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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땅콩주택의 평면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최 재 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 윤 지

땅콩주택은 2010년 8월에 1호가 등장하면서 급격히 주거 분야의 관심사로 부상

하였다.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도 비싼 땅값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

들에게 알려지며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겨주었다. 땅콩주택은 목조

주택이고 3억으로 한 달 만에 지을 수 있다는 ‘그’만의 뚜렷한 성격을 지니고 급격

하게 확산되면서 급기야 ‘땅콩주택 열풍’이라 볼 수 있는 현상을 불어왔고, 이는 

‘단독주택 열풍’으로 이어졌다. 땅콩주택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한 것

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이유로 단독주택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으며, 젊은 세대가 단독주택을 직접 짓고 살도록 하였다. 땅콩

주택은 단독주택에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을 주었으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

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주택이다. 

하지만 아직은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아직 그 사례가 많지 않고 땅콩주택에 대한 연구가 없음에 따라 사람들

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면서 섣불리 판단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땅콩주택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본 연구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땅콩주택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건축 계획적 특징 분석과 거주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땅콩주택 사용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땅콩주택이 개선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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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땅콩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다.

“ 한 필지에 집 두 채를 지어 마당을 공유하면서 두 가구가 거주하는 형태의 주택이

다. 두 가구가 토지비용을 분담하고 함께 지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경량목

구조로 지어 공기가 짧은 것이 주요 특징이다.”

땅콩주택의 등장배경은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 단독주택 규제 완화, 다락 층고 

규제 완화, 고가의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기대 등 다섯 가

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땅콩주택의 건축계획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땅콩주택의 평면을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징과 경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에는 동형

과 닮은꼴형의 형태로 많이 지어지다가 점차 이형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획일화된 평면이 아닌, 각자의 생활방식과 요구에 맞는 

집의 형태를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단위주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과 몇몇 사례에서 개별적으로 나타

나는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평면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주택의 재료와 공법적인 

특징에 따른 장단점과 시공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땅콩주택 거주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땅콩주택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땅콩주택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거주자 인

터뷰 결과 거주자들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생활 노출, 

층간 소음, 수납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땅콩주택에 관련된 

법적인 측면의 문제점들을 살펴본 결과 주차장 설치 대수 산정, 다락 설치 기준, 다

가구주택의 맞벽에 관한 규제, 바닥면적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 계획적인 측면과 법

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건축 계획적인 측면의 제안>

- 땅콩주택을 짓기 적절한 필지 : 대지의 세장비에 따라 주택의 세장비와 마당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거주자가 더 선호하는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지의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법 : 두 집의 현관은 분리하고 계단은 외벽에 붙이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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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한다. 두 집 사이의 벽은 맞벽으로 계획하고 침실과 접해 있는 2층 발코니는 

분리한다.

- 공간 활용 방법 : 다용도실처럼 생활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실은 두 가구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택 내부 공간의 면적을 절약할 수 있다. 

- 지붕 형태 : 지붕의 형태는 보통 주택의 세장비에 따라 결정되지만, 만약에 한 

집처럼 보이게 하고 싶으면 측면박공으로 계획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적인 측면의 제안>

- 주차장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두 가구 혹은 세 가구가 함께 사는 다가

구주택은 일정 기준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단독주택과 같은 주차장 설

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특정 시(市)에서는 땅콩주택을 겨냥하여 다락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지역 

조례를 변경하였는데, 「건축법」상의 기준에 따라 다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

역 조례의 변경, 완화가 필요하다.

- 경골목구조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맞벽)은 내화 성능과 차음 성능이 우수한 

엇갈린 스터드 벽체 또는 이중 스터드 벽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처럼 안목치수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 사항들을 바탕으로 땅콩주택이 질적으로 더 개선되고 사람들의 여

러 가지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많은 대안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다면, 향후

에도 우리나라에서 지속할 수 있는 주거유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

로의 후속 연구를 통하여 땅콩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들을 기대해 본다.

주요어 : 땅콩주택, 건축 계획적 특징, 평면 유형, 사용 현황, 거주자 인터뷰, 법

  적 문제점

학  번 : 2010-2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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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주거상은 무엇일까? 재산증식수단에 가까웠던 집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더 이상 집은 사는(買, Buying) 것이 아닌 사는(住, 

Living) 곳이라고 얘기한다.1) 삶의 질이 높아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

가 향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테크의 수단으로 전락한 아파트의 매매시장이 침

체되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땅콩주택은 2010년 8월에 1호가 등장하면서 급격히 주거 분야의 관심사로 부상

했다.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도 비싼 땅값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에게 알려지며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겨주었다. 땅콩주택은 목조주

택이고 3억으로 한 달 만에 지을 수 있다는 ‘그’만의 뚜렷한 성격을 지니고 급격하

게 확산되면서 급기야 ‘땅콩주택 열풍’이라 볼 수 있는 현상을 불어왔고, 이는 ‘단

독주택 열풍’으로 이어졌다.2) 땅콩주택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는 30~40대 젊은 세

대의 의식을 새롭게 바꿔놓은 것이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서 마당에 뛰어놀

아야 할 때 단독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을 

짓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비용, 시간 등이 드는 문제를 젊은 세대가 목표로 할 수 있

는 3억이라는 금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땅콩주택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한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직은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땅콩주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땅콩주택 창시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직 그 사례가 많지 않고 땅콩주택에 대한 연구가 없

음에 따라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면서 섣불리 판단을 하게 

1)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는 SH공사의 장기 전세주택 ‘SHIFT'의 광고 카피이다. 'SHIFT'는 

서울시 주변 전세 시세의 80%이하의 가격으로 20년 동안 전세 형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서울시는 이 

정책을 통해 주택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계기를 마련했다.

2) ‘땅콩주택 열풍’ : ‘땅콩집, 땅콩밭 (광장건축)‘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duplexhome) 의 회원 수

는 5만 명을 넘었으며, 『땅부터 인테리어까지 3억으로 두 남자의 집짓기』는 3만 부 이상 판매되며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각종 기사에서도 ’땅콩주택 열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독주택 열풍’ : 실제로 단독주택 용지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다. LH에 따르면 2008년 2884필지 수

준이던 단독주택용지 판매량은 2009년 5203필지, 2010년 5644필지, 2011년 6833필지 등으로 해마다 급

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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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에 따라 땅콩주택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땅콩주택은 새로운 주거 형식의 모색이 절실한 우리의 현실에 새로운 대안을 제

시해주는 집이며 향후 국내 주거시장에서 주요한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땅콩주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거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1.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땅콩주택의 건축계획적인 특성에 관

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땅콩주택의 평면을 분석하여 유형을 분

류하고, 각 유형별 특징과 경향을 파악한다. 유형의 경향 파악을 통하여 거주자들

의 성향과 요구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위주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특징과 몇몇 사례에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평면적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땅콩주택은 경량목구조로 지어지는데, 이러한 재료와 공

법적인 특징에 따른 장단점과 시공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땅콩주택 거주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용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주거에서는 평면과 재료의 특징에 따

른 장단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 땅콩주택 거주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

하여 땅콩주택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땅콩주택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또한 

땅콩주택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한 건축 계획적 특징과 거주자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밝힌 

땅콩주택의 문제점들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땅콩주택의 질적 향상을 꾀할 방안

을 제시한다. 땅콩주택이 개선 및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들을 계획적인 측면과 법적

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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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배경에서 밝혔듯이 땅콩주택은 ‘그’만의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확산되었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듀플렉스 하우스는 제외하고 ‘땅콩주택’으로 진행된 

사례들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그에 따라 땅콩주택 1호를 설계한 ‘ㄱ건축사사

무소’에서 계획된 사례들로 한정하며 두 가구가 함께 사는 땅콩주택만 대상으로 한

다. 땅콩주택은 단지 형태로 조성되는 땅콩밭의 형태로 계획되기도 하는데 땅콩밭

은 ‘마을 만들기’의 개념이 도입되어 함께 사는 두 집 간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땅콩밭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땅콩주택과는 성격

이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시킨다. 

위와 같이 연구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약 30호의 대상으로 좁혀진다. 하지만 이 

중 평면확보가 가능한 땅콩주택은 25호이며, 이에 따라 3장의 평면분석은 25호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인터뷰는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함에 따라 대상 범위는 수도권 내에 위치한 

땅콩주택으로 한정지었으며, 2012년 2월까지 두 가구 모두 입주가 완료된 땅콩주

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땅콩주택은 두 가구가 같이 사는 주택이므로 가능한 한 두 가구의 인터뷰를 모두 

진행하려 하였으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한 가구만 인터뷰를 하여서 9호의 땅

콩주택, 14가구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3장에서 분류한 땅콩

주택의 유형별로는 동형 4호(7가구), 닮은꼴형 2호(3가구), 이형 2호(3가구), 수직

분리형 1호(1가구)로 모든 유형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1.2.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땅콩주택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음에 따라 본 연구의 2장에서는 땅콩주택에 대한  

고찰을 한다. 땅콩주택의 정의를 내리고 등장배경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땅콩주택의 객관적인 특징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고 현황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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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땅콩주택의 건축계획적인 특징을 분석한다. 땅콩주택의 평면적인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사례의 배치도 및 1, 2, 3(다락)층 평면도를 분석하여 배

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징과 경향을 파악한다. 또한 단위주호의 평면을 

대상으로 하여 평면적인 특징을 공통적인 요소와 몇몇 사례에서만 나타나는 개별

적인 요소로 나누어 분석한다. 땅콩주택의 재료, 공법적인 특징 분석은 먼저 경량

목구조의 장점과 단점들을 살펴본 후, 경량목구조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건축가와

의 인터뷰를 통하여 땅콩주택 시공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본다.  

4장에서는 땅콩주택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땅콩주택은 아직 

그 사례가 많지 않고,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하려면 설문조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거주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미리 준비한 문항을 바탕으

로 진행하였다. 12가구는 거주자와 직접 만나서 진행하였고, 1가구는 전화 인터뷰

로 진행하였고, 1가구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여서 총 14가구의 거

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거주자 인터뷰는 실제로 주택 공간의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직접 땅콩주택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하지만 

거주자가 집 내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몇 사례에 한해서는 외부에서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땅콩주택의 특성을 파악하고 거주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땅콩주택

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법적 문제점들을 도출한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분석한 특징과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땅콩주택이 개선

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 한다. 제안은 계획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의 

제안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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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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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땅콩주택의 정의

땅콩주택은 기존의 듀플렉스 하우스(duplex house)또는 세미디태치트 하우스

(semidetached house)처럼 맞벽 형태의 집 두 채를 짓는 것이지만, 이들과는 차별

화된 성격을 지니고 국내에서 등장한 유형이기에 구별하여 ‘땅콩주택’이라는 용어

로 호명한다.

국내에서는 듀플렉스 하우스가 땅콩주택 또는 땅콩집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음에 따라 아직 땅콩주택에 관하여 학술적으로 발표된 선행 연구가 없

으며, 학술적으로 땅콩주택에 대한 정의도 없는 상태이다. 그에 따라 각종 포털 사

이트와 신문 기사 등에 쓰이는 땅콩주택의 정의도 제각각이다. ‘N포털 사이트’에서

는 땅콩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3) 

• 땅콩주택은 한 개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형태의 집을 말한다. 두 집

이 벽을 맞닿아 붙어있는 형태가 땅콩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미국에

서는 듀플렉스 홈(Duplex home)으로 불린다.

• 단독주택과 소형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한 개 필지에 2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모습이 땅콩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

땅콩집, 땅콩주택이라는 용어를 쓰며 땅콩주택만의 개념으로 가장 먼저 주택을 

지은 ‘ㄱ건축사사무소‘에서는 땅콩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4)

• 한 필지에 맞벽 형태의 집 두 채를 지어 마당을 공유하면서 두 가구가 거주하

는 형태로, 중산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

계한 단독주택

또 한편으로 땅콩집 1호를 지은 후 땅콩집을 짓게 된 배경과 설계과정, 시공과정 

등을 설명한 책에서는 땅콩주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5) 

3) http://terms.naver.com, 검색어: 땅콩주택 (출처: 매일경제, 시사상식사전)

4)‘ 땅콩집, 땅콩밭 (광장건축)’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duplexhome

5) 이현욱, 구본준, 『땅부터 인테리어까지 3억으로 두 남자의 집짓기』, 마티, 2011,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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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집은 한 필지에 두 집이 사는 집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땅콩처럼 작은 집’

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렇듯 땅콩주택에 대한 정의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의의 혼돈을 없애기 위하여 땅콩주택에 관한 평

면적인 분석과 실 거주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땅콩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 한 필지에 집 두 채를 지어 마당을 공유하면서 두 가구가 거주하는 형태의 주택이

다. 두 가구가 토지비용을 분담하고 함께 지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경량목

구조로 지어 공기가 짧은 것이 주요 특징이다.”

 

2.2. 땅콩주택의 등장 배경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등장하고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저층주택의 공급은 외면되

어 왔다. 1980년대 초에 저층집합주거가 ‘빌라’, ‘타운하우스’ 등의 명칭으로 일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붐을 형성하였지만,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저층 개발의 

노력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러한 고급 저층주거단지 외에, 여러 세대가 

한 채의 주택에 함께 모여 사는 주거유형이 ‘다세대주택’의 형태로 등장하면서 상

당수 도시민의 주거유형이 되었지만 이러한 주택유형은 불법적으로 생산되면서 단

독주택지의 주거환경 악화가 문제로 떠올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친환경, 웰빙, 

로하스(LOHAS) 등의 용어의 등장과 함께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장점과 단독주택의 

장점이 조화된 저층고밀의 주거단지 개발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저층고밀의 

주거단지 또한 고급화된 주거단지로 계획되어 여러 계층에 수용되지 못하면서 그 

인기가 잠잠해 졌다. 

이러한 주거사의 흐름 속에 땅콩주택은 최근 주거의 다양화, 소형화 등 거주자들

의 여러 가지 요구를 수용하는 주거유형으로 등장하였다. 아파트처럼 획일화된 평

면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직접 건축가를 만나서 집을 설계하면서 개

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소형화된 단독주택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요구를 충

족시키고 있다.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던 우리나라에 땅콩주택이 등장하게 된 배

경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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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

아파트는 우리나라에 1930년대에 처음으로 일본인들에 의하여 등장하였다. 그 

후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가 생겨났다. 1960년대에 주택

난 해소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하에 급속하게 지어지면서 우리나라 주거

의 주된 양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택시장의 주류가 되었다. 한국의 아파트는 도시 

중산층의 주거공간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았고, 아파트가 가격으로 평가되는 상품이 

되면서 재테크의 수단이 되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999년

부터 2009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9.7%(전국 평균 7.2%) 상승하였다.6)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주류이자, 재테크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아

파트가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하락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매매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의 전세가격

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2008.2.29.부터  

2012.2.10까지 최근 4년 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평균 

24.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7) 지역별로는 서울 26.1%, 경기 24.4%, 신도시 

23.1%, 인천 13.6% 순이다. 서울의 주택 평형별 평균 상승률은 전용면적 65㎡ 이

하가 41.3% 올랐고 66~95㎡는 32.5%, 99~128㎡ 26.8%, 132~161㎡ 18.9%, 

165~195㎡ 13.5%, 198㎡ 이상은 10.1%가 각각 올라 크기가 작을수록 전셋값이 

많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 전세가격으로 본인 소유의 집

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2.2.2. 단독주택 규제 완화

정부는 2011년 5월 1일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5.1 부동

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였다.8) 택지개발지구

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이 완화되고 가구 수 규제가 폐지되었다. 신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제한 완화 (블록형 : 2→3층, 1가구

→폐지/ 점포겸용 : 3→4층, 3가구→폐지)할 수 있게 되었고, 기 준공된 지구(신도

6) 현대경제연구원,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과 시사점』, 2010.03.09

7) 닥터아파트, http://www.drapt.com, 2012.02.12

8)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2011.05.0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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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증축을 

허용(3→4층)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단독주택에 가구 수 규제가 폐지되면서 땅콩주

택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현황을 조사

한 결과(2012년 2월 말 기준) 총 158개 대상사업 지구 중 36개 지구에서 지구단

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이 변경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5.1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6개 지구 내 단독주택의 총 가구 수는 변경 전 약 5만2700가구였으

나, 변경 후에는 약 8만6000가구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약 3만3300가구

(63%)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3개, 충북 11개, 

대구 3개, 충남・경남・인천 각 2개 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분

석되었다.9)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증가하면 단독주택 가구 수

가 더 증가됨에 따라 땅콩주택도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2.3. 다락 층고 규제 완화

「건축법」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다락의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경우에

는 층고가 1.8m 이하면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10) 이는 2005년 7월 

18일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된 것으로, 그 전에는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았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_ 제1항 제3호. 바닥면적 

라.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

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2-1] 「건축법」에 따른 다락 층고에 관한 항목

다락의 층고, 즉 평균 높이를 1.8m까지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다락에 실제로 거주

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땅콩집을 3층으로 지을 경우 1, 2층은 바

닥면적에 산정되고 3층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정되지 않게 되면서 등기상 바닥면적

보다 1.5배 넓은 실 면적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주택법」에서는 단

9)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2012.04.22 발표

10) 층고 산정방법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

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층고가 1.8m까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성인 남자도 서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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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택의 규모를 1호당 3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정되지 않음으로써 두 가구를 지어도 한 가구당 실 면적을 165㎡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 땅콩주택의 지붕이 모두 경사진 형태를 띄게 된 이유도 이러한 건축법규

에 따른 것이다. 

2.2.4. 고가의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상적인 주택유형 설문 결과 단독주택을 51.6%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조사에서는 현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일

수록, 저소득층일수록,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자일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이하의 연령에서는 단독주택은 23.3%, 아파트가 

55%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지만, 40대~50대에서는 단독주택은 

46.2%, 아파트는 36.4%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8월에 신한은행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향후에는 아파트보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이 선호될 것으로 전망되었다.12)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주된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실제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은 대형 평형, 고가의 주택으로 공

급됨에 따라 중소형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단독주택

을 짓고 싶어도 비싼 땅값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땅콩주택은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구가 함께 지어 토지비용을 공동분담 하고 주택규

모를 작게 지어 건설비용을 줄이고, 단열 기능을 강화하여 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장점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3~4억에 집을 지을 수 있

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2.2.5.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기대

아파트에서는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시된다. 아파트의 폐쇄적인 단지환경

과 개인위주의 생활은 이웃 간의 단절을 가져오면서 공동체적인 삶이 사라졌다. 특

히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는 이웃 주민 간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이웃 

11) 국토연구원,「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시장의 구조적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2009

12) 신한은행이 20대 이상 고객 1909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 전망과 투자의행, 부동산 정책 등을 설문조사

한 결과, 2011. 08. 07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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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불화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 간의 교류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동도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코하우징(Co-housing)을 만들며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한 주거단지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찾아볼 수 있다.13) 이웃 간

의 교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40여년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

렸던 것들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시 찾고 있는 것이다. 땅콩주택

은 두 가구가 함께 집을 짓고, 함께 삶으로써 ‘특별한 이웃’이 생기기 때문에 이웃 

간의 활발한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땅콩주택이 

여러 채 모여서 단지 형태로 조성되는 땅콩밭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

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고, 서로 인사하고 웃으며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살 수 있

는 환경을 찾아가며 만들어가고 있다.

2.3. 땅콩주택의 성격과 현황

2.3.1. 특징과 그에 따른 장단점

기존의 단독주택은 비싸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땅콩주택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발상에서 시

작한 주택이다. 단독주택이 비싼 이유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토지 가격을 낮추

기 위하여 공동 소유를 통하여 토지비용을 절감한다. 그에 따라 3~4억에 집을 지

을 수 있다. 3억이라는 금액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꿈꿀 수 있는 현실적인 규모의 

금액으로, 직장생활을 꾸준히 10년 정도 하였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액수다. 

땅콩주택의 주 수요층은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젊은 부부다. 이들은 자녀들 

나이가 어려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할 때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

어놀지 못하여서 땅콩주택이 가지는 마당이 부각되기도 한다. 또한 나중에 부모가 

나이 들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 단독주택에 살아야 한

다고 느낀다.

13) 코하우징 : 여러 세대의 개인주택과 공동체 시설, 옥외공간과 같은 부가적인 공동시설을 갖추고 공동생활 

영위를 위해 가는 주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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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땅콩주택 형성 배경 

땅콩주택의 주요 원칙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

만 최소한으로’ 있는 집이다. 집에서 실생활을 하는데 필요 없는 공간은 다 없애버

렸다. 단독주택에서 창고로 쓰거나 쓰지 않게 되는 지하실을 파지 않음으로 하여 

공사비도 함께 절약하게 된다. 주택의 면적이 넓을수록 공사비도 많이 들고, 살면

서 관리비,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는 점에 주목하여 작은 집으로 지으라고 한다.  

땅콩주택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공사 시간이다. 공사 시간이 중요하게 여겨진 

이유도 돈의 흐름과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갖

고 살지 않고,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거나 전세를 빼야 목돈을 가질 수 있다. 새

로 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공사를 착수할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

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보통은 집을 지으면 집을 지을 동안 살던 

집에서 나와 임시 거처에서 생활을 한다. 하지만 땅콩주택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한 달이라는 공사 시간을 제시하였다. 집을 팔거나 전셋집의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예정일 1개월 전에 공사를 착수하여, 먼저 계약금을 받아서 시공

업체에 계약금으로 주고, 한 달 뒤 집이 완성되면 원래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나머

지 잔금을 받아서 공사대금 지불을 마치면 된다. 한 달 만에 공사를 하는 순서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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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공사 : 먼저 땅을 평탄하게 만든 다음 콘크리트 기초 설치(이 기간 동안 공장에

서 나무로 구조체 제작). 작업기간 3일

2. 골조공사 : 공장에서 만든 나무 구조체를 현장으로 가져와서 조립. 2층에 다락방을 

올릴 경우 작업기간 5일

3. 외벽공사 : 나무 구조체 외벽에 방수지를 씌우고, 창문을 다는 사이 내부에서는 전

기 설비공사 진행. 작업기간 3일

4. 바닥온돌공사 : 온돌을 깔고 바닥 모르타르가 굳는 동안 외벽 공사 마무리. 작업기

간 2일

5. 단열공사 : 40㎝ 간격인 나무 기둥 사이와 천장에 단열재 넣음. 작업기간 1일

6. 인테리어 : 단열재를 나무 기둥 사이에 넣어서 벽을 채우면 그 위에 석고보드를 덮

어 그 위에 벽지를 도배하고, 온돌공사가 끝난 바닥에는 마루 공사. 화장실 공사까지 

포함해서 작업기간 4일

7. 가구공사 : 붙박이장과 주방 싱크대 설치. 작업기간 1~2일

8. 현장 정리 : 마당에 나무 심고 잔디 깔고 건물 청소. 작업기간 1일

이렇게 계획대로 하면 20~22일이 걸리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여 4주, 

28일이면 목조주택을 완성할 수 있다. 

땅콩주택은 이렇듯 두 가구가 함께 짓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며, 목조주택으로 짓

고, 주 수요층은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젊은 부부라는 특징이 있다. 다음은 땅

콩주택의 이러한 특징에 따른 장점과 단점들이다.

(1) 장점

땅콩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다. 공동 소유를 통하여 땅 구입 비용

이 절감됨에 따라 집을 짓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토지비용이 줄어들게 된

다. 또한 집은 두 채를 짓지만 마당은 전체를 공유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넓은 마

당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두 가구가 함께 집을 짓고 삶으로써 특별한 

이웃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 

목조주택으로 지음으로써 가지는 장점들도 많다. 목조주택은 구조체가 되는 나무

가 축열성을 가짐으로써 그 자체로 단열재 성분이 되어 단열성능이 뛰어나다. 또한 

목조주택은 공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비와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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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주택은 두 가구가 아파트처럼 위, 아래 세대로 나뉘지 않고 맞벽을 사이에 

두고 수평적으로 분리되어 나란히 지어짐으로써 세대 간의 소음 문제가 없다는 장

점도 있다.  

(2) 단점

땅콩주택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장점과 달리, 단점들도 있다. 가장 큰 장점이 공

동 소유를 통한 가격 경쟁력이었는데, 반면 공동 소유를 통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

약이 따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땅콩주택은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가구별 구

분 등기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토지는 경계를 명확히 정하여 지분등기를 할 수 있으

며, 이런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 

마당 전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마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싶으면 옆집과 상의

를 해야 하고, 마당 전체를 개인의 취향대로 꾸밀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두 가

구가 함께 마당을 공유하고 삶으로써 사생활이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웃과 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편할 수 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땅콩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주로 수도권 외곽지의 토지를 

구입한다. 이는 땅콩주택의 분포현황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수도권 외

곽지에 입지함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출・퇴근 시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시간이 오

래 걸리는 등의 단점이 따를 수 있다. 

또한 땅콩주택은 주로 다락을 포함하여 3층으로 지어짐에 따라 집 내부에 계단

을 통한 동선이 길어지는데, 이에 따라 계단이 불편한 노년층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는 단점이 있다.

14) 이러한 재료와 공법적인 특징에 따른 장단점은 본 연구의 3.3절에서 다시 자세하게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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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땅콩주택의 특징에 따른 장・단점 

2.3.2. 현황과 분포

땅콩주택 1호의 등장을 시작으로 땅콩주택은 활발하게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두 

친구가 함께 지은 땅콩주택 1호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동백지구)에 221.10㎡의 

대지에 3층 규모로(지상2층, 다락) 지어졌다. 건축면적은 113.82㎡, 연면적은

206.20㎡이며, 다락방 면적까지 하면 한 가구의 면적은 159㎡이다. 설계는 2010

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하였으며, 시공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

지 약 한 달이 걸렸다. 집을 짓는데 드는 비용은 땅값 3억 6,000만원, 건축비 3억 

2,000만원, 설계비, 등록세 등 다 합하여 총 7억 3,350만원이 들어서 1가구 당 3

억 6,675만원이 들었다.15) 

15) 출처 : 이현욱, 구본준, 『땅부터 인테리어까지 3억으로 두 남자의 집짓기』, 마티, 2011



땅콩주택의 평면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18

[그림 2-3] 땅콩주택 1호 

땅콩주택 1호를 설계한 ‘ㄱ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땅콩주택의 경우, 

초반에는 두 가구가 함께 사는 땅콩주택의 계획이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점점 단독

주택의 형태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땅콩주택은 약 30호 

정도가 있다. 땅콩주택이 여러 채 모여서 단지 형태로 조성되는 땅콩밭은 약 10개 

단지가 완공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는 ‘ㄱ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땅콩주택의 현황이며, 이 외에 다른 건축가들에 의하여 땅콩주택들이 많이 계

획되고 있다.

땅콩주택의 분포 현황은 다음 [그림 2-4]과 같으며, 주로 수도권 외곽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는 집을 짓는 비용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토지비용 때문이다. 땅콩주택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짓는 건축주

들이 많음에 따라 수도권 외곽 쪽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외에도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의 발달로, 건축주들이 집을 지을 때 인터넷을 통하여 건축가와 소통하는 것

이 가능해짐에 따라 ‘ㄱ건축사사무소가’ 서울에 위치해 있어도 건축주와 건축가 간

의 교류가 일어남에 따른 것이다.

항목 총 비용(원) 1집 당 비용(원)

총 공사비용 3억 2,000만 1억 6,000만

땅값 3억 6,000만 1억 8,000만

마당토목+조경 900만 450만

인입비 450만 225만

설계비 2,000만 1,000만

건물 및 토지 

취득세, 등록세
2,000만 1,000만

총 합 7억 3,350만 3억 6,675만

[표 2-2] 땅콩주택 1호 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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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땅콩주택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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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땅콩주택의 건축 계획적 특징 분석

3.1. 땅콩주택의 평면 배치 유형 분류

3.1.1. 동형

3.1.2. 닮은꼴형

3.1.3. 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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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땅콩주택 1호 평면도, 왼쪽에서부터 1층, 2층, 3층(다락) 

3장에서는 땅콩주택의 건축 계획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땅콩주택 사

례들을 평면 배치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징과 경향을 살펴

보고, 평면을 분석하여 땅콩주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

한다. 그리고 땅콩주택의 재료, 공법적인 특징을 살펴본다. 먼저 경량목구조의 특징

을 살펴본 후 땅콩주택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3.1. 땅콩주택의 평면 배치 유형 분류

땅콩주택 1호는 두 집의 평면이 거의 동일하며 병렬형으로 배치되어있다. 대지의 

형태에 의하여 왼쪽집의 모서리가 일부 잘려나간 점을 빼면 두 집의 평면은 동일하

다. 1호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짐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콩주택이라면 두 

집의 평면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땅콩주택의 사례

들을 분석해보면 평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땅콩주택 25개 사례의 평면을 분석하여 평면 배치 유형을 두 가

구의 평면 형태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동형 : 두 집의 평면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닮은꼴형 : 두 집의 가로, 세로 치수는 동일하나 내부 구조가 일부 다르거나(계단, 화

장실의 위치 등), 대지의 형태에 의하여 한 집이 일부 잘려나간 경우

이형 : 두 집의 평면과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경우

수직분리형 : 두 집이 수직으로 분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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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병렬형, 대칭형 

동형과 닮은꼴형, 이형은 모두 땅콩집이 수평적으로 배치된 유형들이다. 수직분

리형은 두 집 또는 세 집이 수직적으로 분리가 되어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들 세 가

지 유형에 모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따로 분리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유형은 두 집의 평면의 배치와 현관 위치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두 집의 평면의 배치에 따라 : 병렬형, 대칭형

현관의 위치에 따라 : 현관 분리형, 현관 인접형

세부적인 분류에서 병렬형과 대칭형은 두 집의 평면이 동일하거나 비슷할 경우

에만 해당되는 유형임에 따라 동형과 닮은꼴형에만 적용되며, 이형과 수직분리형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관 분리형과 현관 인접형은 두 가구가 수평적으로 배치된 

동형, 닮은꼴형, 이형에만 적용되며, 두 가구가 수직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수직분리형은 2가구형과 3가구형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사례는 두 집이 맞벽 형태로 지어지지만, 아주 드문 사례에서는 두 집

이 분리되어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토지 면적에 여유가 있는 사례에만 나타

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은 ‘두 집 분리형’으로 

분류한다. 

위의 유형 분류에 의하면 땅콩주택 1호의 경우 두 집의 가로, 세로 치수는 동일

하지만 대지의 형태에 의하여 한 집이 일부 잘려나갔으며, 두 집이 병렬형으로 배

치됨에 따라 닮은꼴형 중의 병렬형에 해당한다. 위의 유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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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유형 동형 닮은꼴형

병렬형

-

대칭형

현관 분리형

현관 인접형

두 집 분리형

-

배치 유형 이형 배치 유형 수직분리형

현관 분리형

2가구형

현관 인접형 3가구형

[표 3-1] 땅콩주택의 평면 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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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동형 평면도 (1층 평면도) 

3.1.1. 동형

동형은 두 집의 평면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로서 다음 [표 3-2]와 같은 유형이 

있다.16) 병렬형의 사례는 없으며, 모두 대칭형으로 계획되었고, 특히 현관 분리형

의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는 계단을 집의 외벽으로 배치함에 따라 

현관도 함께 외곽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두 가구가 함께 살더라도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현관 인접형으로 계획된 사례는 가족(자매)이 같이 

사는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두 집 분리형은 드문 사례로써, 이는 대지 면적에 여

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함에 따라, 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 외의 지역

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형은 땅콩주택 초기의 사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땅콩주택 1호의 

사례를 바탕으로 집을 지음에 따라 두 집의 평면이 같아야 한다는 생각에 의한 현

상으로 간주된다. 또한 대지의 형태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일 경우에 똑같은 네모 

평면을 가진 동형으로 계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6) 평면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두 집 평면의 가로, 세로 치수가 동일하며 집 내부의 구조(계단, 현관, 화장실, 

부엌 등의 위치)가 동일한 것이다. 구조는 동일한데 방의 구획만 다르게 된 사례(예 : 한 집에는 방이 두 개

로 구획되어있고, 다른 한 집에는 두 개의 방 사이의 벽을 없애 하나의 방으로 구획한 사례)도 동형으로 간

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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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유형 동형

병렬형

-

대

칭

형

현관 분리형

 

  

            

현관 인접형

  

두 집 분리형

 

[표 3-2] 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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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땅콩주택 1호 1층 평면도 

[그림 3-5] 닮은꼴형 평면도 (1층 평면도) 

3.1.2. 닮은꼴형

닮은꼴형은 두 집의 가로, 세로 치수는 동일하나 내부 구조가 일부 다르거나(계

단, 화장실의 위치  등) 대지의 형태에 의하여 한 집이 일부 잘려나간 경우로서 다

음 [표 3-3]과 같은 유형이 있다. 병렬형은 땅콩주택 1호의 사례 하나만 있으며, 

이 이후의 주택은 모두 대칭형으로 계획되었다. 땅콩주택 1호가 병렬형으로 계획되

면서 왼쪽 집의 계단이 맞벽 부분에 붙게 되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울림이 옆

집(오른쪽 집)에 들리는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1호 이후의 땅콩주택은 

계단을 외벽으로 붙이면서 대칭형으로 계획되었다고 한다.17) 이에 따라 현관분리

형으로 계획된 사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닮은꼴형은 동형과 마찬가지로 땅콩주택 초기의 사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지의 형태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일 경우에 많이 계획된다. 

17) 땅콩주택이 대칭형으로 계획되는 이유는 본 연구의 거주자 인터뷰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이다.

    외벽이라 함은 맞벽 이외의 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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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유형 닮은꼴형

병렬형

    

대

칭

형

현관 분리형

    

현관 인접형

두 집 분리형

-

[표 3-3] 닮은꼴형 

[그림 3-5]에 첫 번째(왼쪽) 평면도는 두 집의 가로, 세로 치수는 동일하지만 현

관의 크기, 계단의 형태와 위치, 화장실의 크기와 위치, 다용도실, 주방 등 내부 구

조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주택의 평형은 동일하지만, 각각 건축주의 취향

과 선호에 따라 다르게 설계가 된 것이다. 두 번째(오른쪽) 평면도는 두 집의 가로, 

세로 치수와 내부 평면은 동일하지만 오른쪽 집이 대지의 형태와 건축 한계선에 의

하여 사선으로 잘려나갔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닮은꼴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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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이형 평면도 (1층 평면도) 

3.1.3. 이형

이형은 두 집의 평면과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경우로 다음 [표 3-4]와 같은 유형

이 있으며, 현관 분리형과 현관 인접형의 사례가 모두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초기

의 사례들은 대지 형태가 부정형일 경우에 이형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후기(최

근)의 사례들은 대지 형태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인 경우에도 이형으로 계획되는 사

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집의 평면이 같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제거됨

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18) 또 두 가구가 함께 땅콩주택을 짓더라도 공사비를 

똑같은 비율로 분담해야하는 것이 아님에 따라, 각자의 여건에 맞게 한집은 조금 

더 크게, 한집은 조금 더 작게 짓는 사례도 등장하였다.

이형의 사례들은 두 집의 형태가 달라도 같은 면적으로 계획되는 사례들과, 형태

와 면적 모두가 다르게 계획되는 사례들로 나타나는데, 후자의 사례가 더 많은 것

을 볼 수 있다. 

18) 두 집의 평면이 같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제거된 것은 거주자 인터뷰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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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유형 이형

현관 분리형

       

     

 

현관 인접형

     

      

[표 3-4] 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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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유형 수직분리형

2가구형

      

3가구형

  

[표 3-5] 수직분리형 

3.1.4. 수직분리형

수직분리형은 두 집이 수직으로 분리된 경우로 다음 [표 3-5]와 같으며 매우 드

물게 나타나고 있는 유형이다. 원래 땅콩주택은 두 집이 수평적으로 분리되어 사이

에 맞벽을 두고 지음으로써 두 집 간의 소음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직분리형

으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두 가구가 위, 아래로 나뉨에 따라 목조주택의 특성 상 층

별 울림에 따른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가구를 위, 아래로 나누어 

계단의 사용이 불편한 노년층이 1층에 거주하면 계단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수직분리형은 2가구가 함께 사는 유형과 3가구가 함께 사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

다. 2가구가 함께 사는 사례는 1층에 한 가구가 살고, 2층과 3층(다락)에 다른 한 

가구가 산다. 1층 전체를 한 가구가 사용함으로써 한 층에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층에 거주하는 세대는 다락 공간이 없다는 단점이 있으

며, 2, 3층에 사는 세대는 1층의 마당과 바로 접해 있지 않음에 따라 마당을 사용

하는데 동선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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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수직분리형 2가구형 평면도, 왼쪽에서부터 1층, 2층, 3층(다락) 

[그림 3-8] 수직분리형 3가구형 평면도, 왼쪽에서부터 1층, 2층, 3층(다락) 

3가구가 함께 사는 유형은 기존의 땅콩주택처럼 수평적으로 분리가 되어 한쪽은 

한 가구가 1, 2, 3층 전체를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1층에 한 가구가 살고 2층과 3

층에 다른 가구가 살도록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3 가구의 바닥 면적이 모두 다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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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땅콩주택의 평면적 특징

땅콩주택의 평면 특징 분석은 2012년 4월까지 완공되었거나 설계안이 나온 25

호, 즉 50가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19) 평면 분석에서 수직분리형 땅콩주택

은 땅콩주택의 주요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제외하였다.20) 평면적인 특징

은 모든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와 일부 사례에서만 나타나는 개별적

인 요소로 나누어 설명한다.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땅콩주택의 면적 구성과 비율, 

층 구성, 층별 실 구성, 세장비, 지붕 형태, 두 가구 사이의 벽(맞벽) 등이 있다. 개

별적인 특징으로는 2층 발코니의 사용, 두 가구 내부 평면의 연결과 공유, 2층과 3

층(다락) 사이의 계단 등에 관한 항목이 있다.

3.2.1. 공통적인 특징

(1) 면적 구성과 비율

땅콩주택의 사례들의 면적을 조사해본 결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대지면적이 수

도권 지역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만 건축면적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넓게 나타나

고 있다.21) 수도권 내에 분포하고 있는 땅콩주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

권 내의 땅콩주택은 대부분 교통, 학교, 공원, 생활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진 택

지지구에 들어서고 있다. 많이 들어서는 지역으로는 용인 동백, 성남 판교, 화성 동

탄, 광명 소하 등이 있으며, 대지 면적은 최소 211.0㎡부터 최대 271.1㎡로 평균 

236.7㎡(약 71.6평)으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일 경우 건

폐율은 50%이하, 용적률은 50%이상 100%이하를 적용받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

역일 경우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100%이상 200%이하를 적용받는다. 대부

분의 땅콩주택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건폐율이 50%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19) 땅콩주택 사례 25호를 분석함에 따라, 가구 수는 50가구이다. 25개 사례 중에 20개의 사례는 완공되었고, 

5개 사례는 설계단계까지 진행되었다. 

20) 주요 특징이라 하면, 두 가구가 수평적으로 분리되어 두 집 사이에 맞벽이 있으며, 다락을 포함하여 3층으

로 지어지는 것 등이 있다.

21) 수도권 외 지역의 대지면적은 가장 작은 사례는 209.9㎡, 가장 큰 사례는 1983.0㎡로 평균 848.2㎡이고, 

건축면적은 가장 작은 사례는 98.3㎡, 가장 큰 사례는 142.6㎡로 평균 123.3㎡이다.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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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주택의 건축면적은 최소 90.4㎡, 최대 132.4㎡, 평균 103.7㎡임에 따라 한 

가구의 건축면적은 평균 51.9㎡, 약 15.7평이다. 이에 따라 3층으로 지을 경우 한 

가구당 155.7㎡, 약47.1평의 면적이 나온다.

평균 236.7㎡의 대지에서 103.7㎡의 건축면적을 빼면 133.0㎡의 대지가 남는

다. 하지만 대지경계선에서 일정한 이격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짓고, 남는 대지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나면 실제로 마당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평균 86.6㎡, 약 26.2

평이 남는다. 다음 [그림 3-9]의 사례도 대지면적 226.2㎡에서 건축면적 97.2㎡을 

빼면 129.0㎡의 면적이 남지만 주차장을 구획하면, 실제로 집 앞에 마당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면적은 약 69.3㎡만 남는다. 땅콩주택의 장점으로 넓은 마당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차장 때문에 마당의 면적이 작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9] 대지 활용 사례

집 앞에 주차장을 구획하면 

실제로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안 남는다.

다음 [표 3-6]은 수도권 내 땅콩주택 사례들의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건폐율, 대

지 내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면적, 대지 내의 주차장 구획 개수, 실제마당으로 쓰

이는 면적, 실제 마당으로 쓰이는 면적의 비율 등을 정리한 것이며, 각 항목의 최대

값과 최소값,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22)

22) 실제 마당으로 쓰이는 면적은 주택의 전면(前面) 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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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사례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건축외의

면적(㎡)

주차장 

구획개수23)

실제마당

면적(㎡)

실제마당면

적비율(%)

사례1 221.1 109.6 49.6 111.5 0 82.5 37.3

사례2 271.1 117.2 43.2 153.9 3 101.6 37.5

사례3 229.0 90.4 39.5 138.6 2 90.2 39.4

사례4 211.0 102.5 48.6 108.5 0 86.7 41.1

사례5 226.2 97.2 43.0 129.0 2 69.3 30.6

사례6 227.0 113.8 50.1 113.2 0 85.5 37.7

사례7 237.8 102.4 43.1 135.4 3 69.8 29.4

사례8 230.0 104.4 45.4 125.6 3 61.1 26.6

사례9 231.5 96.9 41.9 134.6 3 72.5 31.3

사례10 270.1 116.5 43.1 153.6 0 117.5 43.5

사례11 232.2 109.1 47.0 123.1 0 91.4 39.4

사례12 253.4 94.9 37.4 158.5 3 92.3 36.4

사례13 242.5 98.0 40.4 144.5 0 110.9 45.7

사례14 251.0 132.4 52.7 118.6 2 103.0 41.0

사례15 252.2 94.0 37.3 158.2 3 86.6 34.3

사례16 226.7 97.7 43.1 129.1 2 88.7 39.1

사례17 228.7 108.4 47.4 120.3 3 71.8 31.4

사례18 223.1 92.1 41.3 131.0 3 94.5 42.4

사례19 232.0 93.4 40.3 138.6 3 69.9 30.1

최대값 271.1 132.4 52.7 158.5 3 117.5 45.7

최소값 211.0 90.4 37.3 108.5 0 61.1 26.6

평균값 236.7 103.7 43.9 132.9 2 86.6 36.5

[표 3-6] 수도권 내의 땅콩주택의 면적 구성과 비율 

23) 주차장 개수가 0개인 사례는 지하주차장을 따로 구획한 경우이거나 도면 상에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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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 구성

25호의 땅콩주택, 즉 50가구의 사례들은 대부분 3층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락의 바닥면적 산입 규제완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건폐율에 맞추어 두 가구를 계획하면 한 가구의 한 층 면적이 작아짐에 따라 3

층까지 지음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다.24) 이형으로 계획되는 

몇몇 사례에서는 한 집은 3층, 다른 한집은 2층으로 계획되는 등 두 집의 층수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층 1층 2층 3층

가구 수

(비율%)

1

(2%)

7

(14%)

42

(84%)

[표 3-7] 층 구성 비율 

지하층이 계획된 사례는 5가구 밖에 없다. 이는 땅콩주택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최소한으로’ 짓는 집이라는 주요 원칙에 따른 것이며, 단독주택에 살면서 실제로 

지하층은 필요한 공간이 아니고, 오히려 관리하기 힘든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비롯

된다. 지하층을 만들지 않으면 공사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땅콩주택은 단열

을 중요시하는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에는 1층에 난방을 하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

이 증가한다. 지하층을 만든 사례들 중 3가구는 주차장 또는 창고로 사용하고, 2가

구만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다.

(3) 층별 실 구성

땅콩주택의 층별 사용 용도는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 층 면적이 

평균 51.9㎡(15.7평)이어서 한 층에 계획할 수 있는 실의 개수가 많지 않음에 따른 

현상이다. 모든 사례의 1층에는 현관, 거실, 주방이 있으며, 화장실이 있는 사례는 

42개, 다용도실이 있는 사례는 33개, 침실이 있는 사례는 8개다. 1층 주택이거나, 

2층이 다락인 사례 6개를 제외한 44개의 사례의 2층은 침실과 화장실, 드레스룸으

로 구성되며 각 실의 개수는 다음 [표 3-9]과 같다. 3층 다락이 있는 42개의 사례 

중 다락 전체를 하나의 실로 사용하는 사례는 14개, 한 개의 실을 따로 구획한 사

례는 22개, 두 개의 실을 구획한 사례는 4개, 세 개의 실을 구획한 사례는 2개이다.

24) 땅콩주택의 한 가구의 한 층 면적은 평균 51.9㎡ (15.7평)임에 따라, 3층으로 지어야 155.8㎡(47.1평)의 면

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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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종류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침실

가구 수

(비율%)

50

(100%)

50

(100%)

50

(100%)

42

(84%)

33

(66%)

8

(16%)

[표 3-8] 1층 실 구성 비율 (50개 사례) 

실 종류 침실 화장실 드레스룸 다용도실

개수 2개 3개 1개 2개 1개 2개 1개

가구 수

(비율%)

31

(70.5%)

13

(29.5%)

36

(81.8%)

8

(18.2%)

30

(68.2%)

6

(13.6%)

4

(9.1%)

[표 3-9] 2층 실 구성 비율 (44개 사례) 

실 구획 안함 1개 2개 3개

가구 수

(비율%)

14

(33.3%)

22

(52.4%)

4

(9.5%)

2

(4.8%)

[표 3-10] 3층 다락 실 구획 개수 (42개 사례) 

위의 통계를 바탕으로 땅콩주택의 가장 일반적인 평면은 1층은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로 구성되고, 2층은 2개의 침실과 화장실, 드레스룸으로 구성되

고, 3층 다락은 하나의 실을 따로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래의 

[그림 3-10]이 그 대표적인 사례의 평면이다.

 [그림 3-10] 땅콩주택의 대표적인 평면 사례, 왼쪽에서부터 1층, 2층, 3층(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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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장비

택지의 앞 기장(전면 너비)을 안 기장(필지 깊이)으로 나눈 값을 세장비라 한다. 

세장비는 대지 형태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며, 건축물의 모양이나 배치에 영향을 미

친다.25) 땅콩주택은 한 필지 내에 집 두 채를 지어야 하므로 집 한 채를 지을 때보

다 주택의 세장비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단독주택의 필지가 가로길이(전면 너

비)가 세로길이(측면 깊이)보다 더 긴 경우에는 땅콩주택의 세장비도 작아질 수 있

지만, 필지의 세장비가 큰 경우에는 자연스레 주택의 세장비도 커지게 된다.

땅콩주택 1호의 경우 대지의 세장비가 크고, 그에 따라 주택의 세장비도 커졌

다.26)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땅콩주택은 세장비가 큰, 깊고 좁은 평면을 가진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땅콩주택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세장비는 가장 작은 사례는 

0.48, 가장 큰 사례는 2.62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1.32의 값을 보이고 

있다. 동형이나 닮은꼴인 경우 두 집의 가로, 세로 치수가 동일하므로 세장비도 동

일하지만 이형인 경우는 [그림 3-12]의 세 번째 사례처럼 두 집의 형태 또는 면적

이 다름에 따라 세장비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3-11] 땅콩주택 1호의 세장비 

25) http://terms.naver.com, 검색어: 세장비 (출처: 방경식,『부동산용어사전』, 부동산 전문출판 부연사, 2011) 

대지의 세장비에 따른 특징은 본 연구의 4.2.3절에서 다시 다룬다.

26) 땅콩주택 1호 대지의 세장비는 1.68이고, 건물 전체의 세장비는 1.11이지만, 두 가구로 나뉨에 따라 한 가

구의 세장비는 2.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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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주택 

세장비

왼쪽 주택 

세장비
지붕 형태

동형 사례1 0.81 0.81 정면 박공

동형 사례2 1.38 1.38 정면 박공

동형 사례3 2.23 2.23 정면 박공

동형 사례4 1.69 1.69 정면 박공

동형 사례5 0.65 0.65 정면 박공

동형 사례6 1.01 1.01 측면 박공

동형 사례7 0.70 0.70 측면 박공

동형 사례8 1.19 1.19 측면 박공

닮은꼴형 사례1 2.23 2.23 정면 박공

닮은꼴형 사례2 1.30 1.50 측면 박공

닮은꼴형 사례3 1.55 1.55 정면 박공

닮은꼴형 사례4 0.85 0.85 측면 박공

닮은꼴형 사례5 1.78 1.78 정면 박공

이형 사례1 0.87 0.89 측면 박공

이형 사례2 2.54 0.48 정면, 측면 박공

이형 사례3 1.01 1.16 정면 박공

이형 사례4 1.50 0.88 정면 박공

이형 사례5 1.25 1.25 측면 박공

이형 사례6 1.13 1.24 정면 박공

이형 사례7 0.84 0.94 측면 박공

이형 사례8 0.61 0.64 정면, 측면 박공

이형 사례9 1.91 1.82 정면 박공

이형 사례10 2.62 2.13 측면 박공

세장비 최대값 2.62

세장비 최소값 0.48

세장비 평균값 1.32

[표 3-11] 땅콩주택 사례의 세장비와 지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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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땅콩주택의 다양한 세장비 사례

왼쪽에서부터 세장비 0.70, 1.38, 2.54와 0.48(이형)

세장비가 작은 것은 전면 길이가 측면 길이보다 크기 때문에 남향에 접하는 면적

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장비가 큰 것은 측면 길이가 길어짐을 의미하며, 

이럴 경우 남쪽의 햇빛이 집 안 깊숙이 닿지 않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

(5) 지붕 형태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경우 다락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3층으로 

계획되는 땅콩주택은 모두 경사지붕 형태를 띄고 있다. 이에 따라 정면박공 또는 

측면박공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붕의 형태는 세장비에 따라 결정되는 사례

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세장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측면박공으로 계획되

고, 세장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정면박공으로 계획된다. 

3층(다락) 평면도 3층(다락) 평면도

[그림 3-13] 땅콩주택의 세장비에 따른 지붕의 형태

첫 번째 사례는 세장비가 0.70이며 측면박공으로 계획되었고,

두 번째 사례는 세장비가 1.38이며 정면박공으로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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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도 있다. [그림 3-14]의 첫 번째 사례는 세장비가 0.81이지만 정면

박공으로 계획되었는데, 이는 3층 전체를 다락으로 계획하지 않고 일부만 다락을 

만듦에 따라 지붕의 형태가 정면박공으로 만들어졌다. 즉, 지붕의 형태는 3층 다락

의 세장비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세장비가 1.30이지만 측면박공으로 계획

되었다. 

3층(다락) 평면도 3층(다락) 평면도

[그림 3-14] 세장비와 관련 없는 지붕의 형태 

첫 번째 사례는 세장비가 0.81이지만 정면박공으로 계획되었고,

두 번째 사례는 세장비가 1.30이지만 측면박공으로 계획되었다.

지붕을 정면박공으로 계획하여 박공지붕이 두 개가 되는 경우는 두 가구가 사는 

주택으로 인지될 수 있으며, 측면박공으로 지붕을 계획하면 두 가구가 사는 땅콩주

택이지만 하나의 주택으로 보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6) 두 가구 사이의 벽 (맞벽)

땅콩주택은 두 가구를 나란히 지을 경우 두 가구 사이에 맞벽이 생긴다. 맞벽이

란 건축법에 의하면 벽과 벽 사이가 50㎝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27) 두 집이 분리된 

사례를 제외한 24호의 땅콩주택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두 가구 사이의 벽이 맞벽

으로 계획된 사례는 20호(83%)이며, 4호의 사례에서는 두 가구 사이의 벽이 하나

로 계획되었다.

27) 「건축법」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_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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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땅콩주택의 두 가구 사이의 벽

첫 번째 사례는 두 집 사이의 벽이 두 개로(맞벽)로 계획되었고,

두 번째 사례는 두 집 사이의 벽이 하나의 벽으로 계획되었다. 

두 집 사이의 벽을 맞벽으로 계획할 경우, 두 가구 사이의 소음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 집 사이의 벽이 하나로 계획될 경우에는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2.2. 2층 발코니의 사용

수직분리형을 제외한 땅콩주택 25개 사례 중에 2층에 발코니가 있는 사례는 13

개이다. 3개 사례는 두 집의 발코니를 집 외곽 쪽으로 배치하여 분리되어 있는 형

태로 계획되었고, 5개 사례는 발코니가 두 집의 중앙에 이어지지만 두 집 사이에 

벽을 두고 분리되어있다. 4개 사례에서는 한 가구에만 발코니가 있으며, 1개의 사

례에서는 중앙에 발코니를 두 집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있다.

유형

두 집 모두 

2층 발코니가 

없는 경우

한 집에만 2층 

발코니가 있는 

경우

두 집 모두 2층 발코니가 있는 경우

집 외곽으로 

배치하여 

분리한 경우

중앙에 이어져 

있으나, 

벽을 두고 

분리한 경우 

중앙에 

이어지는 경우

사례 수

(비율%)

12

(48%)

4

(16%)

3

(12%)

5

(20%)

1

(4%)

[표 3-12] 땅콩주택 2층 발코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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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2층 발코니의 각 유형별 사례의 2층 평면도와 사진

위의 [그림 3-16]은 각 유형별 사례의 2층 평면도와 사진이다. 땅콩주택은 1층

의 마당을 공유하면서 마당 앞의 데크도 두 가구가 함께 사용 한다. 하지만 2층 발

코니의 분리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구가 함께 살더라도 침실이 있는 2층에서

는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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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내부 평면의 연결, 공유

일부 사례에서는 두 가구 사이에 문 또는 함께 쓰는 실이 있어서 실내로 왕래가 

가능한 평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앞의 [그림 3-16]의 네 번째 사례의 경우 두 가구

가 2층 발코니를 함께 쓰며, 발코니를 통하여 두 집의 왕래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

였다. 아래의 [그림 3-17]의 첫 번째 사례는 두 가구 사이의 1층 맞벽에 문이 있어

서 서로 왕래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두 번째 사례는 두 가구의 주방 사이에 

다용도실을 두어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두 가구의 관계가 

가족일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림 3-17] 두 가구의 실내가 연결되는 사례 

위의 사례들과 같이 발코니와 다용도실처럼 생활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실은 

따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가구가 함께 사용하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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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

땅콩주택은 한 필지에 두 가구가 함께 집을 지음에 따라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락이 있는 3층으로 짓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다락이 있는 3층 집을 지으면서 다락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28) 다락은 경사지붕으로 지을 경우 생기는 공간으로 다락의 천장 

높이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으며, 높이가 낮은 공간은 아이들

의 스케일에 맞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다락을 계획할 때 [그림 3-18]과 같이 주택의 주 계단 외에 자녀방에서 다락으

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로 계획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콩주택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2층 평면도 - - 3층 평면도 -

[그림 3-18] 2층에서 3층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계획된 사례들

28) ‘땅콩집, 땅콩밭 (광장건축)’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duplexhome에서 땅콩주택 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들이 다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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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땅콩주택의 재료, 공법적 특징

본 절에서는 땅콩주택의 주 재료인 ‘목조’와 공법적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조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건축의 주 재료로 사용되어옴에 따라 한국건축

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주심포계, 다포계, 익공계 등의 목조건축양식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의 전통적인 목조건축은 뼈대식 공법 혹은 기둥-보 구조

(Post-Beam)라고 불리는 구조로, 이 공법은 큰 단면 부재의 목재를 사용하여 기둥

과 보를 연결하여 구조체를 구성하는 공법이다.

[그림 3-19] 기둥-보 구조
(출처 : 조남호 외 6인,『집짓기 바이블』, 마티)

땅콩주택은 이와는 다른 경량목구조 혹은 경골목구조(Light Weight Wood 

Frame House)라 불리는 구조로 지어진다. 물론 재료는 건축주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지만 경량목구조는 콘크리트에 비하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특

징이 있고, 이에 따라 짧은 기간(1~2개월)안에 집을 짓는 땅콩주택이 등장할 수 있

게 되었다.

경량목구조는 단면이 2인치×4인치(6, 8, 10인치 등) 인 각재를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격판을 긴밀하게 결합하는 구조로 투바이공법으로도 불린다.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온 공법으로 국내에는 1980년대 초에 도

입되었다.29) 벌룬 구조(Balloon Framing)와 플랫폼 구조(Platform Framing)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플랫폼 구조와 기둥-보 구조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기도 

29) 국내에 1980년대 초에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 임산물 협회와 함께 현대건설이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

에 지은 5채의 주택이 경량 목조주택의 효시다. 그 이후 1990년 초에 이르러 미국 임산물 협회(American 

Forestry & Paper Association - AF & PA)가 한국에 지사를 개설하고 경량 목조건축의 우수성과 규격 

목재 및 기타 건축 자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경량 목조건축의 도입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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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0) 경량목구조는 스터드(샛기둥)를 조립하여 벽체를 만들어 세운 후 외부에 

OSB(Oriented Strand Board) 등의 합판을 붙여 벽체가 일체식 구조가 되도록 하

는 공법이다. OSB에 고정함으로써 횡력(수평하중)에 대응할 수 있게 되며 비로소 

완전한 구조체가 된다. 벽체를 구성하는 스터드 사이에는 단열재를 넣고 내부에  

석고보드를 붙이고 페인트를 칠하거나 벽지를 발라서 마무리를 한다. 스터드는 그 

자체가 구조재 이면서 단열재를 넣는 간격재(spacer)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림 3-20] 경량목구조
(출처 : 조남호 외 6인,『집짓기 바이블』, 마티)

[그림 3-21] 경량목구조 시공 순서

(왼쪽부터) 스터드 외부에 OSB 부착 → 스터드 사이에 단열재(글라스 울) 삽입 → 

석고보드 붙이기
(출처 : http://cafe.naver.com/duplexhome)

30) 벌룬 구조(Balloon Framing) : 벽체 스터드는 기초에서 지붕까지 한 부재를 사용하고 2층 바닥은 스터드의 

중간에 끼워지는 형식이다. 이 구조는 중간 벽체와 바닥 장선의 결합 방식이 화염 진행을 적절하게 차단시

키지 못하고 스터드의 길이가 길어 시공 시 다루기 힘든 약점이 있다.

플랫폼 구조(Platform Framing) : 1층 벽체를 제작 설치한 다음 2층 바닥판을 형성한 후 2층 벽체를 제작하

는 형식이다. 벌룬 구조의 약점인 내화성능과 시공 상의 불편함을 보완한 방식이며 작업의 신속성과 정확성

이 높고 2층 플랫폼은 하층부와 상층부의 방화막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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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경량목구조의 특징

경량목구조는 매우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목조용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제

작하고 현장에서 바로 조립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

건비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1) 

이러한 조립식 공법은 비교적 기술을 익히기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 인력에 의해 시공되는 것이 아닌 경우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 문

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국부적으로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가 쉽

다. 예를 들면 벽체 내의 스터드(샛기둥) 하나만 교체할 경우 그 부분만 해체하여 

수리하고 다시 복구하면 된다. 간단한 공구만 있으면 자르고 깎고 다듬고 못질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작업할 수 있다. 

목재는 열전도율이 매우 낮고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4배, 벽돌의 6배, 석재의 

15배로서 그 자체로도 단열효과 및 보온성능이 뛰어난 재료이다.32) 미국 임산물협

회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목조주택은 조적조 주택에 비해 연평균 23% 정도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고 한다. 경량목구조는 벽체, 바닥, 천장 구조에서 구조부재 

사이 공간에 단열 재료를 채움으로써 단열효과가 더 크다. 단열효과가 크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장점이 있다. 또한 실내습도가 높으면 흡습하

고 습도가 낮으면 방습하는 실내 습도 조절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목재 자체

의 단열성과 습도 조절력 때문에 목조주택은 실내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적어서 주

거환경이 쾌적하다.  

목재 자체는 음 반사 재료이기 때문에 다른 소재에 비해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 목재는 조직 내의 공극이 작기 때문에 흡음되기 어렵고, 일부 흡음된 소리도 

목재 속에서 진동하면서 내부마찰을 일으켜 열로 전환된다. 하지만 경량목구조는 

구조용 판재와 소단면의 규격자재를 활용하여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므로 외부와 

바닥에서 들어오는 음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뛰어난 차음

성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재와 여타 재료들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33) 

31) 프리컷(precut) 공법 : 목재 가공 공장에서 주택 모델에 따라 부재를 제작하여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는 건

축공법으로 미리 만든 벽체를 건축현장에서 조립한다.

32) 출처 : (사)한국목조건축협회 http://www.kwca.co.kr

33) 차음 성능은 내력벽 스터드의 배치(단일 배치, 엇갈린 배치, 이중 배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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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목구조에서는 외부에서의 소음은 주택 외벽의 OSB, 단열재, 석고, 벽지 등

의 요소로 인하여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위층으로부터의 층간 소음은 크게 발생

되고, 울림도 심해서 거주자들의 불만이 나타나기도 한다.34) 이는 비단 땅콩주택만

의 문제는 아니다. 바닥 충격음에 대한 대책은 설계 시 짚고 넘어가야하며, 시공 시

에도 주의를 요한다. 1층 천장과 2층 바닥의 구성, 구조체 내에 차음층의 설치, 2층 

바닥마감 재료의 선택 등 다양한 종류의 재료를 배열하거나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

법을 통하여 차음 성능을 높일 수 있다.35) 

경량목구조주택은 내화 성능이 좋다. 목재는 열전도율이 금속보다 훨씬 적기 때

문에 초기에 쉽게 불이 붙지 않고 유독가스 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적으

나, 연소성 재료이기 때문에 큰 불에는 약한 단점이 있다. 경량목구조는 비교적 두

께가 얇은 목재를 사용하여서 목재 자체의 화재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

기가 힘들기 때문에 목재 골조의 내부에 석고보드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한 저항 능

력을 보충하고 있다.36) 골조 사이에 들어가는 유리섬유 단열재도 화염이 골조부재

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여 구조부재의 연소를 방지 또는 지연시키는 중요한 기능

을 갖는다. 골조부재, 석고보드 그리고 유리섬유 단열재의 3가지 요소가 적절히 조

합을 이루어 필요한 내화성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량목구조 벽체와 바닥구조에 

대한 내화 성능은 한국목조건축협회와 캐나다우드가 1시간 내화구조 인정을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목구조의 내화구조 인정은 목조건축이 단

독주택뿐 아니라 저층 공동주택까지 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37)

34) 경량목구조의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족도는 본 연구의 땅콩주택 거주자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

었다. (4.3절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한 땅콩주택의 성격)

35) 바닥 구조의 차음성능 개선 방안 (출처: 김유진 기자,『월간 전원속의 내집』2005년 8월호, (주)주택문화사)

1. 국내 RC구조는 바닥 슬래브에 온돌 설치 시 완충층의 구성 재료에 따라 차음성능이 좌우되는데 경량콘크

리트류, 발포스티렌폼류, 방음블럭, 방음보드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경량목구조에서도 바닥에 온돌 설치 

시 완충층으로 내력특성을 가진 방음용 자재들과 단열재를 사용해 차음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온돌이 벽체와 접촉되어 있으면 바닥 충격음이 온돌을 통해 벽체로 전달되어 차음성능이 감소된다. 그러

므로 바닥구조에 온돌을 설치 시 벽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사이에 공간을 형성하여 Semirigid fiberglass 

board와 같은 방음 재료로 채워주고 코킹(Cauking) 처리를 하여 음의 전파를 감소시킨다.

3. 천장의 유무에 따라서도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음성능의 개선효과가 있다. 경량목구조 주택에서 천장마감

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고보드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2겹의 석고보드를 사용하면 더 높은 차음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카펫, 발포비닐계 장판지 등 유연한 바닥마감재를 사용하면 탄성에 의해 충격시간이 길게 된다. 이로 인해 

전체 충격력은 변하지 않아도 피크 충격력은 작아지기 때문에 충격음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36) 화염의 온도가 1000℃ 정도에 이르는 고온 하에서 석고보드는 약 30분 정도 버틸 수 있다. 석고보드를 2

겹으로 하면 1시간 내화성능을 가진다. 경량목구조에서 석고보드의 단열성능이 전체적인 구조의 내화성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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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은 내진성능이 좋다.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흔들림은 건축물의 무게에 

따른 관성에 의해 건축물에 수평하중을 부여하며, 건축물이 무거울수록 지진에 의

한 수평하중의 크기는 커진다. 목재는 무게에 비해 강도가 높으면서도 자중이 적기 

때문에 지반의 흔들림에 저항하는데 유리하다. 경량목구조는 많은 부자재로 구성되

어 많은 하중 전달 경로가 있으며, 주택 전체가 일체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지진 

시 진동에 대한 유연성과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우수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 시스템이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상황 분석

에서도 사실로 증명된 바 있다. 

3.3.2. 땅콩주택 시공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땅콩주택이라고 해서 일반 경량목구조 주택과 달리 주의해야 할 사항이 따로 있

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

고자 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38) 

땅콩주택은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면서 급격한 열풍이 일어났지만 곳곳에서 과열

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경골목구조를 시공할 수 있는 시공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은 것이 문제였다.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능력이 되지 않는 영세한 시공 업체들까지 시공을 하게 되면서 부실시공 사례가 발

생하고 있다. 실제로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등의 문제로 시공사 또는 건축가와 마

찰이 빚어지고 있는 건축주들의 불만과 하소연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앞서 ‘경량목구조의 특징’에서 조립식 공법은 기술을 익히기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에 따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설계자들이 기술을 잘 모르는 채로 설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시공이나, 시공지도, 감리를 받기 어려

운 것도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설계자와 시공자가 모두 목조주택에 대한 충

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와 시공을 하면 발생하는 오류에 대하여 서로 보충과 검

증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가 또는 시공

37) 우리나라 건축법규에서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 건축물은 벽, 바닥 등 주요 구조부를 화재 시 적정한 

내화성능을 갖춘 내화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간 벽체와 바닥에 내화성능뿐 아니라 

차음성능을 갖춘 차음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38) 건축가 조남호 소장님((주)솔토건축사사무소 대표소장)의 자문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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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잘 모르는 상태로 설계 또는 시공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

택의 습기, 결로, 수명 등의 문제로 직결할 수 있다. 즉, 시공자의 능력과 경험이 품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설계와 시공에 앞서 경량목구조에 대한 깊은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다.39) 

목조주택은 평균 10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보수를 철저히 하면 200년 이상

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주택의 구조가 얼마나 온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

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뼈대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집은 수명이 다 한 것이다. 

목재의 천적은 습기다. 목조주택은 건식공법이기 때문에 나무의 변화와 물과 습

기, 온도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다. 나무로 만든 집에 물이 스미면 그것이 습기로 

누적되어 나무를 썩게 한다. 따라서 습기로부터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공기를 

통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벤트(vent)다. 벤트는 주택 

내의 온도 균형과 습기 제거를 위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환기구다. 통풍

은 목조주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요소로써, 그 중요성을 간과

하게 된다면 목조주택 내부의 커다란 하자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벤트는 기온 변화에 따라 적절한 환기의 역할을 해 줄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실내의 더운 공기와 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실내의 더운 공기를 식혀준다. 천장 

바로 밑으로 통하는 적절한 환기는 습기와 같은 응결현상이 구조물을 부식시키지 

않도록 해줘 구조재와 지붕의 수명을 연장시켜준다. 겨울철에는 지붕 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어 얼음이나 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해 준

다. 지붕 벤트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겨울철 아이스 댐(Ice-Dame)현

상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40) 따라서 아이스 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처마의 벤트를 통해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지붕아래 통로를 지나 지붕 벤트로 나

갈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통풍은 지붕 이외에 벽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 마감재와 방부각재 사이

에 공간을 띄어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목재의 습기가 제거되어 주택의 수명

39) 2010년에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

여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제도’를 만들었다. 목조건축이 설계나 시공 등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우려스러운 현실을 개선하고, 보다 우수한 품질의 경량목조주택을 보급하기 위하여 원칙적인 시공 및 안전

한 설계를 바탕으로 올바른 목조 건축물의 공급과 국민의 주거환경의 향상을 이루고자 시작된 것이다.

40) 아이스 댐 : 지붕에 눈이 쌓였을 때 지붕의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천장 안의 온도는 실내의 열기

와 햇빛에 의해 상승하는 반면 처마 위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천장 바로 위 지붕의 

눈은 빨리 녹고 처마 위의 눈은 댐처럼 논지 않은 상태가 되어 지붕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아이스 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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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렇듯 벤트는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는 벽체용 벤트와 지붕용 벤트가 있다.41) 

[그림 3-22] 지붕용 벤트 시스템 

[그림 3-23] 지붕용 벤트

왼쪽에서부터 릿지(용마루)벤트, 래프터(서까래)벤트, 소핏 벤트  

41) <벤트의 위치에 따른 역할>

-벽체용: 게이블(Gable, 박공)벤트, 파운데이션(Foundation) 벤트

-지붕용: 릿지(Ridge, 용마루)벤트, 래프터(Rafter, 서까래)벤트, 루프(Roof)벤트, 처마용인 소핏(Soffit) 벤트 

소핏벤트는 집의 처마 밑에 설치하는 벤트로 이곳으로 공기가 유입되어 서까래를 지나 지붕으로 빠져나가

는 지붕 통풍의 시작이 되는 장치이다. 소핏 벤트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래프터(서까래)벤트를 지나게 되는

데 서까래 위에 채워진 단열재 위에 공기의 흐름을 위해 공간을 확보해 주는 방식이 래프터 벤트이다. 래프

터 벤트를 지난 공기는 릿지(용마루)벤트로 이동해 주택 외부로 빠져 나가게 된다.

소핏, 래프터, 릿지벤트는 통상적으로 지붕 전체 면적의 1/200이상은 확보해 주어야 주택 수명에 문제가 생

기지 않는다. 벤트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는 오래되지 않아 지붕이 썩고 단열의 문제가 생기게 되므

로 주의한다.

이 외에도 게이블 벤트는 지붕아래 창문처럼 만들어진 벽체용 환기구로 지붕과 실내의 통풍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루프 벤트는 지붕 위에 설치되는 환기구로 일정 온도 이상에서 작동되는 팬에 의해 적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출처 : 한국주택신문, 2005.05.06)



제 3장. 땅콩주택의 건축 계획적 특징 분석 

53

땅콩주택은 지붕과 지붕 사이에 골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벤트를 

처리하기 어려워서 우려가 된다. 이런 골이 생기는 경우에는 크리켓 설치 등으로 

골을 계획하여 물이 고이는 현상은 막을 수 있지만 벤트의 설치는 쉽지 않다는 의

견이다. 아래의 [그림 3-24]도 벤트의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공 과정 중에 

지붕에 결로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결로는 물방울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모이게 되는데, 벤트가 없다고 전제하면 곰팡이가 생기고 언젠가는 주택

의 뼈대가 썩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림 3-24] 벤트의 구멍이 막혀서 

결로 현상이 일어난 사례 

앞서 본 연구의 3.2절에서 땅콩주택의 지붕 형태를 살펴보았다. 지붕형태는 주로 

주택의 세장비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는데, 세장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측면박

공, 1보다 큰 경우에는 정면박공으로 계획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측면박공보다는 

정면박공의 형태로 지어진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붕이 정면박공으

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박공지붕이 두 개가 생기면서 지붕 사이에 골(valley)이 생

기게 되는데 시공 시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벤트를 설치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붕에 골이 생기면 비나 눈이 올 때, 비가 고이

거나 눈에 의하여 아이스 댐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누수의 원인이 되어 나무를 썩

게 만든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크리켓(cricket, 배수안장)을 설치하여 지붕에 모

이는 빗물이나 눈을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유도하여 물로부터 목재를 보호해줘

야 한다. 크리켓이란 지붕에서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지붕 위에 건축되는 소형경사

구조로 일반적으로 지붕에 굴뚝이 닿거나 지붕 중간에서 튀어나오는 경우에 설치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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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땅콩주택 지붕의 크리켓 설치

실제로 땅콩주택이 지어진 사례 중에 지붕에 크리켓을 설치하지 않아서 눈이 쌓

였을 때 건축주가 직접 지붕에 올라가서 눈을 치운 경우도 사진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림 3-31]와 같이 크리켓을 설치하여 눈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크리켓 설치 또한 주택의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그림 3-26] 크리켓 설치 사례
(출처: http://cafe.naver.com/metalwood)

[그림 3-27] 지붕에 크리켓을 설치하지 

않아서 눈이 고여 있는 사례
(출처: http://cafe.naver.com/duplexhome)

[그림 3-28] 크리켓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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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이번 장에서는 땅콩주택의 건축계획적인 특징들을 분석하고 살펴보았다. 땅콩주

택의 평면 배치 유형은 동형, 닮은꼴형, 이형, 수직분리형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동형과 닮은꼴형은 초기 사례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대지의 형태가 정방형 또는 장

방형일 경우에 많이 계획되고, 현관 분리형으로 계획된 사례가 많다. 이형의 초기 

사례들은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일 경우에 나타났으나, 후기(최근)에는 두 집의 평

면이 같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제거됨에 따라 대지의 형태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

인 경우에도 이형으로 계획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점차 획일화된 유형이 

아닌, 그 집에 사는 사람에 맞는 평면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직

분리형으로 계획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층별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노년층은 계단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평면적인 특징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의 땅콩주택들은 평균 236.7㎡의 대지

면적을 가지며, 건축면적은 평균 103.7㎡이고, 3층으로 지을 경우 한 가구의 면적

은 평균 155.7㎡, 약47.1평이다.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빼면 133.0㎡가 남지

만,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띄우고 주차장을 구획하면 실제로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

는 면적은 약 69.3㎡만 남는다. 대부분의 땅콩주택은 생활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

기 위하여 3층으로 계획되었으며, 지하층이 계획된 사례는 5가구밖에 없는데, 이는 

땅콩주택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최소한으로’ 짓는 집이라는 주요 원칙에 따른 것

으로 볼 수 있다. 

층별 실 구성은 한 층에 계획할 수 있는 실의 개수가 많지 않음에 따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1층은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

층은 2개 또는 3개의 침실과 화장실, 드레스룸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3층 다락은 

전체를 하나의 실로 사용하거나, 한 개 또는 두개의 실을 따로 구획하였다.

땅콩주택의 세장비는 평균 1.32의 값을 보이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형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두 집의 세장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세장비에 따라 

지붕 형태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장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측면박공

으로 계획되고, 1보다 큰 경우에는 정면박공으로 계획된 사례가 많다. 측면박공으

로 계획된 사례는 두 가구가 사는 땅콩주택이지만 하나의 주택으로 보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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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주택은 두 가구를 나란히 지을 경우 두 가구 사이에 맞벽이 생기는데 대부분

의 사례에서는 두 가구 사이의 벽이 맞벽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일부 사례에서는 하

나의 벽으로 계획되었으며 그런 경우에는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설계 시 

주의를 요한다.

대부분의 땅콩주택은 1층의 데크와 마당을 공용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2층에 발

코니가 있는 사례들은 두 집의 발코니를 분리함으로써 두 가구가 함께 살더라도 침

실이 있는 2층에서는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두 가구 사이에 문 또는 함께 쓰는 실(室)이 있어서 실내로 왕

래가 가능한 평면이 나타나기도 하며, 발코니와 다용도실처럼 생활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실은 따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가구가 함께 사용하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땅콩주택을 지으면서 다락에 대한 환상을 가지며, 일부 사례에서는 

자녀 방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로 계획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땅콩주택의 구조를 구성하는 재료는 목재이며, 경량목구조로 지음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 경량목구조는 비교적 기술을 익히기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영세한 시공 업

체에 의해 시공되는 경우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 목조주택은 단열 효과가 좋으며 

주거 환경이 쾌적한 장점이 있다. 경량목구조에서는 외부의 소음은 차단하기 쉬우

나, 층간 소음은 크게 발생하고 울림이 심한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와 시공 시에 주

의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경량목구조는 골조부재와 석고보드 단열재가 적절히 조합

을 이루어 내화성능과 내진성능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땅콩주택 시공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였

다. 먼저 수요가 몰림에 따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에 앞서 

경량목구조에 대한 깊은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다. 목조주택은 유지, 관리만 잘하면 

10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지만, 뼈대를 온전하게 유지하려면 습기로부터 올바른 

대처가 있어야 한다. 습기로부터 대처하기 위하여 주택에 공기를 통하게 해주는 것

이 벤트(vent)다. 땅콩주택의 지붕이 두 개의 박공지붕으로 구성되면 지붕과 지붕 

사이에 골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벤트를 처리하기 어려워서 우려가 된다. 벤트

를 올바르게 시공하지 않으며 결로현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의 뼈대가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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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는 크리켓(배수안장)을 설치하여 지붕에 

모이는 빗물이나 눈을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유도하여 물로부터 목재를 보호해

줘야 한다. 이렇듯 환기, 습기와 물은 주택의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

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 땅콩주택의 건축 계획적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4장에서는 실제로 지

어진 땅콩주택들의 거주자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땅콩주택의 평면적, 공법적 특징

에 따른 장단점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사용 현황을 살펴보고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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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주택이 하나의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땅콩주택에 대

한 평가가 필요하다. 정확한 평가 단계를 거치고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한 단계 더 

성장한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땅콩주택의 유형과 특징에 따른 장단점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나

타나고 있는지, 땅콩주택의 성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주자 심층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땅콩주택의 거주자들의 특성과 거주형태, 친구 관

계 등을 알아보고 각 유형(동형, 닮은꼴형, 이형, 수직분리형)별 특징, 두 가구가 함

께 사는 것의 성격, 거주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땅콩집의 성격과 법적 문제점 등

을 도출하였다. 

4.1. 거주자 심층 인터뷰 개요

4.1.1. 심층 인터뷰 대상 및 진행 방법

땅콩주택 거주자 심층인터뷰는 2012년 2월 4일부터 2012년 4월 14일까지 진행

하였다. 인터뷰는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함에 따라 대상 범위는 수도권 내에 

위치한 땅콩주택으로 한정지었고, 2012년 2월까지 두 가구 모두 입주가 완료된 땅

콩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42) 

인터뷰는 미리 준비한 문항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12가구는 거주자와 직접 만

나서 진행하였고, 1가구는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였고, 1가구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여서 총 14가구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직접 만날 경우에는 땅콩주택(인터뷰 대상자가 사는 집)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

지만, 거주자가 집 내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진행하였다. 

땅콩주택은 두 가구가 같이 사는 주택이므로 가능한 한 두 가구의 인터뷰를 모두 

진행하려 하였으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한 가구만 인터뷰를 하여서, 두 가구 

모두 인터뷰를 한 주택 5호(10가구), 한 가구만 인터뷰를 한 주택은 4호(4가구)이

다. 인터뷰 진행 시간은 평균 약 70분으로 가장 짧은 인터뷰는 약 30분, 가장 긴 

인터뷰는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땅콩주택의 유형별로는 동형 4호(7가구), 닮은꼴형 2호(3가구), 이형 2호(3가

구), 수직분리형 1호(1가구)로 모든 유형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42) 땅콩주택에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한 가구만 입주가 이루어진 주택은 연

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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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자 인터뷰 장소, 방법 인터뷰 진행 시간(분)

2012.02.04 외부에서 인터뷰 120

2012.02.11 주택 방문
140

90

2012.03.05 주택 방문
80

40

2012.03.29 전화 인터뷰 (2회에 나누어 진행) 25 

2012.04.03 외부에서 인터뷰
80

80

2012.04.05 서면 인터뷰 -

2012.04.06 주택 방문 80

2012.04.11 주택 방문
60

60

2012.04.14 주택 방문
40

50

[표 4-1] 인터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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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심층 인터뷰 문항 구성

인터뷰 문항은 거주자 특성과 친구 찾기, 땅콩주택 진행 과정, 평면적인(유형별) 

특징,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 만족도 조사, 땅콩주택의 성격, 법적 문제점 등의 일

곱 가지로 분류된다. 각 문항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특성과 친구 찾기 

첫 번째 항목은 거주자 특성과 친구 찾기로 분류된다. 거주자 특성은 땅콩주택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과 나이, 기존에 살던 주거 유형, 땅콩주택 입주 일자, 희망 

거주 년 수 등을 조사하였다. 

땅콩주택에서는 옆집에 사는 관계를 ‘친구 또는 이웃’이라고 하며, 함께 살 친구

를 찾는 과정을 ‘친구 찾기’라고 한다. 친구 찾기는 땅 선정과 친구 찾기 시점, 친구 

찾기 방법, 친구 관계, 친구 찾기 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 함께 살고 싶은 친

구 유형 등을 조사하였다.  

(2) 땅콩주택 진행 과정 

땅콩주택 진행 과정은 땅콩주택에 살기로 결심한 계기, 건축가 만나기(두 가구가 

함께 만났는지), 입주 하면서의 어려움, 총 진행시간과 총 진행 비용, 비용의 분담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진행시간과 진행비용은 땅콩주택의 장점으로 강하게 부

각된 특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어진 사례에서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였다. 비용의 분담은 닮은꼴형이나 이형, 수직분리형일 경우

에 어떻게 분담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였다.

(3) 평면적 특징

평면적인 특징은 땅콩주택 평면의 유형(동형, 닮은꼴형, 이형, 수직분리형)별로, 

또 각각의 평면에 맞는 질문들을 하였다. 공통적인 문항으로는 동형, 닮은꼴형, 이

형, 수직분리형 등으로 계획한 이유, 두 가구가 들어섬에 따라 주택의 방향 결정 방

법(어느 집이 어느 쪽에 들어설지), 설계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한 요소, 주택의 세

장비에 따른 특성, 집에서 아쉬운 부분,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다락의 층

고와 사용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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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 

네 번째 항목에서는 땅콩주택의 가장 큰 특징인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의 장점과 단점, 실제로 살면서 두 가구의 

교류,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가족 구성원, 마당의 공유 등을 조

사하였다. 

(5)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는 땅콩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객관적인 숫자로 확인하기 

위하여 5점 척도로 실시하였다. 집을 짓는데 드는 비용, 집을 짓는데 드는 시간, 거

주환경, 마당,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 땅콩주택이 아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단열, 소음, 관리비 등의 항목은 기존에 살던 주거 

유형과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6) 땅콩주택의 성격 

여섯 번째 항목은 땅콩주택의 성격을 조사하였다. 이는 실제로 거주하면서 느끼

는 장점과 단점, 땅콩주택에 개선되어야 할 점을 조사하고, 거주자들이 생각하는 

땅콩주택의 정의는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직접 땅콩주택을 정의 내림으로써 거주자

들이 생각하는 땅콩주택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7) 법적 문제점

땅콩주택은 공동 소유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이 부각된 주택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 소유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등의 단점이 

있다. 여섯 번째 문항은 필지분할과 관련된 문제와 땅콩주택을 진행하면서 법적으

로 불리했던 사항과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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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거주자 심층 인터뷰 결과

4.2.1. 거주자 특성과 친구 찾기

인터뷰 결과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은 주로 30~40대 부부와 어린 자녀, 또는 노

부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이 분포는 [그림 4-1]과 같다.43) 두 가구의 나이 관계

는 9호의 사례 중에 6호는 두 가구 모두 30~40대 부부와 어린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3호는 한 가구는 30~40대 부부와 어린자녀, 다른 한 가구는 60~70대 부부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1] 땅콩주택 거주자 나이 분포 (명)

땅콩주택으로 입주하기 전에 살던 주거 유형은 15가구는 아파트, 2가구는 빌라, 

1가구는 단독주택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 기존에 살던 주거 유형 (가구) 

땅콩주택에 얼마나 오래 살 계획인지, 희망 거주 년 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이 10년 이상 또는 평생이라고 응답하였다. 10년 혹은 10년 이상이라는 응답에 대

한 기준은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는 계단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을 나이까지라고 설명하였다.

43) 나이분포는 인터뷰를 실시한 땅콩주택의 두 가구 구성원을 모두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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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선정과 친구 찾기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9호의 사례 중에 7호는 땅을 먼저 선

정하고 함께 살 친구를 찾았고, 2호는 친구를 먼저 찾고 땅을 선정하였다고 응답하

였다. 친구를 먼저 찾은 2사례는 모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함께 사는 친구의 관계는 4호는 가족(3호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1호는 자매가 

함께 산다)이고, 1호는 원래 알던 친구(고등학교 동창), 4호는 모르던 사람을 ‘ㄱ건

축사사무소‘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찾은 경우다. 친구 찾기를 할 때 중점적으로 고

려한 사항은 경제적 여건, 인성, 가치관, 비슷한 연령, 자녀 나이 등이며, 함께 살고 

싶은 친구 유형은 대부분 가족(부모님 또는 형제)이라고 응답하였다.

땅콩주택 친구 관계 소유 형태

사례1 가족 (부모님) 공동 등기

사례2 가족 (부모님) 개인 등기

사례3 모르던 사람 개인 등기

사례4 모르던 사람 개인 등기

사례5 모르던 사람 공동 등기

사례6 가족 (부모님) 개인 등기

사례7 가족 (자매) 개인 등기

사례8 친구 공동 등기

사례9 모르던 사람 개인 등기

종합

가족 : 4호

친구 : 1호

모르던 사람 : 4호

공동 등기 : 3호

개인 등기 : 6호

[표 4-2] 땅콩주택 친구관계와 소유 형태 

주목할 점은 인터뷰를 진행한 9호의 사례 중에 실제로 공동 등기로 함께 집을 지

은 사례는 3호 밖에 없으며, 6호는 모두 개인이 소유하고 옆집은 전세를 주는 형태

로 등장하였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사는 모든 사례들은 대부분 개인 소유로 되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땅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는 소유

권 문제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땅콩주택보

다 외콩주택의 형태로 많이 지어지는 것도 이러한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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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땅콩주택 진행 과정

땅콩주택에 살기로 결심한 계기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원래 단독주택에 관심이 있거나,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비

용적인 측면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땅콩주택은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땅콩주택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외의 이유로는 

내 집 마련, 빠른 공사기간, 보안의 장점, 관리의 편의성, 넓은 마당 확보, 아파트의 

소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이 있었다.   

땅콩주택이라는 주거 유형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유형이 아니었고, 아직 그 사

례가 많지 않은데,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질문

한 결과 5가구는 ‘아파트와 다를 점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3가

구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걱정하였으나, 설계 단계에서 사생활 문제를 없앨 수 있

도록 신경 써서 설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공동 등기로 집을 지은 사례들은 모두 건축가를 만날 때 두 가구가 함께 만나서 

설계를 진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한 가구가 바쁠 경우 다른 한 가구가 설

계를 진행하거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두 가구가 함께 지으면서 생길 

수 있는 장점이다.

입주하면서 생긴 문제점들, 어려웠던 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에 살던 

주택의 이사 시기와 땅콩주택의 입주 시기 조정이 계획했던 데로 되지 않으면서 어

려움을 겪은 경우가 3가구로 조사되었다. 이들 사례는 주택 공사 기간이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1개월 정도 임시거처에서 살다가 땅콩주택에 입주하였다고 한다. 

땅콩주택은 목조주택으로 지음으로써 공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토지 비용

을 반으로 나눔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 주택이기 때문에 실제

로 지어진 사례에서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총 진행 시간과 총 진행 

비용을 조사하였다. 실제로 집을 짓는데 걸린 시간은 가장 짧은 사례는 약 2개월,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약 4개월로 평균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4) 

이는 공사 기간 동안 날씨의 영향이 컸으며, 시공사의 관리 미흡문제로 지연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날씨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

었으나, 시공사의 문제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공사 외

에는 허가과정과 준공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 사례가 많았다. 건축가를 만나서 

44) 이는 토공사 기간까지 포함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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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진행하고 집을 짓기까지 걸린 총 진행 시간은 가장 짧은 사례는 약 3개월, 

가장 긴 사례는 약 10개월로 평균 약 7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땅콩주택 공사 시간 총 진행 시간

사례1 약 12주 약 5개원

사례2 약 9주 약 8개월

사례3 약 7주 약 3개월

사례4 약 10주 약 10개월

사례5 약 12주 약 9개월

사례6 약 11주 약 7개월

사례7 약 14주 약 7개원

사례8 약 16주 약 9개월

사례9 약 12주 역 8개월

평균
약 11.5주 

(약 3개월)
약 7개월

[표 4-3] 땅콩주택 공사 시간과 총 진행 시간

총 소요 비용은 조사 결과 토지 비용의 영향이 매우 컸으며, 건설 비용은 한 가구

당 약 1억 8천만 원~2억 5천만 원으로 조사되었다.45) 토지 비용과 설계 비용, 기

타 인입 비용, 조경 비용 등 모든 경비를 합한 비용은 6억 원~11억 원으로 다양했

으며 평균 약 9억 3천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한 가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3억 원~5억 5천만 원이다.46) 

소요 비용의 분담은 어떻게 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땅콩주택이 동형으로 계획된 

사례는 똑같이 반 씩 분담하였고, 닮은꼴형이나 이형 또는 수직분리형으로 계획된 

사례는 각자 소유할 집에 대하여 각자 부담하였다. 한 사례에서는 땅콩주택의 오른

쪽에 있는 주택이 앞의 마당의 면적이 더 넓고 향이 동남향이어서 두 가구 모두 오

른쪽 주택에 입주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결국 오른쪽 주택에 입주하는 가구가 일정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입주하였다.    

45) 건설 비용은 평균적으로 평당 350만원~400만원이 들었으며, 일부 사례는 평당 약 450만원이 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46) 2호에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인테리어를 따로 하여는데, 인테리어 비용(약 1억 원)은 총 소요비용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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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평면적 특징

땅콩주택은 한 대지에 두 가구가 들어섬에 따라 두 집의 형태와 크기는 같아도 

대지 조건이 같을 수는 없다. 아래의 [그림 4-3]의 첫 번째 그림처럼 정형(장방형)

의 대지 안에 두 가구가 나란히 들어설 경우, 왼쪽 집은 서남향을 가지고, 오른쪽 

집은 동남향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 그림처럼 대지의 형태가 정형이 아닐 경우에

는 왼쪽 집 앞의 마당이 더 넓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마당은 공유하지만, 

이는 대지 앞의 도로나 다른 대지로부터 왼쪽 집의 이격거리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3] 땅콩주택의 대지에 따른 조건 

두 가구가 어느 쪽에 들어설지 주택의 방향을 결정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 두 가

구의 관계가 가족인 경우는 함께 상의하고 결정을 하였다. 땅콩주택의 소유의 형태

가 개인 소유인 경우 소유주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다른 한쪽을 세를 주는 방

식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공동 등기로 된 일부 사례에서는 집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에 따라 두 가구 모두 선호하는 

주택에 입주하는 대신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땅콩주택은 평균적으로 세장비가 1보다 크다(측면 깊이(세로)가 전면 너비(가로)

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 모든 응답자들이 이러한 점에 대한 불편함은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처음에 입주하였을 때는 아파트에 살다 와서 답답한 느낌은 

있었지만, 이러한 점은 살면서 곧 적응하였으며, 집 내부가 어둡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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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세장비에 따른 주택의 특징

왼쪽은 세장비가 1보다 큰 경우, 오른쪽은 세장비가 1보다 작은 경우  

하지만 대지의 세장비가 1보다 클 경우와 세장비가 1보다 작을 경우에 따라 가

질 수 있는 장단점은 달랐다. [그림 4-4]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는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같지만 세장비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왼쪽 사례는 세장비가 1보다 큰 경우다. 대지의 세장비가 1보다 큼에 따라 주택

의 세장비도 크게 계획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집이 남쪽에 면하는 면적이 작아진다

는 단점이 생길 수 있으며, 2층에 침실을 구획할 경우 북향을 가지는 방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마당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어지면서 마당이 넓다고 느끼게 된다. 

오른쪽 사례는 세장비가 1보다 작은 경우다. 주택의 전면너비가 측면 깊이보다 

큼에 따라 남쪽에 면하는 면적이 커진다는 장점이 생긴다. 하지만 마당이 좁고 긴 

형태를 띄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마당이 좁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인터뷰에서도 

세장비가 1보다 작은 땅콩주택의 거주자들은 마당이 좁게 느껴져서 좀 더 마당이 

넓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현관의 위치는 두 가구의 사생활을 고려하여 최대한 멀리 배치하는 사례가 많았

다. 또 계단을 외벽으로 붙이면서 자연스레 현관도 분리되어서 계획되기도 하였다. 

가족이 함께 사는 일부 사례에서는 현관을 인접형으로 계획한 사례가 있었다. 수직

분리형으로 계획된 땅콩주택도 가족이 함께 사는 사례인데, 현관을 하나로 같이 사

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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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땅콩주택을 동형, 닮은꼴형, 이형, 수직분리형 등으로 계획한 이유에 대하

여 조사하였다.

평면을 동형으로 계획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공과정이 더 편

할 것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두 집의 평면을 다르게 해야

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았다고 한다.

평면을 닮은꼴형으로 계획한 이유는 형평성을 위하여 두 가구의 기본 틀(가로, 

세로 치수)을 동일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취향에 맞게 내부 평면을 수정한 것이라

고 응답하였다. 그에 따라 계단의 위치와 형태, 화장실의 크기, 방의 구획 등 내부 

평면은 다르게 계획된 것이다.

평면을 이형으로 계획한 이유는 두 집의 면적이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

문에, 면적과 내부 평면 모두 다르게 설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두 집의 평면이 같

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형으로 계회된 사례는 소유 형

태가 개인 소유임에 따라 소유주가 필요한 면적의 주택을 먼저 계획하고 옆 집(세

를 주는 집)은 조금 더 작은 면적으로 계획하였다.

수직분리형으로 계획된 사례는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계단이 불편한 부모님 

세대(60대 부부)가 1층에 거주하고, 자녀 세대(30대 부부)가 2, 3층에 거주하는 형

태로 계획되었다. 자녀 세대에는 어린 자녀가 없어서 위, 아래층 간의 소음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주택을 설계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한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 하였

다.47)

Ÿ 주택의 한 층의 면적이 제한적임에 따라 모든 면적을 활용할 수 있게 치밀하

게(compact) 계획하는 것 (30%)

Ÿ 공간이 넓어 보이는 것, 두 집이지만 한 집처럼 보이는 것, 단열 (15%)

Ÿ 주택 내부의 동선, 사생활 보호, 마당, 공사비 절감 등 

집에서 아쉬운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Ÿ 수납공간 부족 (23%)

Ÿ 1층의 음식 냄새와 열기가 계단을 타고 다락까지 올라감, 마당이 좁음 (15%)

Ÿ 목구조라서 못질에 제한, 우기일 때는 1층이 많이 습하다, 공간적인 한계 등

47) 괄호 안의 %는 응답자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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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마음에 드는 점은 어떤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Ÿ 다락이 탁 트여있고, 경사지붕이 주는 느낌이 좋다 (30%)

Ÿ 주방 (23%) 

Ÿ 안방, 지하, 마당, 계단 등

위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땅콩주택 거주자들은 주택 내부 공간의 활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계획함에 따라 수납공간이 부족하

다는 단점이 생겨났다. 1, 2층의 면적을 치밀하게 계획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탁 트

여서 공간이 넓게 느껴지는 다락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고 그에 따라 활용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땅콩주택은 대부분의 사례가 3층으로 계획되어 다락이 있다. 인터뷰를 실시한 

14가구도 모두 다락이 있으며, 다락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조사하였다. 다락은 평균 층고가 1.8m 이하로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모든 사례의 층고는 평균 1.8m 또는 그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다락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48) 다락의 사용 용도는 [그림 4-5]와 같

다.49) 대부분의 사례에서 다락의 층고가 낮은 부분은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책장을 

두고 서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락에 TV와 소파를 두고 AV룸으로 사용하기도하

고, 아이들의 장난감을 두고 놀이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0) 땅콩주택

의 거주자들이 30~40대 부부와 어린 자녀들로 구성됨에 따라 자녀들에 의한 다락

의 활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 땅콩주택 다락의 사용 용도 

48) 다락의 층고가 1.8m 이하로 계획되는 이유는 일조권에 따른 높이 제한 등에 따른 것이다. 

49) 다락의 사용용도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같이 사용됨에 따라 용도별 비율의 합이 100%가 

아니다.

50) 2층 자녀방의 면적이 작고, 아이들이 다락의 경사진 지붕을 좋아함에 따라 장난감을 다락에 두고 놀이방으

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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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4.3절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실제로 살면서 두 가구의 교류 빈도를 조사한 결과 가족으로 구성된 4호는 매일 

왕래가 일어나며, 두 가구가 분리되어있지만 한 집처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 좋

고, 육아에 장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이 함께 사는 사례들에서는 실내가 연

결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한 사례에서는 1층 거실 사이에 문을 두고 1층

을 공용공간으로 터놓고 지내고 있으며, 다른 사례에서는 2층 발코니를 통하여 두 

집 간에 왕래가 일어난다. 수직분리형으로 계획된 사례에서는 현관을 공용으로 사

용하고 있다.  

- 1층 평면도 -

두 집의 거실 사이에 

문이 있다.

- 2층 평면도 -

2층 발코니를 통하여 

왕래가 가능하다. 

- 1층 평면도 -

현관을 공용으로 

사용한다.

[그림 4-6] 가족이 함께 사는 땅콩주택 중에 실내가 연결된 사례 

가족이 아닌 경우 중에 2호는 두 가구가 주기적으로(월 1회, 월 2회) 함께 식사

를 하지만, 3호는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

지만 두 가구의 자녀들 연령이 비슷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같이 놀며, 아

이들 간의 교류가 일어남에 따라 부모들 간의 교류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마당에서 같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

다.51) 아이들의 친목의 정도가 두 가구의 친목에 큰 영향을 미침을 유추해볼 수 있

다. 또한 가끔 서로의 우편물을 받아주면서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다.52) 

51) 아이들을 인터뷰한 결과, 옆집에 친구가 살아서 좋으며, 마당에서 자주 같이 논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이

들이 친한 경우에는 옆집의 부모를 본인의 부모처럼 편하게 대하기도 하였다. 

52) 몇 가구에서는 두 집의 우편번호가 동일함에 따라 우편물이 옆집에 잘못 가기도 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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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땅콩주택에서 프라이버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애초에 땅콩

주택에 살기를 계획할 때부터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았으

며, 함께 살더라도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아

직 커뮤니티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아직 입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지만, 추후에 더 연구

가 필요하다. 

땅콩주택은 두 가구가 마당을 공유함으로써 넓은 마당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거주자 인터뷰를 통하여 실제로 마당 전체를 공유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땅콩주택이 마당 전체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사

례에서는 마당 전체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본인 집 앞의 마당을 자기 마당처럼 사

용하기로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서 기인

하며, 아이들은 자유롭게 마당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모든 땅콩주택의 마당은 집 앞에 데크를 설치하고, 텃밭을 일부 조성하고 나머지

는 모두 잔디를 깔고 조경을 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주자가 아

파트에서 살다가 땅콩주택으로 입주함에 따라 마당을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잘 몰

라서 아직 사용은 많이 안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인터뷰를 통하여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땅콩주택은 입주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 

같이 산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힘든 것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돈도 반, 힘든 것도 반이다.”

“아파트는 형식적으로만 인사하고 이웃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생겨서 좋다. 가끔 남편이 해외출장을 가도 아이들

과 집에 있는 것이 무섭지 않다.”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옆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보게 된다. 항상 사람이 집에 있

어서 안심이 된다.”

“옆집에 사람 있는 건 사실 신경 쓰이고, 나이 들어서 사람 사귀는 게 어렵다. 

사람 관계 사이에 돈이 있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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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만족도 조사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땅콩주택에 대한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객관

적인 숫자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5점 척도는 매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으로 나누어 인터뷰 대상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만족도는 땅콩주택에 관한 항목과 땅콩주택과 기존에 살던 주거 유형을 비교하

는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땅콩주택에 관한 항목으로는 집을 짓는데 드는 비

용, 집을 짓기까지 걸리는 시간, 거주환경, 마당,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 땅콩주택

이 아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땅콩주택과 기존에 살던 주거 유형을 비교

하는 항목으로는 단열, 소음, 관리비 등을 조사하였다.

14가구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지 않은 응답

자를 제외하여 총 합이 14가 아닌 항목도 있다.53)

[그림 4-7]은 땅콩주택에 관한 항목별로 응답자들의 만족과 불만족 분포를 알 

수 있다. ‘땅콩주택을 짓는데 드는 비용(소요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2로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는 원래 

예상했던 비용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집을 짓기까지 걸리는 

시간(진행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이다. 이는 공사기간이 기대보다 오래 

걸림에 따라 불만족하는 경우와 짧은 공사기간(평균 3개월)에 만족하는 경우로 나

뉘었다. 또한 공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다. ‘땅콩주택의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5로 모든 응답자가 만족하거

나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응답자가 단열에 대한 만족을 

매우 높게 나타내고 있었다. ‘마당’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0으로 ‘보통’ 또는 ‘만

족,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으나, 대부분의 거주자가 아파트에 살다가 땅콩주택에 

입주하면서, 마당을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8로 과반수가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공동 등

기로 지어진 사례에서는 공통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양쪽 집의 합의가 필요한 점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땅콩주택이 아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만족도는 

53) 응답자들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만족도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세입자인 경우 집을 짓기까지 걸

리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한 가구는 마당을 아직 많이 사용해보지 못해봄에 따라 만족도를 측정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아이가 없는 가구는 땅콩주택이 아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

았다. 관리비를 비교하는 항목은 아직 관리비가 정확히 정산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서 7가구만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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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6으로 매우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이 함께 사는 사례는 조부모님과 

함께 삶으로써 아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아이들이 구애

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며, 옆집에 친구가 사는 점과 주택 내부에 계단과 

다락, 마당 등 아이들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소요 비용

진행 시간

거주 환경

마당

두 가구

아이의 정서

<평균>

4.2

3.0

4.5

4.0

3.8

4.6

[그림 4-7] 땅콩주택 거주자 만족도  

다음은 땅콩주택과 기존에 살던 주거 유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다. 기존에 살

던(땅콩주택으로 입주하기 전에 살던) 주거 유형은 4.2절의 ‘거주자 특성’에서 밝혔

듯이 18가구 중 15가구가 아파트, 2가구가 빌라, 1가구만 단독주택이며, 인터뷰 응

답자 14가구 중에는 아파트가 12가구, 빌라 1가구, 단독주택 1가구이다. [그림

4-8]은 땅콩주택과 기존에 살던 주거 유형을 비교하는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

족과 불만족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에 살던 주택의 단열’에 대한 만족도는 평

균 3.1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땅콩주택의 단열’에 대한 만족도

는 평균 4.3으로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콩주택이 단열이 잘 

되고, 아파트에 비하여 외풍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땅콩주택에 지하 필로티를 계획

한 사례는 지하의 한기가 조금 올라옴에 따라 한 가구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다른 가구는 ‘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땅콩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집에 난방을 하지 않음에도 집 내부 공기가 훈훈한 것을 느낄 수 있었

다.54) ‘기존에 살던 주택의 소음’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7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54) 인터뷰는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하였는데, 겨울에 인터뷰를 할 때도 집 내부는 따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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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였음에 따라 층간 소음 때문에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땅콩주

택의 소음’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9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

으나 일부 응답자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런 사례에서는 

두 집 사이의 벽이 하나로 계획되어있었다.55) 실제로 두 집 사이의 벽이 하나로 계

획된 경우에는 옆집에서 피아노를 치면 소리가 들리는 등 소음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하지만 두 집 사이의 벽이 두 개(맞벽)로 계획된 땅콩주택들은 옆집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음에 따라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땅콩주택에 경량목구조의 특성상 

진동으로 인한 층간 울림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거주자는 불만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는 본인 집에서 나는 울림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응답하

였다. 이런 층간 소음 문제는 설계와 시공 시에 주의를 요하며 차음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에 살던 주택의 관리

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7이다.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아파트의 관리비

에 부수적인 항목이 많아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땅콩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4로 모든 응답자가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일반 단

독주택이랑 비교하여 관리비가 덜 나오고, 땅콩주택이 단열이 잘 됨에 따라 난방비

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6)

 기존 주택 단열

땅콩주택 단열

기존 주택 소음

땅콩주택 소음

기존 주택 관리비

땅콩주택 관리비

<평균>

3.1

4.3

2.7

3.9

2.7

4.4

[그림 4-8] 기존의 주거 유형과 비교한 땅콩주택의 만족도 

55) 두 집 사이의 벽이 하나로 계획된 사례의 응답자들은 벽이 하나로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56) 겨울(12월~2월) 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한 가구당 약 20~25만원이고, 방범업체까지 설치하는 경우 약 3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방범 업체비용도 일반 단독주택보다 땅콩주택의 경우 한 가구당 비용이 더 저

렴하다고 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거주자들은 만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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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한 땅콩주택의 성격

4.3절에서는 거주자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한 장점과 단점, 거주자들이 생각

하는 땅콩주택의 정의를 통하여 성격을 설명하도록 한다. 

거주자 인터뷰를 하면서 땅콩주택에 살기로 결심한 계기, 땅콩주택의 매력,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의 장점, 땅콩주택의 장점 등의 중복 질문을 함으로써 거주자

들이 생각하는 땅콩주택의 장점을 도출해볼 수 있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Ÿ 땅콩주택에 살기로 결심한 계기, 땅콩집의 매력

➜ 경제적이다(83%), 내 집 마련(14%), 육아, 넓은 마당, 보안 등

Ÿ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의 장점

➜ 방범환경이 좋은 것 같다(43%), 육아(43%), 외롭지 않다(31%), 관리의 어려움이 덜

하다(21%), 경제적 분담(15%),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15%), 넓은 마당을 

가질 수 있다 등 

Ÿ 땅콩주택의 장점

➜ 경제적이다(50%, 토지비용 절감), 외롭지 않다(21%), 단열이 잘 된다(14%), 방범환

경이 좋은 것 같다, 한 집처럼 살 수 있다(가족인 경우) 등

위의 응답을 종합하여 거주자들이 생각하는 땅콩주택의 장점을 다음 [그림 4-9]

와 같이 도출해 볼 수 있다. 땅콩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이라는 것이며, 응

답자의 93%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경제적인 장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방범에 

대한 위험을 못 느끼는 것’은 50%의 거주가가 응답하였다. 육아의 장점에 대해서

도 43%의 거주자가 언급하였으며, 이는 두 가구가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서로의 

자녀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집에 부모가 없는 경우에 옆집에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

여 안심이 되는 등에서 느끼는 장점이다. 또한 단독주택에 살지만 외롭지 않다는 

장점도 있으며, 두 가구가 함께 삶으로써 관리의 어려움이 덜한 장점도 있다. 그 외

에는 단열이 잘된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 넓

은 마당을 확보할 수 있다 등의 장점이 있다. 



땅콩주택의 평면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78

[그림 4-9]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한 땅콩주택의 장점 

다음은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의 단점, 불편한 점, 땅콩주택의 단점, 땅콩주택에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의 중복 질문을 함으로써 거주자들이 생각하는 땅콩주택의 단

점을 도출해 보았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Ÿ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의 단점, 불편한 점

➜ 사생활 노출(23%), 소음(23%), 공통 해당 사항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서로 협의 하

에 결정해야 한다. 아이들이 너무 친해져서 통제가 안 된다. 

➜ 없다(50%) :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 조금

만 배려하면 된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서로 프라이버시를 지

켜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았다. 

Ÿ 땅콩주택의 단점

➜ 사생활 노출(23%), 창호 결로, 소음, 의사결정 문제, 사람 간의 관계

Ÿ 앞으로 땅콩주택에 개선되어야 할 점

➜ 건축사사무소의 계약체계(31%), 층간 소음(31%), 법적 보완 : 소유권, 등기 분할, 

맞벽, 주차 문제 등(23%), 인테리어, 품질, 목구조라서 주택보험 가입이 어렵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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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의 단점이나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50%의 응답자가 ‘없

다.’ 라고 응답하였다. 사생활 노출에 대해서도 23%의 응답자만 언급하였으며, 이

는 애초에 땅콩주택에 함께 살 친구를 찾을 때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친

구를 찾았고, 주택을 설계할 때도 현관을 분리하고 맞벽으로 지어서 소음을 없애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너무 친해져서 통제가 안 된다’라는 흥미로운 

응답도 있었다. 실제로 땅콩주택에서 두 가구가 함께 삶으로써 나타나는 단점 혹은 

불편한 점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땅콩주택에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서는 층간 소음과 법적 문제, 맞벽, 주차 등에 대한 응답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

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여 거주자들이 생각하는 땅콩주택의 단점을 [그림 4-10]

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다. 땅콩주택의 가장 큰 단점은 사생활 노출과 층간 소음이

지만, 실제로 이들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은 모두 29%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실 

생활에서 이러한 단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땅콩주택의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최소한으로 있는 집’으로 계획함에 따라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었다. 그 외에는 마당이 좁다, 의사 결정을 할 때 

두 집이 협의해야 한다, 사람 간의 관계가 불편하다, 창호 결로가 있다, 목구조라서 

못질을 하는데 제한이 있다 등의 단점이 있다.

[그림 4-10]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한 땅콩주택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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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거주자들이 생각하는 땅콩주택의 정의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땅

콩주택은 ~이다.” 혹은 “땅콩주택은 ~을 위한 집이다.” 로 정의를 내림으로써 거

주자들이 생각하는 땅콩주택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 

Ÿ 거주자들이 내린 땅콩주택의 정의 

“땅콩주택은 대안주택이다. (전세대란 시기에 대안적으로 찾은 것)”

“땅콩주택은 ‘계륵’이다. 버리기엔 아까우나,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아직은 과도기적 단계이다.”

“땅콩주택은 돈을 위한 집이다.”

“사람은 주택에 살아야 한다. 땅콩주택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 준 

집이다.”

“땅콩주택은 소박하고 합리적인 집이다. (합리적 : 가격적인 측면)”

“땅콩주택은 실용적인 단독 주택이다.”

“땅콩주택은 저렴한 비용에 어른, 아이들을 위한 집이다.”

“땅콩주택은 실용적이고, 아이들에겐 정서적으로 좋은, 그렇지만 고급스럽지는 

않은 집이다.”

“땅콩주택은 아이들을 위한 집이다.”

“땅콩주택은 가족을 위한 집이다.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나도 만족스럽고, 남편

도 너무 좋아한다. 꿈을 이루었다.”

“땅콩주택은 타운하우스(미국의 듀플렉스)다. 그냥 3개 층으로 나누어 사는 집.”

거주자들의 응답을 보면, 땅콩주택을 ‘계륵’이라는 단어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계

륵(鷄肋)은 닭의 갈비라는 뜻으로, 그다지 큰 소용은 없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

을 이르는 말이다. 아직 땅콩주택은 도입 초기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고,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땅콩주택은 실용적인 주택이며, 경제

적인 측면에서 단독주택에 사는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 준 집이라고 생각한

다. 땅콩주택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앞으로 땅콩주

택은 새로운 주거 형식의 모색이 절실한 우리의 현실에 거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요한 주거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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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한 법적 문제점

4.4절에서는 거주자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한 땅콩주택에 관련된 법적 문제

점들을 밝히도록 한다. 땅콩주택을 지으면서 거주자들이 체감한 법적 문제점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주차장 설치 대수 산정, 다락 설치 기준, 맞벽에 관한 규

제, 바닥면적 산정 등에 관한 항목이 있다.

법적인 문제점을 밝히기에 앞서, 땅콩주택의 법적 용도별 종류는 [표 4-4]와 같

이 건축법상으로 단독주택 중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표 4-4] 「건축법」에 따른 땅콩주택의 용도별 종류 

4.4.1. 주차장 설치 대수 산정

첫 번째 법적 문제점은 ‘주차’와 관련된 것이다. 땅콩주택은 ‘넓은 마당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었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실제로 ‘넓은 마당’을 가

지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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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주차 

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단독주택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 단독주택일 경우에 주

차장 설치 기준은 시설면적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시의 자치법규를 참고해야한다. 수도권의 지역별 단독주택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표 4-5]와 같다.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수원시, 남양주시, 부천시

Ÿ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Ÿ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

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Ÿ 시설면적 134㎡이하 : 1대

Ÿ 시설면적 134㎡초과 : 1대에 134㎡를 초

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34㎡)/87㎡}

고양시 광명시

Ÿ 시설면적 50㎡초과 100㎡이하 : 1대

Ÿ 시설면적 100㎡초과 : 1대에 100㎡를 초

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00㎡)/87㎡} 

Ÿ 시설면적 50㎡초과 100㎡이하 : 1대

Ÿ 시설면적 100㎡초과 : 1대에 100㎡를 초

과하는 75㎡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00㎡)/75㎡} 

Ÿ 다만, 주차대수가 세대(가구)당 1대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세대(가구)당 1대 이상

[표 4-5] 단독주택일 경우(다가구 제외) 주차장 설치 기준

다음은 수도권의 지역별 다가구주택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다. 현재 고양시, 광명

시, 남양주시, 성남시(일부), 수원시, 용인시, 하남시, 화성시 등에서는「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며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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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

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7.6, 2011.3.15>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

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 규모별

(전용면적 : ㎡)

주차장 설치기준(대/㎡)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표 4-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 (다가구주택)

이 외에 성남시 일반지역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의한 다가구주택과 부천시는 다음

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성남시 일반지역 부천시

Ÿ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에 의한 대지 내 다가구주택은 시

설면적 140㎡당 1대(시설 면적/140㎡) 

또는 1가구당 0.7대로 산정한 대수 중 

많은 대수로 산정한다. 

Ÿ 단, 접한 도로가  폭 4미터미만인 대지

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180㎡당 1대(시

설 면적/180㎡)

Ÿ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

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

대로 한다. 

Ÿ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 당 또는 호

실 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 당 1대 이상

[표 4-7] 일부 지역 다가구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이상의 [표 4-6]과 [표 4-7]에서 알 수 있듯이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보다 주

차장 설치 기준이 더 엄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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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바닥면적 210㎡의 단독주택을 계획할 경우에는 다음의 산술식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이 2대이다.

1+{(210㎡-150㎡)/100㎡} = 1.60 → 2대

1+{(210㎡-134㎡)/87㎡} = 1.87 → 2대

1+{(210㎡-100㎡)/87㎡} = 2.26 → 2대

1+{(210㎡-100㎡)/75㎡} = 2.47 → 2대

하지만 같은 면적의 다가구주택을 계획할 경우에는 다음의 산술식에 따라 주차

장 설치기준이 3대(성남시 일반지역 중 주택지조성사업지역 : 2대)이다. 

210㎡/70㎡ = 3.00 → 3대

210㎡/140㎡ = 1.50 → 2대

210㎡/65㎡ = 3.23 → 3대

땅콩주택 사례들의 평균 바닥면적은 207.4㎡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동일  

면적의 단독주택에 비하여 주차장 설치 구획을 1대 더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차장 설치는 소유 대지 내에 해야 함에 따라 지하층을 따로 계획하지 않는 경우

에는 주택 앞의 마당에 주차 구획을 하게 된다. 땅콩주택은 공사비를 줄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최소한으로’ 짓는 집임에 따라 지하층이 계획된 사례는 5가구 밖에 

없으며, 이 중에 지하층을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가구는 3가구 밖에 없다. 이에 따

라 대부분의 사례들은 마당에 주차를 구획하고 있다.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해야하

는데, 설치 대수도 같은 면적의 단독주택에 비하여 1대 이상 해야 함에 따른 거주

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주차장 설치 기준은 자치법규에 따

라 시(市)마다 다르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마당에 주차장을 구획할 경우에 잔디를 

심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주택 전면(前面) 전체에 블록이 깔려있는 사례도 있다.

[그림 4-11] 마당 전체가 블록으로 깔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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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 설치 기준이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됨

1. 가중 평균높이를 악용하여 유효면적 확보 금지를 위해 다락의 층고는 평지붕의 경

우 최고높이 1.5미터 이하 경사지붕의 경우 최고높이를 2.1미터 이하로 하여 가중

평균 한다.

2. 다락면적은 다락을 설치하는 실(室) 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한다.

3. 다락의 출입구는 반드시 다락 설치 해당 층 거실에 설치하여 옥상 또는 계단실에서 

출입하는 별도 출입구 설치를 금지한다.

4. 계단실 또는 승강기탑 등의 벽을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5. 다락에는 난방, 통신 및 위생설비 설치를 금지한다.

6. 다락외벽에 접하여 인위적인 베란다 설치를 금지한다.

[표 4-8] 지역 조례를 통하여 다락 설치 기준이 변경된 사례

한편 거주자들은 이러한 주차대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기도 하였

다. 인터뷰 결과 땅콩주택 거주자들의 차량보유대수는 0대인 가구도 있고, 평균 1

대, 최대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두 가구의 차량 보유

대수의 합은 1대 이지만 설치 기준은 3대인 경우도 있었다. 또한 현재 일반건축물

대장에도 가구 수는 표기가 안 되고 층별 건축면적만 표기가 되고 있다. 이렇듯 가

구 수에 따른 산정이 아닌, 면적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문제다.

4.4.2. 다락 설치 기준

「건축법」에 따르면 다락은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는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을 건설할 

때는 건축법보다는 해당 지역 조례(자치 법규)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최근에 지

역 조례에서 땅콩주택에 불리한 조례를 적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표 4-8]은 최근에 땅콩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특정 시(市)에서 다락 설치 

기준을 변경한 사례이다. 2번 항목이 생기면서 땅콩주택(2가구 모두 다락을 포함하

여 3층으로 짓는)의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부분의 땅콩주택은(약 84%) 2

층 위에 다락을 설치하여 3층으로 계획되고 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구 

중 한 가구만 다락을 설치하거나, 두 가구 모두 2층 면적의 2분의 1 이하의 면적을 

가지는 다락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조례의 변경은 사실상 땅콩주택을 겨냥한 것

이라는 의견이다. 몇몇 입주자들은 땅콩주택을 진행할 때 허가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그에 따라 허가 진행이 늦춰져서 입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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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다가구주택의 맞벽에 관한 규제 

인접한 두 건축물의 외벽을 합치거나(합벽건축), 두 벽 사이가 50cm 미만으로 

건축(맞벽건축)하게 한 것은 모두 맞벽건축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한다. 대부분

의(83%) 땅콩주택은 두 집 사이의 벽이 맞벽으로 지어지고 있다. 하지만 두 집 사

이의 벽이 하나의 벽으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두 가구 사이의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건축법」상에 맞벽에 관한 항목은 있지만, 다가구주택의 두 집 사이

의 벽에 관한 규제는 없음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땅콩

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가구 주택에서도 발생한다.5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 등에 관한 항목만 있고, 다가구주택

이 해당되는 단독주택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주거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두 가

구 사이의 벽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

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

니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표 4-9] 「건축법」에 세대 간 경계벽에 관한 항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

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

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

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이하 생략)

[표 4-1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경계벽에 관한 항목

57) ‘기존의 다가구 주택’은 수익형 부동산의 수단으로 주로 원룸이나 투룸의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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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

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

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

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

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

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이하 생략) 

[표 4-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경계벽에 관한 항목

4.4.4. 바닥면적 산정 

현재 공동주택 등은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

칙」을 적용받아서 안목치수를 적용하는 반면, 단독주택은 면적 산정 시 「건축

법」을 적용받아서 건축물의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

러싸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58) 이에 따라 같은 면적의 아파트와 단

독주택을 비교해보면 단독주택은 벽체 두께의 절반이 전용면적에 포함됨에 따라, 

실 사용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다. 단독주택은 이러한 이유로 면적 손실을 보게 되

고, 이러한 면적은 주차장 설치 대수 산정과 세금(부가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 영

향을 끼치게 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

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

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 방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

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표 4-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에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 기준

58) 안목치수란 아파트 면적 산정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안목치수

를 적용하면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아파트 분양 시 표시된 전용면적만

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안목치수가 적용되면 종전에 비해 분양평형이 1∼5평 정

도 증가한다. (http://terms.naver.com, 검색어 : 안목치수,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미래와 경영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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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본 장에서는 땅콩주택을 평가하기 위하여 거주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

터뷰를 진행함으로써 땅콩주택에 대한 거주자들의 생각과 땅콩주택의 성격, 법적 

문제점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 거주자의 가족 구성은 주로 30~40대 부부와 어린 자녀, 또는 노부

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함께 사는 친구의 관계는 4호는 가족, 1호는 원래 알던 친

구, 4호는 모르던 사람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찾은 경우다. 하지만 공동 등기로 

함께 집을 지은 사례는 3호 밖에 없으며, 이는 소유권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집을 짓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3개월 정도 걸리며, 총 소요 비용은 토지 

비용의 영향이 매우 크며, 건설비용은 한 가구당 약 1억 8천만 원~2억 5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경비를 합한 비용은 6억 원~11억 원으로 다양하며, 소요 

비용의 분담은 각자 소유할 집에 대하여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면적 특징을 조사한 결과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현관을 최대한 

멀리 배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땅콩주택을 동형, 닮은꼴형, 이형, 수직분리형 등으

로 계획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초반에는 두 집의 평면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

을 안 해서 동형으로 계획되었으며, 점차 각자의 취향에 맞게 일부 수정하게 되면

서 닮은꼴형으로 계획되고, 최근에는 두 집의 평면이 같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제

거되면서 이형으로 계획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땅콩주택은 3층으로 계획

되면서 다락 공간이 형성되는데, 다락의 사용 용도는 서재 또는 작업실, 놀이방, 

AV룸, 창고 등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두 가구의 교류 빈도는 가족인 경우는 매일 왕래가 일어나지만, 가족이 

아닌 경우는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하여 주기적인 만남만 가지거나 왕래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자녀들의 연령이 비슷한 경우는 아이들 

간의 교류가 일어남에 따라 부모들 간의 교류도 일어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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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집을 짓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2로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진행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으로 

이는 공사기간이 기대보다 오래 걸림에 따라 불만족하는 경우와 짧은 공사기간에 

만족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거주환경은 평균 4.5로 모든 응답자가 만족도를 높게 

나타내고 있었으며, 마당은 평균 4.0으로 아직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

만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은 평균 3.8로 대부분 만

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개인에 따라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땅콩주택이 아

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에서 기인하는 이유가 많았다. 

기존에 살던 주거 유형과 단열, 소음, 관리비 등의 항목을 비교하여 만족도를 조

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땅콩주택이 기존의 주거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땅콩주택의 단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3으로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으로 인해 실제 땅콩주택의 단열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음은 평균 

3.9로 두 집 사이의 벽이 맞벽으로 계획된 사례는 방음이 매우 잘 되지만, 두 집 사

이의 벽이 하나로 계획된 사례에서는 옆집의 소리가 들림에 따라 만족도가 낮게 나

타났다. 관리비는 평균 4.4로 이는 단열이 잘 됨에 따라 난방비 등의 관리비가 적

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주자 인터뷰를 통하여 땅콩주택의 장점을 도출해본 결과 가장 큰 장점은 경제

적이라는 것이며, 방범환경이 좋은 것 같다, 육아, 외롭지 않다 등의 장점이 있었

다. ‘경제적’인 것은 93%의 응답자가 언급하였으며 실제로 매우 크게 실감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범에 대한 위험을 못 느끼는 것도 50%의 응답자가 언급

하면서 실제로 두 가구가 함께 삶으로써 많은 장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한 땅콩주택의 단점은 사생활 노출, 층간 소음, 수납공간 

부족, 마당이 좁다 등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불편함을 언급

하는 응답자는 29%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두 가구가 함께 살더라도 설계단계에서

부터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를 하여서 실제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 결과 거주자들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실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우

려하는 단점들은 실제 생활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

만 각각의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적인 측면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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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땅콩주택을 지으면서 거주자들이 체감한 법적 문제점 또는 개선되어

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법적 문제점으로는 주차, 다락, 맞벽, 바닥면적 산정 

등에 관한 항목이 있다.

땅콩주택의 첫 번째 법적 문제점은 ‘주차’와 관련된 것이다. 현재 땅콩주택은 다

가구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주차 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단독주택보다 더 엄격한 

설치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에 따라 같은 면적의 주택을 짓더라도 단독주택으로 인

정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대수의 주차장을 구획해야하고, 주차장을 마당에 구획하

게 됨으로써 마당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다락’에 관한 것으로, 최근에 특정 시(市)에서 다락 설치기준

을 변경하면서, 다락면적을 다락을 설치하는 실(室) 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땅콩주택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이후에 진행되는 땅콩주택들은 다락의 면적을 줄어야하는 문제가 생겼다.

세 번째 문제점은 ‘맞벽’에 관한 것으로, 땅콩주택은 두 가구 사이의 벽이 하나의 

벽으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두 가구 사이의 소음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 다가구주

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 등에 관한 법적인 항목이 없다. 주거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는 두 가구 사이의 벽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등은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치수를 적용하는 반면, 단

독주택은 건축물의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함에 

따라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비하여 실 사용 면적이 작아진다. 면적 산정은 주차장 

설치 대수 산정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상의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땅콩주택의 법적인 문제점들과 계획적인 측면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향후 단점으로 작용되는 몇몇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새

로운 주거형식의 모색이 절신한 우리의 현실에 거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주

택의 예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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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3장의 땅콩주택의 건축 계획적 특징 분석과 4장의 거주자 심층 인

터뷰를 통하여 도출한 땅콩주택의 평면적, 공법적 특징과 법적 문제점 등을 바탕으

로 땅콩주택이 개선 및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을 하기에 

앞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땅콩주택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땅콩주택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다.

5.1. 땅콩주택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땅콩주택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건축가 조남호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들어보았다.59)

“땅콩주택은 생산 방식의 문제를 보기 이전에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단독주택

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소

비자들의 눈이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젊은 세대가 목

표로 할 수 있는 3억이라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비용의 논리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양산되면 안 된다. 양산되면 그 자체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어떤 일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것은 일종의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잉은 맥락과 잘 안 맞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도태가 될 수 있다. 느린 

속도로 일어나야 한다.

처음 지었던 집은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그 두 사람에게 맞는 집을 지은 것이

었지만, 그 다음 집은 그 가족에게 맞는 방안을 생각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

게 했다면 속도도 훨씬 늦고 유형도 좀 더 다양화 되었을 것이다. 건축은 맥락과 사

람, 지역 등에 맞춰서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

처럼 인신되어서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땅콩주택은 새로운 대안

들이 훨씬 많이 나온다면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59) 조남호 소장님은 (주)솔토건축사사무소의 대표소장으로, 목조건축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건축가다. 1998년부

터 목조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경골목구조 방식의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골목구조와 기둥-보 

구조를 혼합한 공법을 적용한 방식으로도 설계를 하였다.

본 연구의 3.3절에 ‘땅콩주택 시공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조남호 소장님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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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주택은 살아가는 유형이 딱 특정한 시점이나 성향에 맞을 가능성이 있다. 땅

콩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인데, 만약에 직장이 옮겨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한 집이 그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때 그 집을 선호할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른 대안이 별로 없으니

까 땅콩주택이라는 유형을 선택하였지만, 요구들이 다양해지면서 집의 유형이 다양

하게 공급이 되면 땅콩주택이 최적이 아닐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뜻이 맞는 파트

너(함께 살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두 집이 함께 사는 것이 어떨지는 살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다. 가정(假定)이

다. “두 집이 살아보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두 집의 결합은 이상한 것 같

다. ‘두 집’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너무 극명해질 

것 같다. 결합하려면 적어도 세 집 이상 결합하여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사회적 관계가 되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지 ‘문제’가 아니다. 두 집 간에는 사회적 관계가 생길 수 없다.

현재 땅콩주택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거지지는 않고 있다. 그 이

유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땅콩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수요가 괜찮기 때문이라

고 한다. 젊은 세대가 아이들에게 마당을 주기 위해서 도시 외곽으로 가고 단독주

택을 선택한다는 것이 새로운 사고방식이고, 3억이라는 비용을 갖고 있다는 것 또

한 경제적 능력도 있고, 지적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사고방식이 사회

적으로 열려있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문제는 있

지만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좋은 일이다.’하고 집단적인 결론에 이르

게 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건축가는 우리 주거의 원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가 같은 

소박한 집, 사람들이 쉽게 지을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경골목구조를 대체하는, 우

리의 전통적 방식과 정서, 목재 상황 등을 아울러서 과거의 민가를 대체하는 새로

운 공사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거 없이는 아무리 주거문화에 대해서 이

야기를 해도 그건 그냥 소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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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계획적인 측면의 제안

5.2.1. 땅콩주택을 짓기 적절한 필지

현재 땅콩주택의 대지 면적은 최소 211.0㎡부터 최대 271.1㎡로 평균 236.7㎡

(약 71.6평)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사례들은 현재 주택

의 면적에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당은 조금 더 넓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60) 하지만 마당의 면적이 너무 넓어지면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

재의 마당 면적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추후에 땅콩주택을 계획할 때 대지면적은 약 210㎡~270㎡도 적절하

지만, 만약에 더 넓은 마당을 가지고 싶으면, 주차장 구획면적을 고려하여 더 넓은 

대지면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4.2절의 평면적 특징에서 밝혔듯이 대지의 세장비가 1보다 클 경우와 

1보다 작을 경우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장단점은 다르다.

[그림 5-1] 대지의 세장비에 따른 주택의 특징

왼쪽부터 세장비가 1보다 큰 경우, 세장비가 1인 경우, 세장비가 1보다 작은 경우 

대지의 세장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주택의 세장비도 커지면서 남쪽에 면하는 

면적이 작아진다는 단점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층에 침실을 구획할 경우 북

향을 가지는 방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마당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어지면서 마당

이 넓다고 느끼게 된다. 반면, 대지의 세장비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집이 남쪽에 면

하는 면적이 커진다는 장점이 생기면서 일조에 유리하지만 마당이 좁고 긴 형태를 

60) 인터뷰를 시행한 땅콩주택들의 3층 다락을 포함한 바닥면적은 135.6㎡~174.6㎡이다.

본 연구의 3.2절에서 밝혔듯이 땅콩주택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집 앞에 주차장을 구획하면 실제로 마당으

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평균 약 86.6㎡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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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마당이 좁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렇듯 대지의 세장비에 따라 주택의 세장비와 마당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거주

자가 더 선호하는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지의 형태

를 선택해야 한다.

5.2.2.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법

두 집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 사생활

이 보장받지 못하면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은 장점이 아닌 단점이 될 수 있다. 

사생활 침해 유형은 시각적 침해, 청각적 침해, 영역적 침해로 분류된다. 사생활

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각적 침해에 대해서는 시선차단물을 설치하거나 시선 방향

을 전환하고, 청각적 침해는 거리를 두거나 음향 차단물을 설치하고, 영역적 침해

에 대해서는 구성원간의 사적생활을 위한 공간 확보와 간이현관의 설치를 하는 등

의 방법이 있다.61) 3장과 4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두 집의 현관은 분리 - 시각적 방법, 영역적 방법

Ÿ 계단은 외벽에 붙여서 계획 - 청각적 방법

Ÿ 두 집 사이의 벽은 꼭 맞벽으로 (두 개의 벽으로) - 청각적 방법

Ÿ 침실과 접해 있는 2층 발코니 분리 - 시각적, 영역적 방법

[그림 5-2]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법 예시

61) 김선만, 청소년 환경심리를 적용한 주거실내 계획에 관한 연구 : 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홍익

대학교 석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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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의 현관은 최대한 멀리 배치함으로써 현관 주변의 사적인 공간이 형성되고, 

서로의 시선을 차단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도 현

관이 분리되어서 계획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땅콩주택 1호는 왼쪽 집의 계단이 맞벽 부분에 붙어있는데, 계단으로 인한 울림

이 옆집에 들리는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계단으로 인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 집 간의 계단에 거리를 두고 외벽으로 붙여서 계획하여야 한다.62) 

또 하나의 청각적 차단 방법은 두 집 사이의 벽을 맞벽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실

제로 거주자 인터뷰를 진행한 사례 중에는 두 집 사이의 벽이 하나의 벽으로 계획

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옆집의 소리가 들리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집 사이의 벽이 두 개(맞벽)으로 계획된 사례들은 옆집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음에 따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63) 

세대 간 경계벽에 사용할 수 있는 맞벽의 구조로는 교차 스터드(Staggered 

stud)구조와 이중 스터드(Double stud)구조가 있다. 교차 스터드는 스터드 간에 진

동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각의 스터드를 서로 격리시켜 벽체를 구성하는 구

조형태다. 엇갈리게 세워진 스터드 사이의 공간에 공기층의 증가로 공기음 전파가 

감소되는 구조다. 여기에 석고보드와 방음용 철물을 사용하면 차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차 스터드 구조는 차음성능도 양호하고 구조적으로도 내력벽이 될 수 

있는 벽체 구조이지만, 시공 시 스터드 사이의 폭이 좁아 작업상 불편하고 시공기

간이 길어져 인건비가 상승되는 단점이 있다. 이중 스터드 구조는 스터드를 2개 제

작하여 사이에 일정 간격의 공간을 두어 시공하는 구조형태다. 다른 구조와 달리 

벽체 자체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방음용 철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차음성능이 우

수하다. 여기에 석고보드를 부착해 차음성능을 높여준다. 

62) 계단 같은 서비스 영역을 집 외곽 쪽으로 배치하는 것은 단열에도 효과가 있다.

63) 한밤중에 아주 조용하면 옆집의 TV소리나 아이 울음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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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스터드 구조 (예시)

이중 스터드 구조 (예시)

[그림 5-3] 맞벽 차음성능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침실과 접해 있는 2층의 발코니는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다. 3층

으로 계획된 땅콩주택들은 모두 2층에 침실이 있는데, 이러한 공간은 1층의 거실과 

주방이 있는 공용공간보다 더 사적인 공간이다. 1층의 마당과 데크는 두 가구가 함

께 사용하여도, 사적공간과 연결되는 2층의 발코니는 분리하여 배치하거나, 분리하

여 사용함으로써 사적생활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5.2.3. 공간 활용 방법

땅콩주택은 한 필지에 집 두 채를 지음에 따라 한 층의 면적이 제한적이다. 거주

자 인터뷰에서도 주택을 설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요소가 ‘주택의 한 층

의 면적이 제한적임에 따라 모든 면적을 활용할 수 있게 치밀하게(compact) 계획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공간이 넓어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땅콩주택 거주자들은 주택 내부 공간의 활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한 땅콩주택의 단점’에서도 수납공간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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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생활을 함에 있어 공간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땅콩주택에서 주택 내부 공간의 면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두 가구가 공간을 공

유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는 주택 외부의 마당만 공유하고 있지만, 주택 내부의 다

용도실처럼 생활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실은 두 가구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공간

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두 가구의 관계가 가족인 경우에는 더욱더 적용 가능한 방

법이다.

[그림 5-4] 내부 평면의 공유 예시 

5.2.4. 지붕 형태 

거주자 인터뷰 결과 주택을 설계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한 요소 중에 ‘두 집이지

만 한 집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두 집의 현관

을 각각 남측과 북측에 두어 한 집처럼 보이게 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땅콩주택의 

지붕이 정면박공으로 계획되어 박공지붕이 두 개가 되는 경우는 자연스레 두 가구

가 사는 주택으로 인지하게 된다. 지붕의 형태는 3.2절에서 밝혔듯이 보통 주택의 

세장비에 따라 결정되지만, 만약에 한 집처럼 보이게 하고 싶으면 측면박공으로 계

획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림 5-5] 정면박공과 측면박공에 따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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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적인 측면의 제안

법적인 측면의 제안은 4.4절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한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제안으로 이루어진다.

5.3.1. 주차장 설치 대수 산정 : 단독주택 기준 적용

땅콩주택은 두 가구가 함께 삶으로써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이는 기존의 

다가구 주택과는 다른 단독주택이다.64)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주차대수

를 산정함에 있어 단독주택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65) 이에 따라 ‘주차’문

제 때문에 ‘넓은 마당’을 가지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넓은 마당’을 가지기 위하여 준공 후에는 마당을 주차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현상

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보유 차량대수보다 더 많은 주차장을 설치해야함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설치 대수는 다가구 주택의 

기준을 따르지만, 주차장 입구는 단독주택의 기준을 따르는 문제점도 나타났다.66) 

단독이 아닌 두 가구가 함께 삶에 따라서 훨씬 엄격한 다가구 주택의 기준을 따

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2가구 혹은 3가구 까지는 다가구 주택 중에서도 완화된 기

준을 적용하여 단독주택과 같은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Ÿ 두 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당 바닥 면적이 85㎡이상인 경우

는 단독주택으로 인정하여 단독주택의 주차장 설치 대수를 적용하도록 한다. 

Ÿ 3 가구 이하의 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은 가구 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

하도록 한다.

위의 방법 외에 주차장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불만의 목소리를 없애기 위

해서는 실제 차량 보유 대수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이다.

64) 기존의 다가구 주택 : 정부가 1990년대 초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건축허가요건을 완

화하여 허가함으로써 생겨난 형태의 주택. 수익형 부동산의 수단으로 주로 원룸이나 투룸의 형태로 등장한

다.

65) 상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4.4.2에 밝히고 있다.

66) 주차장 설치 대수는 3대 혹은 4대 이지만, 주차장 입구는 하나밖에 허가가 안 난 사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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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선안) (맞벽 건축 활성화) 맞벽 건축 대상지역을 現 상업지역․도시미관 향상 구역 

[표 5-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맞벽에 관한 내용

5.3.2. 다락 설치 기준 : 지역 조례의 다락 제한 완화

최근에 특정 시(市)에서는 다락의 설치 기준을 「건축법」보다 강화하여 다락을 

설치하는 실 면적의 2분의 1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을 건설할 

때는 건축법보다는 해당 지역 조례가 우선하기 때문에 땅콩주택을 지으려는 사람

들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해당 시(市)에서는 지역 조례를 변경한 이유가 다락을 물품보관 이외에 아동 놀

이 공간 등의 거실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67) 

하지만「건축법」에서는 이미 다락을 거실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난방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법에 맞추어 다락을 설치한 후 공간은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

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일부 사례에서 놀이 공간 등의 거실로 사용하였다고 

지역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이러한 조례의 변경은 사실상 땅콩주택을 겨냥한 것이며 이는 땅콩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근거한다. 땅콩주택은 주거 유형의 다양화에 기여한 주택으로써,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없어져야 한다. 「건축법」 상의 기준에 따라 다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 조례의 변경, 완화가 필요하다.

5.3.3. 다가구주택 맞벽에 관한 규제 필요

땅콩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두 가구 사이의 벽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

하다. 현재 공동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내화구조 관한 항목은 「주택건설기준 등

에 관한 규정」에는 지정되어 있지만, 다가구 주택에 관한 항목은 정해져 있지 않

다. 또한 실질적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차음에 관한 항목도 부재하다.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3월 14일에 발표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에는 맞벽 건축 활성화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수개의 필지 단

위로 건축물 정비를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유주 간 건축협정제와 맞벽 건축 등 

특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7) 위의 내용은 단독주택은 신축하고자 하는 예비건축주가 해당 시의 담당부서에 ‘다락의 설치 기준’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한 후 회신으로 받은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출처: http://cafe.naver.com/duplex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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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건축협정 인가 구역까지 확대

- 맞벽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하여, 일괄로 허가받고 

감리와 사용승인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

- 건축협정 대지에 대하여 대지의 분할제한, 높이제한, 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을 완화

(효과) 다양한 건축 경관 창출, 맞벽 건축으로 타운하우스 건설 가능 

- 이는 현재의 땅콩주택과 달리, 공동필지가 아닌 개인 필지 주민 간 협정으로 맞대

어 건축할 수 있어서 토지이용도를 높이면서 사고 파는게 자유롭고, 주차장과 공용시

설물을 함께 설치할 수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가 유지되면서 구역 단위(타운하우스)로 

건축물의 정비가 가능

이렇듯 맞벽 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안은 마련하듯이 맞벽 건축에 따를 수 있는 

문제점(내화, 차음 등)에 관한 법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2008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1시간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내력벽에 대한 

경골목구조 벽체의 인정 시험을 거행하였다. 시험 결과 목구조바닥 1개와 (단일)스

터드 벽체, 엇갈린(교차) 스터드 벽체, 이중 스터드 벽체 등 내력벽 3개가 내화구조 

인정서를 받았다.68) 각각의 벽체에 대해서 차음성능도 실험하였는데, 단일 스터드 

벽체는 차음성능 3급을 받았고, 엇갈린 스터드 벽체와 이중 스터드 벽체는 차음성

능 1급을 받았다.69) 

68) 이때 받은 내화구조인정서는 유효기간 3년의 인정서로써 인정서에 기술된 내화구조물은 3년 동안은 어느 

현장에서든지 더 이상의 품질시험이나 인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내화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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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스터드 벽체 인정서 이중 스터드 벽체 인정서

[그림 5-6] 경골목구조 벽체 내화성능 인정서

이러한 성능 시험을 바탕으로 경골목구조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맞벽)은 내화 

성능과 차음 성능이 우수한 엇갈린 스터드 벽체 또는 이중 스터드 벽체를 사용하도

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3.4. 바닥면적 산정 : 안목치수 적용

마지막은 단독주택의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항목이다.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처럼 

안목치수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현재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데, 이렇게 산정할 경우 순수 바닥면

적을 산정하는 것보다 면적 손실이 있다. 단독주택도 공동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바

닥면적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이다.7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단

독주택의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표 5-3]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69) 단일 스터드벽체의 차음성능은 STC(Sound Transmission Loss Class: 소리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값 58정도였으며, 엇갈린 스터드 벽체와 이중 스터드 벽체는 STC값 60정도였다. 

70) 현재 이 항목에 대하여 실제로 땅콩주택 예비 건축주가 국토부 2012년 정책과제에 넣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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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수정 제안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

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

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

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

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

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

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

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

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단독주택(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포

함)의 바닥면적 산정 시 치수 및 기준척

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한다.

[표 5-2] 단독주택의 바닥면적 산정「건축법 시행령」수정 제안

5.4. 소결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땅콩주택의 건축계획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의 

문제점들에 대한 제안을 하였으며, 제안을 하기에 앞서 땅콩주택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전문가는 땅콩주택이 양산되면 안 되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도태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대안들이 훨씬 많

이 나온다면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땅콩주택을 봐야 하

는 관점은 ‘소비자들의 눈이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건축계획적인 측면의 제안은 땅콩주택을 짓기 적절한 필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법, 공간 활용 방법, 지붕 형태 등을 땅콩주택에 맞추어 제안하였다. 법적인 측면

의 제안은 주차장 설치대수 산정, 다락 설치 기준, 다가구주택 맞벽에 관한 규제, 

바닥면적 산정 등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제안하

였다. 특히 땅콩주택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건축계획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 

모두에 목조주택의 세대 간 소음에 따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설계 시에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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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요하며, 법적인 규제의 마련도 시급한 문제다. 이러한 제안 사항들을 바탕

으로 추후에 땅콩주택이 질적으로 더 성장하는 주거유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 6 장  결  론

6.1 연구의 종합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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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구의 종합

본 연구는 최근 건축계에서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땅콩주택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땅콩주택은 주거의 다양화, 소형화 등 거주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수용하는 주거유형으로 등장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한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이유로 단독주택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

한 관점을 바꾸었으며, 젊은 세대가 단독주택을 직접 짓고 살도록 하였다. 땅콩주

택은 단독주택에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을 주었으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주택이다. 

본 연구는 땅콩주택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건축 계획적 특징 

분석과 거주자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한 후 땅콩주택이 개

선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특정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된 땅콩주택 25호의 평면을 분석

하여 배치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에는 동형과 닮은꼴형의 형

태로 많이 지어지다가 점차 이형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획일화된 평면이 아닌, 각자의 생활방식과 요구에 맞는 집의 형태를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단위주호의 평면 분석을 통하여 공통적인 특징과 

일부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땅콩주택의 재료, 공법적인 특징 분

석에서는 땅콩주택 시공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다음과 같

다. 목조주택은 시공자의 능력과 경험이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계

와 시공을 하기에 앞서 경략목구조에 대한 깊은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목

조주택 시공 시에는 벤트를 설치하여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택의 수

명을 연장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땅콩주택은 지붕과 지붕 사이에 골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크리켓을 설치하여 물이 고이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땅콩주택 거주자 인터뷰 결과 거주자들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생활 노출, 층간 소음, 수납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으며, 법적인 

측면에서는 주차장 설치 대수 산정, 다락 설치 기준, 다가구주택의 맞벽에 관한 규

제, 바닥면적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 계획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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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계획적인 측면의 제안>

- 땅콩주택을 짓기 적절한 필지 : 대지의 세장비에 따라 주택의 세장비와 마당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거주자가 더 선호하는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지의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법 : 두 집의 현관은 분리하고 계단은 외벽에 붙이고 계

획한다. 두 집 사이의 벽은 맞벽으로 계획하고 침실과 접해 있는 2층 발코니는 

분리한다.

- 공간 활용 방법 : 다용도실처럼 생활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실은 두 가구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택 내부 공간의 면적을 절약할 수 있다. 

- 지붕 형태 : 지붕의 형태는 보통 주택의 세장비에 따라 결정되지만, 만약에 한 

집처럼 보이게 하고 싶으면 측면박공으로 계획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적인 측면의 제안>

- 주차장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두 가구 혹은 세 가구가 함께 사는 다가

구주택은 일정 기준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단독주택과 같은 주차장 설

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특정 시(市)에서는 땅콩주택을 겨냥하여 다락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지역 

조례를 변경하였는데, 「건축법」상의 기준에 따라 다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

역 조례의 변경, 완화가 필요하다.

- 경골목구조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맞벽)은 내화 성능과 차음 성능이 우수한 

엇갈린 스터드 벽체 또는 이중 스터드 벽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처럼 안목치수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땅콩주택은 거주자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땅콩주택이 질적으로 더 개선되

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많은 대안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

시된다면, 향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지속할 수 있는 주거유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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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땅콩주택에 대한 첫 연구로써 종합적인 고찰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시초의 기

반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땅콩주택의 건축계획적인 특징을 평면적인 사항과 재료, 공법적인 사항으

로 살펴보았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땅콩주택 시공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

들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거주자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인터뷰를 바탕으로 거주자들이 느끼는 땅

콩주택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거주자 인터뷰 자료

는 땅콩주택 초기의 현황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로 남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밝혀낸 땅콩주택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건

축 계획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으로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특정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된 땅콩주택만 대상으로 연구가 이

루어진 것에 한계가 있다. 또 보통 목조주택의 하자는 일 년 후에 극명하게 드러나

는데, 아직은 도입 초기단계임에 따라 거주자들이 입주 후에 주택에서 충분한 시간

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인터뷰에 응하였다. 따라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통하여 땅콩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09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보고서

Ÿ 이현욱, 구본준,『땅부터 인테리어까지 3억으로 두 남자의 집짓기』, 마티, 2011

Ÿ 정희석,『목재와 인류생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Ÿ 조남호, 문훈, 김창균, 문성광, 송형국, 정재식, 문병호,『집짓기 바이블』, 마티, 

2012

Ÿ 편집부,『월간 전원속의 내집』, (주)주택문화사, 2005년 8월호, 2007년 7월호

Ÿ 현대건축사편집부,『현대건축 : 목조건축 전원주택』, 현대건축사, 1998

Ÿ 현대경제연구원,『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과 시사점』, 2010

Ÿ 국토연구원,「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시장의 구조적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2009

학위논문

Ÿ 김선만, 청소년 환경심리를 적용한 주거실내 계획에 관한 연구 : 개인공간의 프

라이버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Ÿ 김혜란,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접근한 주한외국인 거주자의 입대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Ÿ 윤동주, 타운하우스 구매의사결정과정과 구매의도간의 관계연구 : 라이프스타일

과 소비자특성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Ÿ 윤미연, 사례분석에 의한 타운하우스의 공간구성유형과 특징,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Ÿ 윤여문, 경골목조공동주택의 차음성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Ÿ 이동은, 타운하우스의 국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7 

Ÿ 이용성, 다세대주택 주호평면의 공간배치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10

학회논문 및 정기간행물

Ÿ 박소연, 박정은, 이경훈, 저비용 저층집합주택으로서 땅콩집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제31권 제2호, 2011, p.45~46 

Ÿ 박중현, 추선경, 강부성, 가구형 집합주택의 거주후평가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009 v.1(춘계), p.73~77 

Ÿ 방재성, 단독주택지 주택유형 변화에 미친 개발관련 법제의 영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7권 제12호, 2011, p.285~295

Ÿ 심우갑, 유해연, 이상학, 민치윤, 국내 ‘타운하우스’의 계획방향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계획계, 제23권 제10호, 2007, p.53~62

Ÿ 최상동, 정진수, 저층집합주택단지의 주거환경요소에 따른 거주후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제12호, 2008, p.111~122

웹사이트

Ÿ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Ÿ 날마다 집을 짓는 사람, http://www.e-depot.kr

Ÿ 닥터아파트, http://www.drapt.com

Ÿ ‘땅콩집, 땅콩밭 (광장건축)'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duplexhome

Ÿ '문팀장의 목조주택 이야기'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metalwood

Ÿ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

Ÿ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Ÿ 캐나다 우드, http://www.canadawood.or.kr

Ÿ 한국경제매거진, http://magazine.hankyung.com

Ÿ 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gg.go.kr

Ÿ 한국목조건축협회, http://www.kwca.co.kr

Ÿ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목조주택 마감공사 직전, 점검해야 할 

것들)

Ÿ 한국주택신문, www.housingnews.co.kr (주택 수명 연장의 숨은 공로자 Vent)

Ÿ http://blog.daum.net/hanoor



부 록

n 땅콩주택 거주자 인터뷰 (일부)

n 땅콩주택 거주자 만족도 조사 표

n 전문가 인터뷰 (일부)



n 땅콩주택 거주자 인터뷰 (일부)

- 인터뷰 사례 1 (평면유형 : 이형) -

인터뷰 일시 : 2012.4.3. 05:00pm~06:20pm / 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카페)

[ 기본 인적 사항 ]

Q. 현재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구성원 나이? 

 ➜ 부(40), 모(34), 딸(7), 아들(2) / 옆 집 : 장인(75), 장모(64), 장모의 모(80~90?)

Q. 기존에 살던 주거유형은 무엇인가요? 

 ➜ 빌라

Q. 땅콩주택 희망 거주 년 수? 오래 살 것이라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래, 10년 이상. 경제적 이유, 부모님 노후

[ 땅 고르기 / 친구 찾기 ]

Q. 땅을 선정할 때 가장 우선시 했던 기준은? 땅은 어떻게 골랐나요?

 ➜ 원래 살던 지역을 너무 벗어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조건이 맞는 곳. 땅콩주택 1호 주변에 땅

을 찾다가 여건이 좋아서 결정했다. 

Q. 친구 찾기는 어떻게 했나요? 친구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 친구는 어떤 관계인가요?

 ➜ 원래는 네이버 카페에서 친구(세입자)를 찾아서 같이 살기로 했으나, 세입자가 입주 직전에 마음

을 바꿔서 장인어른들이 옆집에 살게 되었다. 원래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한집에 같이 살고 옆집은 전

세를 줄 계획이었다(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Q. 친구 찾기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 인상, 아이들도 있고 소통이 가능한 또래, 친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

시고 할 수 있는) 직업은 고려하지 않았다.

Q. 함께 살고 싶은 친구 유형은? 이유는? 

 ➜ 부인은 장인장모님 모시고 살길 바란다. 

Q. 나중에 한 가구가 이사 가기를 희망할 경우에 어떻게 할지 사전에 얘기가 되었나요?

 ➜ 부모님 모시고 계속 살 계획이다.

[ 시작 (땅콩주택에 살기로 결심) ]

Q. 땅콩주택에 살기로 결심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인가요? 

 ➜ 경제적인 이유. 아이들 키우는데 부모님이 도움도 주실 수 있고.

[ 설계 (평면) ]

Q. 두 가구가 함께 들어서는 것인데, 건축가와 만날 때 두 가구가 함께 만났나요?

 ➜ 주인집만 설계에 참여. 부인이 주로 ***소장 만나서 진행.

Q. 어느 집이 어느 쪽에 들어설지, 현관의 위치는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 부모님과 상의하여 면적이 더 큰 집을 선택하고(아이들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더 작은 집에 사

시는 것으로 결정. (평면유형 : 이형)

Q. 전체 대지에서 마당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어떻게 정했나요?

 ➜ 집 앉히고 남은 땅이 마당.

Q. 설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요소는 어떤 것이었나요? 

 ➜ 집 안에서의 동선 (예:세탁기를 2층에 둠)

[ 입주 ]

Q. 입주는 언제 하셨나요? 입주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 2011년 11월에 입주. 큰 소파와 옷장은 분해해서 옮겼다.



Q. 평면이 좁고 긴 평면인데 실내가 어둡거나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등의 불편함은 없나요?

 ➜ 불편한 거 전혀 못 느낀다.  

Q. 현재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공간)은 어떤 것인가요?

 ➜ 다락 : 트여있는 공간. 뛰어놀기 좋다. 경사지붕이 재밌다. / 마당

Q. 다락방의 층고는 얼마인가요? 다락방의 사용 용도는?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나요?

 ➜ 용마루 부분은 층고 185cm 정도, 낮은 곳은 1m 미만. 사용용도는 침실과 서재로 사용한다. (난

방은 안 됨) 

[ 진행 시간 / 비용 ]

Q. 총 진행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 설계 2달 이상, 시공 2달 정도(8~9주)

Q. 총 소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에 맞게 진행이 되었는지? 

 ➜ 토지 구입비용 *원, 시공비 *원, 전체 *원 정도.

 ➜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긴 비용 초과 : 대출 이자 등, 시공비 등

[ 두 가구 함께 사는 것 ]

Q.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의 장점?

 ➜ 아이들 육아(장인어른이 계시니까). 마당이 있는 우리 집에 살 수 있다. 

Q.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의 단점? 불편한 점은 없나요?

 ➜ 프라이버시 부분. 집과 집 사이의 소음

Q. 실제로 살면서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이 실 생활에 얼마나 많이 느껴지나요?

 ➜ 아주 많이 느껴진다.

Q.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가족 구성원은? 이유는?

 ➜ 장인어른.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아하신다. 

[ 마당의 공유 ]

Q. 마당 전체를 함께 공유 하는지? 

 ➜ 전제 공유. 거실 앞에 각각 데크가 하나씩 있고, 주방 뒤편에 공용 데크가 있다.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잔디가 깔려있다.  

Q. 마당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마당 청소는?

 ➜ 서로 알아서

Q. 마당의 사용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편사항은 없나요?

 ➜ 없다.

[땅콩주택 특징]

Q. 땅콩집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없다.

Q. 땅콩집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상대적으로 사생활 보호가 덜 되는 것 같다.

Q. 앞으로 땅콩주택에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소음. 부모님은 창이 큰 걸 더 선호하시는데 나는 창이 작아서 좋다. (개인 성향의 차이)

Q. 땅콩주택을 정의 내려주세요.

 ➜ 땅콩주택은 대안주택이다. (전세대란 시기에 대안적으로 찾은 것이다.)



- 인터뷰 사례 2 (평면유형 : 동형) -

인터뷰 일시 : 2012.2.4. 2:00pm~4:00pm / 장소 : 용인 동백 이마트 카페

[ 기본 인적 사항 ]

Q. 현재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구성원 나이? 

 ➜ 부(32) 모(31) 딸(4) 딸(3) / 옆 집 : 부(38) 모(37) 딸(8) 딸(3)

Q. 기존에 살던 주거유형은 무엇인가요?

 ➜ 아파트 (본인 소유 집)

Q. 땅콩주택에 언제까지 살 것인가요? 희망 거주 년 수?

 ➜ 10년 정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 그 이후에는 아이들 학군 따라 이사 갈 예정(옆 

집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 땅 고르기 / 친구 찾기 ]

Q. 땅을 선정할 때 가장 우선시 했던 기준은? 땅은 어떻게 골랐나요?

 ➜ 학교, 병원, 부대시설

Q. 땅을 먼저 고르고 친구를 찾았나요? 아니면 친구를 찾고 함께 땅을 골랐나요?

 ➜ 땅을 먼저 찾아서 설계를 한 후 친구(세입자)를 찾았다.

Q. 친구 찾기는 어떻게 했나요? 함께 사는 친구는 어떤 관계인가요?

 ➜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찾았다. 직접 만나보고 메일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

Q. 친구 찾기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 아이들의 나이와 성별(양쪽 집 다 딸 두명이다.) 성격과 가치관. 취미는 별로 맞지 않는다.

Q. 함께 살고 싶은 친구 유형은? 이유는?

 ➜ 부모님이나 형제. 가장 편하니까.

Q. 나중에 한 가구가 이사 가기를 희망할 경우에 어떻게 할지 사전에 얘기가 되었나요?

 ➜ 전세로 들어오면서 계약 조건을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에 최대한 오래 살아달라고 하였다. 

[ 시작 (땅콩주택에 살기로 결심) ]

Q. 땅콩주택에 살기로 결심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인가요? 

 ➜ 원래는 단독주택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었는데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했었다. 그런데 책을 

보고 살아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책의 내용대로 한 달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Q. 아직 입증이 안 된 주거유형인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요?

 ➜ 두려움보다 단독주택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 설계 (평면) ]

Q. 어느 집이 어느 쪽에 들어설지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현관의 위치는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 집이 대칭으로 된 이유는 땅콩주택1호가 계단 소음이 있다고해서, 계단을 최대한 떨어트리면서 

자연스레 대칭형 평면이 된 것이다. 평면은 1호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 수정하였다. 1층에 화장실과 

다용도실을 추가하고 2층은 공용 화장실 하나만 설치하였다. 현관의 위치는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생

각해서 떨어트린 것이다.

Q. 평면이 같은데, 두 가구의 생활 방식이 다른데 왜 같게 설계하였나요? (평면유형 : 동형)

 ➜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 집이 전세여서 일단 똑같이 설계를 한 것이었다.

Q. 설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요소는 어떤 것이었나요? 

 ➜ 공사비 절감, 아이들, compact하게 짓는 것, 단열 

Q. 다락방의 층고는 얼마인가요? 다락방의 사용 용도는?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나요?

 ➜ 다락의 최고 층고가 170cm이고, 가장 낮은 곳은 70cm이다. (뒤 대지의 일조권 제한 때문에) 원

래는 다락은 남편이 사용하려 하였으나, 지금은 다락 전체가 아이들의 놀이방이다. / 옆집은 아이들



의 놀이방과 거실로 함께 사용한다.

[ 입주 ]

Q. 입주는 언제 하셨나요? 입주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 2011년 7월 경. 아이들 개학 시기 맞춰서. 이사 오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Q. 평면이 좁고 긴 평면인데 실내가 너무 어둡거나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등의 불편함은 없나요?

 ➜ 처음에 이사 왔을 때에는 아파트에 살다 와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곧 적응하였다.

Q. 현재 집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아쉬운 점은 없다. 집을 다시 짓고 싶다는 욕심이 든다. 지금은 자금에 맞춰 짓다보니 제한적으

로 지었는데, 나중에는 땅콩말고 혼자 단독으로 짓고 싶다. 주방과 거실이 같이 있는 건 좋은데 주방

의 열기가 계단을 통해서 온 집으로 올라간다. 우기 때는 1층이(지면과 접해 있어서) 많이 습하다. 

[ 진행 시간 / 비용 ]

Q. 총 진행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진행 시간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 설계는 약 한달. 공사 기간은 약 7주(집을 짓는 것은 딱 1달) / 시간이 초과된 항목 : 시공사 만

나기, 옹벽공사.

[ 두 가구 함께 사는 것 ]

Q.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의 장점?

 ➜ 관계, 관심. 가족들 간의 관계(부모와 사는 것 보다 더 좋은 것 같다), 가족들끼리 대화거리가 늘

어났다(옆집 이야기).

Q.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의 단점? 불편한 점은 없나요?

 ➜ 없다. 조금만 배려하면 된다. 불편한 점은 땅콩주택이어서가 아니라 단독주택이어서 생기는 점들

이다 : 사생활이 쉽게 노출되는 점. 옆집이 훤히 들여다보이니까. 

Q.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가족 구성원은? 

 ➜ 아이들. 옆집 아이들과 매일 논다. 아이들 성격이 활달해졌다. 옆집 아이가 우리 애 같이 느껴짐.

[ 마당의 공유 ]

Q. 마당 전체를 함께 공유 하는지? 아니면 일부는 개인 마당으로 사용하고 일부만 공유하는지?

 ➜ 전체 공유. 현재 앞마당은 잔디. 주변으로는 나무와 수도가 있다. 뒤편은 데크가 있고 두 집 사이

에 작은 텃밭이 있다. 

Q. 개인 마당의 사용에 대해서는 서로 제약을 두지는 않나요?

 ➜ 제약을 두지 않는다.

[땅콩주택 특징] 

Q. 땅콩집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단열, 두 집 간의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 소통, 정보 교류, 외롭지 않다는 것, 방범에 대한 위험

을 못 느낀다. 아파트에 살 때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랐는데, 단독주택은 서로 다 알고 산다. 

심지어 배달원, 우체부 조차 사람들이 다 공개되어있다.

Q. 땅콩집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앞으로 땅콩주택에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층간 소음, 결로 문제, 어닝이 없어서 비가 오면 창문도 못 연다. (구조, 설계적 단점)

Q. 땅콩주택을 정의 내려주세요. 

 ➜ 땅콩주택은 아이들을 위한 집이다.

[ 그 외... ]

※ 땅콩주택에 살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연령대는 아이가 유치원~초등학교 6학년 사이일 때 사는 

것이 좋다. 그 이후(초등학교6학년 이후)에는 집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아이들이 집에 있

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계단 때문에 불편할 것이다. 

※ 땅콩주택은 입주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 같이 산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 현재 대지 면적이 약 78평인데, 마당을 활용하려면 100평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다. 



- 인터뷰 사례 3 (평면유형 : 닮은꼴형) -

인터뷰 일시 : 2012.4.11. 04:00pm~05:00pm / 장소 : 땅콩주택 *호 1층 주방 식탁

[ 기본 인적 사항 ]

Q. 현재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구성원 나이? 

 ➜ 부(38), 모(38), 아들(10), 딸(7) / 옆집 : 부(38), 모(36), 아들(7), 아들(3)

Q. 기존에 살던 주거유형은 무엇인가요?

 ➜ 아파트

Q. 땅콩주택에 언제까지 살 것인가요? 희망 거주 년 수? 

 ➜ 10년.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 땅 고르기 / 친구 찾기 ]

Q. 땅을 먼저 고르고 친구를 찾았나요? 아니면 친구를 찾고 함께 땅을 골랐나요?

 ➜ 땅을 보고 친구한테 제안해서 같이 땅을 구입했다.

Q. 친구 찾기는 어떻게 했나요? 친구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함께 사는 친구는 어떤 관

계인가요?

 ➜ 고등학교 동창. 원래 자주 왕래하던 친구. 같이 살자고 제안했는데 친구가 바로 승낙했다.

Q. 친구 찾기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 상황(집을 팔 수 있거나 이사를 갈 수 있는) 여건(경제적 여유), ‘공동 등기‘로 해도 문제가 없을

만한 사람. 아이들 나이  

Q. 함께 살고 싶은 친구 유형은? 이유는? 

 ➜ 친구. 가족은 (사는 동네가 달라서) 맡추기 어렵다.

Q. 나중에 한 가구가 이사 가기를 희망할 경우에 어떻게 할지 사전에 얘기가 되었나요?

 ➜ 같이 팔고 같이 이사 가기로 했다.

[ 시작 (땅콩주택에 살기로 결심) ]

Q. 땅콩주택에 살기로 결심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인가요?

 ➜ 주택을 지을 생각은 있었는데,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택지를 더 작게도 분양한다고 해도 땅콩주

택으로 지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넓은 마당을 가질 수 있으니까.  

Q. 아직 입증이 안 된 주거유형인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요?

 ➜ 프라이버시 문제를 걱정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최대한 많이 신경 써서 설계했다.

[ 설계 (평면) ]

Q. 두 가구가 함께 들어서는 것인데, 건축가와 만날 때 두 가구가 함께 만났나요?

 ➜ 같이 만나기도 했지만, 옆 집이 많이 바빠서 주로 내가 만나고 친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Q. 어느 집이 어느 쪽에 들어설지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현관의 위치는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 두 집다 오른쪽 집(향이 동남향이고, 앞의 마당이 좀 더 넓음)을 더 원했다. 그래서 비딩

(bidding)을 해서 일정 금액을 더 내고 들어갔다. 

Q. 평면이 같은데 두 가구의 생활 방식이 다른데 왜 같게 설계하였나요?

 ➜ 기본 구조(틀)는 같지만, 내부 평면은 조금 다르다. (평면유형 : 닮은꼴형)

Q. 설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요소는 어떤 것이었나요? 

 ➜ 한집 당 건축면적이 약 15평인데, 그 면적 내에 최대한 기능을 다 넣는 것. (기존에 살던 40평형

대 아파트랑 비교하면 거실, 주방이 더 좁다) 40평형대의 평면이랑 비교해서 최대한 단점을 없애는 

것. 서로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호해주기로 했다. 

[ 입주 ]

Q. 입주는 언제 하셨나요? 입주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 2012년 2월 5일. 생각보다 공사기간이 많이 늘어났다. 원래 살던 아파트는 팔려서 나와야하는 

상황이어서 1달 동안 다른데서 잠시 살다가 이사 왔다. 계단으로 못 올리는 짐 때문에 2층 창이 고

정 창이었는데, 창을 떼어내고 짐을 옮겨야 했다.

Q. 현재 집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건 해서 아쉬운 점은 없음

Q. 현재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공간)은 어떤 것인가요?

 ➜ 차고, 창고. 아파트에는 없던 게 생겨서. 

Q. 다락방의 층고는 얼마인가요? 다락방의 사용 용도는?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나요?

 ➜ 평균 1.72m, 반은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컴퓨터 작업실로 사용한다.(추후에 드레스룸으로 사

용 할 예정) 그렇지만 층고가 평균 1.8m 인 공간 자체가 실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진행 시간 / 비용 ]

Q. 총 진행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진행 시간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 시공은 약 4개월 걸렸다. (원래는 2개월을 목표로 했는데, 시공사 관리 미흡 문제인 것 같다.) 건

축허가도 생각보다 늦어졌다. 

[ 두 가구 함께 사는 것 ]

Q.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의 장점?

 ➜ 단독주택보다 덜 무서운 것 같다. 아이들이 7살 동갑내기 친구라서 안 심심해한다. 아이들을 집

에 있어도 옆집이 있으니까 믿고 안심하고 잠시 나갔다 올 수 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보이고, 옆집 부모도 자기 부모인 것처럼 편하게 대한다.

Q.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의 단점? 불편한 점은 없나요?

 ➜ 없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서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친구를 찾

았다. 같이 산다고 해서 더 자주 왕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2주에 한 번정도 같이 식사하는 정도. 

세대 간 소음도 전혀 없다.(공사할 때 벽을 두 개로 분리 시공)

Q. 실제로 살면서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이 실 생활에 얼마나 많이 느껴지나요?

 ➜ 전혀 느끼지 못한다. 아파트와 다른 점 못 느낀다. 

Q.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가족 구성원은? 

 ➜ 아이들. 그 외에는 아파트에 살 때나 같은 것 같다.

[ 마당의 공유 ]

Q. 마당 전체를 함께 공유 하는지? 아니면 일부는 개인 마당으로 사용하고 일부만 공유하는지?

 ➜ 전체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자기 자기 집 앞의 마당을 자기 마당

처럼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다. 

[ 땅콩주택 특징 ]

Q. 앞으로 땅콩주택에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문화와 시스템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다. 집을 짓는 과정에 건축주가 일일이 신경써야하므로 

아파트처럼 편하게 입주할 수 없다. 

Q. 땅콩주택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들은 없었나요?

 ➜ 주차장은 법적으로는 3대인데 현재 4대를 구획하였다. 하지만 주차장 입구는 하나밖에 못 내게 

제한되어있다.

Q. 땅콩주택을 정의 내려주세요. 

 ➜ 땅콩주택은 실용적인 단독 주택이다. 

[ 그 외... ]

※ 한시법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한데 할 생각이 있는지?

➜ 분할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은 하지만, 하고 싶지는 않다. (옆 집 땅이 좀 더 좋은 이유도 있음), 

만약에 분할하면 건축비, 관리비도 늘어날 것이다. 프라이버시는 어차피 문제가 안 된다.



- 인터뷰 사례 4 (평면유형 : 이형) -

인터뷰 일시 : 2012.4.14. 10:40am~11:30am / 장소 : 땅콩집 *호 1층 주방 식탁

[ 기본 인적 사항 ]

Q. 현재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구성원 나이? 

 ➜ 부(48), 모(45), 딸(14) / 옆 집 : 부(40), 모(38), 딸(8), 딸(6)

Q. 기존에 살던 주거유형은 무엇인가요? 

 ➜ 아파트 15년. (아파트에 살 때 소음이 너무 심했다)

Q. 땅콩집에 언제까지 살 것인가요? 희망 거주 년 수? 

 ➜ 10년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부모가 계단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을 때 까지), 아이 대

학 마칠때까지

[ 땅 고르기 / 친구 찾기 ]

Q. 땅을 선정할 때 가장 우선시 했던 기준은? 땅은 어떻게 골랐나요?

 ➜ 남편의 직장과의 거리, 아이의 학교문제 때문에 판교 결정. 중학생 딸이 아직도 압구정에 중학교

에 다님. 판교는 아직 학군이 조성이 안 됨. 고등학교는 아마 판교에서 다니게 할 것임.

Q. 땅을 먼저 고르고 친구를 찾았나요? 아니면 친구를 찾고 함께 땅을 골랐나요?

 ➜ 땅 고르고, 집 짓고 그 후에 친구 찾았다.

Q. 친구 찾기는 어떻게 했나요? 소유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 찾기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

려한 사항은? 

 ➜ 전세 세입자.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만났다. 부인은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 있고, 딸이 있는 사람

을 원했다. 

Q. 함께 살고 싶은 친구 유형은? 이유는?

 ➜ 가족은 괜찮지만, 친구는 절대 반대. (서로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안된다)

Q. 나중에 한 가구가 이사 가기를 희망할 경우에 어떻게 할지 사전에 얘기가 되었나요?

 ➜ 이왕이면 오래 살면 좋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다시 세입자를 구할 것이다. 토지분할을 

할 생각은 없다.

[ 시작 (땅콩집에 살기로 결심) ]

Q. 땅콩집에 살기로 결심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인가요? 

 ➜ 보안. 공간 활용. 경제적 이유.

[ 설계 (평면) ]

Q. 어느 집이 어느 쪽에 들어설지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현관의 위치는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 도로에서 가까운 집으로 선택. 도로에서 잘 보이니까. 현관은 일부러 반대편(남측, 북측)에 두었

다. 한 집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다. (실제로 뒤에서 보면 한집처럼 보인다.)  

Q. 평면이 다른데 평면의 형태는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두 집의 면적은 동일한가요?

 ➜ 두 집의 면적이 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어짜피 전세를 줄 것이어서 우리집을 좀 더 크게 

하고 옆집은 좀 더 작게 설계하였다. (평면유형 : 이형)

Q. 설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요소는 어떤 것이었나요? 

 ➜ 집 안의 모든 면적을 다 활용하는 것. 버리는 면적 없이.

[ 입주 ]

Q. 입주는 언제 하셨나요? 입주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 2011년 12월 24일. 어려운 점은 없었다.

Q. 현재 집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배관이 한쪽 집으로 몰려있다. 옆집에서 물 쓰는 소리가 다 들린다. 



Q. 현재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공간)은 어떤 것인가요?

 ➜ 다들 본인 개인 공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다. 남편은 3층 서재와 안방, 부인은 침실과 1층 주

방과 연습실, 딸아이는 본인 방을 좋아한다.

Q. 다락방의 층고는 얼마인가요? 다락방의 사용 용도는? 

 ➜ 거실용도. 큰 소파와　TV. 남편 서재 

[ 진행 시간 / 비용 ]

Q. 총 진행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가장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던 항목은? 

 ➜ 10월 1일에 공사시작. 입주는 12월 24일에 했지만, 그 후에도 AS는 계속 했다. (공사 기간 : 3

달 정도) 1달은 불가능한 것 같다. 허가받는데 오래걸렸다.

[ 두 가구 함께 사는 것 ]

Q.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의 장점?

 ➜ 항상 사람이 집에 있어서 안심된다. (두 집 다 비는 경우는 잘 없음), 방범에 위험한 걸 못 느낀

다. 최근에도 남편이 2주 해외출장 다녀왔는데, 옆집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다.

Q.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의 단점? 불편한 점은 없나요?

 ➜ 없다.

Q. 실제로 살면서 두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이 실 생활에 얼마나 많이 느껴지나요?

 ➜ 집에 있으면 많이 느껴진다. 집에 들어올 때도 옆집에 불이 켜졌나 보게 되고, 택배도 대신 받아

주기도 하고.  

[ 마당의 공유 ]

Q. 마당 전체를 함께 공유 하는지? 아니면 일부는 개인 마당으로 사용하고 일부만 공유하는지?

 ➜ 전체 공유. 

Q. 마당의 사용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편사항은 없나요?

 ➜ 마당이 좁아서 좋다. 더 넓으면 관리하기 힘들었을 듯.

[땅콩집 특징]

Q. 앞으로 땅콩집에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시공사 문제. 공사 시간이 많이 걸렸다.

Q. 땅콩집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들은 없었나요?

 ➜ 없다.

Q. 땅콩집을 정의 내려주세요. 

 ➜ 땅콩주택은 (그냥 미국의 듀플렉스 하우스)타운하우스이다. 그냥 3개층으로 나누어 쓰는 집. 



n 땅콩주택 거주자 만족도 조사 표

응답자1 응답자2 응답자3 응답자4 응답자5 응답자6 응답자7 응답자8 응답자9 응답자10 응답자11 응답자12 응답자13 응답자14 평균

기존에 살던

주거 유형
아파트

임대아파
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빌라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주택 소유 형태 본인 소유 공동 소유 공동 소유 본인 소유 전세 본인 소유 전세 본인 소유 본인 소유 공동 소유 공동 소유 공동소유 본인 소유 전세

친구 관계
모르던 
사람

모르던 
사람

모르던 
사람

가족 가족 가족
모르던 
사람

가족
모르던 
사람

가족 친구 친구
모르던 
사람

모르던 
사람

만

족

도

비용 4 5 5 4 5 5 3 4 5 4 4 3 5 3 4.2

시간 5 4 2 2 1 5 - 2 4 5 2 2 2 3 3.0

거주환경 5 5 5 4 4 5 4 4 4 4 5 4 5 5 4.5

마당 3 4 3 4 5 3 4 5 4 5 3 - 5 4 4.0

두 가구 5 4 1 4 4 5 2 4 4 5 4 4 4 3 3.8

아이 5 4 3 4 5 - 5 5 5 5 4 5 - 5 4.6

기존집 단열 2 3 1 3 3 4 4 4 3 - 4 5 3 1 3.1

땅콩집 단열 4 5 5 4 4 4 4 5 4 4 3 4 5 5 4.3

기존집 소음 5 2 3 2 2 - 2 5 3 - 3 1 3 1 2.7

땅콩집 소음 4 4 5 3 3 5 5 2 4 4 4 5 3 4 3.9

기존집 
관리비

3 3 1 - - - 3 5 - - - - - 1 2.7

땅콩집 
관리비

5 4 5 - - - 4 4 - 4 - - - 5 4.4



n 전문가 인터뷰 (일부)

건축가 조남호 소장님

인터뷰 일시 : 2012.6.4. 02:00pm~03:20pm / 장소 : 솔토건축

Q. 경골목구조 특징

➜ 경골목구조에서는 변형에 의한 문제는 없다. 변형은 일어나지만 허용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경골목구조의 수명은 보통 100년 정도이다. 하지만 나무는 물과의 싸움이다. 습기로부터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공기를 통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의 수명을 조절.

목구조는 구법자체는 쉬워서 다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후 등 예상 못한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다.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 (현재는 교육이 체계적이지 않다) 시공자가 문제제기를 해야 한

다. 현재 교육도 있긴 하지만 대중적인 교육이라는 것이 깊이 있긴 어렵고, 검증이 안 되니까. 기후

에 따라 맞는 구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 짓는다. 지역마다 기후가 다른데. 세

세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는 경우는 집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집의 수명은 보통 20년

으로 본다. 일본은 30년, 유럽은 80년 90년~~

Q. 땅콩주택에 예측되는 문제

➜ 보편적인 기술을 그냥 쓴 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순 없다. 다만 소위 지어진 과정을 

보면, 설계자들이 설계를 할 때, 기술을 잘 모르는 체로 실무자한테 의지해서 지어지는 부분 때문에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그걸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지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를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예측해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경험이 있는 시공회사가 짓는 것이고, 목조 건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는 전

제 하에 짓는 것인데, 설계자와 시공자가 다 목조주택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서로 검증하는 역할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오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건축가가 

잘 모르는 상태로 한다면 시공자가 저지를 수 있는 오류, 때로는 설계자가 시공기술에 잘 안 맞는 

형태를 제안했을 때, 그러면서 해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지금 땅콩주택 지붕의 형태(에서) 지붕과 지붕 사이에 파이는 부분은 목조주택에서 치명적일 수 있

다. 왜냐하면 경골목구조는 벤트가 필요한데 (공기가 밑에서 들어와서 나가야 하는데), 저런 부분은 

이것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골을 쓰는 경우는 골을 다르게 계획하여 물이 고이거나 겨울

에 눈이 어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조차도 그 공간의 벤트는 쉽지 않다. 그래서 보완을 한

다면, 지붕 경사면의 측면을 이용해서, 공기가 밑에서 들어가서 데워지면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벤트이다. (벤트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상부에 잘 막아야 하지만)

서까래 안쪽은 석고보드가 붙고 밖에는 OSB가 붙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단열제로 넣고, 그 사이에 비

워진 공간에 공기가 밑에서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게 (OSB는 끝에 가면 만나는 부분에 만나지 않고 

못 미쳐서 끝나면 그 뚫린 부분에 공기가 나갈 수 있도록 철물로 지붕을 씌우게 됨). 공기를 이 측면

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이 레프트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멀리온을 하나 더 보내서 

공기를 넣고, 또 (멀리온에 의해) 막히는 부분은 V홈을 파서 공기를 보내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아마 이런 부분은 (고려를) 잘 안 했을 것 같다. 이건 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안에서 결로가 생길 

수 있다.



샌드위치 패널처럼 아주 밀실한 단열재는 공기가 하나도 없이 꽉 채워졌을 경우에는 벤트가 필요 없

지만, 유리섬유 같은 단열재는 그 사이에 공기가 있다는 뜻인데, 단열재 속의 공기가 습기를 머물고 

있다고 전제하면, 이쪽 끝에 온 공기는 바깥 면에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단열재 내부에서) 결

로가 미세하게 작을 수는 있지만,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결로는 물방울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

하면 급격하게 모이게 되는데, 벤트가 없다고 전제한다면 언젠가는 썩게 될 수 있다.

이는 땅콩주택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술을 잘 모르는 체로 목구조를 설계할 때 생기는 것이다. (콘크

리트 집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덜 민감하다) 목구조는 기술을 잘 구사하면 콘크리트보다 수명이 

길지만,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을 때는 콘크리트보다 훨씬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는 시장에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니고, 설계자도 목구조를 이해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문제다.

몸에서 젤 중요한건 뼈대이다. 뼈대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집은 수명이 다 한 것이다. 

경골목구조라는 재료가 기술을 익힌 시공회사 위주로 먼저 쓰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장에서도 대

게 설계자 없이 시공자가 알아서 하고 건축사는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 시장에서도 그

런 문제는 생길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시장은 대게는 교과서대로 (박공지붕 하나, 제품을 결합시키

는 방식으로) 하기때문에 문제가 적을 수 있다.

건축가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룰(일반적인 형태)을 안 따른다. (꺾인 지붕의 형태가 생기고, 박공지붕

이 두 개가 되는 등..) 그 내용을 알고 방법을 찾으면 괜찮지만,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하게 되고, 

그러면 시공회사는 이 문제를 건드리면 문제가 커지니까(설계를 다시 해야 함) 문제 제기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지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축가들이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

이 할 때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생략)

Q. 땅콩주택에 대한 생각

➜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1. 건축적 관점  2. 집장사 집 혹은 아파트처럼 복제

되어 마을로 나타나는 것.

땅콩주택을 봐야하는 관점은 나는 소비자들의 눈이 새로운 관점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 생산방식의 문제를 보기 이전에 사람들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 것 : 어느 시점에서 

단독주택을 가져야 하는지.

사회경제적으로 3억이라는 돈이 가지는 의미가 그냥 싼 집이 아닌, 젊은 세대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금액. 비용의 논리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땅콩집이 계속 양산되어야 된다‘는 아니고, 어떤 것도 양산되면 그 자체로 문제가 일어난다.

땅콩집이 가져온 가능성은 새로운 생각과 사회경제적인 의미도 있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새로운 대안들이 훨씬 많이 나온다면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

한다. 다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걸로 몰리는 거고, 그걸 갖고 보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더 다

양한 걸 제공하고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한쪽으로 

몰린 것이다.

Q. 주거의 다양화

➜ 주거는 다양해져야한다. 원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 한옥이 우리한테 보편적인 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민가도 한옥인데, 민가가 갖고 있는 논리 : 적어도 그렇게 어려운 집이 아니다. 쉽게 동네사람들도 

지을 수 있는 집이다.

경골목구조도 그런 것이다. 예전에 경골목구조를 처음 봤을 때 너무 가벼움에 마음이 잘 안 갔다. 판

잣집 짓는 것 같고, 집을 짓는 것이 꼭 쉽게 경제적으로 짓는 것만이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좀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을 때 가치가 오래 지속되고 생각도 진중하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뉴욕에 가서 해비타트를 갔는데, 여성으로 구성된 팀이 망치질을 하면서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누가 짓는가, 어떤 방식으로 짓는가) 집 짓는 전체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

는 것.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법에 대해 감동했다.

민가 같은 소박한 집,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지을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경골목구조를 대체하는, 

우리의 전통적 방식과 정서와 방법, 목재 상황 등을 아울러서 과거의 민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사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거 없이는 아무리 주거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건 그냥 소

비하는 장치에 불과한다.

(생략)

Q. 앞으로 땅콩주택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 설계할 때 어떤 집에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간으로 살 것인지를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 어려

울 것 같다. 좀 더 큰 집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반응, 대처할 수 있는데, 땅콩주

택은 다소 살아가는 유형이 딱 특정한 시점이나 성향에 맞을 가능성이 있다.  

땅콩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안 맞는다거나, 직장이 옮

겨져서)때로는 한 집이 그 집을 떠나야할 상황이 오면, 변화가 꽤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집이 떠났을 때 그 집을 선호할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

왜냐하면 초반에는 그게 유일한 대안이니까 다른 대안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선택하였지만, 저런 요

구들이 다양해지면서 집의 유형이 다양하게 공급이 되면 저게 최적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에는 혼자 사는 경우에 비해서 파트너를 찾는 것이, 뜻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뜻이 안 맞아도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과잉. 어떤 일이 단시간에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것은 일종의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잉은 맥

락과 잘 안 맞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도태가 될 수 있다. 늦은 속도로...(일어나야 한다.)

(생략)

단기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과잉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정이다. “두 집이 살아보

면 어떨까” 살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다. 

처음 집은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두 사람에게 맞는 집을 지은 것이다. 그 다음 집은 다음 집에 

맞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다면 속도도 훨씬 늦고 유형도 좀 더 다양화되

었을 것이다. 맥락과 사람, 지역 등에 맞춰서 지어져야 한다.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되는 것은.....(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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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dang-kong House” was first introduced into the Korean housing 

market in August, 2010 and received much interest from the public. This 

wa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it gave hope to those wanting to invest in 

single residency housing. The ‘uniqueness’ of the Ddang-kong House lay in 

the fact that it made the idea of building a private own timbre home for less 

than three hundred thousand dollars in less than one month. This quickly 

rose to prominence bring a ‘Ddang-kong House boom’ in Korea. The 

Ddang-kong House find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gave house hunters a 

new perspective on the potential of owning their own private home. In other 

words, it challenged the realities of when this dream could be achieved in 

terms of realistic target age market as it opened the doors to young 

families to be potential buyers. The Ddang-kong House in many ways 

challenged the existing ideologies of owning a house and manifested clearly 

the people’s vision of what a residential house should be. 

However, at these introductory stages, more and more problems are 

being found which need to be addressed. Predictably, there are not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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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cases of Ddang-kong Houses and consequently few in depth research 

that are being done. As a result, problems that are visibly apparent are 

being addressed in a hasty manner. In this light,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insightful research on the realities of the Ddang-kong House.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main parts. First, statistical analysis on 

the Ddang-kong House and currently available data on the subject matter 

were investigated. Next,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longside first hand interviews with the tenants of the houses which 

enabled the investigation of the problems which arose with the housing 

developments. Last, the paper provides methods of improvement and ways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Ddang-kong House.    

The term “Ddang-kong House” in this paper, is defined as follows:

“A residential house which exists as two households on one site with a 

shared or common yard. Also, the two residences minimize building costs 

by sharing the expenses including land costs and the light weight timbre 

construction process which is made efficient by technically building two 

houses both at the same.”

The paper investigates the five key reasons which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Ddang-kong House which were: fist, the increasing of rent prices of 

apartments, second, the loosening of private residential housing regulations 

as well as third, the altered leniency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floor to 

ceiling height. The forth reason was the sheer price of private residential 

houses and townhouses and last, the aspirations of having close social 

interactions with a neighbo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dang-kong 

House, first the plans were analyzed in order to differentiate the types. 

This then was further investigated to investigate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of each typ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initial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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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evelopment of the Ddang-kong residential houses utilized repetitions of 

similar and also identical plans while further into the development period, 

the plans began to became more freely expressed and less standardized. 

This was later found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houses became more 

and more responsive architecturally to the clients and their individual 

lifestyles. 

Furthermore, The plans of the Ddang-kong House were investigated to 

identify which elements were repeated and which were unique 

characteristics. Moreover, the pros and cons of the use of materials as well 

as the construction methodology were investigated whilst also inspecting 

the associated issues of the development as a whole. 

Next, interviews were held in order to gain insight into the realities of 

living in a ddang-kong house first han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atisfaction levels of the occupants were generally high although several 

issues were found that were commonly agreed upon. The commonly agreed 

concerns were: lack of privacy, lack of sound insulation between floors and 

lack of storage space. The issues in terms of housing regulations that 

needed to be addressed were identified to be: the calculation method of car 

park space, the strict regulations of attic construction, the shared sheer 

wall regulations of multi-residential houses and the calculation process of 

the floor area. 

Last, proposed methods of overcoming the found issues listed above are 

given as follows:

<Architectural Proposed methods of improvement>

- Sites fit to accommodate the Ddang-kong House : the form of the house 

should be in response to the clients’ needs equally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slenderness ratio of the given site. 

- Method to ensure privacy : The main entrances including the stairway 

should be separated while the common or shared wall should be a double 

layer wall. Furthermore, the master bedroom and private balconie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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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floor should be placed on opposing ends of the building. 

- Method of effective use of space : Laundry rooms could be designed as 

a shared or common space in order to expand private living space.

- Form of the roof : The slenderness ratio of the house is what usually 

determines the shape of the roof and causes the one roof to have two 

peaks however upon agreement of both occupants, the roof could be 

made as one roof making the house appear as one dwelling, rather than 

separated into two parts. 

<Proposals regarding housing regulations>

- The car park spaces of two to three unit Ddang-kong Houses currently 

follow the regulations of multi-residential houses which currently is over 

estimated. It is proposed that in some cases within certain given 

specifications it follows private residential housing regulations instead 

which would result in a more efficient use of land. 

- The currently placed strict regulations set by the state governments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attic spaces need to be revised to be in 

accordance to the given regulations regarding attic space construction in 

the architectural regulations. 

- In regards to the common or shared wall of the Ddang-kong House, the 

paper proposes two construction methods: double stud wall construction 

and double layer stud wall constriction with cross bracing in order to 

maximize fire and sound proofing. 

- In the calculation of the floor area, the regulations should concur with 

that of apartment floor areas- calculations using the inner wall distance 

rather than from centerline. 

In altering the plans more and more according to the individual lifestyle 

of the clients whilst also addressing the analyzed issues regarding the 

Ddang-kong House in the manner as proposed above, it is fathomed that 

this type of development could thrive in the Korean housing indust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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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ly remain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single dwelling private 

residential houses. Further research on this area is anticipated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Ddang-kong House.

Keywords : Ddang-kong Hous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Floor plan 

  Type, Current use, First hand occupant interviews, Regulatio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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