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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village adopted its basis on continual notion as one of the alternative dwelling models in the dwelling sector 

and it suggests a dwelling pattern of modern society. Ansolgi village was organized in 2000 as an intended 

Eco-villag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after 8 years, the village seems different to that of the earlier period. 

The cause of the difference can be originated from changes of planning strategies and notion of life. The village 

is different from its original design due to lack of space resorted from installation of many facility and overall 

layout of the village. The different look of the village can be categorized in 4 types; village layout, community 

facility, Eco-based facility and hydro circul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ctual data 

about Eco-village establishment plan by performing a compariso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and the initial 

design on the basis of the intended Ansolgi village, the village that had been organized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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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생태마을은 주거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념을 근거로 

하는 안  주거 모델로써  사회에 하나의 주거 양

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마을이라는 용어가 하나

의 이슈가 되면서 무분별하게 마을이 조성되고 용어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마을이 변화되는 과정과 마

을 거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계획요소의 변화에 한 생태마을 조성의 문제 을 

해결하고 마을계획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을이 계획되어 조성된 지 8년이 지난 재, 안솔기마을은 

기계획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 원인을 삶의 

의식  계획요소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마을이 조성되고 8년이 지난 최  계획형  

생태마을인 안솔기마을을 상으로 기계획과 마을 

황을 비교분석하여 실 인 문제 을 분석하여 생태마

을 조성 계획에 한 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 으

로 한다.

1.2 연구의 범   방법

이 논문은 마을 조성 기 계획부터 마을 주민이 참여

하고 조성된 지 8년이 지난 안솔기마을을 연구 상지로 

선정하 다. 연구방법은 생태마을의 련 문헌 조사를 통

해 생태마을의 개념과 계획요소를 정리하고, 안솔기마을

의 기본계획보고서와 마을 장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

하 다. 마을의 장 조사는 면담조사, 장 조사  

찰조사를 실시하 다. 장조사는 1차(2006년 3월 ), 2

차(2007년 1월 ), 3차(2007년 3월 ), 4차(2007년 8월 

), 5차(2007년 11월 )에 걸쳐, 총 5회 11일간에 걸쳐 

안솔기마을을 방문, 거주조사를 하 다.

 2. 안솔기마을의 조성계획

2.1 생태마을의 정의

생태마을이 주창하고 있는 사상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의 자연과 인간의 치유에 을 두고 있다.1) 생태마을은 

세계 인 사회·생태  기에 응할 수 있는 통합  해

결방안이며, 농 이나 도시 모두에 있어 산업화된 세계에 

합한 것이기도 하다.2) 생태마을은 자연환경을 보 하고 

마을 내 건물과 시설들이 친환경 으로 되어 있으며 물

1) 김귀순, 세계의 생태마을을 찾아서, 리에, 2003

2) 녹색연합,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간디생태마을’ 기본계획,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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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에 지가 순환, 약되고 마을 주민의 의식이 환경

친화 인 삶을 지향하는 안 인 마을이다.3) 

2.2 생태마을 조성방식

계획형 생태마을 조성방식은 공동체의 구성 자체가 

기부터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구성원간의 이해에 한 결집력이 강하다. 마을 

주민과는 계없이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구성원들이 

자치 으로 마을을 조성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방식

이다.4) 국외 사례는 호주 크리스탈 워터스 생태마을, 미

국의 팜 생태마을, 국 핀드혼 생태마을 등을 들 수 있

다. 도시형 생태마을은 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2·3차 산

업에 종사하여 인근 도시에 생산기반을 두고 있다. 도시

형 생태마을 사례는 물만골 공동체, 독일의 버드제드 등

이 있다. 

2.3 안솔기마을의 황

안솔기마을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신안면 외송리 

산 17 ∼ 18번지에 치해 있다. 마을은 해발고도 250 ∼ 

350m에 치하고 있고 동, 서, 남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13° - 20°의 다소 높은 경사도에 치한다.

그림 1. 안솔기마을 치

 

안솔기마을의 조성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간디학교’의 배후 주거지로 학부모와 교사, 안

그림 2. 마을 인구 황  

교육에 동참하는 이들을 한 주거마을이 필요하 고, 두 

번째,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로서 생태마을을 조성하게 되

었다. 마을인구는 1999년 계획 당시 18가구의 총인구 54

명이었으나 2000년 8월 분양 당시 12가구의 총인구 37명

이었다. 재 2007년 11월 17가구의 총 인구 59명으로 최

 계획 인구수보다 5명이 늘어났다. 그리고 재 1가구

3) 송정석, 안솔기마을의 마스터 랜과 그 활용 황에 한 연

구, 2007, 한건축학회 학술발표 회(제 27권 1호)

4) 권승구,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정책  방향과 과제, 2005

가 더 입주 정이어서 총인구수는 더 늘어날 망이고, 

계획당시에는 상하지 못한 홈스테이 학생들이 생겨나 

인구는 더 증가하고 있다.

그림 3. 마을 주변 황

 3. 기계획과 마을 황 비교 분석

3.1 안솔기마을의 단지 계획 개요

안솔기마을은 생태 인 정개발 도를 지향하여 지역

의 생태환경의 흐름과 생태계의 변화를 래하지 않고 

거주자의 거주환경욕구를 최 한 수용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용되어 <표 1>5)의 단지 계획 

개요로 만들어 졌다.

구 분 계 획 개 요

상지역 농림지( 상지  보 임지)

상지 면 약 6ha(60,000㎡)

계획호수
18호(주거) + 3호(마을회 , 운동장, 

간디학교 게스트하우스)

주택유형 단독주택

가구당 필지면 200평(605㎡)

가구당 텃밭면 약 50평(151㎡)

공공용지

생태기반시설, 커뮤니티 부 복리시

설(마을회 , 공동주차장, 어린이놀

이터 등)

건축면
최  60평(180㎡) 이하(건축신고 

상 면 )

건물층수 2층 이하

표 1. 생태마을의 단지 계획 개요 

마을 구상은 주민간담회 토론과 녹색연합에 의해 여러  

안들의 장 을 수용하여 앙의 커뮤니티시설을 치

시키고,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Culdesac형을 유지하면서 

경사도를 고려하여 부분 으로 지의 변형을 주는 것으

로 되었다.

5) 녹색연합,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간디생태마을’ 기본계획,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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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계획

 

b. 마을 황

  그림 4. 마을 기구상도와 재 마을 구상도

3.2 안솔기마을의 단지계획

   1) 마을 단지 배치계획

마을 배치계획에서 주거는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이고, 경사면의 특성을 최 한 고려하 다. 마을 내 도로

그림 5. 마을 기 계획 배치도

는 가능한 한 기존 도로를 활용하 고 등고선에 평행하

게 배치하 다. 주차공간은 마을 진입로 입구 쪽에 공동 

배치하 다. 주거의 진입은 모두 도로와 하게 배치하

다. 주거의 배치는 정남향으로 하 고 지는 등고선과 

평행이 되게 하 다. 가로녹지를 체계 있게 조성하여 자

연스럽게 연결되는 연계 인 녹지공간을 형성하 다. 마

을내부에 산책로와 류지, 풍부한 녹지와 비오톱을 만들

어 생태마을에 합한 환경 조성하 다. 풍부한 산림과 

지형을 이용, 쾌 성 증진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 

단지 내 실개천  류지를 조성하여 자연정화  동식

물 서식처를 제공하 다. 개인과 공공녹지의 명확한 구분

을 두었다. 클러스트 배치를 통한 커뮤니티 증진  시설

물(마을회 , 테니스장)의 앙배치하고, 단지 내 텃밭을 

제공하 다. 구릉지 지형조건에 합한 규모와 형태로 설

계하고 보행자동선을 고려하여 단지의 심부, 가로의 교

차 등 단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장소에 소 장을 배치

하 다.

조성된 마을의 체 인 배치는 남향과 서향이고, 자연

지형에 순응하기 해 기본계획보다 마을이 체 으로 

산 아래로 내려와 있다. 내부도로는 경사와 주거의 배

치로 인하여 등고선과 평행하지 않고 있고, 주거의 진입

은 모두 도로와 하고 7가구는 진입로가 2개이다. 주거

지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고 마을입구에는 3개의 

공동주차장이 배치가 되었다. 커뮤니티 공간은 만들어지

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커뮤니티공간의 부재

그림 6. 마을 재 배치도

로 마을의 체 인 모습은 3개의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

다. 자연녹지를 마을내부로 유입시키는 노력으로 자생종

인 소나무와 유실수를 주거지와 마을 안길에 분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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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마을 경

   2) 동선 계획

기계획에서 마을 외부 근은 기존 군도를 이용하고, 

내부 근은 구릉지의 지형  특성  지의 형상, 차량

의 등 한계  경 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등고선에 

평행하게 배치하여, 각 주거에 차량진입이 가능하게 하

으나 비상시외에는 보행자 주의 도로로 계획하 다. 

기계획에서는 군도는 비포장이고 차량의 이용이 불

편하 다. 하지만 2007년 11월 재 도로공사로 인하여 

차량이용이 편리한 포장도로가 생겼다. 내부 근은 지

의 경사도로 인하여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지 못하고 

순환도로를 계획하 으나 마을 내부를 통과하는 도로로 

조성되었다. 산책로는 조성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 과  

편의를 고려하지 못하지만, 마을 입구에 공동주차장을 설

치하여 마을 안길은 자동차의 통과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3) 마을 경사면 처리 계획

마을은 20～30%의 다소 높은 경사구릉지를 이루기 때

문에 지형분석과 용 결과 옹벽조성 단차가 최소 1 ～ 

6m 까지 다양한 높이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옹벽의 용

방법을 아래 <그림 8>과 같이 화계6)와 옹벽을 보완하는 

방법을 계획하 다.

그림 8. 경사면 처리

마을은 옹벽처리가 2m 이상이 발생되는 지형은 통

인 구릉지 처리방식인 화계(花階)와 옹벽7)을 보완하여 

처리하 다. 마을의 특성상 높은 경사에 의한 토로 지

6) 화계는 통 으로 궁궐 혹은 민가주택 후면 정원의 구릉지

에 몇 단의 단차를 조성하고 다양한 화류  교목류 등의 

식재를 통하여 조경 으로 처리한 통기술이다.

7) 옹벽은 성토와 토로 자연 사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흙 

는 기타 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 이용되는 구조물

로 지표면이 경사 는 수직단차를 이룰 때 설치한다.

형차가 크지만 옹벽발생을 최소화하며, 생태 인 식재를 

통하여 보완하는 화계를 조성하 다. 2m이하는 옹벽자체

로 조성하고 다양한 사면처리 식재 방식으로 이를 보완

하 고, 2～4m은 1단계 화계와 옹벽으로 조성하고, 5m 

이상은 옹벽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용하 다.

3.3 커뮤니티 계획

   1) 커뮤니티 시설

마을 계획에서 커뮤니티 시설은 마을회 , 생태마을교

육센터, 운동장,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기계획에서 마을

이 다양하고 신 인 마을 가꾸기가 가능하려면 무엇보

다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마을 회 과 지속가능한 

마을환경의 달성을 하여 련 기술들을 개발, 실험, 교

육하는 것을 하는 생태마을교육센터(Ecovillage 

Training Center) 그리고 마을 심부에 치한 운동장은 

주민들의 모임과 활동뿐만 아니라, 방문자들을 한 공간

으로 조성하는 것이었다.

마을 재 배치도를 보면, 마을회 과 생태마을교육센

터, 게스트 하우스는 마을에 조성되지 않았고, 운동시설

은 마을 진입부에 조성되어 있다. 마을회 과 게스트하우

스는 산의 부족과 부지 조성의 실패 그리고 20가구의 

규모에 마을회 은 산낭비라는 주민의 의견으로 조성

되지 않았다. 운동시설은 마을입구에 있지만 활용되지 않

고 마을 체육 회  큰 행사는 간디학교 운동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2) 텃밭8)의 이용

마을 기 계획에서 텃밭은 한가구당 160㎡씩 계획하

고, 클러스트 단 별로 650 ～ 800㎡를 공동으로 마을외

곽 녹지에서 활용성이 은 구릉지에 분산 배치하 다. 

가구별 텃밭은 주택의 남쪽인 입구에 배치하여 활용도가 

높고 작물을 재배하는 좋은 환경으로 계획되었다.

그림 9. 마을텃밭과 모래사장

가구별 텃밭에서는 주민들이 실용 인 농작물과 허

를 재배하고 있다. 가구마다 텃밭의 면 을 살펴보면 계

획했던 160㎡의 면 이 활용되지 않고, 잔디밭이나 아이

들이 놀 수 있는 모래사장,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

을에서 자 자족까지는 아니지만 농작물 재배로 인해 생

산 활동을 하고 있고 마을주민은 텃밭의 면 보다 아이

들이나 가족공간의 비 을 더 두었다.

8) 텃밭은 야채 등의 생산과 소비, 생활쓰 기를 활용한 퇴비이

용, 표토의 확보, 식물의 증산․증발작용에 따른 미생물 보호, 

빗물 침투에 따른 지하수의 증가, 미기후 개선 등으로 환경과 

공생하는 생태마을의 요한 생태기반시설이자 커뮤니티 공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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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마을 커뮤니티 시설그림 10. 커뮤니티 기계획

   3) 주차장

마을 입구에는 공동 주차장을 마련하여 둠으로써 마을

내의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통행할 것을 권유함으로서 

마을내부동선을 안 하고 쾌 하게 유도하는 계획이다. 

마을 주차장은 1개가 늘어난 3개의 공동주차장을 사용

하고 치는 기계획과 같은 마을 입구에 치한다. 마

을이 3개의 군집형태가 이루어져 각 군집별로 주차장을 

사용하여 나타난 형태로 볼 수 있다.

3.4 생태기반시설 계획

 1) 퇴비장  콤포스트

안솔기마을 거주자의 의식조사결과 단지 내 쓰 기 감

량  재활용에 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 계획 시 극 인 도입과 실천이 요구되었다.9)

  퇴비장은 마을 내 오시설인 만큼 치선정에 신 을 

하여 3군데의 정지를 두었다. 마을에서는 기 계획과 

는 다르게 퇴비화 장치인 콤포스트를 마을에 설치하지 

않았고 마을 내 퇴비장을 3곳에 두어 음식물 쓰 기를 

9) 녹색연합,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간디생태마을’ 기본계획, 2000

체 으로 리를 하여 양계장의 사료  텃밭의 비료 

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마을은 개인 가구마다 퇴비장을 

두어 사용하고 있다. 

표 2. 기계획의 음식물 쓰 기처리 흐름도 

그래서 가구 퇴비장은 주거마다 배출되는 음식물 쓰 기

를 별도의 장소에 모아 개인 텃밭의 퇴비에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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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생태기반시설 기계획 

다. 퇴비장은 주택에서 가까운 거리에 치하고 부엌의 

뒷문이나 주거 뒤편에 치한다. 그리고 퇴비장 주변에는 

나무나 갈  등이 있다.

   2) 정화조시설

 기계획에서는 자연발효식화장실과 합병정화조 시스템

을 사용하여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변, 소변 등

을 처리하는 방법 계획하 다. 자연발효식화장실은 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오수발생이 없고, 정화조가 따로 필

요 없으며, 하수 , 하수처리장이 필요 없다. 아래 그림과 

같이 클러스트별로 정화조를 통과한 방류수는 단지 내 

실개천과 류지를 거처 자연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4개의 클러스트마다 하나의 합병정화조를 설치함

을 기본으로 하고, 정화조의 작용에만 의지해서는 오․폐

수의 완벽한 정화(환경기  방류수 수질 20ppm이하)가 

이루어 질수 없기에 실개천과 류지의 연계를 통한 자

연정화과정을 거치게 계획되었다. 마을 황을 보면 수거

식화장실(자연발효식화장실)과 포세식화장실로 이루어져 

있다. 포세식화장실을 이용한 방법은 변기 속에 기포발생

용 약품을 넣고 공기를 주입하여 생성된 거품으로 오물

을 처리한다. 마을의 류지가 조성되지 않고 각 가구마

다 정화조를 설치하 고, 포세식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 

15가구  6가구는 좌변기 2개를 설치하여 6개월 간격으

로 번갈아 사용하고 3가구는 수거식화장실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거식화장실과 포세식화장실은 정화조시

그림 13. 마을 생태기반시설 

설이 따로 없고 퇴비화 시켜서 거름으로 사용한다.

마을은 클러스트별로 합병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이

유는 가구별로 포세식과 수거식화장실이 설치되어 공동

시설보다 가구별 시설이 유용하여, 마을주민들은 가구별 

사용으로 유지  리측면에서 효율 이라고 단된다.

3.5 수(水)순환 계획

   1) 새새라기  류지 

마을 기계획에서 새새라기10)는 우수와 지하수를 용

수로 생태계와 유사하게 내부도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조

성하고 류지와 비오톱과 연계하여 각 가정에서 유출되

는 하수를 정화시키고 운반하는 목 이다. 새새라기 주변 

녹지에는 갈  키큰나무등 수생식물을 기르고, 어린이들

이 안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을 비탈지게 하되 얇

게 계획하 다. 류지는 마을 2곳에 설치하여 야생동식

물의 서식지 제공  물의 자연정화작용을 돕고, 구

인 우수 수지로써 유출량을 조 할 수 있는 임시 유출

장소로 계획되었다.

마을의 새새라기는 마을내부도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었고, 각 가구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는 식물을 

이용한 방법 으로 정화되 어 새 새라기로 유 입된다 . 류지

는  조 성 이  되 지  않 아  새 새 라 기를  흐 르 는  물 은  마을 밖

10) 새새라기는 생태마을의 개울 는 시냇물을 자연생태계 원

리에 합하게 조성하고 순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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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수 순환 기계획

수로로 흐른다. 우리나라의 계  특성상 겨울에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고 각 가정에서 나온 하수로 유지가 되는 

정도이다. 마을에서는 기계획과 다르게 류지가 조성

되지 않고 마을 배치의 변화로 인하여 물의 순환이 이루

어지지 않아 마을에서는 물의 순환에 한 비책으로 

류지를 마을 공용지에 조성을 해야 한다.

 2) 하수  우수처리

마을 가구는 하수  우수를 새새라기로 유입되기 에 

식물과 웅덩이 숲을 이용하여 정화된다. <그림 16>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정화처리가 된다. 첫 번째는 창포와

미나리를 이용, 두 번째는 갈 와 웅덩이를 이용하고, 세

그림 16. 생활하수  우수 처리

그림 15. 마을 수 순환

번째는 창포와 미나리, 마을 숲을 이용하고 마지막으로 

창포와 미나리, 웅덩이, 마을 숲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러한 방법으로 하수  우수가 정화되어 새새라기로 흘러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고 정화되어 마을 밖으로 흘러간다.

   3) 투수성 포장

마을 내부 도로 계획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

지 않고 지표수가 최 한 스며들 수 있는 자연 재료인 

자갈 마사토 등으로 포장하여 물이 순환하고 생태계의  

향을 미치지 않게 하 다. 마을 내부도로는 최 한 투

수포장을 하 지만 우기시 가 른 경사로 인하여 토사유

실과 안 의 문제로 <그림 15>와 같이 시멘트포장을 하

고 2007년 11월 재 주차장 입구는 아스팔트로 포자

된 상태이다. 마을 내부도로는 약 30%가 포장이 된 상태

이다. 마을은 기계획과는 다르게 여러 문제 의 발생으

로 비생태 인 도로포장을 하 다.

 

그림 17. 투수 포장 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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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론

안솔기마을의 기계획과 마을 황의 비교 결과 주거

배치는 산 으로 내려오고 주거향은 남향과 서향을 하

고 있다. 마을 동선은 순환형이 통과형이 되었고, 경사면

처리는 기계획 방법을 유지하 다. <표 3>과 같이 마

을시설들은 기계획이 실 되고 유지되고 있지만 마을

회 , 게스트하우스 등과 같이 주민공동시설은 거의 조성

되지 않았다. 하수처리  새새라기는 기 계획보다 

실 인 방법으로 조성되고 화장실은 기계획보다 생태

인 화장실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구 분 기계획 황 내용

커뮤

니티

시설

마을회 마을 앙 없음 산 문제

  부지조성 

실패

게스트하우스 마을 앙 없음

교육센터 마을 앙 없음

운동시설 마을 앙 마을 진입구 마을

배치변화주차장 진입구에 2곳 진입구에 3곳

텃밭 160㎡ 모래사장,마당 놀이공간조성

생태

기반

시설

퇴비장 3곳 가구별 공동 -> 

가구별콤포스트 퇴비장설치 없음

정화조 4개정화조 없음 물 사용이 

없고 화장실 

변화

포세식 없음 15가구

수거식 없음 3가구

수

순환

시설

하수우수처리 새새라기조성 새새라기 처리방법변화

새새라기 내부도로순환 내부도로통과 순환->통과형

류지 2곳 없음 배치변화

투수성포장 100% 비포장 30% 포장 안 문제

표 3. 생태마을의 단지계획 비교

 4. 결 론

이 논문은 안솔기마을을 상으로 기계획과 조성

황을 비교분석하여 마을의 변화요소와 기계획의 문제

을 분석하고 생태마을에 한 실질 인 자료를 도출하

는 것을 주된 목 으로 고찰하 다.

안솔기마을은 생태마을로 계획되어 조성된 지 8년이 

지난 2007년 재 기계획과 변화된 모습을 크게 4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다.

1) 단지계획에서 마을배치는 기계획과는 다르게 자

연지형에 순응하기 해 마을이 체 으로 산 으로 

내려오고, 커뮤니티 공간의 부재로 마을은 3개의 군집으

로 나 어져 있다. 내부도로는 순환동선이 아닌 마을 내

부를 통과하는 동선으로 되어있다. 산책로는 조성되어 있

지 않고 쉼터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경사면치리는 기계

획의 모습으로 화계와 옹벽을 사용하여 조성되었다.

2) 커뮤니티 시설 계획에서는 마을회 , 게스트하우스

를  교육센터를 마을주민  방문자를 한 공간으로 

이용하 으나, 마을의 산 문제  부지 조성의 실패로 

조성되지 않았고 운동시설은 마을 입구에 치한다 하지

만 게스트 하우스는 아직 마을 의견이 보류 이다. 체

으로 텃밭들은 주거 동측에 배치되어지지 않고 남측으

로 조성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경사지를 그 로 이용하

기 해 텃밭을 주거 앞으로 조성하 다. 텃밭은 기계

획보다 면 이 어들었지만 농작물과 허 를 재배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 주차장은 기계획보다 늘

어난 3개의 공동주자창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

은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이다. 

3) 생태기반시설계획에서는 마을 내부에 3군데의 공동

퇴비장과 퇴비화 장치인 콤포스트를 설치하여 활용할 계

획이었으나 가구별로 사용이 편리하고 리가 쉬운 개인

퇴비장을 사용한다.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여 마을에서 공

동으로 리하는 계획은 가구별 포세식화장실과 수거식

화장실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지 않고 정화조 시설이 따

로 필요하지 않아 개인화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4) 수순환계획에서 새새라기는 기계획과 같은 내부

도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었고, 하수처리는 4

가지 방법으로 정화되어 새새라기로 흐른다. 마을 내부도

로는 최 한 투수포장을 하 지만 시간의 흐름에 비생태

인 투수포장이 증가하고 있다. 류지와 비오톱이 조성

되지 않아 마을 내부공간이 비워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우수  새새라기를 흐르는 물은 장되지 않고 마을 밖

으로 배출된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물이 순환되지 않고 

있다. 

안솔기마을은 기계획요소가 더 실 인 안으로 

바 고, 경제 인 부담으로 인한 공용시설보다는 개인 시

설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마을 조성에 있어 마을

실정에 맞는 계획과 마을 주민의 경제성과 실용성을 고

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계획형 생태마을인 안솔기마을만을 선정하

여 비교분석하 기 때문에 모든 생태마을의 용하고 활

용할 수는 없다. 추후 계획형 생태마을들에 한 추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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