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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대학의 성장은 학생 수의 증가와 더불어 등록금이 

과거에 비해 매우 크게 인상되었다. 그런데 교내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한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출신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외에도 과중

한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실

정이 되었다. 즉, 높은 월세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은 휴

학생의 증가와 학업 결손에 따른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 주거 불안정

에 따른 스트레스 등 이외에 대학생들간에 양극화를 심화시켜 향후 

사회문제로 까지 영향을 끼친다.

현재 서울지역의 대학생 수는 약 47만 명이며, 여기서 지방출신은 

약 14만 명, 기숙사 거주인원은 약 3만 명에 불과하다1).

대학생들의 평균 주거비용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5.2만원으

로 생활비에서 47.0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율임에도, 서울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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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거기준 14㎡에도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따라서 공용공간

을 공유해 임대비용은 절감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새로운 주거형

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2).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은 온전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낮

은 주거비용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 성취를 통해 개인의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회적 지원 기반이 되며, 높은 학업성취도는 

미래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따라서 대학은 대학생들의 주거문제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

야하며, 정부 주도하에 건립기금을 이용한 공공기숙사 건립을 빨리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한 대학생기숙사 건립

은 대량 공급 및 재활용이 가능하며, 수개의 컨테이너를 조립하여 다

양한 평면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도 살리고 건축비도 절감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3). 1) 

본 연구는 2012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의 일부임

1) 서울시 주거복지팀 자료, 2013

2) 국유지 개발 활용 아이디어 국민공모전 당선작 작품집, p.13, 2014

3) 국제표준화기준(ISO)과 CSC(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기준 적용, 적재단은 
5~6단(최대 1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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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suggested to establish of student housing by using shipping container.
The research method are a study of shipping container and characteristics of student housing by using shipping 

container, compared typically student housing with student housing by using shipping container. Also 
there are planning though a case study of various planes and survey based on the student housing city in Amsterdam,

Netherland, is called Keetwonen. It is a planning for housing unit to actual build at the part of land to devise master plan
The 40FT(High Cube) Shipping Container housing unit are double occupancy room with toilet and balcony. The 

common areas are the kitchen, laundry facilities, conference room and lounge are available on the first floor with a 
lightweight steel frame construction method applied for obtain substantive utilization of the space. 

Considering into the type and scale of site shall be planning in the form of side corridor and central corridor, which
is preferable to separate the interior space into two areas by a central corridor to secure personal privacy. Also, planning
such as a separate exterior panel, color and landscape design to improve the external image of the container and block
the solar radiation heat influx with a pitched roof. 

Allow 24 college students shall live at the site of Seongnae-dong, Gangdong-gu in Seoul, Korea (site area 330.9㎡), 
including common facilities and a lounge with a building that has three stories above ground were established to build
plans to target the actu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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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사례를 보면, 2004년에 학생기숙사 입주를 기다리는 인

원이 6,000명에 이르자 대학과 우리나라의 토지주택공사에 해당하

는 드키(De Key)의 학생주택관련 부서인 SSF(Short Stay Facilities) 

가 공동 협력하여 키트보넨이라는 대규모 기숙사 단지를 해상컨테이

너를 이용하여 건립하게 되었다4).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

학생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한 

대학생기숙사의 거주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상컨테이너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과 규격 등을 조사하였

으며, 이를 이용한 대학생기숙사의 특성 및 일반기숙사와의 비교 등

에 관한 조사 분석을 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한 대학생기숙사 건립 사례를 조

사하는데,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단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키트

보넨(Keetwonen)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이를 토대로 2014년 

7월 22일부터 3일간 암스테르담 키트보넨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조

사를 하였다. 사례조사는 현장답사 외 설계와 건립을 추진한 기업인 

템포하우징(Tempohousing)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부 거주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세 번째는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학생기숙사의 단위세대 평면계획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해상컨테이너는 국제표준규격의 40FT(HC : High 

Cube)를 대상으로 하였으며5), 기본계획은 실제 서울 소재 부지를 선

정하여 작성하였다.

2. 해상컨테이너 대학생기숙사의 일반적 특성

해상컨테이너는 성능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증한 제품이

다. 규격은 길이가 12.19m, 폭은 2.438m, 높이는 2.896m 인데, HC 규

격은 일반용보다 수직높이가 305㎜ 길어서 이를 활용시 실내 공간에

서 쾌적성과 공간감을 향상시킨다. 방수와 구조성능이 매우 우수하

여 침수되지 않으며, 최대 10단까지 적층이 가능한데, 수개의 컨테이

너 연결이 쉬어 구조적인 문제없이 증축과 확장이 용이하다. 특히 선

박 컨테이너로서의 수명이 다해 폐기 단계에 있는 컨테이너를 바닥

공사, 단열처리, 냉난방 설치, 전기, 배관 시설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실내디자인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단장하면 살고 싶은 집으로 만

들 수 있어 매우 환경친화적인 건축이다. 이는 학생기숙사, 근로자숙

소, 병실, 호텔 및 대형 공동주택 등에도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는

데, 공사비가 저렴하여 충분히 큰 가치를 줄 수 있다. 해상컨테이너는 

직육면체의 입체감을 갖으며, 수개의 조합을 통해 독특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는데, 한쪽 끝에 달린 문을 활용하여 열린 집의 개념이 실

현할 수 있다. 이 문을 이용하여 자연환기와 실내 개방감을 높이며, 

4) 문영아 외, 임시주거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컨테이너 학생기숙사 사례연구, 대한건축
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9권 제7호(통권297호), p.139, 2013. 7

5) 40FT(HC) ; 컨테이너 길이가 40Feet 이며, 높이가 2.896m, HC : High Cube 

발코니로써의 공간 활용도 가능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또한 공

사기간이 단축되어 수요에 따른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며 대량생산을 

통해 표준화 모듈화가 가능하며,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다. 단 최소한

의 거주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데, 거주성능은 설계와 시

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나 단변의 폭이 2.4m로서 다소 협소하며, 10

층 이상 건립이 적층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해상컨테이너를 이

용한 학생기숙사의 장⋅단점을 일반기숙사와 비교하면 Table 1과 같

으며, Fig 1은 시공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Merits Demerits

⋅Inexpensive Construction Cost
  - Reinforced Concrete

(2,100,000Won/㎡)
  - Shipping Container

(1,120,000Won/㎡)
⋅An Application of Space is Excellence 

as a Rectangular Parallelepiped
⋅Large Production
  - Max. 50Units/1Week
⋅Endurance : 50years
⋅Short Construction Period
  - Max. 6Months 
⋅Modularize, Standardization
⋅Recycle of Shipping Container
  - Sustainable Architecture 

⋅Narrow Wide
  - 2.4m
⋅An Bad Impression of Container
  - Cargo, Temporary
⋅No Construction higher than

10-Stories

Table 1. Compare Merits with Demerits of Shipping Container Housing

  

Fig. 1. Example of Shipping Container Housing

3.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한 대학생기숙사 사례조사

3.1. 사례조사 

네덜란드 대학은 대부분 도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통적으로 소수의 기숙사만을 운영하는데, 2004년에는 6,000명 이상

의 학생이 기숙사 대기자로 되었다. 이에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DuWo(비영리 공공주택사업 법인)와 템포하우징(설계 및 시

공업체)은 해상컨테이너하우스를 기획하였으며, 해상컨테이너를 이

용한 기숙사 건립은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네덜란드는 해상운송이 활

발하여 중고 해상컨테이너를 재활용하기에 적합한 여건이 사업을 추

진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키트보넨은 교도소 부지를 임시로 

빌려 건립한 가장 큰 학생기숙사 단지이다. 키트보넨은 암스테르담 

남부 벤스포덤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도심에서 약 20분 이내, 고속도

로와 지하철역 Spaklerweg와 근접하고 있어 학생들이 생활하기 편리

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대지면적 17,000㎡에 1,000개의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건립하였으며, 총 6개 블럭으로 이루어단지에 

지상 5층 규모의 12개동, 약 1천여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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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 and Panoramic View

사례조사는 기숙사의 건축계획측면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구조, 

설비 등 외 주거환경 및 시공성 등을 조사하였다.

키트보넨 학생기숙사는 지상 5층 규모에 편복도 형태로서 각 세대

별 발코니를 두었다. 거의 대부분이 1인 1실이나 일부 2인 1실도 있으

며, 단위세대 면적은 발코니를 제외하고 27.14㎡(약 8.2평)이다. 단위

세대인 해상컨테이너(40FT HC)의 길이방향 측면에는 창과 출입구

가 없으며, 출입문을 현관으로 개조하고 반대편은 개구부를 만들어 

발코니를 계획하여 실내 개방감 확장과 자연환기, 외부공간과의 연

계 및 공간 활용 등의 잇점을 살렸다. 전면에는 별도의 편복도 통로를 

각 층별로 설치하여 각 세대의 출입동선으로 하였으며, 각 동별 인접 

동과 연결통로를 두었다. 연결통로 중앙에는 계단실을 설치하여 이

동 동선을 편리하게 하였으며, 각 동 사이에는 중정을 두어 녹지공간

을 확보, 단지의 쾌적성과 자연환기를 향상시켰다. 최상층부에는 별

도의 경사지붕을 설치하여 우수 처리 및 일사열의 영향을 감소시켰

으며, 외관형태는 그대로 살렸으나, 칼라(Red)를 통해 이미지를 변화

시켰다.

A B C

Front Corridor Balcony
D E F

Entrance Core Side

Table 2. Exterior

단위세대는 1인 1실을 기준하는데, 중앙에 화장실을 두어 실내공간

을 2개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안쪽은 발코니와 침대, 책상 등의 개인공

간이며, 바깥쪽은 현관과 주방 및 식탁 등의 공용공간으로 계획하였

다. 화장실은 별도의 조립식 UBR(Unit Bathroom) 형태인데 내부는 양

변기와 세면기 및 샤워실 등을 두었다. 별도의 수납공간은 없으나 선반

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기타 각종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점검

구가 있다. 내부 벽체 및 천정마감은 합판마감 위 페인팅을 하였으며, 

현관 및 발코니 출입문은 플라스틱재질의 미닫이문 형태이다. 네덜란

드 건축법규에 맞는 단열 및 구조기준 외 내화기준은 1시간을 적용하

였다. 모든 급배수 및 전기배관은 노출배관이며 난방은 온수패널(벽체 

부착)에 의한 복사난방형태이며, 급탕은 중앙급탕방식이고 냉방시스

템은 없다. 창문에는 고정식 환기그릴을 설치하였다.

CorridorBalcony

Fig. 3. Unit Plan

A B C

Utility Shaft Interior Bathroom

Table 3. Interior

해상컨테이너 위와 아래 및 좌우 결합은 별도의 고정 및 보강공법 

없이 5층까지 적재하였으며, 단지 적층시 고무패드를 삽입하여 미세

한 움직임을 예방하였다. 1층 하부에는 콘크리트 지중보를 설치하였

는데 일부 노출되었으며, 1층 해상컨테이너 하부와 움직임 방지를 위

해 별도의 고정판을 설치하였다 . 또한 해상컨테이너 모서리 지점에

는 지중보 하부에 별도의 파일(Pile)을 시공하여 부등침하를 예방하

였다. 외부 계단실과 발코니 및 각 동간의 연결통로 등은 각각의 해상

컨테이너에 Steel Plate와 볼트로 고정하였다.

A B C

Clamp Steel Plate Rink

Table 4. Joint of Unit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출입구에는 방범용 CCTV와 인터폰 등 이 

설치되었으며, 각 실별 우편함과 자전거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함 등이 있다. 

A B C

Main Entrance Interphone Mailbox

Table 5. Main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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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보넨단지는 외부로부터 진입하는 중앙 도로가 있으며, 도로

를 중심으로 좌우편에 마켓과 카페, 레스토랑, 렌터카, 서점 및 각종 

생활 필수품 관련 상점 등 거주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편의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다. 

A B C

Main Street(1) Main Street(2) Tempohouing Office

Table 6. Public Service Space at Keetwonen

이외 키트보넨 대학생기숙사단지는 템포하우징사가 설계 및 현지 

시공을 하였으나, 해외에서 대량 주문을 통해 건축비를 절감하였으

며(340만원/3.3㎡, 2006년 기준), 월 임대료도 정부지원금 182달러를 

포함하여 약 595달러로 타 지역에 비해 약 50~60% 수준으로 매우 저

렴하다6). 2016년까지 임대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템포하우징사가 

단지내 상주하여 지속적인 건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거주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Division Details

15persons

⋅Sex, Age, Duration of Residence
⋅Attending School Distance
⋅Satisfaction Degree
  - Heating
  - Noise
  - In General
  - Ventilation

Table 7. Questionnaire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기간은 1~2년이 가장 많았으며(60%), 통학거리는 자전거로 

약 30분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40%). 주거비는 전체적인 만

족도 측면에서 가장 높았는데 월평균 400유로(약 56만원)로서 대체

로 만족수준이 높았다7). 소음은 일부 존재하나 외부소음에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냉․난방은 불편하지는 않으나 에너지 절약 차원

에서 온수 사용 규제(일일 50리터)를 시행하는데 따른 약간의 불편을 

언급하였다. 환기는 주거의 대부분이 자연환기방식이므로 이에 따

른 거주자의 행태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나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거비용 대비 거주환경에 매

우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통학거리와 부대시설(마켓, 카페, 

운동시설, 서점 등)의 인접, 단지의 개방감, 유지관리서비스 등에 매

우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2. 사례조사 결과

위 사례조사 결과를 건축, 구조, 설비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면 

Table 8과 같다.

6) www.tempohousing.com

7) 암스테르담에서 일반적인 학생기숙사의 월 임대료는 최소 500유로(70만원)이상.

Division Details

1.Planning

⋅2Persons/1Room(40feet High Cube Shipping Container)
⋅Bathroom, Kitchen(Electric Range)
⋅Side Corridor
⋅Balcony in a Unit
⋅Do not plan to Public Space in Bldg.
⋅Open Space between Bldg.
⋅Connect two Bldg. by Corridor 

2.Structure

⋅Erect Container without Binding or Clamp
⋅Stairway & Balcony are Fasten with a Bolt
⋅Footing Beam
⋅To Resist Horizontal Force with Staircase & Core 

3.Equipment

⋅No Installation Air conditioning
⋅Electronic Heating Panel
⋅Water Supply & Central Hot Water Supply System
⋅A Asses Door each Unit
⋅Open Piping in Unit
⋅CCTV & Interphone

4.Etc

⋅Gable Roof
⋅Natural Ventilation (Window install Air Vent)
⋅Off Site Facilities(Market, Cafe, Bookstore etc)
⋅The Maintenance Company is Stationed at Keetwonen
⋅Bulk Order & Construction from Abroad
⋅Painting(Red) a Outer Surface
⋅Recycle & Repair per 5 Years
⋅Adjacent to a Subway & Road & Bus Station
⋅Expose Surface of Shipping Container

Table 8. Character of Dormitory Planning

 

3.3. 분석

위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생기숙사 현황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계획측면에서 보면, 1인 1실의 해상컨테이너 40FT를 활용하

는 것보다는 2인 1실 또는 1인 1실인 경우에는 20FT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경제적이다. 또한 각 실별 취사기능(주방 포함)을 우리나라 기

숙사에 적용하기 에는 매우 어려우며, 현관 출입문은 투시형 플라스

틱 미닫이문이 아닌 방화문으로 계획한다. 발코니계획은 안전 문제

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난방은 바닥 복사난방, 냉방은 개별 에어컨을 

설치한다. 실내마감은 관련 내화기준(1~2시간)을 적용한 기준에 충

족하며, 마감재료를 계획한다. 기숙사동 1층에는 공용부를 계획하여 

세탁실, 회의실, 주방 및 휴게실 등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기타 거주

환경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충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후를 고

려하여 동결심도를 고려한 기초공사와 배관 보온을 해야 한다. 또한 

책상, 의자 및 침대 등 내부 비품은 개별 구매가 아닌 Built-In 으로 하

며, 해상컨테이너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외관 디자인의 보강이 필요

하다.

이외 최상부의 단열효과를 위해 경사지붕 설치와 자연환기를 위

해 창문에 설치한 환기구와 실내 맞통풍 및 일조조건 개선을 위해 앞

뒤로 창을 계획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4.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한 단위세대 계획

4.1. 단위세대 기본 평면계획

위 사례조사 결과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한 대

학생기숙사 건립을 위한 단위세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조건으로 해상컨테이너는 40FT(HC) 규격이며, 2인 1실로써 

실내화장실을 포함하여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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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t Plan(1)

편복도 형태로써 출입 현관과 발코니를 계획하였으며, 주출입구

에 인접하여 화장실을 계획하고 침대 및 책상 등을 공동의 공간에서 

활용하는 계획으로서 우리나라 대학생기숙사의 일반적인 평면 형태

를 적용한 것이다.

Fig. 4. Unit Plan(1)

2) Unit Plan(2)

편복도 형태로써 출입 현관과 발코니를 계획하였으며, 실내 중앙

에 화장실을 계획하여 내부공간을 2개로 구분하였다. Unit Plan(1)에 

비해 개인 프라이버시가 좋으나 출입구쪽 거주자가 안쪽 거주자 동

선에 의해 다소 불편을 느낀다.

Fig. 5. Unit Plan(2)

3) Unit Plan(3)

중복도 형태로써 Unit Plan(2)와 유사하나 주출입구를 중앙에 둠

으로써 실내 공간을 완전히 구분, 개인 프라이버시에 가장 좋은 계획

이다. 단 발코니를 양쪽 모두 계획하였다.

Fig. 6. Unit Plan(3)

4.2. 기본 평면계획 비교

단위세대 기본 평면계획을 비교하면 Table 9와 같다.

Division Details

Unit Plan(1)

⋅Side Corridor
⋅Intrusion of Privacy
⋅General Type of Student Housing(Double Room)
⋅Fine in the Site Utilization Aspect 

Unit Plan(2)

⋅Side Corridor
⋅Improvement of Unit(1) in the Privacy Aspect
⋅Divide indoor Space into two by Central Placement of Bathroom
⋅Overlap each other of Coming in & Out

Unit Plan(3)
⋅Central Corridor
⋅The Best Type in the Privacy Aspect
⋅The Suitable for Large Site

Table 9. Analysis of Unit Plans

5.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한 대학생기숙사 건립 기본계획

5.1. 개요

위 Unit Plan(2)를 토대로 가용

한 부지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상 부지는 올림픽

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건국대와 

세종대 등이 10km 이내(30분)이

며, 자전거 통학도 가능한 전용주

거지역이다. Fig. 7. Site View

5.2. SITE계획

부지에 대한 기본조건 및 배치계획은 Table 10, Fig. 8과 같다. 

Division Details

Building Site
Location 466 Seungnae-Dong Gangdong-Gu, Seoul

Area 330.9㎡
Zone Urban, Aesthetic

Architecture
Summery

Use Dormitory
Structure Steel Frame Structure 

Size Ground 3Stories(Double Room, 12Rooms)
Area 162.89㎡

Total Floor Area 482.62㎡
Bldg. to Land Ratio 49.20%

Floor Area Ratio 142.85%
Landscape 49.22㎡

Parking 3Cars

Table 10. Site Index

Road 

Road 

Road Oblique Limit Line
(4F)

Road Oblique Limit Line
(4F)

Sunshine Oblique
Limit Line(4F)

Sunshine Oblique
Limit Line(3F)

Parking Lot

Parking Lot

Fig. 8. Site Plan

6m 도로를 면하는 방향, 즉 동측과 남측을 건물의 전면부로 계획

하였으며, 동측 6m 도로를 건물의 주출입구로 계획하였다. 단위세대

는 동측에 일조 및 조망권을 두었는데, 서측면에 편복도형태의 계단

실을 설치하여 이동 동선을 계획하였으며, 1층 공용부는 남측을 지향

토록 하였다. 부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주차 공간

계획 등을 하였다.

5.3. 평면계획

1층에는 기숙사용 단위세대 유닛 2개 외, 세탁실과 회의실, 취사실 

및 휴게실 등의 공용시설을 계획하였으며, 남측 위주의 창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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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용시설과 단위세대 유닛 사이에 중앙 통로를 두어 주출입구

에서 2층 또는 3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실별 발코니는 

측면 이동을 못하도록 하였다.

Fig. 9. Plan(Base Story)

 

Fig. 10. Plan(2~3 Story)

5.4. 단면계획

실내 층고는 2.4m 이며, 내화기준 1시간 충족을 위해 내화도장 외 

콘크리트 바닥 시공 및 마감재는 불연재, 최상층부에는 별도의 경사

지붕을 두어 일사열을 차단하며, 냉방은 개별 에어컨, 난방은 전기 온

수코일 복사난방, 급탕은 개별 전기순간온수기 등을 계획하였으며, 

급배수 및 전기배관 등은 노출배관으로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접합

방식이며, 각 실별 설비 점검구를 두었다. 1층 공용부와 외부계단은 

별도의 경량철골구조로 하여 해상컨테이너에 일체화시켰다.

Fig. 11. Section

5.5. 입면계획

컨테이너의 외관 이미지 개선과 연결부 마감 및 외부 계단실에는 

알루미늄판넬과 알루미늄바로 보강을 하였으며, 밝고 세련된 색채

로 디자인 하였다. 특히 입면에서 외관 주요 노출부인 동쪽 측면은 알

루미늄 타공판넬로 외관을 마감하였다. 1층 공용부는 전면을 창으로 

계획하여 외부공간과 친밀감을 높였으며, 남측면에는 개폐 가능한 

차양장치를 설치하였다.

T24 Pair Glass A/L Panel A/L Bar

Fig. 12. Front Elevation

 

Fig. 13. Perspective

6. 결론

본 연구는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한 대학생기숙사 거주 활용 방안

을 제시함에 있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키트보넨 학생기숙사단

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건축계획 특성과 거주환경 등을 조사하

고 이를 바탕으로 단위세대 평면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실

제 부지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단일 유닛은 40FT(HC)형태로써 2인 1실이며, 실 내부 중앙에 

화장실을 계획하여 공간을 분리하며, 주출입구 반대편에 발코니를 

설치하여 환기 및 공간 활용도를 향상시킨다. 내화 및 거주환경성능

(단열, 일조, 소음 등)을 만족하며 개별 냉⋅난방 및 급탕시스템 적용

과 실내마감은 불연 및 난연재료의 사용 및 책상, 의자, 침대 등의 비

품을 구비한다.

2) 1층에는 세탁실, 취사실, 회의실 및 휴게실 등의 공용공간을 두

어 거주자 편의를 도모하며,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철골구조로 

한다. 또한 부지의 형태와 크기를 고려하여 편복도 또는 중복도 등을 

판단하며, 경사지붕과 외관디자인을 계획한다. 

3) 구조 안정성 유지와 내진을 만족하며 급⋅배수 및 전기배관은 

노출하는데, 접합방식으로 시공성을 높이며 각 실별 점검구와 주요 

출입구에 방범 및 보안시스템을 설치한다.

4) 외부공간은 조형물을 포함한 경관디자인과 휴게공간 및 체력

단련기구의 설치와 투수포장 시공 등 친환경적이고 세련된 외부공간

계획을 통해 거주자 만족도를 증대시킨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한 대학생기숙사 건

립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 분야의 지속적

인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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