 혐동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활성화 되

며, 또한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곳은 여름에는 아

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작은 풀장이 마련되는 뒷뜰의 역할을,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차 한잔 할 수 있는 정원이 

되기도 한다.

함께 일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는 이 곳에서 도시의 삭막함을 이웃의 힘으로 스스로 바꾸

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동체 주택, 공동체 정원
오래된 땅, 새로운 집 _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PROGRAM

CIRCULATION

REGULATION

SITE

1F PLAN

2F PLAN

4F PLAN

3F PLAN

5F PLAN

SITE

4층 옥상에 위치한 공동체 정원에서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가꾸며 재배할 수 있는 일종의 ‘키친가든’이 

마련된다. 요리에 쓸 수 있는 식물을 함께 키우는 협동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활성화 되며, 또한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곳은 여름에는 아 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작은 풀장이 

마련되는 뒷뜰의 역할을,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차 한잔 할 수 

있는 정원이 되기도 한다.

함께 일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는 

이 곳에서 도시의 삭막함을 이웃의 힘으로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0 1 3N

및 나눔장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다목적 공유공간을 마련하였다. 도로와 주차장 쪽

을 향한 벽면을 사선으로 처리하여 세대 진입을 위한 개방감을 확보해 주었고, 개방가

능한 창호를 계획하고 주차장 바닥을 잔디블럭으로 계획하여,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 때에는 다목적 공간이 주차장과 함께 연계하여 적극적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외부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층과 3층에는 각각 전

용면적 약 80㎡규모의 2세대를 계획하였으며, 4층에 위치한 공동의 정원에서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약 40㎡ 규모의 복층형 2세대를 각각 계획하여 주었다. 

정북일조사선에 의해 매스가 절삭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공동의 정원을 마련하여 입

주민들이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텃밭을 가꾸며 협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

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

러한 흐름은 건물의 동측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까지 확장 되어 이 지역의 공동체 정원

으로써, 함께 소규모 농작물을 재배하고 화단을 가꾸며, 이로써 도심내의 부족한 녹

지공간의 확충과 공동체주택 거주자들의 녹지공간을 향한 갈망을 해소해주고, 어린

이들에게는 자연학습의 기회가,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서, 배

움터로서 함께 일하며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고 도시의 삭막함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꾀하였다. 

각 세대에 접근하는 방법은 매쉬철망과 담쟁이로 둘러싸인 외부계단으로 계획하여, 

일조사선에 의해 형태의 절삭에서도 최대한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주도록 하였고, 건

물에서 각 세대로 진입하기까지의 전이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전까지는 그 누구의 공간도 아닌 곳에서 너와 나와 우리의 공간으로 인식 될 수 있도

록 계획하였다. 

과거 서울은 산과 녹지로 둘러싸인 모습이었지만,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며 도심지의 

밀도는 점차 증가하며 녹지공간은 사라지고 우리의 주거 환경은 인접 건물만 바라보

는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갑갑한 실내를 벗어나 정원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는 단독주택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답답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인구 중 1/5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 중 약 80%가 공동주택

에 살고 있다고 한다.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의 기존의 공동주택들은 도시건축논

리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차원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주거환

경, 지역공동체, 지역경관 등 인간중심의 도시건축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 되어 온 것

이 현실이다.  

본 프로젝트는 위의 두 가지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혼합된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택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거 생활을 통해 기존의 혈연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공

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우

리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이트는 양천구 신월동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3층 연립주택

과 남측과 서측에는 2층 다세대 주택이, 그리고 동측에는 6미터 도로와 그 건너에는 

어린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반경 500미터 이내에 4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

교가 있어서, 그 지리적 특성상 신혼부부 혹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거주하기에 좋

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크게 5개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계획하였다. 지상1층은 건물의 입주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는 공간으로 영화를 함께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활동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3길 37 

대지면적 : 165.20㎡

건축면적 : 98.9㎡ 

연면적 : 295.47㎡ 

건폐율 : 165.20㎡ (법정 60%)

용적률 : 178.86㎡ (법정 200%)

건물규모 : 지상 5층

최고높이 : 15.05m

4층 옥상에 위치한 공동체 정원에서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가꾸며 재배할 수 있는 일종의 ‘키

친가든’이 마련된다. 요리에 쓸 수 있는 식물을 함께 키우는 혐동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활성화 되

며, 또한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곳은 여름에는 아

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작은 풀장이 마련되는 뒷뜰의 역할을,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차 한잔 할 수 있는 정원이 

되기도 한다.

함께 일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이웃간의 정담을 나누는 이 곳에서 도시의 삭막함을 이웃의 힘으로 스스로 바꾸

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동체 주택, 공동체 정원
오래된 땅, 새로운 집 _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PROGRAM

CIRCULATION

REGULATION

SITE

1F PLAN

2F PLAN

4F PLAN

3F PLAN

5F PLAN

SITE

오비비에이

OBBA
공동체 주택, 공동체 정원

Community housing, Community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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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 건축사무소는 2007년 런던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서

울을 주 무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완공작으로는 부여의 

기예능 공방, 강릉주택, 인천도시축전 주택공사 홍보관, 

백석 메가박스, 사당동 도시형생활주택 SSH와 성북동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이들은 여러 출판물과 전시를 통해 

국내외로 소개되고 있다. 베이루트 문화 아트센터, 마드리드 

검찰청사, 전곡리 선사박물관 등 다수의 국제현상에 

입상하였고, 사당동 도시형 생활주택, 제주세계유산센터, 

제주대 문화교류관 등 국내현상 설계에 당선되었다.

김호민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대우건설을 거쳐 

AA School을 졸업한 후 런던 FOA에서 실무 경력을 쌓았으며 

2008년 귀국하여 현재까지 건축사무소 poly.m.ur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왕립건축사협회에 등록된 영국 건축사이며 

미국 Cornell University와 서울대학교에 출강하였다. 평소에 

도시재생이란 주제에 관심을 갖고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의 기획자임과 동시에 저자로도 참여하였고, 

201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평가위원과 

공공디자인 엑스포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2012년부터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이다.

polymur.com

김호민 
폴리머 Poly.m.ur

이예나
홍익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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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녹지가 부족한 다세대 밀집 지역에 큰 나무 한 그루는 

예상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역할을 한다. 전체 배치는 동쪽에 

위치한 한 그루의 나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로써 길과 

집을 이어주고 건너편의 공원과도 연결된다. 감나무나 

계수나무처럼 15-20m 정도로 높이 자라는 나무가 좋다. 집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까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다. 도심 녹지가 부족한 다세대 밀집 지역에 

큰 나무 한 그루는 예상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역할을 한다. 

예전에 마을 입구마다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애들이 뛰놀고 주민들과 어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의 

장소가 된다.

‘ㄱ’자로 전체 매스를 배치하고 나무를 중심으로 그려진 

원호 사이에 공용공간이 위치한다. 피난 계단은 좁은 바닥 

면적에 놓이므로 단순 통로로서만 이용하지 않고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도록 복합적인 용도로 설계했다. 최소 필요 폭보다는 

좀 더 확보해서 계단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의도했다. 이는 옥상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지붕의 

공용 공간으로연결된다. 1층 공용시설은 일반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로 나뉘어지는데 카페와 공동 빨래방을 제안한다. 

특히 공동 빨래방은 음침한 지하에 두기보다는 1층의 좋은 

환경에 배치하여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말리는 동안 동네 

주민들이 서로 대화할 기회들이 발생하길 기대할 수 있다.

수목공동체

Arboreal Community

폴리머

Poly.m.ur
수목공동체

Arboreal Community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65.20m²

98.96m²

59.90% (법정 60%)

342.00m²

171.85% (법정 200%)

283.90m²

지상 4층 

15.05m

철근콘크리트구조

4대 

동측 6M 도로

7세대

대지위치 

지역지구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용적률산정 연면적

규모 

건물높이

구조 

주차

도로

세대수

건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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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

Poly.m.ur
수목공동체

Arbore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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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2015.08.10

2015.08.11

2015.08.12

2015.08.08

2015.08.10

2015.08.11

2015.08.12

2015.08.08

2015.08.10

2015.08.12

2015.08.13

2015.08.08

2015.08.10

2015.08.12

2015.08.13

2015.08.11

2015.08.11

2015.08.11

2015.08.11

폴리머

Poly.m.ur
수목공동체

Arboreal Community

프로젝트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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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2015.08.20

2015.08.20

2015.08.20

2015.08.21

2015.08.21

2015.08.21

2015.08.21

2015.08.13

2015.08.13

2015.08.13

2015.08.13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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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usohyojadong.com

서승모
사무소효자동

김지윤
서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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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효자동 구석구석 사이사이 틈틈이

구석구석 

사이사이 틈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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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현재 다세대 주택은 1층에서 차를 주차하고 어두컴컴한 실내계단을 지나 각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차를 하고 걸어가면 가운데에 넓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구석구석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놓여있고, 뒷집 연립주택과 함께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실내에는 간이 주방이 있어 음식을 함께 만들어 마당에서 나눠먹을 수 있고, 

책장에는 다른 사람과 같이 읽고 싶은 책이 꽂혀있고,

각 집의 자전거와 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집들이 모여서 만든 넓은 공용 마당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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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세대 주택은 1층에서 차를 주차하고 어두컴컴한 실내계단을 지나 각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차를 하고 걸어가면 가운데에 넓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구석구석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놓여있고, 뒷집 연립주택과 함께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실내에는 간이 주방이 있어 음식을 함께 만들어 마당에서 나눠먹을 수 있고, 

책장에는 다른 사람과 같이 읽고 싶은 책이 꽂혀있고,

각 집의 자전거와 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집들이 모여서 만든 넓은 공용 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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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세대 주택은 1층에서 차를 주차하고 어두컴컴한 실내계단을 지나 각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차를 하고 걸어가면 가운데에 넓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구석구석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놓여있고, 뒷집 연립주택과 함께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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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의 자전거와 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집들이 모여서 만든 넓은 공용 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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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모여서 만든 넓은 공용 마당

현재 다세대 주택은 1층에서 차를 주차하고 어두컴컴한 

실내계단을 지나 각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차를 하고 

걸어가면 가운데에 넓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구석구석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놓여있고, 뒷집 연립주택과 

함께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실내에는 간이 주방이 있어 

음식을 함께 만들어 마당에서 나눠먹을 수 있고,

책장에는 다른 사람과 같이 읽고 싶은 책이 꽂혀있고, 

각 집의 자전거와 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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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공용 마당을 지나 외부 계단을 올라가면 집으로 들어가기 전 아늑한 공간이 있습니다. 

현관 앞에서 이웃과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어봅니다. 

자연스런 만남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고 이웃간의 정이 쌓입니다.  

- 4개의 집이 모여 만든 넓은 현관 -

2

3

공용 마당을 지나 외부 계단을 올라가면 집으로 들어가기 전 

아늑한 공간이 있습니다. 현관 앞에서 이웃과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어봅니다. 자연스런 만남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고 

이웃간의 정이 쌓입니다.

4개의 집이 모여 만든 넓은 현관

chapter.2

공용 마당을 지나 외부 계단을 올라가면 집으로 들어가기 전 아늑한 공간이 있습니다. 

현관 앞에서 이웃과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어봅니다. 

자연스런 만남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고 이웃간의 정이 쌓입니다.  

- 4개의 집이 모여 만든 넓은 현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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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집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장지문을 열면 아늑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고 때론 영화를 보거나 취미생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원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화장실과 빛이 잘 들어오는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한층 더 올라가면 거실과 주방이 있고 탁 트인 전망을 보면서 요리를 하며 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식사를 합니다. 

층마다 각기 다른 기능이 있는 집은 집에서의 추억을 쌓아가고 생활의 가치를 풍부하게 합니다. 

한쪽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 층마다 다른 집 -

Section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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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올라가면 거실과 주방이 있고 탁 트인 전망을 보면서 요리를 하며 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식사를 합니다. 

층마다 각기 다른 기능이 있는 집은 집에서의 추억을 쌓아가고 생활의 가치를 풍부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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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장지문을 열면 아늑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고 영화를 

보거나 취미생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원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화장실과 빛이 잘 들어오는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한층 더 올라가면 거실과 주방이 있고 탁 트인 전망을 보면서 요리를 하며 

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식사를 합니다. 층마다 각기 다른 기능이 있는 

집은 집에서의 추억을 쌓아가고 생활의 가치를 풍부하게 합니다. 

한쪽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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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열면 옥상 마당이 펼쳐집니다. 텃밭으로 

꾸며 자기가 먹을 채소를 키우고,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맥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내 집 옥상을 갖는다는 건 

주거 생활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각 집의 옥상+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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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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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무소 아파랏.체는 2013년, 공동대표인 이세웅, 최연웅, 

페드로 페레이라에 의해 창립되었다. 이세웅, 최연웅 공동대표는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현 건축과)와 슈트트가르트 건축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각각 알만 자틀러 바프너 아키텍텐과 

불프건축사사무소에서 다양한 공모전과 실시업무를 경험했다. 

또 한 명의 공동대표인 페드로 페레이라는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에서 수학했으며 알만 자틀러 바프너 아키텍텐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각각 독일과 포르투갈의 

등록 건축사이다.

건축사무소 아파랏.체는 도시 안에서의 건축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현대 도시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거와

학교건축, 도서관 건축의 의미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작업으로는 전라북도 완주군의 모악호수집,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연남동 고깔집, 거제시 망치리에 계획 중인

망치펜션, 그리고 포르투갈 페나피엘 근교의 단독주택 

계획안 등이 있다.

apparat-c.com

이세웅&조서연 
아파랏.체 Apparat-c

안수정 
고려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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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공동체 주택 (주)아파랏.체 건축사사무소 + 아틀리에 서연

신월동 다가구 주택 설계안은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터전으로서 집의 요건을 흡족히 충

족시키되, 각자의 몫을 떼어내고 합쳐 가능해지는 풍족한 공간을 상상하고 제안한다. 일

층에 마련된 커다란 공동 공간은 주방이자 공동체의 거실이다. 이 공간은 우선적으로 집

의 거주자들에게, 나아가 마을의 이웃에 열려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대와 거주자들의 사

용이 중첩된다. 이러한 도시 주택의 유형에서 건축법상 필연적으로 생기는 4층 베란다

도 야외공간을 갖기 힘든 다가구주택에서는 중요한 공유의 대상으로, 좋은 공간으로 적

극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계단실에는 공동의 세탁기 등을 구비한 가사실

을 계획하여 나눠 쓰되, 질 높은 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인의 생활 공간인 2층과 

3층의 각 세대에서는 충분한 수납공간이 확보되면서도 개방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

납의 방식, 실들간의 연결방법, 전면창의 형태를 새롭게 제안하였고 이는 하나의 집으

로서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4층과 다락을 이용한 쉐어하우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간

을 공유해 정주성을 향상시킨 주택으로 공동체주택과 어울리는 또 다른 주거유형이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3길 37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165.2m2
건축면적 : 97.75m2
건 폐 율 : 59.2% (법정 60%)
연 면 적 : 300.90m2
용 적 률 : 182.1% (법정 200%)
규    모  : 지상 4층 (다락 포함) 
건물높이 : 14.7m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    차 : 4대 (법정 주차대수 3대)

1

(주)아파랏.체 건축사사무소+아틀리에 서연

신월동 다가구 주택 설계안은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터전으로서

집의 요건을 흡족히 충족시키되, 각자의 몫을 떼어내고 합쳐 

가능해지는 풍족한 공간을 상상하고 제안한다. 일층에 마련된 

커다란 공동 공간은 주방이자 공동체의 거실이다. 이 공간은 

우선적으로 집의 거주자들에게, 나아가 마을의 이웃에 열려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대와 거주자들의 사용이 중첩된다. 

이러한 도시 주택의 유형에서 건축법상 필연적으로 생기는 

4층 베란다도 야외공간을 갖기 힘든 다가구주택에서는 중요한 

공유의 대상으로, 좋은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계단실에는 공동의 세탁기 등을 구비한 가사실을

계획하여 나눠 쓰되, 질 높은 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인의 생활 공간인 2층과 3층의 각 세대에서는 충분한 

수납공간이 확보되면서도 개방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납의 방식, 

실들간의 연결방법, 전면창의 형태를 새롭게 제안하였고 이는 

하나의 집으로서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4층과 다락을 이용한 

쉐어하우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공유해 정주성을 향상시킨 

주택으로 공동체주택과 어울리는 또 다른 주거유형이다. 

공유를 통한 도심 속의 
새로운 삶에 대한 제안

Community-house, 
the new way of urban life신월동 공동체 주택 (주)아파랏.체 건축사사무소 + 아틀리에 서연

신월동 다가구 주택 설계안은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터전으로서 집의 요건을 흡족히 충

족시키되, 각자의 몫을 떼어내고 합쳐 가능해지는 풍족한 공간을 상상하고 제안한다. 일

층에 마련된 커다란 공동 공간은 주방이자 공동체의 거실이다. 이 공간은 우선적으로 집

의 거주자들에게, 나아가 마을의 이웃에 열려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대와 거주자들의 사

용이 중첩된다. 이러한 도시 주택의 유형에서 건축법상 필연적으로 생기는 4층 베란다

도 야외공간을 갖기 힘든 다가구주택에서는 중요한 공유의 대상으로, 좋은 공간으로 적

극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계단실에는 공동의 세탁기 등을 구비한 가사실

을 계획하여 나눠 쓰되, 질 높은 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인의 생활 공간인 2층과 

3층의 각 세대에서는 충분한 수납공간이 확보되면서도 개방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

납의 방식, 실들간의 연결방법, 전면창의 형태를 새롭게 제안하였고 이는 하나의 집으

로서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4층과 다락을 이용한 쉐어하우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간

을 공유해 정주성을 향상시킨 주택으로 공동체주택과 어울리는 또 다른 주거유형이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3길 37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165.2m2
건축면적 : 97.75m2
건 폐 율 : 59.2% (법정 60%)
연 면 적 : 300.90m2
용 적 률 : 182.1% (법정 200%)
규    모  : 지상 4층 (다락 포함) 
건물높이 : 14.7m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    차 : 4대 (법정 주차대수 3대)

1

아파랏.체

Apparat-c
공유를 통한 도심 속의 새로운 삶에 대한 제안

Community-house, the new way of urban life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65.20m²

97.75m²

59.20% (법정 60%)

300.90m²

182.10% (법정 200%)

지상 4층 (다락 포함)

14.07m

철근콘크리트구조

4대 

대지위치 

지역지구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규모 

건물높이

구조 

주차

건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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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공동체 주택 (주)아파랏.체 건축사사무소 + 아틀리에 서연

신월동 공동체 주택 (주)아파랏.체 건축사사무소 + 아틀리에 서연

신월동 공동체 주택 (주)아파랏.체 건축사사무소 + 아틀리에 서연

신월동 공동체 주택 (주)아파랏.체 건축사사무소 + 아틀리에 서연

신월동 공동체 주택 (주)아파랏.체 건축사사무소 + 아틀리에 서연

아파랏.체

Apparat-c
공유를 통한 도심 속의 새로운 삶에 대한 제안

Community-house, the new way of urban life

프로젝트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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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 대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네덜란드 베를라해 

인스티튜트에서 건축도시석사 과정을 졸업하였고, 

건축사사무소 기오헌, Xaveer de Geyter Architects, 

Riken Yamamoto & Field Shop 등의 사무실에서 실무를 

익혔다. 한국 건축사와 네덜란드 건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가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emaa.co.kr

이은경
이엠에이 EMA

조지현 
서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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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저층 공동주택

도시

대상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나뉜 개별 필지에 다가구/다세대가 들어선 도심저층주거지에 위치한다. 다가구/다세대는 단지형 아파트에 비해 저비용

으로 단기간에 도시주택공급의 상당부분을 담당했음에도 건물 성능이 취약하며 그들이 집합된 환경은 매우 열악한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80~90년대 대

량으로 확산된 저층주거지가 노후화되면서 현재 개별적인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다. 이윤추구 극대화는 필지 통합, 다세대주택, 필로티 주차장, 불법수직

증축의 수순으로 도심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존 커뮤니티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킨다. 필지의 연속성은 도시 삶의 연속성을 보장한

다. 작은 필지는 그 땅 위의 규모를 한정함으로써 접지면, 가로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이웃과 생활의 친밀도를 유지한다. 소규모 필지를 유지하며 도심의 

주거밀도와 커뮤니티를 지속시킬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계획한다.  필지의 연속성은 도시 삶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작은 필지는 그 땅 위의 규모를 한정

함으로써 접지면, 가로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이웃과 생활의 친밀도를 유지한다. 소규모 필지를 유지하며 도심의 주거밀도와 커뮤니티를 지속시킬 수 있

는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오래된 땅, 새로운 집 
공동체를 위한 도심형 소규모 주거계획  

공동체

공동체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내부 관계와 지역 주민들과의 외부 관계

라는 두 개의 층위를 가진다. 사적 일상공간인 주택에서 타인과 무엇을 어

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공동체주택은 두 층위의 ‘공유하는 실체’

를 더한다. 전자의 경우 좁은 집을 가능한 늘려 쓰기 위해 ‘필요 서비스 공

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서로 대면하는 기회를 만든다. 후자의 경우 ‘가로

에 면한 접지면’은 온전히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으로 계획된다. 

주거

첫째 거주 환경은 연령과 생활경험이 다양한 입주자들이 모여야 개인의 성

장과 건강한 자립생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둘째 임대주

택 사용자가 집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것은 거주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다

양한 거주자들의 생활을 담을 수 있는 주거 유형의 기본 프레임을 제안한

다. 건물 성능을 확보하는 구조프레임은 선택폭이 다양하도록 제시되며 그 

속을 거주자들이 채워가는 여지를 둔다. 

공동체주택

프로젝트 대상지 : 양천구 오목로 13길 37

공원,노인정과 연계된 지역커뮤니티 거점

공동체주택 프로토타입 적용시

연속된 필지에 개발가능

공영주차장과 연계된 지역커뮤니티 거점 공동체주택 프로토타입 적용시

교회와 연계된 커뮤니티 공간

과거 현재 ?

노후화된 저층 공동주택

도시

대상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나뉜 개별 필지에 다가구/다세대가 들어선 도심저층주거지에 위치한다. 다가구/다세대는 단지형 아파트에 비해 저비용

으로 단기간에 도시주택공급의 상당부분을 담당했음에도 건물 성능이 취약하며 그들이 집합된 환경은 매우 열악한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80~90년대 대

량으로 확산된 저층주거지가 노후화되면서 현재 개별적인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다. 이윤추구 극대화는 필지 통합, 다세대주택, 필로티 주차장, 불법수직

증축의 수순으로 도심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존 커뮤니티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킨다. 필지의 연속성은 도시 삶의 연속성을 보장한

다. 작은 필지는 그 땅 위의 규모를 한정함으로써 접지면, 가로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이웃과 생활의 친밀도를 유지한다. 소규모 필지를 유지하며 도심의 

주거밀도와 커뮤니티를 지속시킬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계획한다.  필지의 연속성은 도시 삶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작은 필지는 그 땅 위의 규모를 한정

함으로써 접지면, 가로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이웃과 생활의 친밀도를 유지한다. 소규모 필지를 유지하며 도심의 주거밀도와 커뮤니티를 지속시킬 수 있

는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오래된 땅, 새로운 집 
공동체를 위한 도심형 소규모 주거계획  

공동체

공동체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내부 관계와 지역 주민들과의 외부 관계

라는 두 개의 층위를 가진다. 사적 일상공간인 주택에서 타인과 무엇을 어

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공동체주택은 두 층위의 ‘공유하는 실체’

를 더한다. 전자의 경우 좁은 집을 가능한 늘려 쓰기 위해 ‘필요 서비스 공

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서로 대면하는 기회를 만든다. 후자의 경우 ‘가로

에 면한 접지면’은 온전히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으로 계획된다. 

주거

첫째 거주 환경은 연령과 생활경험이 다양한 입주자들이 모여야 개인의 성

장과 건강한 자립생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둘째 임대주

택 사용자가 집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것은 거주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다

양한 거주자들의 생활을 담을 수 있는 주거 유형의 기본 프레임을 제안한

다. 건물 성능을 확보하는 구조프레임은 선택폭이 다양하도록 제시되며 그 

속을 거주자들이 채워가는 여지를 둔다. 

공동체주택

프로젝트 대상지 : 양천구 오목로 13길 37

공원,노인정과 연계된 지역커뮤니티 거점

공동체주택 프로토타입 적용시

연속된 필지에 개발가능

공영주차장과 연계된 지역커뮤니티 거점 공동체주택 프로토타입 적용시

교회와 연계된 커뮤니티 공간

과거 현재 ?

공동체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내부 관계와 지역 주민들과의 외부 

관계라는 두 개의 층위를 가진다. 사적 일상공간인 주택에서 타인과 

무엇을 어 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공동체주택은 두 층위의 

 ‘공유하는 실체’ 를 더한다. 전자의 경우 좁은 집을 가능한 늘려 쓰기 위해

 ‘필요 서비스 공 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서로 대면하는 기회를 만든다. 

후자의 경우 ‘가로 에 면한 접지면’은 온전히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으로 계획된다.

첫째 거주 환경은 연령과 생활경험이 다양한 입주자들이 모여야 개인의 

성장과 건강한 자립생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둘째 임대

주택 사용자가 집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것은 거주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다양한 거주자들의 생활을 담을 수 있는 주거 유형의 기본 프레임을 

제안한다. 건물 성능을 확보하는 구조프레임은 선택폭이 다양하도록 

제시되며 그 속을 거주자들이 채워가는 여지를 둔다.

공동체 주거

노후화된 저층 공동주택

공동체주택

프로젝트 대상지 : 양천구 오목로 13길 37
공원, 노인정과 연계된 지역커뮤니티 거점

공동체주택 프로토타입 적용시

교회와 연계된 커뮤니티 공간

노후화된 저층 공동주택

도시

대상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나뉜 개별 필지에 다가구/다세대가 들어선 도심저층주거지에 위치한다. 다가구/다세대는 단지형 아파트에 비해 저비용

으로 단기간에 도시주택공급의 상당부분을 담당했음에도 건물 성능이 취약하며 그들이 집합된 환경은 매우 열악한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80~90년대 대

량으로 확산된 저층주거지가 노후화되면서 현재 개별적인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다. 이윤추구 극대화는 필지 통합, 다세대주택, 필로티 주차장, 불법수직

증축의 수순으로 도심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존 커뮤니티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킨다. 필지의 연속성은 도시 삶의 연속성을 보장한

다. 작은 필지는 그 땅 위의 규모를 한정함으로써 접지면, 가로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이웃과 생활의 친밀도를 유지한다. 소규모 필지를 유지하며 도심의 

주거밀도와 커뮤니티를 지속시킬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계획한다.  필지의 연속성은 도시 삶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작은 필지는 그 땅 위의 규모를 한정

함으로써 접지면, 가로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이웃과 생활의 친밀도를 유지한다. 소규모 필지를 유지하며 도심의 주거밀도와 커뮤니티를 지속시킬 수 있

는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오래된 땅, 새로운 집 
공동체를 위한 도심형 소규모 주거계획  

공동체

공동체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내부 관계와 지역 주민들과의 외부 관계

라는 두 개의 층위를 가진다. 사적 일상공간인 주택에서 타인과 무엇을 어

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공동체주택은 두 층위의 ‘공유하는 실체’

를 더한다. 전자의 경우 좁은 집을 가능한 늘려 쓰기 위해 ‘필요 서비스 공

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서로 대면하는 기회를 만든다. 후자의 경우 ‘가로

에 면한 접지면’은 온전히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으로 계획된다. 

주거

첫째 거주 환경은 연령과 생활경험이 다양한 입주자들이 모여야 개인의 성

장과 건강한 자립생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둘째 임대주

택 사용자가 집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것은 거주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다

양한 거주자들의 생활을 담을 수 있는 주거 유형의 기본 프레임을 제안한

다. 건물 성능을 확보하는 구조프레임은 선택폭이 다양하도록 제시되며 그 

속을 거주자들이 채워가는 여지를 둔다. 

공동체주택

프로젝트 대상지 : 양천구 오목로 13길 37

공원,노인정과 연계된 지역커뮤니티 거점

공동체주택 프로토타입 적용시

연속된 필지에 개발가능

공영주차장과 연계된 지역커뮤니티 거점 공동체주택 프로토타입 적용시

교회와 연계된 커뮤니티 공간

과거 현재 ?

대상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나뉜 개별 필지에 다가구/다세대가

들어선 도심저층주거지에 위치한다. 다가구/다세대는 단지형 아파트에 

비해 저비용 으로 단기간에 도시주택공급의 상당부분을 담당했음에도 

건물 성능이 취약하며 그들이 집합된 환경은 매우 열악한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80~90년대 대 량으로 확산된 저층주거지가 노후화되면서 

현재 개별적인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다. 이윤추구 극대화는 필지 통합, 

다세대주택, 필로티 주차장, 불법수직 증축의 수순으로 도심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존 커뮤니티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킨다. 

도시

필지의 연속성은 도시 삶의 연속성을 보장한 다. 작은 필지는 그 땅 위의 

규모를 한정함으로써 접지면, 가로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이웃과 

생활의 친밀도를 유지한다. 소규모 필지를 유지하며 도심의 주거밀도와 

커뮤니티를 지속시킬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계획한다. 필지의 연속성은 

도시 삶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작은 필지는 그 땅 위의 규모를 한정 

함으로써 접지면, 가로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이웃과 생활의 친밀도를 

유지한다. 소규모 필지를 유지하며 도심의 주거밀도와 커뮤니티를 

지속시킬 수 있 는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공동체주택 프로토타입 적용시

연속된 필지에 개발가능

공영주차장과 연계된 지역커뮤니티 거점

이엠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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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household: household: household: household: 

household: household: household: household: 

household: 

household: 

1 closed room
전용면적: 34m2

방 

방이 몇 개인가? 주택을 구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방’은 가족원 수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활양식에 깊이 자리 잡은 공간적 개념이다. 

방의 개수가 증가하며 면적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주택 유형이 아닌 동일한 구조틀에서 

방의 개수를 달리하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 

1 closed room

전용면적 34 ㎡

2 closed room

전용면적 49 ㎡

3 closed room

전용면적 49 ㎡

3 closed room

전용면적 49 ㎡

3 closed room

전용면적 49 ㎡

4 closed room

전용면적 49 ㎡

(2인침실)
1인침실

홈오피스 어린아이+부모방

고등학생 자녀방 3살아이,5살 아이 3인의 독림된 방

공동주방부모의 홈오피스

자녀방

부모방

부모방 동생방 3인의 독립된 방

3인의 독립된 방

부모방

홈오피스

1인 싱글
2인 커플 

1인 홈 오피스를 가진 싱글

고등학교 자녀를 둔 3인 가족

어린아이와 홈오피스 둔 3인가족

어린아이2명을 둔 4인가족

큰 자녀를 둔 3인가족

3인의 쉐어하우스

서울에 유학온 형제자매

공동거실을 둔 3인의 쉐어하우스

홈오피스를 가진 3인
창업자의 쉐어하우스

4인의 쉐어하우스

공동거실 4인의 독립된 방

침실1
주방+거실 욕실
옥상정원

침실1
주방+욕실
홈오피스,옥외작업장

침실2
주방+거실 욕실
홈오피스,옥상놀이터

침실3
주방+거실 욕실
작업공간, 옥외작업장

침실3
공동주방+공동욕실
옥상텃밭

침실2
주방 + 욕실
작업공간, 옥상정원

침실3
공동주방+공동욕실
공동거실,옥상정원

침실3
공동주방+공동욕실
홈오피스, 

침실4
공동주방+공동욕실
옥상정원

침실2
주방+거실 욕실
옥상정원

침실1
주방+거실 욕실
홈오피스, 옥상텃밭

부모의 작업공간 예술가 언니의 작업공간 3인의 홈오피스

싱글

가족

쉐어하우스

방이 몇 개인가? 주택을 구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방'은 가족원 수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활양식에 깊이 자리 잡은 공간적

개념이다. 방의 개수가 증가하며 면적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주택 유형이

아닌 동일한 구조틀에서 방의 개수를 달리하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

방

이엠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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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단위세대는 생산의 합리성, 경제성, 품질확보를 위해 단면모듈과 수평모듈로 계획된다. 

수평모듈은 기본적 공간 폭의 기준이며 생활에 따라 공간 폭을 확장 적용한다. 

단면모듈은 다양성의 단위이자 채광, 일조, 베란다 등 모든 주거가 동일한 환경적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단위로 작용한다. 

수평모듈 수직모듈

3.0 3.0 3.0

공동세탁실

공동현관

공동주방

공동베란다

지역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전면도로

공동우편함

진입계단

보일러실

1인 싱글

3인의 쉐어하우스

어린아이2명을 둔 4인가족

고등학교 자녀를 둔 3인 가족

3.0M

3.0 3.3 2.7 3.0M

1층 평면도

scale  1/200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Common space : 입주자가 공유하는 공간

Public space : 지역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

환기

채광

베란다

단위세대는 생산의 합리성, 경제성, 품질확보를 위해 단면모듈과 

수평모듈로 계획된다. 수평모듈은 기본적 공간 폭의 기준이며 생활에 

따라 공간 폭을 확장 적용한다. 단면모듈은 다양성의 단위이자 채광, 

일조, 베란다 등 모든 주거가 동일한 환경적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단위로 작용한다.

모듈

모듈 

단위세대는 생산의 합리성, 경제성, 품질확보를 위해 단면모듈과 수평모듈로 계획된다. 

수평모듈은 기본적 공간 폭의 기준이며 생활에 따라 공간 폭을 확장 적용한다. 

단면모듈은 다양성의 단위이자 채광, 일조, 베란다 등 모든 주거가 동일한 환경적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단위로 작용한다. 

수평모듈 수직모듈

3.0 3.0 3.0

공동세탁실

공동현관

공동주방

공동베란다

지역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전면도로

공동우편함

진입계단

보일러실

1인 싱글

3인의 쉐어하우스

어린아이2명을 둔 4인가족

고등학교 자녀를 둔 3인 가족

3.0M

3.0 3.3 2.7 3.0M

1층 평면도

scale  1/200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Common space : 입주자가 공유하는 공간

Public space : 지역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

환기

채광

베란다

모듈 

단위세대는 생산의 합리성, 경제성, 품질확보를 위해 단면모듈과 수평모듈로 계획된다. 

수평모듈은 기본적 공간 폭의 기준이며 생활에 따라 공간 폭을 확장 적용한다. 

단면모듈은 다양성의 단위이자 채광, 일조, 베란다 등 모든 주거가 동일한 환경적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단위로 작용한다. 

수평모듈 수직모듈

3.0 3.0 3.0

공동세탁실

공동현관

공동주방

공동베란다

지역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전면도로

공동우편함

진입계단

보일러실

1인 싱글

3인의 쉐어하우스

어린아이2명을 둔 4인가족

고등학교 자녀를 둔 3인 가족

3.0M

3.0 3.3 2.7 3.0M

1층 평면도

scale  1/200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Common space : 입주자가 공유하는 공간

Public space : 지역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

환기

채광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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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주택에서는 법적으로 필요한 공용면적을 2층 공유공간으로 전환한다. 

수평/단면모듈로 조직된 주거공간에서 조금 넓은 복도는 공동주방, 작업실, 아이들 놀이

방 등으로 활용한다. 필수 서비스 공간인 세탁실, 보일러실, 창고, 현관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1층 필로티 전체를 활용한다. 가변적인 유

리벽은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을 일시적으로 점유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Public space

Private space

Common space

공동주방

사회적기업 운영

반찬만들기

공예강좌

저자와의 대화

영화상영회

소규모 공연

동네 바자회

동화구연회

시낭독회

소셜 다이닝

책돌려보는날

와인시음회

다과회

북클럽

강연

Public space

Common space

공유공간의 전환

공유공간의 활용

2층 평면도   SCALE 1/ 60 

2층 평면도 SCALE 1/60

공유 

주택에서는 법적으로 필요한 공용면적을 2층 공유공간으로 전환한다. 

수평/단면모듈로 조직된 주거공간에서 조금 넓은 복도는 공동주방, 작업실, 아이들 놀이

방 등으로 활용한다. 필수 서비스 공간인 세탁실, 보일러실, 창고, 현관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1층 필로티 전체를 활용한다. 가변적인 유

리벽은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을 일시적으로 점유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Public space

Private space

Common space

공동주방

사회적기업 운영

반찬만들기

공예강좌

저자와의 대화

영화상영회

소규모 공연

동네 바자회

동화구연회

시낭독회

소셜 다이닝

책돌려보는날

와인시음회

다과회

북클럽

강연

Public space

Common space

공유공간의 전환

공유공간의 활용

2층 평면도   SCALE 1/ 60 

주택에서는 법적으로 필요한 공용면적을 2층 공유공간으로 전환한다. 

수평/단면모듈로 조직된 주거공간에서 조금 넓은 복도는 공동주방, 

작업실, 아이들 놀이 방 등으로 활용한다. 필수 서비스 공간인 세탁실, 

보일러실, 창고, 현관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1층 필로티 전체를 활용한다. 가변적인 유 리벽은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을 일시적으로 점유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공유

이엠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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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SCALE 1/60

입면은 개별적인 내부공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집합과 

질서로서 반영 한다. 창은 합리적 생산과 성능 유지를 위해 동일한 규격을

가진다. 실내의 필요에 따라 놓이는 위치가 달라짐으로 인해 획일적이지 

않으면서 질서를 가진 입면으로 드러난다.

입면

적정 도시밀도는 거주환경을 유지를 위한 전제이다. 발코니는 공동주택

에서 외부공간으 로 출발했지만 합법적으로 전용면적/주차대수를 늘리지 

않고도 실내면적을 늘리는 왜 곡된 방식으로 이용된다. 이는 물리적 밀도

를 높여 주거환경을 악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왔다. 저층주거지의 적정밀

도를 유지하기 위해 왜곡된 발코니는 계획에서 배제하며 적 극적 외부공

간인 베란다를 모든 집에 계획한다.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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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65.20m²

96.80m²

58.59% (법정 60%)

302.76m²

183.27% (법정 200%)

지상 4층 

4대 

대지위치 

지역지구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규모 

주차

건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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