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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벌집 133-52외 2필지 리모델링



URBAN CONTEXT-1
가리봉 일대의 도시공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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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일대의 도시 가로망의 변화

 가리봉 지역은 1960년대 까지는 도시라기 보다는 조용한 농촌으로 
대촌을 중심으로 취락이 있었고 대부분 야산과 논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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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서울 ‘구로동 수출공업단지’ 기공식이 시작되어 1967년 
1공단(현 구로 디지털단지), 1969년 2공단(현 가산 디지털단지)의 
입주가 완료되었다.

  3공단은 1973년 말 부지분양이 완료되었다. 가리봉은 공장 노동자로 
상경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거주하고 소비하는 구로공단은 배후 주거
및 소비 지역이 되었다. 

 1970-80년대에는 가리봉의 비교대상이 명동일 만큼 번화했다. 
구로공단의 젊은 노동자들이 찾는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등이 
6개소 이상 있었으며 집값도 84년도에는 강남보다 비쌌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다.



가리봉 일대의 도시 현황

URBAN CONTEXT-2

용도 층수

 건축년도      벌집의 분포

 구로공단은 1990년대 초반부터 쇠퇴하기시작했고 , 
공단근로자들을 수용했던 가리봉동 벌집을 운영하던 
사람들과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 둘 씩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났다.

 1990년대 말 즈음 벌집촌의 거주자가 바뀌기 시작했다. 
공단의 한국인 노동자들 대신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중국동포들로 바뀐 것이었다.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 2014년 해제될 때
까지 일체의 건축행위(신축, 대수선포함)이 금지되어, 
가리봉의 주거시설은 대책없이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은 저렴한 임대비로 이어졌고, 
값싼 임대료를 윈하는 중국동포들의 유입이 점점 많아
지고, 상대적으로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의 
젊은 근로자(상근인구16만명 추정)들은 가까운 지역
임에도 가리봉을 기피하기 시작하였다.



변경전 건축현황

 향후 발전의 여지가 있고, 16만명이 일하는 가산 및 구로디지털단지의 젊은 근로자들을 타겟으로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충분히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건축주를 설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다. 건축가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노후 주거지의
수복형 도시재생에서 주거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 점진적 도시재생에 기여하고픈 욕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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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구      조
설계연도
준공연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3-52
:  다가구 주택 / 근린생활시설
:  363.70㎡
:  262.60㎡
:  450.98㎡
:  지하 1층, 지상 2층
:  연와조 / 일부 철골보강
:  2015. 06
:  2015. 12

Solo House
Multi-hou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