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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idyllic housings, is in increasing growth in the suburban areas of Seoul,
presents some critical problems such as in sufficient common open space and poor living condition,
which are mainly caused by disorderly designed. Through comparing planning indices of idyllic
housing, this paper aims to diagnose the condition and causes of those problems and to present
some basic issues on improvement direction. The causes of problems can be summarized as the
blind point in regulation system, the shortness of planning elements of a housing block which
includes road systems and public facilities, and the mismatch of housing type with density, on which
hereafter improvement suggestion should be focused. And this study suggest the simulation models
on an ideal idyllic housing to be applied in our forthcoming idyllic housing of Korea, which can
indeed become a generalized alternative to the livable idyllic housing

Ⅰ. 서 론
1 .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전원주택은 도시내 복잡한 주거문화에서 도심이
갖지 못하는 여러 기능들을 누리고자 하는 새로
운 형태의 주거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개발의 경우 그 목적과는
다르게 세심한 계획적 배려 없이 개별적이고 산
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
유로는 개발에 있어 주로 민간에 의해 주도되
며, 개발 시행자가 갖는 영세성이나 영리추구,
관련법규나 제도 등으로 인해 결국 단지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갖게된다. 또한 전원주택
단지가 일반 주택단지의 모방, 축소에 의해 계
획되고, 개발규모의 제한에서 오는 계획 여건의
변화를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발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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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여 외부공간이나 시설에
대해 계획적 배려 없이 건설하여 다양한 옥외
생활행위를 위한 공간이나 시설이 부족하고 거
주민 사이의 연대감과 사회적 친화성을 높일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도시내 일반주택단지가 자체 완결적인 근린생활
권을 형성하는데 반하여 전원주택 단지는 기성
시가지 내의 농림지, 준농림지, 산림지 등에서
산발적으로 개발되며, 자체 완결적인 주거 단지
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원주택지 개발현황과 개
발 과정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본다. 그리고 조사된 사례단
지들의 개선점을 바탕으로 거주자들을 위해 보
다 나은 전원주택지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하며,
또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근간이 되는 영역성
을 증진하여 사회 심리적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몇 가지 전형
이 될 수 있는 안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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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방법 및 범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전원 주택단지 는
대부분 도시 근교에서 개발되고 있다. 이미 조
성된 전원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제도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계획적인 측면에서 거주자를 위한 환
경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전원주택단지들은 8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한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례들에 대
한 수집 방법으로는 문헌이나, 인터넷 관련 사
이트, 관련업체들로 부터 단지계획도면 및 분양
안내서 등을 입수하여 정리하였다. 사례들을 수
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국에 분
포된 사례 모두를 조사할 수는 없었으며 구할
수 있는 사례만 입수하여 105개 단지를 선정하
고, 그 중 기초분석만 가능한 자료에서부터 자
세한 단지계획도면으로 계획내용까지 세밀한 분
석 가능한 자료까지 차이가 있지만, 수집된 자
료에 따라 검토하면서 분석하였다.
1)

차가 몇 가지 단계로 시행된다.
첫번째 단계는 부지매입이다. 매입할 수 있는
토지는 지목별로 대지, 농지, 임야 등이 있으며
용도지역별로 보면 준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
환경 보전지역 등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매입
한 토지를 대지로 용도를 변경해야 건축할 수
있으므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단
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
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유권을 가
질 수 있을 때 실수요자들은 안심하므로 실제로
단지개발과 건축등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개
발과정을 각 단계별로 그 내용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토지 매입
대 지

농 지

임 야
토목/ 단지설계

형질변경
허가

전용
허가
토지거래허가

표 2. 소재지별 조사대상 단지사례수
소 재 지
남양주시
가평군
포천군
강화군
광주군
김포군
안성군

경 기 도

파주군
양평군
여주군
용인시
이천군
화성군
충청도

기타
총 계

토지거래
허가구역

소유권이전/
지분등기

단지수
7
2
1
1
9
2
1
2

건축설계
건축허가
토목/ 건축시
준공검사
입주/ 등기

그림 1. 전원주택지 개발

32
2
40
2
1
3
105

2 . 개발규모

Ⅱ. 개발 현황
1 . 전원주택단지 개발과정
전원주택단지 개발은 관련법규에 따라 조성절

전원주택단지의 개발규모에 대한 분포는 이미
선행 연구2 ) 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
며 아래의 그림 2는 전원주택단지 105개 사례에
대한 부지면적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원주택단지의 부지면적은 10,000㎡ 이하에
전체 사례의 65%가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 5,000～10,000㎡의 범위에 주로 분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개발되고 있
는 단지형 전원주택의 규모는 대부분 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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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약 3,030평)이하, 세대규모 19세대 이
하로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법규상의 제한과
개발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개발업체의 영세성
에서 비롯되는데, 실제로 전원주택단지에서 강
력히 작용하는 법체계인 주촉법에서 승인대상
규모이하인 10,000㎡ 이하가 65%이고 주택호수
에 있어서도 20호 미만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
3)
다 (그림 3).

3 . 단지계획적 환경
1) 주거형태
우리나라의 전원주택단지에서는 대개의 경우
단독주택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한
정된 공간을 갖는 도심에서의 주거형식에서 나
타난 욕구로서 선호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
로 전원주택지에서 개발되는 경우를 보면 무리
한 획지 분할과 호당 전용면적 산정에 의해 오
히려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림 2. 부지면적

(㎡ )

그림 4. 평균 호당 전용 부지율

그림 3. 단지당 총 주택 호수
또 다른 규제인 준농림 지역 운용관리 및 준
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준도시
취락지구로의 변경 필요 규모인 50호를 넘어서
는 사례는 거의 없어, 이는 법규가 개발규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개발된 전원주택단지 사례들
은 대부분 10,000㎡이하를 한 번의 사업부지로
개발하거나 개별 사업으로 연접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

또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대부분 필지를 분
할하여 분양한 다음 개별 필지에 대한 개별 택
지개발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개발
시행자의 영세성으로 인해 경제적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개별 개발은 종종
다양한 건축 형태와 재료 사용으로 경관상의 혼
재와 더불어 단지 환경에서 너무 개별 건축행위
위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다.
2 ) 공용시설
전원주택단지가 대부분 소규모로 개발됨에 따
라 어린이 놀이터, 스포츠 시설 등 공용시설이
입지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시행자는
1차 사업 후 연접하여 2차 사업을 하여 공용시
설을 1, 2차 공용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5) .
옥외시설물들에는 정자, 간단한 운동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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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스포츠 시설, 놀이터, 공동회의실 등을 볼
수 있었으나 충분하지 않은 시설과 공간으로 거
주자들의 코뮤니티 향상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
한 실정이다. 실제 조사에서 보면 전체 단지에
서 공용공간을 확보 하고 있는 단지는 48%이다.
그 중 10-25%가 많이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35%미만 수준에 미치고 있다. 전원주택지에서
전원생활을 위한 시설 또한 다양하게 갖춘 단지
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시설과 공
간들을 조성할 경우 대지면적이 커지고 따라서
택지분양가가 높아져 주 수요층인 중산층을 위
한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전원주택지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전원활동에 대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배려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주택지에서도 도로율이 20% 내외인 것으로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단지에서 도로를 위한 공
간 외에 공용공간이나 공용시설이 대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례들에서 나타난 단지내 진입로의 폭이 대
부분 4-5m 이하로 조성되어 있어 많은 단지들
의 교차 통행이 진출입시 곤란할 정도의 취약한
상황에서 개발되고 있다. 또한 도로형식에 있어
서도 회차공간 없이 컬데삭(cul-de-sac)형 도로로
계획된 사례가 많아 자동차 이용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전원주택 단지의 거주자
들은 대부분 자동차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지 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
가 불충분 하다는 것은 거주하기에 편리하다고
는 할 수 없다.
한편 전원주택 단지에서 주차는 부지내 정원
주차와 노상주차로 혼재되어 있다. 정원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많은 사례들에서
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활용하면서 노상주차를
허용하는데, 선형이나 순환형 도로체계를 갖춘
단지의 경우 폭 4-6m 사이로 계획되어 있기 때
문에 도로가 주차공간으로 점유되는 문제로 작
용한다.

그림 5. 각 단지별 공용 부지율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또한 전원주택단지에 주촉법이 규정하는 상수
6)
도시설, 오수정화시설 설치 규정 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현재 개발된 전원주
택지의 환경이 실제 사례에서 보면 거주하기에
풍부한 시설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다.
3 ) 도로
단지내 도로체계는 조사결과 단지규모가 소규
모이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형태로 조성되는데,
10세대 이상으로 조성될 경우 내부도로를 중심
으로 양쪽에 일렬로 배치되며, 5-6세대일 경우에
는 내부도로의 한쪽에 일렬로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지가 보다 클 경우에는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형태는 순환형이다. 또한 보통 단

1 . 개발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관련된 것
중 주거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대부분
소규모로 개발된다는 것이다. 소규모로 개발되
는 이유로는 개발허가 기준이나 관련법에서 규
제이하의 규모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지조성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대지
조성 사업허가를 받아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조
성할 경우 개발할 수 있는 단지면적이 10,000㎡
이지만 실제 전원적 환경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면적을 구하기가 어려우며, 대규모 면적
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대지분양만으로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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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기 때문에 대형 건설업체로서는 참여를
꺼리고 있다.
또한 용지마련에 있어 순차적으로 소자금으로
매수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규모
일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미비한 공용시설 계획
과 자연환경 훼손 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
련법이나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한 앞으
로도 소규모 개발은 지속될 것이며 수준 있는 거
주환경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째, 개발업체의 영세성에서 전원주택단지의 적
정 규모이상의 단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지자체에서 지역적 차원의 개발 계획을 세워
적정 규모의 단지화를 도모하고, 현재 부분적으
로 시행 되고있는 지구 단위계획 등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지구차원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총체적
인 제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영세 개발업체들로 하여금 공동개발
을 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기반시설과 공
용시설이 확보 되도록 하고 동시에 기술력과 자
본을 지닌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야 할 것이다.
둘째, 연접하여 계속 개발하는 지역에서는 각
단지마다 무계획적 개발로 편의시설의 부족, 부
대시설이나 기반시설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연접개발 여부를 실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연접개발이 이루어질 경우는 선행사
업의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과의 연계를 계획적
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전원주택 개발시 주로 준농림지역의 농지 및 임
야에 입지하기 마련인데 준농림지역의 농지 및
임야 전용을 통한 주택 건축시 최소 약 2,500㎡
의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량농지의 잠식
이나 산림의 훼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분
별한 개발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개
발된 전원주택지는 주택지마다 갖고있는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관련제도 규정의 내용만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분양의 안전성이 보장되
고 있지 않아 수요자들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분별한 전원주택지 개발에 따른 농지
잠식 및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서 각 개발 대상
지의 특성별로 법규와 제도, 행정적인 지침, 심
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며, 지역 차원
의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난개발을 지양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택건설 촉진법의 사업
승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촉법의 기준이 되는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소규모이하로 분할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선행사업과의 관계에 대
한 실사를 통하여 주택단지간의 계획 및 개발의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수요자의 분양에
대한 불안을 잠식시키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발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분등기와
분양보증제도 등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3 . 단지계획

2 . 관련 제도
전원주택지의 거주환경이 최적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전원주택지 개발시 관련된 문제가 되
는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관련제도나 법
규의 규정 내용은 전원주택지 개발규모에 영향
을 미치며, 이러한 규모제한은 전원주택지를 개
발하는 업체나 그 주택단지의 전체 환경에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실제로 단지형

현재 전원주택단지들은 대부분 단독 필지와
단독주택형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개발밀도
및 주택별 전용필지 면적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발방식으로 적절한 주거환경을 확보하
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물론 개발밀도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별 문
제가 없겠지만 사업성이나 우리 나라의 현재 개
발여건상 저밀도 개발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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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건 속에서 단독주택형식을 고수하며 전용
필지면적 확보에 급급한 계획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충분한 공용공간 이나 공용시설 조성이 어
려워지며, 주거 환경면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
킨다.
따라서 전용필지면적 형성에 집중하기보다는
계획 있는 공용공간 구성, 공용시설의 확보와
함께 주택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다양한 근린생
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지 전체의 총체적인
환경을 향상시켜야 한다. 즉, 전원주택의 기본적
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개별 전용마당을 확보
하면서도 단독주택에 비해 전용대지면적을 절약
할 수 있는 주택유형(서구의 전원 전원주택에서
주요한 주택형식으로 보급되어 있는 개별 마당
을 갖는 테라스형 주택, 로우하우스, 타운하우스
등)을 계획함으로써 공용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
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참신하고 다양한 단지계획기법 개
발은 전원주택단지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
소이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적합한 택
지조성기법 및 건축기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
다. 또한 각각의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
는 건축행위로 인해 단지 전체의 시각적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지 단위
의 주택형태의 조화를 위한 지침 등 주택설계
조정기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Ⅳ. 전원주택단지 계획적 제안
현재 개발되는 전원주택단지에 관련하여 실태
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문제점과 이를 통한 개
선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
서는 전원주택단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인 소규
모 난개발을 막고, 단지계획기법의 빈곤에 의한
환경악화 문제를 개선하고, 단독주택 일변도 개
발방식에 의한 공용공간 및 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
는 안들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계획안들은 전용공간의

확보를 통해 전원주택 거주자들의 기본적인 욕
구를 만족시키면서도 단독주택에 비해 개별 전
용대지면적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 주택형식으
로 서구 등지에서 주요한 전원주택 형식으로 보
급되어 있는 개별마당을 갖는 테라스형 주택,
로우하우스, 타운하우스 등을 기본으로 계획하
였다.
본 제안의 계획기준은 이미 건설된 전원주택
단지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적정 기준을
찾아 개발단위, 부지면적, 주택면적을 정하였다.
또한 개발단위도 우리나라 현행 관련법체계로
인해 대부분 개발되고 있는 60m×70m(=4200㎡)
로 하였으며, 부지면적은 400㎡으로, 주택면적은
132㎡ 규모로 단독주택으로도 개발이 충분히 가
능하면서도 2-3주거 연립도 가능(실제 그림 속
에는 2-3주거 연립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았다. 또한 용적율과 건폐율, 인동거리 주차대
수도 현재의 설계기준에 준하여 계획안을 정리
하여 제안해 본다.
1 . 자체 완결적 전원주택 계획안
소규모 전원주택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선형
가로 개발에서 탈피하여 주호를 집약하면서 공
유면적을 확대하고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한정된 부지 속에서 주택 군을 하나의 완결
형으로 정리하도록 한 것이다. 아래의 그림 6은
단독주택으로 개발 가능한 2-3가구 연립접지형
4동이 집합하여 소광장을 형성하였다. 그림 6에
서 보듯이 소규모 단위(60m×60m혹은 60m×
70m)에서 공용부지율은 평균 35%이며, 소광장
녹지 면적은 1100㎡～1500㎡이며, 접근도로를
제외하여도 전체 단지 면적 25%에 이르고 있다.
주차대수는 한 주거당 2대와 내방객이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20여대 이상이 이곳에 주차할
수 있다.
각 주거동마다 전용의 정원을 두어 2-3 가구
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옥외생활행위가 이루
어지도록 하였으며, 구획도로에 면한 주거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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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에 면하지 않도록 하여 통과 교통에 의한

연립주택으로 계획하였다(그림 7).

소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위해적 요인
을 줄일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본 제안을 기본
으로 1-2세대를 부가하거나 주동을 분절하는 등
의 계획으로 광장의 크고 작은 공간구성 등 다
양한 변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주호를 그룹으로서 구성하는 방법, 공용공간을
축소, 확대, 변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계획을
함으로서 소규모 전원주택 개발이 갖고 있는 문
제점을 해결하고 윤택한 생활창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7. 연속 발전 계획안

그림 6. 자체 완결 계획안
2 . 연속 발전하는 전원주택 계획안
현재 우리의 전원주택에서는 단지개발규모를
소규모 분할하여 개발하는 상황에서 주변의 연
속성을 갖는 단위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주
변과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발지 사이에
도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
에서 향후 전개될 인접 전원주택단지를 예상하
면서 계획해야 한다. 중소영세업자들로부터 성
립한 방법에 의한 계획에 계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에만 형식적으로 얽매여 무질
서하게 연속하는 개발보다 자체적으로 완결하면
서 주변환경을 무시하지 않는 적절한 개발을 필

기존의 전원주택단지는 이웃 주거지와 건물과
건물사이 가로는 4～5m의 선형으로 많은 경우
울타리 담장으로 경계되어 있거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근린을 위한 장소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
본 제안은 가로의 연속성을 높이면서 인근 주
거와 분절되지 않도록 하고 가로가 다양한 근린
생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각
개발단위에서 하나 또는 절반단위의 건설 주택
수를 감소함으로 생긴 오픈 스페이스가 주동앞
의 가로와 긴밀한 연계를 갖도록 하여 향후 연
접하여 계속 개발 될 때에는 중규모 이상의 이
웃 주민을 위한 공간이 형성된다. 단지내의 통
과 교통은 배제되며 주차는 각 주택내부와 전면
가로에 면한 곳에 배치된다. 이와 같이 소규모
이지만 향후 개발단위를 연계하여 소집단화 함
으로 얻어진 오픈스페이스를 집약하여 전체 환
경의 향상과 코뮤니티 활동에 보다 활발한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요로 한다. 아래의 그림은 모델이 되는 전원주
택 소규모개발 단위(60m×70m)의 원형에 충실

3 . 집약형 전원주택 계획안

하면서도 건물의 집합화에 따라 생긴 오픈스페

개발이 개별로 진행되면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변화가 있어도, 하나의 결합이 있는 주택군을
형성하는 가능성이 있는 연속 발전형의 제안이

이스에 의해 성립하는 2열 이상 배치된 접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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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 그것이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장래의
종합적인 지구 계획의 모습 속에서도 확실히 위
치 지을 수 있다. 그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계
획상 개발이 가능하며 또한 영세한 개발을 집약

이와 같이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개발에서는
기능별로 공간구성의 집중과 분산을 적절하게
계획함으로써 보다 나은 주거환경 향상에 도움
이 될 것이다.

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대규모 개
발은 풍부한 자금력이나 조직력에 의해 개발용

Ⅴ. 결 론

지를 집약하고, 광범위한 개발의 일원화에 따라
정리되는 주택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전

파악한 소규모전원주택지 개발에서는 쉽지 않
다. 여기서 영세업자나 지주가 각각 개발의 주

원주택지 개발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경험이나,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규범이

체로서 위치를 갖으면서 협력·공동의 관계를
유지하여 보다 좋은 주택지를 형성하는 모습을
가정할 수 있다. 개발단위를 2개 조합한 부지조
건에서 계획안을 제시하여 보면, 1개 전원주택
단지의 개발보다 규모 있게 함으로서 입지환경
조건에 대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 8에서 보듯이 주택과 주택을
적절히 배치하고 남은 오픈 스페이스를 소광장
과 주차 기능으로 복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개발규모(60m×70m)가 2배 이
지만, 개발단위를 반으로 할 수도 있으며, 이 경
우는 앞의 자체완결형과 유사한 모습을 갖게 된
다. 주차공간은 분산하여 가로에 면한 곳이나,
좌우의 소광장 근처에 조성한다. 또한 교통의
순환은 통과교통을 갖지 않으며 컬데샄으로 계
획하였다. 개발집약형은 오픈 스페이스를 집약
하여 보다 넓은 근린생활공간과 주차 공간을 가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체제 등 여러 가지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앞으로 계

그림 8. 집약형 계획안

속 개발될 전원주택지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와 관
련된 문제점들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찾
아보려 했다.
우리의 전원주택단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인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규제체계의 개
선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와 단지계획기법의 빈
곤에 의한 환경악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
기법의 개선 및 설계안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또한 개별 전용대지면적 확보에만 치중하여 공
용공간이나 시설의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공용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부지를 절약
할 수 있는 주택유형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원
주택 단지의 개발규모, 주택유형, 부지면적 등을
고려하면서 주동의 재배치와 부분적 계획을 통
해 보다 나은 쾌적한 전원주택단지의 개발에 도
움을 주고자 3가지 계획안을 예시하여 보았다.
이미 건설된 전원주택 단지의 현황조사를 바
탕으로 하여 적정 기준을 찾아 개발단위, 부지
면적, 주택면적을 정하였고, 단지계획도 현재의
설계기준에 준하여 계획안을 정리하였으며, 여
기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전원주택지에서 쉽게 볼 수 있
는 선형가로 개발에서 탈피하여 주호를 집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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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원주택단지의 현황과 계획안
단지배치
전원주
택단지
의 현황
과 문제
점

자체 완
결형 전
원주택
계획안

연속 발
전하는
전원주
택 계획
안

집약형
전원주
택계획
안

개발방식

단지계획

중소영세업자들로부
터 성립한 소규모 난개
발을 막고, 환경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완결 또는 주변의
연속성을 갖는 단위개
발을 필요로 하고 있
다.

단지계획기법의 빈
곤과 개별 전용부지면
적확보에만 치중하여
공용공간이나 시설의
부족에 따른 문제.

한정된 부지 속에서
주거군을 하나의 완결
형으로 정리하여 소광
장 형성, 이 광장은 주
선형가로 개발에서
탈피 주호를 집약하면 간에는 근린생활공간
으로 야간에는 주차공
서 공유면적을 확대, 간 활용.
복합적으로 이용.
본 제안을 기본으로
계획으로 광장의 크고
작은 공간구성 등 다
양한 변형이 가능.
소규모 분할하여 개
주변과의 연속성을
발하는 현재 우리의 상 갖기 위해서는 개발지
황에서 주변의 연속성
을 갖는 단위개발을 필 사이에 도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
요
가로의 연속성을 높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변화가 있어도 하나의 이면서 인근 주거와
분절되지 않고 가로가
결합이 있는 주택군을 다양한 근린생활의 장
형성할 여지 마련.
소가 되도록 계획.
영세업자 지주가 각
각 개발의 주체로서 위
치를 갖으면서 협력·
공동의 관계를 유지하
여 보다 좋은 주택지를
형성
계획의 변화를 높일
수 있으며,집약화의 장
점을 살린 공동개발에
따른 집적의 이익.

주택과 주택을 적절
히 배치하고 남은 오
픈 스페이스를 소 광
장과 주차 기능으로
복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구성.
공유 중정의 취득이
가능하며 전용부분의
개선이 한층 높아진다.

면서 공유면적을 확대하고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된 부지 속에서 주거 군을 하나
의 완결된 모습으로 제안하여 보았다.
둘째, 우리의 전원주택단지에서는 개발규모를
작게 분할하여 개발하는 상황이므로 주변의 연
계를 도모하며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질서있
게 연속하여 발전하는 개발 방법으로 제안하여
보았다.
셋째, 대규모 개발은 풍부한 자금력이나 조직
력에 의해 개발용지를 집약하고, 광범위한 개발
의 일원화에 따라 정리되는 주택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파악한 소규모전원주택지 개

도로접근체계

공공시설공간

대개 단순한 선형 스포츠 시설, 놀이터
또는 컬데삭 형태이며,
단지가 클 경우 순환 등의 근린시설을 갖춘
사례는 얼마 되지 않
형이다.
으며, 전원주택지에서
단지 진입도로(대부
분 4-5m 이하)와 단지 전원생활을 위한 녹지
도 불충분.
내 도로가 불충분.

전용의 정원과 2-3
가구을 위한 소광장으
내부도로를 적게하 로 다양한 실외생활행
여 통과 교통에 의한 위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적 요인을 줄이도 전용부분 공용부분
록 고려.
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주지가 형성된다.

전용의 정원과 2-3
단지내의 통과 교통 가구을 위한 소광장으
은 배제되며 주차는 로 다양한 실외생활행
각 주택내부와 전면가 위가 이루어지도록
로에 면한 곳에 배치.
전용부분 공용부분
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주지가 형성된다.
주차공간은 분산하
여 가로에 면한 곳이 오픈 스페이스를 집
나, 좌우의 소광장 근
약하여 보다 넓은 근
처에 조성
린생활공간과 주차 공
교통의 순환은 통과 간을 확보.
교통을 갖지 않으며
컬데샄으로 계획.

발에서는 쉽지 않았다. 여기서 영세업자나 지주
가 각각 개발의 주체로서 위치를 갖으면서 협
력·공동의 관계를 유지하여 보다 좋은 주택지
를 형성하기 위한 개발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공동개발에 따른 집적의 이익에 따라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 가능하며 전용부분의 거주성도 높
일 수 있다.
향후 전원주택지가 바람직한 주거문화로 발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계획기법의 개발
과 더불어 관련 제도의 내용의 검토와 조정을
포함한 계속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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