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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personalizing characteristics of detached housing that reflect the housing

needs according to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back-to-countryside community village. For this study, 15

households of Jagun-maul at Namwon in Jeonbuk provided responses to the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on housing

consciousness, housing needs, and views on lifestyle. In addition, 15 plans were analyzed about the shape of the plan,

the composition of LDK, the type of access, and the type of special spa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number

of households under the elementary education stage was larger than the number of households above the middle

education stage. Most of the households revealed the housing consciousness of ‘house as resting place’. Households

under the elementary education stage showed a housing consciousness for family-oriented life and households above the

middle education stage showed a housing consciousness to interact with neighbors. 2) Households under the elementary

education stage preferred LK style while households above the middle education stage preferred LDK style. Most of the

floor plans had a front entrance and sliding door for the access from living room to garden. 3) Special spaces such as a

loft, ‘Ondolbang’ (room with underfloor heating), study, maru, ‘Toenmaru’ (narrow wooden porch), family room,

workroom, and toilet with outside door were arranged on each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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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속된 경기침체의 영향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맞물리면서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02년 이후부터

는 귀농, 귀촌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통계청, 2010.05.04.). 귀농, 귀촌 희망자들은 귀촌시 주

택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농림수산식품

부, 2009.04.01.),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같이 마을

단위의 주택건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귀촌자

는 주택건설을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마을단위로 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이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Kim & Park, 2009; Jeong et al., 2010)에 의하면 대

부분의 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의 사업주체가 한정된 유형

의 주택평면도를 제시하고 일괄 분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귀촌자의 주거요구를 주택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공동체개념을 가진 단체나 시행사 등이 개발하는

마을에서는 마을과 주택설계에 설계·시행사의 설계코디

네이터가 지속적인 거주자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개별주택에 개인의 주거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Park et al., 2010). 또한 이러한 과정은 거주자의 주거이

미지를 공간에 투영할 수 있어 거주 후 새로운 가치를 부

가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Endoh, Yokoyama, &

Furukawa, 1989). 그러나, 국내에서는 귀촌자들의 주요구

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초기단계이어서 귀촌에 대한 전

반적인 주거선호에 대한 조사 연구(Lee, Jee, & Lee,

2010)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원마을조성사업에 의해 조성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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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들의 주요구가 반영된 주택평면의 특성을 분석함으

로써 귀촌형 주택의 주거개성화의 내용을 파악하여 귀촌

예정자를 위한 주택의 건축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촌자 가구별 주택의 주의식, 주요구를 파악한다. 

둘째, 귀촌자 가구별 단독주택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파

악한다.

셋째, 귀촌자 가구별 주요구가 반영된 단독주택의 특징

적인 공간을 파악한다.

II. 선행연구

1. 귀촌자의 주요구 및 농촌주택의 특성

귀촌자들의 주요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농업정책,

농촌계획, 주거학 분야에서 귀촌 희망자들의 주거지원, 주

거선호도 조사에 한정되어 있다. Lee, Jee, & Lee(2010)

는 도시 은퇴자의 농촌이주와 관련한 주변환경과 주거선

호도를 파악하였다. 도시은퇴자는 귀촌시 농촌 자연환경

에 적합한 주택에 대해 흙·목구조를 가장 선호했으며,

공간구성은 도시주택과 같은 개인생활공간, 단란생활공간,

가사·위생공간 등 실내공간의 구성의 필요하다고 하였

고, 전원생활과 관련된 외부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귀촌자의 주택은 해당농촌지역의 주택과의 관련성을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귀촌자가 증가한 2000년대 중반이

후 신축농촌주택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로는 농촌지역에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농민과 도시민에게

택지를 분양하고 주택을 건축하게 한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신축주택(Choi, 2006; Ryou and Choi, 2007)과 2009년 표

준설계도의 공간구성을 분석한 연구(Lee, 2011)가 있다. 이

연구들은 농촌생활의 변화로 농촌주택이 시간차이를 두고

도시주택의 평면구성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평면분석의 요소로 평면의 형태, 현관의 유무, 거실(L)·

주방(D)·식당(K)의 구성, 방의 수, 실내화장실의 유무와

수, 다용도실, 베란다의 유무 등을 분석하였다.

Choi(2006)와 Ryou and Choi(2007)는 전북지역 문화마

을 내 주택의 유사한 경향을 보고하였다. 주택은 문화마

을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1990년대 후반에 건축되었으며

1층의 조적조, 슬래브 지붕형식이 농촌지역의 보편적인 양

상이었다. 1층 평면은 계단식으로 내민 ㅋ자형의 3칸배치

였고, 배치의 특성을 보면 거실·주방·식당의 공간구성

은 거실(L)과 주방·식당(D·K)이 분리 또는 구분된 형

태이며, 배치는 방-거실-방의 3베이형 또는 변형으로 거실

(마루) 중심의 전통적인 방 배치이면서 개방적인 공간구

성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화마을 농촌주택

은 거실의 개방성이 강하고 거실(L)과 주방·식당(D·K)

이 분리되어 있으나 융통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구성

된 것이라고 보았다. 농촌주택에 실내화장실의 일반화, 부

엌인접 다용도실을 독립공간으로 설치, 거실 앞에 전면

발코니의 설치 등이 나타나고 있어 도시 아파트의 공간

계획 특성이 신축농촌주택에 파급되고 있다고 보았다. 대

지 내에 시차를 두고 수납용도의 별채 부속공간을 계획

하는 것을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였다.

농촌주택 신축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된 농어촌

표준설계도 중 2009년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분석한

Lee(2011)에 의하면 ㅡ자형·ㄱ자형·ㄴ자형· ㄷ자형·ㅁ

자형으로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전통툇마루를 이용한 주진

입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전통성 특성을 반영하였고, 창

고·사랑채·취미실·작업실 등 농어촌 거주자의 생활수

준을 반영한 부속실들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2. 주택의 개성화

주택의 대량건설방식에서는 주택수요자가 유형화한 주

택평면을 선택하는 방식이 주로 이루어지지만 소규모건설

에서는 거주자 참여로 각 가구의 주요구를 충실히 반영

한 개별주택의 개성화가 가능하다. 일본의 거주자참여의

코퍼러티브(coperative)주택건설방식과 유럽의 코하우징(co-

housing)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소규모개발건설업체가 타업

체와 차별화된 계획방식으로 공동체마을 개념을 적용하였

고(Park et al., 2011a), 거주자들도 자신의 주요구를 주택

의 물리적 특성으로 실현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

다. Endoh, Yokoyama, & Furukawa(1989)는 도시와 도시

근교지역의 코퍼러티브주택의 개성화 요구에 대해 코퍼러

티브주택의 사례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택평면을 분석하고

거주자 면담을 통해 주거가치를 표출하는 주거유형 계획

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유형 계획의 단계

는 전문가와 거주자 간의 능동적인 대화를 통해 주거이

미지를 공간구성에 투영하고, 거주 후에는 거주자가 스스

로 주변의 공간과 관계를 갖게 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부

가해 가는 것으로 보았다.

국내에서도 도시 또는 교외지역에 마을단위의 계획을

하면서 자유롭게 주요구를 반영하여 단독주택 평면을 계

획한 실제사례는 다수 있으나(주거학연구회, 2000) 거주

자의 주요구가 구체적인 공간특성으로 나타는 내용에 대

해 분석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에 위치

한 ‘작은마을’의 총 19가구 중 조사가 가능한 15가구이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공동체마을 중

입주완료한 마을은 전국에 5개 마을이 있으나 입주 후 입

주자간 법적 소송 중이거나 해외교포 정착마을 등 조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2개 지구를 제외한 3개 마을중

각 가구가 자유롭게 주택을 건설하는 ‘작은마을’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마을은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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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 2007년 1월 지구 지정을 시

작으로 2009년 6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10년 1

월에 주택 착공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완공과 입주가 이

루어졌으며, 2011년 6월 현재 17가구가 입주한 상태이다.

마을 조성은 추진주체인 ‘사단법인 한생명’이 친환경 생

태공동체라는 테마로 입주자를 모집하였고 마을조성과 주

택건설의 전과정에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하여 거주자참여

를 유도하였다. 마을의 대지는 공동지분으로 하였고, 공동

시설은 마을회관 및 비즈니스센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별

도로 공동 텃밭이 있다(Park et al., 2011b).

마을 조성에 대한 규정 중 주택형식은 추진주체와 입

주자회의에서 “단독주택 형식의 85 m2 내외의 규모로 하

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설계단계부터 시행건설회사에 소

속된 설계코디네이터가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요구를 반

영하여 건축을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1차조사 2010년 6

월 12일~7월 26일, 2차조사 2011년 5월 20일~21일, 3차

조사 2011년 6월11일이다.

연구방법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심층면담을 진

행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개별주택 계획시 반영한 주의식

과 주요구, 개별주택 계획시 반영하고자 한 생활, 중요하

게 고려한 공간과 공간구성 등이었다. 분석방법은 질적

분석 도구인 Nvivo 9.0을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에 대

한 심층면접 내용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조직화하는 질

적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단독주택의 물리적 특성은 입

수한 도면에 대해 선행연구(Chong, 2002; Choi, 2006;

Ryou & Choi, 2007; Lee, Choi, Kim, & Yoo, 2010;

Choi, 2011)를 참고로 하여 평면형태, 공간구성방식, 출입

방식, 특징적인 공간 등으로 분석하였다. 특징적인 공간은

주택의 평면계획상에 나타나는 방, 부엌·식당·거실, 화

장실 등의 일반적 공간 이외에 나타나는 공간을 의미한다.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주의식, 주요구

1)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가구주 연령, 가족구

성, 가족생활주기로 파악하였다. 가구주 연령은 30대 4가

구, 40대 7가구, 50대 3가구, 60대 1가구로, 30~40대 가

구가 50~60대 가구보다 많았다. 가족구성은 부부+자녀인

가구가 8가구, 1인 및 부부인 가구가 7가구이었다. 가족

생활주기는 자녀양육기 4가구, 초등교육기 4가구, 고등교

육기 4가구, 자녀성년기 3가구이었다<Table 1>. 귀촌마을

인데도 자녀양육기, 초등교육기인 가구가 많은 것은 마을

에 인접하여 추진주체인 ‘한생명’의 생활기반시설인 어린

이집, 초등학교, 중등대안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가

구주의 직업은 귀촌하면서 지역사회에 경제적 기반을 갖

추고 살아갈 수 있는 교사, 회사원, 공무원 등 다양한 직

업이며 자영업인 경우는 공동체마을에 있는 비즈니스센터

에서 식품가공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과 인접하여 마을

추진주체와 관련된 단체인 실상사 귀농학교, 생활협동조

합, 여성농업인센터, 실상사 농장, 지리산 친환경영농조합

등 각종 생활문화 영농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 생활시설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Park et al., 2011b), 장기

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마을이다.

2) 주의식 및 원하는 생활과 공간

(1) 주의식

조사대상자의 주의식은 가족중심, 편안함, 이웃관계, 자

연친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마음과 몸의 휴식처” 등의 ‘편안함’의 주의

식이 1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이 편하게

쉴 수 있고,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소박한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iewees

Code
Age of 

husband
Composition of the family Family life cycle

Number of family 

members
Occupation of husband

#01 37 Parents+Children Elementary school-age family stage 4 Freelancer

#02 45 Parents+Children Elementary school-age family stage 4 Teacher

#03 46 Parents+Child Elementary school-age family stage 3 Public official

#04 42 Parents+Child Preschool family stage 3 Teacher

#05 60s Couple Launching family stage 2 Professional

#06 50 Couple Middle school-age family stage 2 Office worker

#07 37 Parents+Children Preschool family stage 5 Instructor

#08 38 Parents+Children Preschool family stage 4 Technical post

#09 44 Couple Middle school-age family stage 2 Self-employed

#10 41 Parents+Children Preschool family stage 4 Professional

#11 49 Couple Middle school-age family stage 2 Office worker

#12 48 Couple Middle school-age family stage 2 Technical post

#13 39 Parents+Children Elementary school-age family stage 4 Office worker

#14 53 Single Launching family stage 1 Self-employed

#15 50s Couple Launching family stage 2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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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가족이 행복한 생활” 등과 같은 ‘가족중심’의 주

의식이 8가구, “무엇보다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생활”, “다른 사람들과 이

야기 할 수 있는 생활” 등의 ‘이웃관계’의 주의식이 7가

구이었다. 거주자들은 대부분 가족중심의 생활과 편안한

집에 대해 강조하였다.

Kim(2000)은 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구성

과 가족생활주기라고 하였는데, 조사대상은 가족생활주기

에 따라 가족구성의 차이가 있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

된 가구는 초등교육기와 자녀양육기에 속해 있었으며, 1

인 또는 부부인 가구는 자녀성년기와 중고등교육기에 속

해 있었다. 따라서 주의식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차이로

살펴보았다.

초등교육기 이하인 가구는 모두 ‘가족중심’의 생활이 되

는 집을 원하였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30~40 대로 자

녀의 양육 및 교육을 중시하여 가족중심적인 것을 더 중

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고등교육기 이

상인 가구는 ‘이웃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집을 원하였

는데,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40~60대로 비교적 높고 자

녀교육에서 벗어나서 가족중심의 생활보다는 이웃과의 관

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Table 2>.

(2) 일상적으로 원하는 생활과 고려한 공간

조사대상자는 집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상적인 생활

로 개인, 가족, 자녀에게 바람직한 가족의 생활상을 상정

하였고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한 공동생활, 자연 속에서의

전원생활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희망하는 개인생

활은 “나만의 공간 확보”, “스트레스 없는 자유로운 생활”

등이었고, “가족이 행복한 생활”, “예쁜 2층 집에서의 아

이들과의 생활” 등과 같은 가족생활과, “자녀들을 위해 아

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생활”, “아이들이 즐거운 생활”

등을 희망하였다. 또한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마을로 계획

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생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생활” 등의 공

동생활을 희망하였으며,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하는 생

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 등의 전원생활을 희망하

였다.

조사대상자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생활을

위해 거실, 부엌, 자녀공간, 공유공간, 취미 및 작업공간,

그 밖의 공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생활상을 설정하고 필

요한 공간을 이에 맞추려고 하였다. 가족을 위한 공간으

로 거실은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

는 공간”이나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마루” 등과 같

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고려하였다.

부엌은 “거실과 마주보고 가족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여 작업대가 거실로 향하는 대면형 배치로

의도하였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 거실에서 마당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거실 전면은 미닫이문으로 하여 다목

적 개방공간으로 계획하거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나무로 난방하는 구들

방(온돌방, 황토방)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였다. 자신의 여

가와 취미생활을 하기 위하여 취미 및 작업을 위한 공방,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재, 지하공간을 음악실로 활용하도

록 계획하였다<Table 3>.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설계시 과거에 거주하였던 주택의

좋았던 점을 적용하거나, 좋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여 반

영하였다. 좋았기 때문에 적용한 점은 구들방과 외부에

연못 등을 만든 것이었다. 개선한 점으로는 내부공간에

복도형의 공간배치를 중앙집중형의 공간배치로 설계하고,

불편한 동선을 개선하였다. 외부공간에는 거실에서 마당

으로의 접근성을 좋게 하고, 큰 규모의 화단을 조성하였다.

설계시 원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점은 공간구성, 설비·

재료, 구조 등이었다. 공간구성은 거실이나 옥상 등의 공

간이 처음 계획했었던 규모로 반영되지 않은 것과 기초

공사 중 발견된 암반으로 인해 화장실의 위치가 변경된

것이었다. 설비·재료는 전기벽난로, 태양광 설비 등의 설

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축 및 주택 내부의 마감에

원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구조는 한옥으

로 건축하고 싶었지만 경량목구조로 변경하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거주자들이 설계시 원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이유

는 대부분 비용증가 때문이었으며, 그 밖에 구조상의 문

제 등이 있었다.

(3) 주거공간 사용의 변화

입주 후 주거공간의 실제적인 사용내용은 설계시 의도

한대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곳, 설계시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용상 변화가 있는 곳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계시 의도한대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곳으로는 거실, 거

실 앞 툇마루, 데크, 발코니, 자녀방, 개방형 다락방으로

Table 2. Family Life Cycle & Housing Consciousness by the

Composition of Family

Composition of

the family
Family life cycle Age of husband

Housing 

consciousness

Parents

+Children

Preschool family 

stage

30s 2families

40s 2families
Family oriented

Elementary school-

age family stage

30s 2families

40s 2families

Family oriented, 

Ease

Single 

or Couple

Middle school-age 

family stage

40s 3families

50s 1families Ease, Good 

neighbor-hoodLaunching family 

stage

50s 2families

60s 1families

Table 3. Considering Spaces by the Composition of Family N=15

Composition

of family

Living room 

& Maru

Work-center 

facing

livingroom

Gudeulbang

Space for 

hobbies and 

free time

Parents

+Children
4 3 3 3

Single

or Couple
1 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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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계단이었다. 거실은 넓은 면적에 만족하지만 주

방과 구분없이 계획된 것에는 만족하지 않았다. 데크는

주출입구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현관이 주출입구로 바뀐

것, 자녀가 어려 아이방의 미사용, 가파른 계단 경사로 인

한 다락방의 미사용 등이었다.

설계시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용상 변화가 있는 곳으로

는 냉장고 위치, 창고, 2층 다락방이었는데, 냉장고 위치

는 면적이 좁게 설계되어 기능을 하지 못한 부정적인 경

우였다. 반면, 창고는 뚜렷한 사용 목적이 없었으나 공구

와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며, 다락방은 침실로

만 사용하려 했으나 침실과 공부방으로 함께 사용하게 되

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3. 개별주택 평면의 일반적 특성

평면특성은 평면형태, 공적공간구성, 주택의 출입방식

등으로 분석하였다. 평면형태는 정방형, 장방형, ㄱ자형로

구분하였고, 공적 공간구성방식은 거실(L)·식당(D)·주

방(K)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LDK형과 LK형으로 구분

하였다. 주택의 출입방식은 현관 위치, 마당에서 거실, 부

엌으로 직출입 여부로 구분하였다.

1) 개별주택 평면의 구조적 특성

개별주택의 평면의 구조적 특성을 구조, 층수, 면적 등

으로 파악하였다. 구조는 모두 경량목조를 이용하고 있었

으며, 층수는 모두 2층으로 구성되었다. 건축면적은 개별

가구의 가구특성이나 경제여건에 맞추어 최소 90.9 m2에

서 221.2 m2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Table 4>. 주택면

적은 85 m2 내외로 하는 것으로 마을건축규약에서 정하

였는데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다락, 지하실 등이 포함

된 면적이다.

2) 개별주택 평면의 평면형태 및 공적공간 구성방식

평면형태는 장방형이 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ㄱ자형 4가구, 정방형 3가구 순이었다. 공적 공간구성방

식은 LDK형인 가구가 9가구, LK형인 가구가 6가구였다.

Choi(2006)와 Ryou and Choi(2007)의 연구에서 문화마을

농촌주택의 평면형태는 계단식으로 내민 ㅋ자형의 3칸 배

치가 65~75%로 가장 많고, 공적 공간구성방식은 L과 DK

가 분리된 방식이 약 8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2009)

의 도시 단독주택의 연구에서는 LDK형인 경우가 대부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주택형태, 공적공간 구성

방식에 일반적인 농촌주택평면과 유사한 경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LDK형이 60%이고 LK형도 40.0%인 것

은 도시, 농촌의 지역적 특성보다는 개별가구의 주요구에

따른 개성적인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Figure 1,

Table 5>.

Table 4.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House

Code
The no. of 

floors

Area

(m2)
Type

Composition of 

LDK

#01 2F 112.38 Square LDK

#02 2F 132.03 Rectangle LK

#03 2F 140.67 Rectangle LK

#04 2F  90.93  type LK

#05 2F 148.03 Rectangle LDK

#06 2F 120.00 Rectangle LDK

#07 2F 123.91 Square LK

#08 2F 111.89  type LK

#09 2F  97.82 Rectangle LK

#10 2F 166.50 Rectangle LDK

#11 2F 108.23 Square LDK

#12 2F  97.19  type LDK

#13 2F 142.14 Rectangle LDK

#14 B1/2F 221.15 Rectangle LDK

#15 2F 150.00  type LDK

Figure 1. Planf Type & Composition of LDK

Table 5. Plan Type & Composition of LDK N(%)

Type
Composition of LDK

LDK LK Total

Square type 2( 22.2) 1( 16.7)  3( 20.0)

Rectangle type 5( 55.6) 3( 50.0)  8( 53.3)

 type 2( 22.2) 2( 33.3)  4( 26.7)

Total 9(100.0) 6(100.0)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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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공간 구성방식은 가족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교육기 이하인 8가구 중 5가구가 LK형으로 구성하

였고, 중고등교육기 이상인 가구는 대부분 LDK형으로 구

성하였다<Table 6>. 자녀가 초등학교기 이하인 경우, 공

적공간 구성방식을 LK 형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식식탁을

사용하지 않고 좌식상을 이용하여 식사하는 경향이 높아

면적이 넓은 거실에서 여유있게 식사를 하기 위한 것으

로 해석된다<Figure 2>.

3) 개별주택의 출입방식

주택의 출입방식은 재래주택의 부엌문과 같은 형태로

출입하는 특징적인 1가구<Figure 3>을 제외하고 현관이

있었으며, 현관의 위치는 2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전

면이었다. 1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마당에서 거실로

출입이 가능했으며 대부분의 가구가 주택 출입방식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현관과 더불어 거실로 직출입하였다. 부

엌으로 직출입도 10가구가 가능했다<Table 7>.

위와 같이 개별주택 평면의 일반적 특성은 평면형태는

방형과 일부 ㄱ자형이었으며, 마당에서 전면 거실로 직출

입하는 방식에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농촌지역은 외부

자연환경이 우수하므로 마당과 직접 연결되는 출입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개별주택 평면의 특징적 공간

개별주택의 특징적인 공간은 평면계획상에 나타나는 방,

부엌·식당·거실, 화장실 등의 일반적 공간 이외의 공

간을 파악하였다. 특징적인 공간을 일상생활공간과 그 이

외의 공간으로 구분해보면, 일상생활공간은 다락, 구들방,

마루, 가족실 등이었으며, 그 이외의 공간은 취미·여가

공간인 서재, 작업실, 다목적실, 생리·위생공간인 외부

화장실 등이 있었다. 주택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 취미·

여가공간이나 생리·위생공간에 대한 계획보다는 일상생

활공간에 대해 계획된 사례가 많았다<Table 8>.

1)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

다락은 2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나타났는데, 마

을의 모든 주택의 바닥면적이 85㎡ 내외의 규모로 정하

였기 때문에 자녀놀이, 물품의 보관, 휴식, 침실, 공부방

등의 용도로 용적율로 계산되지 않는 다락공간의 활용성

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Figure 4, 5>.

온돌방(구들방)은 6가구에서 나타났는데, 대상마을이 자

연친화적 가치의 추구가 개발개념 중 하나여서 나무와 흙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가구가 많고 주변 자연

환경에 많은 잡목들을 장작연료로 사용하는 온돌방을 도

입하였다. 1층의 방 하나를 온돌방으로 계획하여 마당의

아궁이에서 난방하는 방식이다<Figure 6>.

Table 6. Composition of LDK by the Family Life Cycle N(%)

Classification
Under the elementary 

education stage

Above the middle 

education stage
Total

LDK 3(37.5) 6(85.7) 9(60.0)

LK 5(62.5) 1(14.3) 6(40.0)

Total 8(100.0) 7(100.0) 15(100.0)

Figure 2. Lifestyle of LK

Table 7. Type of Access N=15

Classification N

The location of the entrance

Front 13

Side 1

Nothing 1

Direct access to the living room in the yard 14

Direct access to the kitchen in the yard 10

Figure 3. Case of House with Outside Door Resembling

Traditional Type (#02)

Table 8. Special Spaces of Houses Multiple Response (N=15)

Classification N

Space for everyday life

Loft 13

Ondolbang 6

Maru 3

Family room 1

Space for hobbies and

free time

Study room 4

Work room 1

Multi-purpose room 1

Toilet for outdoor activities
Toilet with a door from the 

outsid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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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3가구), 가족실(1가구)은 모두 ‘가족중심’의 주의식

을 가진 가구가 가족 단란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마루를 배치한 가구의 요구는 각각 다르며 모두 개별적

인 기능을 수용하고 있다.

첫 번째로 부엌문을 대문으로 하고 거실과 흙바닥의 주

방 사이에 매개공간으로써 마루를 배치한 사례는 거주자

가 집을 가족의 공간이자 이웃과의 소통의 공간으로 인

지하고 있어 두 기능을 모두 반영하여 거실과 구별되는

마루를 설치 한 것이었다<Figure 7>. 흙바닥<Figure, 8

left>은 거주하면서 마루바닥<Figure 8 right>로 변경하였다.

두 번째는 현관에 인접하여 개방적인 거실로 마루를 배

치한 경우이다. 거주자는 마루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으

며 식당 뒤편으로 가족단란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가족

실로 계획하였다<Figure 9, 11 left>. 세 번째는 전면개방

형 대청을 계획한 것이었다. 대청은 이전에 살던 주택에

서 좋았던 점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대청을 열린 공간형

Figure 4. Case of House with Loft (#12)

Figure 5. Loft

Figure 6. Case of House with Ondolbang (#08)

Figure 7. Case of House with Maru (#02)

Figure 8. Maru

Figure 9. Case of House with Family Room (#10)

Figure 10. Case of House with Workroom & Daecheong with

Open Fron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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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만들어 마을 사람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으

며, 거주하면서 외부에 문을 설치하였다<Figure 10, 11

right>.

2) 취미·여가생활을 위한 공간

거주자들의 취미·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서재(4가

구), 작업실(1가구) 및 다목적실(1가구) 등이 계획되었다.

서재는 남편의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거실과 떨어진 위

치에 별도로 배치하거나 거실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

도록 미닫이문을 설치하였다<Figure 1, 4>.

작업실을 계획한 가구는 대청을 사이에 두고 좌측에 작

업실을 계획하여 일상생활공간과 영역을 구분하였다<Figure

10>.

2층에 다목적실을 구성한 가구는 수련실 및 게스트하우

스의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다목적실은 국선도장

을 운영하는 주부를 위한 수련공간이자 자녀들이나 외부

손님이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서 계획

하였다. 게스트하우스로 이용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외

부계단을 두었으며, 다목적공간 내에 별도의 욕실과 주방

을 계획하였다<Figure 12>.

3) 외부활동을 위한 화장실

마당에서 출입이 가능한 화장실을 실내 화장실과 구분

하여 별도로 설치한 가구는 3가구였는데, 이는 농촌생활

에서 텃밭 가꾸기, 작업 등 외부활동시 편리하게 사용하

기 위해 계획되어졌다<Figure 13>.

V. 요약 및 결론

공동체마을에서 거주자 참여로 주요구가 반영된 단독주

택의 주거개성화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촌형 공동체마을 거주자들은 ‘가족중심의 편안

한 휴식처로서의 집’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웃중심, 자

연친화가 그 다음 순이었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구성과 주의식에 차이가 있었다. 가족생활주기가 자

녀양육 및 교육기에 속해 있는 부부+자녀인 가구는 ‘가

족중심’의 생활이 가능한 집을 원하였다. 반면, 자녀성년

기에 속하는 1인 및 부부의 가족구성 가구는 ‘이웃과 교

류할 수 있는 집’을 생각하고 있어서 차이를 나타냈다.

조사대상 마을조성시 테마가 친환경생태공동체이었고 귀

촌자들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

성되었다. 추진주체도 추구하는 테마를 위하여 정기적인

거주자모임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거주자들

은 가족중심적이면서 이웃과 교류하는 자연친화적인 주거

에 대한 의식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거주자들은 원하

는 집에 맞는 주거공간을 구성하기 위하여 가족이 모이

는 거실, 가족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웃과 교류하

는 공간이 있는 집이 전제되어 있었다. 특히 주거가 이웃

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의식과 이를 위한 공간을 염두

에 둔다는 것은 귀촌자가 도시거주경험이 있지만 도시주

거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둘째, 공동체마을의 주택은 마을건축규정으로 최소한의

Figure 11. Family Room & Daecheong

Figure 12. Case of House with Multi-purpose Room (#05)

Figure 13. Case of House with Toilet Accessible from Madang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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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대한 기준만 정하여서 개별가구의 개성화를 가능

하게 하였다. 주택의 용적률을 한정하였지만 실제 사용면

적을 늘릴 수 있는 다락, 지하실 등의 다양한 방식의 공

간이 적용되었다.

개별주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 많았고 공적 공간구성

방식은 LDK형, LK형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1990

년대 중반이후 농촌지역에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농민과

도시민이 주택을 건축한 문화마을에서 보여지는 전면 3베

이형 평면, L과 DK분리형의 공적공간구성과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 귀촌자들은 농촌지역에 주택을 건축하였지만 농

촌지역의 주택을 참고하기보다는 가족의 주의식, 원하는

생활, 주요구를 반영하고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의 대부분의 주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주택 전

면에서 진입하는 현관과 함께 거실로의 직출입도 가능하

게 구성한 것이다. 마당에서 거실로 직출입하는 방식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마당의 활용이 높은 점, 거실과 전면

테라스를 연결하여 거실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이웃간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는 형식이

기 때문이다.

셋째, 단독주택 공간에서 방, 부엌·식당·거실, 화장

실 등의 일반적 공간 이외의 특징적인 공간들은 일상생

활을 위한 공간인 다락·온돌방(구들방)·마루와 대청, 취

미·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인 서재·작업실·다목적실, 외

부활동을 위한 화장실이 있었다. 다락은 자녀놀이, 휴식,

물품보관 등을 위한 공간으로 대부분의 주택에서 나타났

는데 마을의 용적률의 제한 규정을 지키면서 실제 사용

면적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흙바닥 마감을 하여 장작연료를 사용하는 온돌방, 대청,

마루를 배치한 것은 과거주거에서 경험하여 좋았거나 원

하였던 전통주택의 공간을 현대주택에 접목을 시도한 것

이었다. 장기간 실제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장단점에 대한

거주후평가가 필요하다.

귀촌 거주자들은 취미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재·작

업실·다목적실 공간을 배치하여서 농촌생활에서 여유를

즐기기를 원하였다. 마당에서의 출입이 가능한 화장실은

농촌생활에서 텃밭 가꾸기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어진 것이었다. 귀촌형 공동체 마을의 단독주택의

특징적인 공간은 마당에서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제외하고

자아실현과 같은 상위의 주거욕구를 표현함으로써 개성화

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귀촌형 공동체마을의 주택은 기

존 농촌주택과 다른 개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추진주체

의 마을 테마설정, 마을 조성 초기단계부터 입주까지 지

속적인 거주자 참여, 설계코디네이터의 지속적인 거주자

의견조정 등에 의해 거주자의 주요구를 공간으로 실현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구를 구체

적인 공간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설계코디네이터의 역할

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귀촌자를 위한 주택계획은 가구의 농업·비농업, 가족

생활주기, 공동체마을·비공동체마을, 마을과 주택계획의

거주자 참여정도, 추진주체의 마을특정 테마 설정 여부,

건설업체의 마을개발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요소를 조합하여 주택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앞으로의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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