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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 

- 수도권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구 동 회 

현대 도시사회의 중산층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주거입지란 도시의 편익과 전원의 쾌 

적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일 터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원주택은 20세기말 한국의 

대도시 중산층이 이상적인 주거입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탈도시적 주거양식이 

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로 대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수도권 

“전원주돼”을 대상으로 하여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을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원지향 이주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선택적 이주(selective migration) 이다. 즉 특 

정한 계층의 특정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전원주태으로의 전원지향 이주를 감행한다. 

그러나 직장 문제와 교육 문제가 전원지향 이주의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리하여 전원주택으로의 전원지향 이주를 주도하는 집단은 통근을 하지 않거나 통근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자녀 교육에 큰 어려움이 없는 집단이 즉 중심도시와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긴밀하지 않은 중산층이다. 

2. 전원주택의 주요 입지요인은 “양호한 자연환경” 및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이다. 

수도권 전원주택은 중심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는 반경 30km에서 60km 사이에， 

섹터별로는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남권을 제외한 지역에 집중적 

으로 분포한다. 수도권 전원주태의 성장축은 경관이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한강축(양평， 광주， 남양주， 가평)과 접근성이 양호한 고속도로축(용인， 분당) , 그리고 

일산 신도시에서 파주로 나아가는 북방축(고양 파주)이다. 이처럼 수도권 전원주택의 

성장이 서울 중심에서 반경 30 - 60km권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교외 

화를 넘어 탈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 수도권지역에서 인구교외 

화 현상이 탁월했던 지역은 대체로 서울의 중심부로부터 40km 이내의 간선도로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고 서울과의 편도통행시간이 1시간 내외인 지역들이었으며 반경 

40km 밖의 수도권 외곽지역에서는 거주교외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 제목 차례 >

제 1 장. 서 론 ...................................................................................................... 1 

1절. 문제 제 기 와 연구목적 .................................................................................................. 1 

2절. 연구지 역 및 연구방법 ................................................................................................ 6 

1. 연구지 역 ..................................................................................................................... 6 

2. 연구방법 ..................................................................................................................... 8 

3절. 논문의 구성 ............................................................................................................... 10 

4절. 전원주태의 개념과 유형 .......................................................................................... 11 

1. 전원주태 에 대 한 개 념 정 의 .................................................................................. 12 

2. 전원주태의 주요 유형 ............................................................................................ 16 

쩌12장.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에 관한 논의 ................................... 19 

1 절. 전원지향 이주과정 .................................................................................................... 19 

1. 개 념 적 논 의 ............................................................................................................. 19 

2. 이 주동 기 와 집 단구분 .............................................................................................. 24 

3. 전원지 향 이주와 주거 입지 .................................................................................... 31 

2절. 전원지 향 이 주와 생활양식 론 .................................................................................. 38 

1. 생활양식 개념 의 형 성 ............................................................................................ 39 

2. 지 역 생 활양식 론의 전개 .......................................................................................... 42 

3. 전원지향 이주와 생활양식 .................................................................................... 45 

3절. 교외화와 전원주태 .................................................................................................... 46 

1. 교외 화에 관한 연구동향 ........................................................................................ 46 

2. 영미의 교외화와 한국의 전원주태 ....................................................................... 50 

3. 한국에서 의 교외 화와 전원주태 ............................................................... , ...•..... , ..• 않 

4절. 선행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 .................................................................................... 66 

- 1 -



저13장. 전원지향 이주와 전원주택 ................................................................ 71 

1 절. 한국의 전원주태 ....................................................................................................... 71 

l. 전원주택의 출현 ...................................................................................................... 71 

2. 수도권 전원주택의 성장 ........................................................................................ 75 

3. 수도권 전 원주택 의 입 지 ........................................................................................ 81 

2절. 전원주택 현상의 사회 경 제적 배 경 ........................................................................... 89 

l. 중심도시 의 주택 공급환경 의 변화 ......................................................................... 91 

2. 국가의 법적·제도적 지원 ....................................................................................... 93 

3. 건설자본의 주택상품 다양화 전략 ....................................................................... 96 

4. 소비주체의 생활양식 변화 .................................................................................. 100 

저14장. 전원지향 이주의 동기와 과정 ........................................................ 105 

1 절. 사회 경 제 적 속성 ...................................................................................................... 105 

l. 직 업 및 통근과 관련된 사항 ............................................................................... 105 

2. 가족구성 및 가족생 애주기 .................................................................................. 107 

3. 주태과 관련된 사항 .............................................................................................. 112 

2절. 이주동기와 이주과정 .............................................................................................. 117 

1. 이주동기 ................................................................................................................. 117 

2. 이주과정 ................................................................................................................. 124 

3절. 이주동기 및 이주과정에 따른 유형구분 ............................................................. 136 

1. 이주동기에 따른 유형구분 .................................................................................. 136 

2. 이주과정에 따른 유형구분 .................................................................................. 138 

제5장. 전원주택 거주자의 적응과정과 생활양식 ...................................... 141 

1 절. 전원주택 거주자의 적응과정 ................................................................................. 141 

l. 거주양식 ................................................................................................................. 141 

2. 통근·통학양식 ........................................................................................................ 148 

- 11 -



3. 중심 지 이 용 ............................................................................................................. 158 

4. 근린관계 ................................................................................................................. 160 

5. 일상생활 ................................................................................................................. 168 

2절. 새 로운 생활양식 으로서 의 전원거 주 ..................................................................... 177 

1. 도시생활양식에 익숙한 집단의 전원으로의 이주 ................... , ••..•....••... 1 •••••• …177 

2. 도시 생 활양식 과 농촌생 활양식 의 공유 ............................................................... 178 

3. 새로운 생활양식의 출현: “탈도시 생활양식’기 .................................................. 180 

제6장. 요약 및 걸론 ................................................................................... 183 

1. 경 험 적 연구결과의 검토 ...................................................................................... 183 

2. 이론적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 190 

[ 참고문헌 ) ........................................................................ …… .................. 197 

[ 부록 1 ) 설문지 ...................................................................................... 211 

[ 부록 2 ) 사례조사가구 개관 ............................................................... … 216 

[ 부록 3 ) 수도권 단지형 전원주택 현황(1997년 10월 현재) ........... 226 
[ 부록 4 ) 사진으로 본 수도권 전원주택 ....................................... ……… 239 
( ABSTRACT ) ....................................................................................... 243 

- 111 -



< 표 차례 >

<표 1-1> 전 원주택 의 개 념 .................................................................................................. 16 

<표 1-2> 전원주택의 주요 유형 ......................................................................................... 17 

<표 2-1> 교외 의 유형 .......................................................................................................... 21 

<표 2-2> 전원지향 이주에 관한 선행연구 ........................................................................ 27 

<표 2-3> 브뤼네의 퀘벡 탈도시인의 집단 구분 .............................................................. 30 

<표 2-4> 탈도시 이주의 주요 동기 ................................................................................... 31 

<표 2-5> 하워드의 전원도시관 ........................................................................................... 38 

<표 2-6> 교외 화현상에 대 한 접 근방법 .............................................................................. 47 

<표 2-7> 교외 화와 전원주택 현상 ....................................................................................... 62 

<표 2-8> 한국의 전원주택에 관한 연구들 ........................................................................ 65 

<표 3-1> 주요 중앙일간지의 전원주택기사 건수(1992-1997) ........................................ 74 

<표 3-2> 전원주택 거주민의 이주연도(단위: 가구) ........................................................ 74 

<표 3-3> 경기도의 가구 및 인구 변화(1990-1995)(단위: 가구， 명) ............................. 76 

<표 3-4> 수도권 인구이동 추이 (1985-1994) (단위: 명) ...... …………… .................. ………… 77 

<표 3-5> 경기도 거주자의 5년전거주지와 현거주지 (1980-1995) .................................. 78 

<표 3-6> 경기도의 단독주택수(1985-1995)(단위: 호， %) ............................................... 79 

<표 3-7> 건축년도별 주택(경기도)(단위: 호， %) ............................................................ 79 

<표 3-8>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변화(단위: 건수， 천m2 ) .................................. 80 

<표 3-9> 수도권 단지형 전원주택 분포비율(1996년)(단위: %) ..................................... 82 

<표 3-10> 양평군의 전원주택단지조성현황(1994-1996)(단위: 건， 평) ....................... …82 

<표 3-11> 양평군의 단지형 전원주돼 분포(1994-1996) ....... ………… .............................. 82 

<표 3-12> 수도권 단지형 전원주택 현황(1993-1997) ..................................................... 83 

<표 3-13> 수도권 전원주태(지) 매물정보(1996. 4-10)(단위: 건， 만원， %) ................. 84 

<표 3-14> 수도권 전원주돼(지) 매물정보(1997. 1-12)(단위: 건， 만원， %) ................. 84 

<표 3-15> 거 주교외 화의 형 성 배 경 ..................................................................................... 90 

<표 3-16> 서 울시 주태유형 별 구성 비 (1970-1995) ........................................................... 92 

<표 3-17> 주택유형 별 선호도(1995) .................................................................................. 93 

- lV -



<표 3-18> 지 역별 전용허가면적 기준 ............................................................................... 94 

<표 3-19> 전국의 유형별 토지이용변화(1993-1994)(단위: 건， 천m2 ) ........................... 96 

<표 3-20> 수도권의 교통여 건(1985-1995) ...................................................................... 102 

<표 4-1> 전원주택 거주자의 직 업 ................................................................................... 105 

<표 4-2> 전원주택 거주자 중 통근가구수 ...................................................................... 106 

<표 4-3> 전원주태 거주자의 동거가족수 ........................................................................ 107 

<표 4-4> 가구원수벌 가구수와 세 대 벌 가구수(1995， 전국， 서 울) ............................... 110 

<표 4-5> 전원주돼 거주자의 세대주 연령 ...................................................................... 111 

<표 4-6> 전원주태 거주자의 가족생 애주기 .................................................................... 111 

<표 4-7> 전원주택 거주자의 직전거주지 주택양식 ....................................................... 113 

<표 4-8> 전원주택 거주자의 직전주택 소유관계 .......................................................... 115 

<표 4-9> 전원주택 거주자의 주택규모(직전거주지-현거주지) .................................... 116 

<표 4-10> 전원주택 거 주자의 이 주동기 (다중응답) ....................................................... 118 

<표 4-11> 이 주지 에 관한 정 보획 득통로 .......................................................................... 125 

<표 4-12> 전원주택 거주자의 현거주지 선정 이유(다중응답) .................................... 127 

〈표 4-13> 전원주태 거주자의 탐색기간 .......................................................................... 129 

<표 4-14> 전원주태 거주자의 출선지 역 .......................................................................... 130 

<표 4-15> 전원지향 이주의 주요 유형 ............................................................................ 138 

<표 5-1> 전원주돼 거주자의 주태양식(단독형과 단지형) ............................................ 141 

<표 5-2>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근수단(단위: 명) .......................................................... 149 

<표 5-3>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학수단(단위: 명) .......................................................... 150 

<표 5-4>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근시간 ............................................................................ 151 

<표 5-5>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학시간 .............................................. ’ ............................. 151 

<표 5-6> 동거가족 중 통학자수(단위: 명 %) ............................................................... 153 

<표 5-7> 전원주태 거주자의 통근/통학양식 .................................................................. 156 

<표 5-8> 전원주태 거주자의 구매행태(단위: 가구) ...................................................... 158 

<표 5-9> 전원주택 거주자의 의료서비스이용행태(단위: 가구) ................................... 159 

<표 5-10> 전원주택 거주자의 근린관계 .......................................................................... 161 

<표 5-11> 전원주태 거 주자의 일상생활 .......................................................................... 168 

<표 5-12> 전원주택 거주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장단점 ................................................. 170 

- v -



< 그림， 사진 차례 >

<그림 1-1> 연구지 역도 .......................................................................................................... 7 

<그림 1-2> 연구흐름도 ........................................................................................................ 11 

<그림 2-1> 주거 이 동과 의 사결정 과정 ............................................................................... 28 

<그림 2-2> 청 담의 주거 입 지 론 ..... ’ ..................................................................................... 35 

<그림 2-3> 사회 집 단의 생활양식 ....................................................................................... 41 

<그림 2-4> 전원주택현상에 관한 분석틀 .......................................................................... 69 

<그림 3-1> 수도권 단지형 전원주태의 입지 (1993-1997) .......... ……………… ................. …85 

<그림 3-2> 수도권 전원주태 매물정보(1996) ................................................................... 86 

<그림 3-3> 수도권 전원주택 매물정 보(1997) ................................................................... 87 

<그림 3-4> 전원주택현상의 사회경제적 배경 ................................................................ 104 

<그림 4-1> 전원주택 거주자의 이주경로 ........................................................................ 131 

<그림 4-2> 전원주택 거주자의 이주유형 ........................................................................ 139 

<그림 5-1> 취락의 계층체계에 따른 거주분열 .............................................................. 144 

<그림 5-2> 전원주택 거주자의 거주양식 ......................................................................... 146 

<그림 5-3>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근/통학유형 ............................................................... 156 

<사진 3-1>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광주군(1997. 6. 21) .......................... 94 

<사진 3-2> 조성중인 전원주택단지: 파주시 (1997. 5. 8) ................................................. 99 

<사진 5-1> 단독형 전원주택: 파주시 교하면 (1997. 10. 28) ......................................... 142 

<사진 5-2> 단지 형 전원주택: 파주시 월롱면 (1997. 5. 8) ............................................. 143 

<사진 5-3> 외따로 격 리된 전원주태: 양평군 강상면(1997. 4. 19) .............................. 161 

<사진 5-4> 농가주택을 압도하듯이 들어선 전원주택: 

양평군 강상면(1997. 4. 19) ....................................................................... 163 

<사진 5-5> 앞마당의 텃밭: 파주시 교하면(1997. 10. 28) ........................................ … 169 

<사진 5-6> N씨의 집: 양평군 강상면(1997. 4. 19) ..................................................... 171 

<사진 5-7> 음식쓰레기 처리장: 광주군 퇴촌면(1997. 10. 8) ..................................... 175 

- Vl -



쩌11 장. 서론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980년대 이래로 전원주택은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하나의 중요한 양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혹자는 근대적 도시공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불합리성에서 탈출하려는 노력으 

로， 또 어떤 이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로， 또 다른 이들은 전원으 

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욕망의 표현으로 해석한다. 논객에 따라서는 전원주태현상을 서 

울 엑소더스(Seoul exodus)라 부르기도 한다. 

전원주태현상은 인구가 서울로부터 벗어나 주변의 전원지역으로 이주하는 공간적 이 

동의 징표이다. 즉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던 주거이동의 흐름이 서울에서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거주교외화 현상의 한 양식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 거주교외화 현상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두드러 

지 게 나타났다(권용우， 1986). 

전원주택현상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거문화이다. 전 

원주태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가늠하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1990년대가 지난 1980년대 

와 많은 점에서 달라졌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처럼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도식적으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1990년을 전후로 한 시기 

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도시경험에서 전반적인 변화가 포착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시기를 구분짓는 이러한 변화는 생산방식의 변화， 새로운 사유양 

식과 행동양식을 추구하는 신세대의 출현， 경제논리에 대한 문화논리의 급부상， 새로운 

주거양식과 생활양식의 동장 동으로 표출되어 왔다. 시기구분이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 

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와 90년대로 시기를 구분 

하고 대비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1990년대는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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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측면에서 1980년대와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주거부문에서는 전원주택의 등장이 

1990년대를 특정짓는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전원주태은 단순히 주거양식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광범위한 생활양식의 변화(도시 생활 

양식에서 탈도시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간적으로 도시 

중심의 주거입지에서 탈도시적(전원적) 주거입지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원주택현상은 주거의 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증거이다. 집에 관한 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원한 이념형은， 기본적인 居住權(합당한 규모와 

기본서비스 시설을 갖춘 안전하면서도 안정된 집에서 살고자 주장하는 모든 이의 권 

리)， 그리고 바람직한 適住性(편리한 위치에 좋은 교육환경과 맑고 푸르른 자연， 그리 

고 화기로운 이웃 사이에서 살고 싶은 모든 사람의 바램) , 나아가 풍요롭게 살고자 하 

는 文化性(개성있고 자기맞춤으로 아름답고 품위있고 멋있게 살고 싶은 모든 이의 이 

상)을 두루 갖춘 집일 터이다(김진애， 1994, 41).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거생활의 

물리적 성격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주택 자체의 질적 

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택이 입지한 지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적 속성에 대한 관심도 높 

아져 왔다. 도시주택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곤에 기타 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만 도시에서의 환경의 질은 매우 열악하다.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일 것이다. 전원주택의 등장은 이 

러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이주과정 및 적응과정에 대하여 연구된 바 

는 거의 없다. 물론 이와 같은 탈도시적 주거양식이 최근에 와서야 등장한 것은 아니 

다. 상류층의 별장은 전원적 주거양식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현재 관심의 대상 

이 되고 있는 것은 별장으로서의 전원주택이 아니라 일차주거지로서의 전원주택이다. 

1980년대 이후로 서울을 빠져나가는 언구는 점차 증가해 왔으며 최근에 와서는 급증 

하고 있다. 하지만 “탈서울”을 지향하는 인구가 어떤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생얘주기에 속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된 바가 없다. 그리고 중심도시로 통근하는 인구가 주류인지， 통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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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없는 인구(예술가 퇴임인구 등)가 주류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확인된 바는 

없다. 따라서 탈서울을 감행하여 전원주태을 주거지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수도권지역의 전원주택이 서울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주거공동체로서 전원주돼이 향후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 

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서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전원주택이 가지는 의미를 구명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원주택은 상품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 

어질 수 있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전원주택의 개발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으 

나(농가주택을 개량하거나 수요자가 직접 준농림지를 구입하여 개발하는 방식)， 1990년 

대 들어서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중소업체들이 대거 등 

장하였다. 건설업체들이 수도권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만， 일단 서울시내에 개발할 만한 토지 및 부동산이 거의 고갈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준농림지의 구입 및 개발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었다. 그러나 국가는 개발여건을 마련해 주는 선에서 그치고 수도권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듯하다. 중소건설업체들은 수도권의 

준농림지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리고 전원주택에 대한 사회적 분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전원주돼이라는 새로운 주태상품을 시의적절하게 공급함으로써 

이윤을 확보하고자 한다. 전원주택 개발업체들이 수도권 준농림지를 확보하고 개발하 

는 과정은 수도권 교외화를 모양지우는 과정이다. 이러한 주거지의 비지적 (leap

frogging) 확산과정에는 수도권 지역의 준농림지가 난개발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처럼 전원주택은 준농림지역의 개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전원주택은 주로 

준농림지(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 + 준보전임지) -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임지 

의 경우 산림형질변경허가 - 에 건설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소 건설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전원주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 

원주택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과정과 이와 같은 전원 

주태 개발과정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역의 변화추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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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리가 우선시되어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도 하고， 보전논리가 우선 

시되어 다시 규제가 강화되기도 하는 저간의 정책적 변동은 수도권 준농림지에 대한 

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까닭은 구 

체적인 정책평가없이 임시방편으로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수도권의 

난개발이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또는 전원주택은 수도권의 토지이용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실증적인 결론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향후 

의 정책도 마참가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전원주태현상은 대도시 중산층이 이상적인 주거입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출현하였 

으며， 전원주태이라는 새로운 주거양식은 새로운 생활양식을 예고하는 문화현상이다. 

대도시 중산층이 전원지향적 이주를 함으로써 수도권지역의 전원공간은 나머지 공간이 

아니라 매력적인 주거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전원공간은 수동적으로 

도시에서 밀려나는 집단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도시를 탈출하는" 

도시탈출(urban exodus)을 감행하는 - 집단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에 의해 지배되는 권역이 점차 광역화될 것이므로 수도권 준농 

림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주거공간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도권지역의 일 

정 부분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면 그 형태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 

는 문제가 남는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념형으로서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 

공간”을 상정해 볼 수 있으며， 전원주택이 그 가운데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즉 전원주태은 이상적인 전원주거지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 

의 전원주택이 새로운 주거양식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 수도권지역 전원공간의 이상 

적인 전원주거지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현대 한국인의 이상적인 주거입지관에 대한 

탐구는 탈도시화와 관련된 주요한 연구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출발점은 전원지향 이주를 하는 사람들의 이주과정과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 

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원주택으로의 탈도시 이주를 감행하는 사람들의 전원지향 이주 

과정과 전원주택이라는 탈도시적 주거양식을 선택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생활양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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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화를 구명 (究明)하는 것 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전원주택이라는 탈도시적 주거생활양식이 출현하게 된 사 

회경제적 조건， (2) 전원주택 거주자의 전원지향 이주동기와 이주과정， (3) 전원주택 거 

주자의 적응과정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탈도시적 주거양식으로서 전원주택의 입지적 특성은 어떠하며， 탈도시적 주거 

양식이 출현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전원주돼 거주자는 어떤 동기에서 전원지향 이주를 결정하고， 이주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전원주택 거주자는 탈도시적 주거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며， 적응과정에서 나타 

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전원주택이 출현한 시기， 수도권 전원주태의 현황과 입지 등을 

분석하고， 1990년대 들어와 전원주택이 급성장하게 된 사회경제적 조건을 검토한다. 중 

심도시의 물리적 주거환경 건설경기 변화와 건설업체들의 대응 소비주체의 소득수준 

의 향상과 주거생활양식에 대한 취향 변화(전원지향적 생활양식에 대한 욕구)， 1994년 

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이 전원주택개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둘째， 수도권 전원주태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족생애주기 (family life cycle) , 

이주통기， 이주지에 대한 정보획득통로， 이주지 선정요인， 이주경로 등을 통하여 전원 

지향 이주동기와 이주과정의 주요 유형을 찾는다. 

셋째， 수도권 전원주택 거주자의 적응양식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거주양식， 통근·통 

학양식， 중심지이용행태， 근린관계， 기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와 문제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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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1.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전원주택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지 

역에 한정한다. 전원주택은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 입지하며 서울 주변에는 많은 위성 

도시와 신도시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서울의 서남권은 특히 그러하다. 수원과 인천 

을 축으로 하는 서남권은 서울 외곽의 수도권 인구의 90% 이상이 몰려 있는 최대 인 

구밀집지역이다. 지역 전체가 도시와 도시로 연결되어 있어 전체 17개 서울 위성도시 

중 10개가 서남권에 몰려 있다. 중간의 녹지대는 그린벨트밖에 남아 있지 않고， 그린벨 

트가 아닌 극히 일부지역은 도시에 인접해 있어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전원 

주택지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다. 

하지만 나머지 동북권(양평·가평·남양주) 동남권(광주·용인) 서북권(파주·양주)은 비 

도시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린벨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북권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모두 끼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공장으로 인한 오염피해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지역이다. 이와 같은 규제가 지역발전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원 

주태지로는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동남권은 분당 신도시가 

들어선 성남지역과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하남시를 제외하고는 전원주 

택지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서북권은 서울 강북이나 여의도 방면에 직장을 두 

고 있는 사람들이 전원주택지로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 글에서는， 각 권역에서 전원주택의 입지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인 양평， 

용인， 파주를 사례조사지역으로 삼는다. 구체적인 사례조사지역은 양평군 서종면， 양서 

면， 강하면， 강상면， 용인시의 구성면， 양지면， 이동면， 파주시의 교하면과 월롱면 등이 

다(그림 1-1 참조) . 

양평은 그린벨트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권 

4대권역중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이다. 용인은 수도권 5개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분당 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골프장， 콘도， 자연농원 등 대단위 위락시설이 많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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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북한과 인접해 있어 개발이 미진한 탓에 아직은 청정지역이 많다. 북방도시 파주 

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과 인접해 있어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냉 

전체제가 종식되고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파주에도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다. 파 

주가 개발유망지역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편리한 교통망 때문이다. 엄진각에서 구파발 

에 이르는 통일로， 서울 동서부를 가로지르는 고속화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자유로를 

이용하면 파주 최북단 문산에서도 1시간이면 서울까지 도착한다. 둘째로 편리한 교통 

망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다는 것이다(월간 전원주돼， 1997, 9월호， 112).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로 급성장하고 있는 수도권의 전원주택을 대도시 주민의 전 

원지향 이주과정과 적응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도시인의 전원지 

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해석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이론연구 

는 크게 두 가지로 나뀐다. 하나는 전원지향 이주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 

양식과 관련된 것이다. 전원지향 이주에 관한 논의에서는 전원지향 이주에 관한 개념 

들(교외화， 역도시화， 탈도시화 등) , 전원지향 이주의 주요 동기와 전원지향 이주자의 

성격을 정리하고 생활양식에 관한 논의에서는 전원지향 이주로 인하여 도시인이 경험 

하게 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전원주택과 관련된 연구자료로는 각 행정기관의 공식적 통계자료 및 내부자료， 부동 

산전문잡지의 통계자료 심층 면담자료 등을 이용한다. 전원주택의 현황 및 전원주택현 

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해서는 부동산전문잡지와 부동산관련선문의 이차적 통계자 

료， PC통신 천리안의 거성부동산정보(ksi) , 전원주택정보(sigoD 등에 게재된 부동산 매 

물정보， 수도권 시군청에서 구득한 자료 등을 사용한다. 전원주태은 행정용어가 아니어 

서 대개의 경우 각 행정기관은 전원주택에 관한 통계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기관 

을 통해서는 전원주택의 개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대체자료를 구하는 션에서 그 

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관련잡지와 선문 뿐만 아니라， 전원주택의 공급에 개입 

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개발업자)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한 

。
。



다1) 

전원주택 거주민의 이주과정과 생활양식，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일대에 

서 전원주택의 개발이 활발한 몇 개 지역(양평， 용인， 파주)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사례 

조사를 한다. 거시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전원주태 거주자의 이주동기와 이주 

과정， 적응과정과 생활양식의 거시적인 윤곽을 잡고， 미시적으로 전원주택 거주자의 면 

담조사내용을 정성적인 방법에 따라 분석한다.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하기 위하여 양평， 용인， 파주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지역의 

전원주택 거주자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1997년 3월부터 1997년 10월에 

걸쳐 행해졌다. 총면담조사가구는 63가구이며 분석에 사용된 가구수는 48가구이다. 또 

한 일본에서 출현하고 있는 탈대도시 거주의 사례를 참고로 제시할 것이다.4장과 5장 

에서 인용된 일본의 탈대도시 거주 사례는 二그 -/\t' j- -ν 크 ν짧究會(1989)의 『脫大都

市居住η-후*φ: 見iτ 혼 t::. 二그-/、 t' j--~크 ν .JJ 2)에 실린 것이다. 

1) 개발업자 및 컨설탱업체들이 전원주택을 홍보하는 광고문안을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 

제이다. 즉 광고분석을 통해 전원주택의 어떤 속성(통근가능성， 쾌적성， 주거의 편의성， 전원 

적 생활양식， 여가활동 등)이 중점적으로 홍보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전원주택 담론” 

을 분석할 수 있다. 서양에서 20세기초 교외 부동산 광고는 (1) 온천， 과수원， 삼림이 있고， 

(2) 수영， 낚시， 사냥 등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으며， (3) 환경이 쾌적하고， (4) 온수， 가스난 

방(가스둥gas lighting), 전화와 같은 근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임을 강조했다(Judd and 

Swanstrom, 1994). 

2) 도시화， 고령화， 국제화， 정보화， 교통기술혁신 동으로 사람들의 생활양식은 현저하게 변화되 

어 왔다. 사회집단은 생활의식의 변화(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져 

가족이나 취미생활을 중요시하게 됨)， 소비구조의 변화(서버스에 대한 지출이 확대되고， 재 

화에 대한 지출이 감소됨) 생활시간구성의 변화(자유시간의 증가) 거주공간이 업지에 대한 

기준 변화 등으로 삶의 보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 

라 주거업지의 결정에서 직장의 제약을 덜 받게 되고 삶의 보람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주지 

를 션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일본에서는 새로운 거주양식 (new habitation) 이 나 

타나고 있다. 논자들은 ‘일본에서 새로운 거주양식이 출현하게 된 동기는 대도시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새로운 주거지에서 구하려고 하는 “결핍동기”와 남들과 다른 인생， 다른 생 

활양식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구별동기”이다’라고 주장한다(1장의 3절과 4절을 참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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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적 이주(구체적으로 전원주택현상)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한국사회의 공간상에서 특징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구체적 현상에서 연구의 단초를 이끌어 내어 저간에 학문적 영역(지리학， 

사회학 등)에서 연구되어온 실증적 연구 및 추상적 이론과 연관지어 이해하고 설명하 

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한국의 전원주택현상을 어떤 이론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관련문헌을 검토하면서 전원지향 이 

주론， 주거입지론， 생활양식론이 전원주태현상에 대한 유용한 접근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논문의 주제인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에 앞서， 2장에서는 도시인의 전원지향 이주과정， 주거입지， 생활양식에 관한 이론적 

영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한국의 전원주택현상은 서양의 교외화현상과 유 

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넓은 의미의 탈도시화론의 범주에서 교외화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전원주택현상을 이해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여， 한국의 전원 

주택현상과 영미의 교외화현상을 비교하였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적 이주로 인하여 출현한 전원주돼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틀을 섣정하였 

다. 3장에서는 수도권 전원주태의 출현 시기와 입지적 특성 그리고 국가 - 건설자본 

- 소비주체의 측면에서 전원주택현상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다루었다. 3장은 4장.5장의 

미시적 사례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이며 2장의 이론편과 4장.5장의 사례연구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장이다. 4장과 5장은 전원주택 거주자와의 면담을 통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경험연구의 핵심부분으로서， 4장에서는 전원주택 거주자의 이주동기와 이주 

과정을， 5장에서는 전원주태으로 이주한 이후의 적응과정과 생활양식 변화를 살펴보았 

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연구결과가 갖는 의의와 

시사점 둥을 서술하였다(그림 1-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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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와 
새로운 주거생활양식의 출현 

교외 화/역 도시 화/탈도시 화론 
생활양식론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과정 및 

전원주택현상의 성격과 의의 

그림 1-2. 연구흐률도 

4절. 전원주택의 개념과 유형 

수도권 전원주택 거주자를 사례로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을 논의하려면， 우 

선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전원주택”을 개념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전원주택을 정의 

하기 위해서는 전원주택이라는 주거양식의 특징들을 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 

지만 전원주택은 법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정착된 개념이 아니다. 주택의 의미는 누 

가(인구의 속성)， 어떤 양식의 집에(주택형태) , 어디에(지역) , 어떤 목적으로(이용형태) 

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田園住흰이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전원에 있는 주택 

이다. 

그렇다면 “전원”은 어디인가? 전원은 “논밭과 동산， 곧 시골이나 교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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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의 사전적 의미는 “도시지역의 통근권에 속하는 외곽지대”이다. 많은 선진산업국 

가에서， 산업도시의 혼잡과 오염에서 벗어난 교외지역에 엘리트 주거단지가 건설된 것 

은 19세기초였고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는 교외화가 대규모로 일어났으며 이차대전 이 

후에 이러한 경향은 강화되었다. 전후의 교외는 백인 중산층 가구라는 등질적 집단이 

거주하는 자동차 지향적인 경관으로 간주된다(Johnston et al., 1994, 605-606). 

“주택”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가? 주태은 자연적 환경으로부터의 인간들의 은신처 

(shelter) 이며， 한 주거단위집단인 세대 또는 가구의 사생활(privacy)의 장이며， 또한 사 

회경제적 환경 안에서의 상대적인 입지이며， 동시에 안정성이 보장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권태준， 1974, 75-80). 

전원주택은 주태 및 주택을 둘러싼 환경(입지)의 질적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주거 

환경의 질적 수준은 은신처로서의 주택이나 재산으로서의 주택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 

만， 사생활의 장으로서의 주택과 자연적·사회적 환경과의 상대적 관계로서의 주태 개념 

과 보다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농촌공간을 농업적 생산공간이라기보다는 전원적 

주거공간으로 보는 전원주태 개념도 이와 같은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전원주태이 단순히 전원적 환경에 입지한 주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 

택형태의 측면에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을 구분하는 것처럼 전원주택을 구분할 수 

는 없다. 왜냐하면 전원주택은 주택 자체의 속성만으로는 정의될 수 없는 성질의 주거 

양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원주택은 주택 자체의 속성 이외에， 주택이 입지한 환경， 

주태에 거주하는 인구의 속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정의되어야 하며， 주택 - 입지 -

인구의 속성을 고려하여 전원주택을 정의하는 것은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본다. 

1. 전원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 

문헌상으로 최초의 전원주태에 대한 정의는 김무원(1984， 134)의 정의인 듯하다. 그 

는 전원주태을 “도심지와 적당히 떨어진 곳에서 깨끗한 공기， 맑은 물과 함께 인간의 

마음과 폼을 포근히 하는 자연환경 속의 주태”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광의의 전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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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는 별장지 역할을 하는 전원주택， 레저용과 주거 목적이 혼합된 전원주택(세컨드 

하우스) , 순수주거용 전원주택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김무원의 전원주택 정의는 순수 

주거용 전원주택 뿐만 아니라 별장 및 세컨드홈까지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 

다. 이는 순수주거용 전원주태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 

영하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별장으로서의 전원주태 개념은 쇠잔하고 있으며， 상 

시거주용 전원주택으로서의 의미가 점차 핵심적인 지위를 잡아가고 있다. 즉 전원주태 

은 “레저를 위한 제2의 주택이란 개념을 떠나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맑고 인심 좋은 

전원 분위기 속에 순수한 주거목적으로 상주하기 위하여 건축된 가족의 보금자리끼윤 

우영， 1988, 5), 또는 “전원주택은 번잡한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전원 속에 건축된 도시 

민의 상시주거지이며， 주말주태은 도시에 상시주거지를 두고 근교에 제2의 주돼， 즉 세 

컨드 홈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레저와 주거 목적을 혼합시킨 주택"(유영철， 

1992, 5-6)으로 정 의 된다. 

전원주택 개념 정의에서의 전반적인 변화의 양상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상시거주 

용 전원주태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기거주를 포함하는 중간적인 개념 정의도 병존하 

고 있다. 전원주태으로 “도시교외화 현상의 일부로서 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 

어나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전체 가족 또는 친지들이 상시거주하거나 정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한 주돼"(김대혁， 1991, 9) , 또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 

계획구역 바깥의 ...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 전원적 또는 목가적 분위기를 갖춘 지역에 ... 상 

시거주나 정기거주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김기태 1995, 4-5)으로 정의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전원주태 개념이 다소 낭만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규형 (1995 ， 

61)은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한적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거기 

능을 겸한 복합형태의 휴식공간”이라 정의한다. 

논자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속성을 고려하여 전원주택 개념을 정의하기도 한다. 전원 

주택을 “도시의존형 생활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이 자연과 교류하기 위하여 찾는 주 

태"(주택정보사， 1995, 99-101)으로 정의하거나， 박선규(1997， 9) 처럼， “도시형 주택인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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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과는 대별되는 논과 밭， 그리고 정원 등 주위에 충분한 

녹지공간과 오픈스페이스가 확보된 단독주택형태의 개별 주거양식”으로 정의하고， 거 

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도시에 직장을 두고 있거나 이전에 도시에 거주하 

던 사람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전원지역에 이주한 경우에 전원주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박선규， 1997, 9).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전원의 자연친화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닌 도시민이 사 

는 전원지역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정의된 전원주택 개념들은 핵심적인 

요소들을 짚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원주택에 관한 체계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는 <주택 - 입지 - 주민>의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원주택을 정의하기 위한 첫번째 요소는 주택 그 자체의 속성이다. 전원주택을 주 

택 그 자체의 속성에 따라 정의한다는 것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택형 

태를 모두 전원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원적 생활양식을 향유 

할 수 있는 주택형태를 전원주태으로 본다면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 입지한 어떤 주택 

형태에 거주한다하더라도 전원적 생활양식을 향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주택형태에 

특정한 제한을 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전원적 주거환경에 입지해 있다할지라도 

빌라나 아파트와 같은 주택형태는 전원적 생활양식을 향유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또 

한 전원주택을 수요하는 소비주체나 전원주택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공히 단독주택을 

전원주택의 주요한 주택형태로 생각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속성에 

따라 쉽게 구분될 수 없으나 조작적으로 단독주택에 한정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두번째 요소는 주택의 입지， 즉 주택을 둘러싼 주거환경이다. 전원주태은 모도시를 

벗어난 지역에 입지한다.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됨에 따라 도시와 시골의 경계는 모호 

해졌지만， 모식적으로 주거공간은 도시 • 교외 • 시골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교 

외지역 및 교외를 벗어난 시골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전원주택의 

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요소는 거주자의 속성이다. 우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도시생활양식을 

주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즉 주택 자체보다는 입주민의 생활이 도시의존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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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었는가) 농촌의존형인가(또는 이었는가)에 따라 전원주택은 농가주택과 구분 

된다. 또한 상시거주 여부에 따라 별장과 주태으로 즉 상시 거주에 무게를 두면 전원 

주택， 비정기적인 여가생활에 비중을 두면 별장으로 구분된다，3) 

본 논문에서는， 전원주택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거주자의 속성: 도시생활양식을 영위하는(또는 영위했던) 사람이 

주택의 입지조건: 

주택의 용도: 

도시를 벗어난 교외 및 농촌 지역에 

순수주거용으로 

거주의 빈도: 상시거주하기 위하여 지은 

주택의 형태: 단독주택이다. 

이러한 전원주태에 대한 개념 정의가 매우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며 한국의 전원주택 

의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본 논문의 전원주택 개념은 최소한 두 

가지 문제점을 가칠 수 있다. 

첫째， 거주자의 속성에 따라 주택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 

이 있다. 즉 거주자의 속성에 따라 전원주택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통일한 지역에 입 

지한 통일한 형태의 주택일지라도 거주자의 속성(예컨대 농민이냐 비농민이냐)에 따라 

전원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한다 

3) 때때로 전원주택을 별장과 동일선상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원주택은 이차주거 

(second home)가 아니라 일차주거 (primary home)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별장과 차별성을 

가진다， 1990년대에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원주택은 1980년대 이전의 투자대상으로서 

의， 또는 별장으로서의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살 집으로서의 전원주택이다. 그러나 현재에 

는 수도권의 교통·통신 등 하부구조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수도권 교외지역의 전 

원주택을 사람들이 일차주거지로 선택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념상의 혼란이 

발생한다. 애당초 전원주택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은 1970년대식의 별장을 대중화한다는 뜻에 

서가 아니라， 서울을 벗어난 쾌적한 지역에서 주택을 자가소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승 

용차와 전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은 점점 

무색해지고 전원주태을 교외의 별장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π
 μ 



둘째， 전원주택을 새로이 건축된 단독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이 있다. 전원주태이 반드시 새로이 건축된 주택일 펼요는 없다. 그러나 농가주택을 개 

축한 경우에는 그것이 전원주태으로 사용되더라도 가시적으로 농가주택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연구를 수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전원주택이 반드시 단독주태일 이유도 없다. 

하지만 수요자나 공급자가 대체적으로 상정하는 전원주택의 상은 대지 150-250평에 

건평 30-50평의 단독주택이고， 단독형 전원주태에 비교할 때 빌라 아파트 등 공동주 

택의 형태는 전원생활을 추구하기에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주택형태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도시 주변지역의 공동주택을 전원주태으로 포괄할 경우에는 일반주택과의 차 

별성이 모호해져 여러 가지 개념상의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상 ‘새로이 건축된 단 

독주태’에 한정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전원주택 개념을 도식적으로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표 1-1). 

거주자의 속성 

주거입지 

주택용도 

거주빈도 

주택형태 

2. 전원주택의 주요 유형 

표 1-1. 전원주택의 개념 

전원주태의 유형은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될 수 있다. 우선， 개발과정에 따 

라 분류하면， 첫째， 개인이 기존의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개축 또는 신축하는 농가주태 

(공가) 개조형， 둘째， 전원주돼개발업자가 토지(주로 준농림지)를 마련하여 전원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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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으로 공급하는 단지형 전원주태， 셋째， 동호인 주택4) 등이 있다. 주택형태에 따 

라 전원주돼은 단독형， 단지형， 빌라형 동으로 나누어진다.5) 또한 공급주체에 따라 분 

류하면， 첫째， 개인이 직접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짓는 방식， 둘째， 이미 개발된 전원 

주돼지를 분양 받아 개인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업체에 주문하는 방식， 셋째， 태지개발 

과 주택건축을 모두 개발업체에 맞기는 방식， 넷째， 지자체(원주， 양평 등)가 공급하는 

방식， 다섯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중인 문화마을사업， 그리고 여섯째， 최근 국가가 

나서서 공가(폐가)를 전원주택으로 개량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있다(표 1-2 참조). 

개발과정， 주택형태， 공급주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전원주택이 있다. 하지 

만 위에서 전원주태 개념을 정의하였듯이，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의 교외 및 농촌지역 

에 새로이 건축된 주태으로 별장이나 주말주돼으로 이용되는 것인 아닌 상시거주용 단 

독주택에 한정한다. 

표 1-2. 전원주택의 주요 유형 

개발과정 주택형태 개발방식 공급자 지목 주택용도 

농가주태개조형 단독형 태지분양방식 개인 대지 주거형* 

단지형* 단지형* 일괄조성방식 개발업자* 농지* 실버형 

동호인주택 빌라형 지주공동개발방식 지자체 임야* 레저 및 별장형 

농어촌진흥공사 

국가 

주* 표시는 지배적인 형태인 단지형 전원주택의 공급방식임. 

4) 동호인주택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1950년대부터 출현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 

에 동장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호인주택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의 향린동산이라고 일 

컬어진다. 

5) 빌라형도 전원주택(예컨대， 남양주시의 일성그린빌려지， 가평군의 예술인마을， 포천군의 소 

망 하이츠 빌라와 아름빌라 용인시의 대두타운 광주군의 광성하이츠 빌리지 둥)으로 소개 

되는 경우가 있으나 건설업자나 개발업자들은 통상 단독형이나 단지형을 전원주택으로 간 

주한다. 그리고 양적인 변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전원주택의 지배적인 양식은 단지형이나 

단독형이며 빌라형은 주변적인 양식에 불과하다. 

η
 





제2장.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에 관한 논의 

전원주택현상은 도시민이 도시를 벗어난 지역으로의 전원지향 이주과정이며， 도시인 

은 전원지향 이주로 인하여 새로운 주거생활양식을 경험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도시 

인의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해석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다. 1절에서는 전원지향 이주과정에 관한 개념들(교외화， 역도시화， 탈도시화 둥) , 전원 

지향 이주의 주요 동기와 전원지향 이주자의 성격을 정리하고 한국의 고전적 주거입 

지론의 한 사례로 청담 이중환의 택리지에 나타난 주거입지관과 서양에서 전원도시론 

을 창시한 하워드의 주거입지관을 비교하여 탈도시적 주거입지의 의미를 논의한다.2 

절에서는 전원지향 이주로 인하여 소비주체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한다. 3절에서는 영미의 교외화와 한국의 전원주태현상을 비 

교하고 교외화와 전원주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다.4절에서는 선행 연구의 한 

계와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론적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원지향 이주과정 및 전원 

주태현상에 대한 분석틀을 구성한다. 

1 절. 전원지향 이주과정 

1. 개념적 논의 

도시인구의 전원지향 이주과정(도시인구가 도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원심적으로 확산 

되 는 과정 )은 교외 화(suburba띠zation) ， 역 도시 화(counterurbanization) , 탈도시 화 또는 

도시탈출(exurbanization; urban exodus) 둥의 개념으로 표현되어 왔다. 

첫째， 교외화 개념은 무엇인가? 교외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교외에 대한 정의 

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대 이전의 교외는 도시 외곽의 중산층 주거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14세기의 초기 용례부터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suburbe"(즉 도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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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락)는 “열등하고 질이 떨어지며， 특히 방탕한 생활 습관이 나타나는 장소"(옥스포 

드 영영사전의 정의)를 의미했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런던의 경우， 수많은 창녀촌은 이 

와 같은 평판이 좋지 못한 변두리(교외 outskirts)로 이주했었고， 매춘부를 “교외의 죄 

인 "(suburb sinner)이라 불렀으며， 어떤 사람을 “교외거주자" (suburbanite)라고 부르는 

것은 심한 모욕이었다(Fishman， 1987, 6-7) , 1840년대에 이르러서야 suburb라는 단어 

는 하층민의 주거지역이라는 의미를 잃고 중산층 주거근린을 뜻하는 것으로 정착되었 

다(Fishman， 1987, 62-63) , 그러므로 현재 사용되는 교외(화) 개념은 근대 이후에(특히 

19세기에) 와서야 성립된 것이다. 

교외지역 (suburb)l)은 “도시 근처에 있고 밀도가 낮으며 도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 

는 공동체가 나타나는 지대 "(Douglass， 1970, 6), 또는 “대도시의 경계선 외곽에 위치 

해 있지만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대도시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독립적인 지자 

체 "(Ashton， 1978, 64) , “중심도시의 거주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도시적 거주지 

역 "(Eyles ， 1981; Gist and Fava, 1974, 289; 권용우， 1986, 10에서 재인용)으로 정의된 

다.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교외지역은 중심도시의 통근통학권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직장·쇼핑·레크리에이션 등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이 중심도시에 연계·의존되어 있고 잠 

자는 기능이 주류를 이루는 침상지역 내지 기숙지역으로 인식된다(권용우， 1986, 10) , 

도시주변지역 (urban fringe)은 교외지역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도시주변지역은 위치 

적으로 중심도시에 연접한 지역으로 교외지역의 성장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도시주변 

지역은 중심도시와의 지리적 접근성에 의한 위치적 요소를 강조하는 개념인 반면， 교 

외지역은 중심도시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기능적 요소를 강조하는 개념이다(권용우， 

1986, 5-12 참조) , 

이와 같은 교외를 전통적으로 거주 교외와 고용 교외로 구분해왔다. 하지만 거주 교 

외와 산업(또는 고용) 교외라는 전통적인 구분은 현대사회의 교외가 가진 복잡성을 만 

족스럽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와의 관계(간접적-직접적) , 주민의 지배 

적인 동기나 목적 지역의 지배적인 계급구조 등 세 가지 기준에서 교외를 구분하면 

1) 영미권의 도시사회학자들은 suburb는 생태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로 suburbia는 문화 

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 즉 생활양식을 내포하는 개념으로(Berger， 1968, 121) 구분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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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12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Boskoff， 1973, 224-227).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외부도시 (outer city)는 더 이상 도시 (urb)에 대하여 부차적인 

표 2-1. 교외의 유형 

지배적인 도시와의 직접적 관계 도시와의 간접적 관계 

계급구조 탈출 동기 긍정적 동기 탈출 동기 긍정적 동기 

상류계급 전통 교외 

중류계급 
정체성을 의존적인 안정적 독립적인 안정적 } 

의식하는 교외 교외(대량생산) 교외 

하류계급 교외 슬럼 
산업 교외 또는 

고용교외 

자료: Boskoff, 1973에서 재구성. 

(sub)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교외 (suburb) 개념 자체의 적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Muller， 1989, 43), 산업혁명의 요구와 타협하기 위한 시도로서， 

(적어도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인간과 자연 사이의 전원적 일치를 재창조하기 위한 

시도로서 (Masotti & Hadden, 1973, 79) 교외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교외화는 도시취락이 도시의 범위를 넘어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그 근원적 

원인은 사회와 공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데 있다. 교외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Greer, 1973, 153). 즉 정치적 정의(도시의 정치적 경계 외곽에 있는 지역)， 이와 관련 

되어 있지만 분석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생태학적 정의(도섬에서의 거리에 따른 정의)， 

인구의 사회적 특성(사회적 지위 생활양식 인종 이주시기 등)에 따른 정의가 있다. 

최근에 들어 교외화의 의미가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외화 개념 

은 중심도시의 거주기능이 중심도시 주변지역으로 원심적으로 확대되면서 전개되는 현 

상 및 그 과정을 뜻한다(권용우， 1986, 9). 

둘째，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관련된 개념은 역도시화 개념이다. 베리 (Berry， 1976)와 

젤린스키 (Zelinsky， 1978), 브라운과 워델(Brown and Wardell, 1980) 이 “역도시화”와 

“농촌-도시의 인구집중반전(rural-urban tumaround)" 개념을 사용한 이래로 이 개념 

들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Dahrns， 199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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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및 20세기초 산업 도시화의 본질은 규모와 밀도와 이질성의 증가였다. 티스 

데일 (Tisdale， 1942)은 “도시화는 인구집중과정이다. 이는 덜 집중된 상태에서 보다 집 

중된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썼다. 역도시화 과정은 규모와 밀도와 이질성이 감 

소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베리의 역도시화 테제 (counterurbanization thesis)에 따르 

면， “역도시화는 인구의 분산(이심화deconcentration) 과정이다. 이것은 보다 집중된 상 

태에서 멀 집중된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Berry， 1976, 17; 1980, 14). 

펼딩 (Fielding， 1982)은 역도시화를 도시화의 논리적 대립물로 본다. 도시화가 인구성 

장률과 취락규모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면 역도시화는 이주를 통한 인 

구변동이 취락규모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과정을 의미한다(Dean et al., 1984, 9).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역도시화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다. 

로버트와 랜돌프(Robert and Randolph, 1983, 78)는 역도시화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 

고 엄정하게 정의하려 한다. 즉 이들은 “탈집중(decentralisation)" , 즉 넓은 의미에서의 

교외화와 “이심화(deconcentration)" , 즉 (보다 농촌적인) 다른 지역으로의 장거리 이동 

을 구분하고， 역도시화는 탈집중과 이심화라는 두 가지 필요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자는 기능적 도시체계를 넘어서지는 않지만 중심도시에서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도시체계상의 하향이동이기는 하지만 도시지역 사이의 또는 농촌 

지역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Dean et al., 1984, 9-10에서 재인용) . 

이처럼 역도시화 개념은 도시화 및 교외화와의 관계설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 

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역도시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논쟁적인 견해들이 

존재한다. 논쟁의 초점은 “역도시화가 도시화 과정의 한 단계인가， 아니면 반도시화 

(anti -urbanisation)인가?"하는 것이다. 베리 (Berry， 1976)는 역도시화를 반도시화로 보 

는 반면， 브러쉬 (Brush， 1978, 336)는 역도시화를 경제활동이 확산되면서 가능하게 된 

도시화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의 인구분산경향은 장기적인 대도시 스프롤 현상의 연속일 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고속도로가 확충되고 생산， 교환， 주거의 입지가 대도시 배후지역으 

로 확산됨으로써 가능해진 도시화의 후기 단계가 아닐까? 만약 그러하다면， [베리가 

만든] 역도시화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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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시인구의 전원지향 이주를 묘사하는 또 하나의 개념으로서 탈도시화， 또는 

도시탈출이 있다. 그러나 도시탈출이라는 개념이 매우 자주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중심 

도시에서 교외로의 인구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용되는 경향이 있다. 

도시탈출을 교외의 형성과 관련시키는 것은 그리 잘된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교 

외는 중심도시에 통합된 한 부분으로서 거기서는 다양한 종류의 도시적 활동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탈도시화 과정은 교외 너머의 주변지역 (fringe)에서 일어나고 있다. 도 

시 주변지역은 현재 도시조직의 한 부분이 아니지만， .. 도시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교 

외와는 달리 주변지역은 농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도시와 교외를 버리고 이곳 

에서 영구히 살려고 들어오는 인구들로 인해 점차 많은 도시적 활동을 가진다(Brunet， 

1980 않6)，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브뤼 ~l (Brunet, 198이2)는 농촌탈출(rural exodus)과 

대비하여， 도시탈출(urban exodus)이라는 개념을 “도시인이 완전히 농촌적인 환경에 

거주지를 정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양자를 도시화 과정과 탈도시화 과정이라는 맥 

락에서 비교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브뤼네는 중심도시 - 교외 (suburb) - 주변지 

역 (urban fringe) - 도시음영지역 (urban shadow)라는 도시공간구조에서， 탈도시화(도 

시탈출)는 중심도시 및 교외에서 주변지역이나 도시음영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 

으로 정의한다. 즉 탈도시화는 도시인이 교외 너머의 주변지역으로 이주하논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교외화는 “중심도시의 거주기능이 중심도시 주변지역으로 원심적으로 확 

대되면서 전개되는 현상 및 그 과정”을 역도시화는 “보다 집중된 상태에서 멀 집중된 

상태로 인구가 분산되는 과정”을， 탈도시화(도시탈출)는 “도시인이 완전히 농촌적인 환 

경에 거주지를 정하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인구가 도시를 벗어난 지 

2) 브뤼네 (Brunet)는 캐나다 퀘벡의 탈도시민에 관한 두 논문 L'Exode urbain, quelques 

hypothèses appuyées sur le cas des Cantons de 1 ’ Est(1978)와 L’Exode urbain, essai de 

classification de la population exurbaine des Cantons de l'Est(1980)에서 도시탈출 

(L’Exode urba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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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일걷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공간적 범위 

의 차이와 관점의 차이가 있다. 즉 교외화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관계를 주변지역 

의 관점에서 보는 용어이며， 역도시화는 중심도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용어이다. 교외 

화는 중심도시 외곽지역이 중심도시로부터 이통해온 인구로 인하여 도시화가 진전되는 

과정을 말하며， 역도시화는 중심도시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인구이 

동의 흐름에서 보아 인구이동의 흐름이 중심도시로 향하는 경우에는 집중(centraliza -

tion) , 그 반대의 경우에는 탈집중( decentralization)이라고 부른다.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전원주택현상은 교외화， 역도시화， 탈도시화 개념과 일정 정도 

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원주택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매우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난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 

는 도시인구가 도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탈도시 

(화)"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의 탈도시화 개념은 브뤼네의 엄 

격한 정의를 따르기보다는 광의의 의미에서 도시언이 중심도시에서 교외 및 시골로 거 

주지를 옮기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2. 이주동기와 집단구분 

전원지향적， 또는 탈도시적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어 

왔다(Jones et al., 1984, 437-438) , 첫째는 워드웰(Wardwell， 1980)의 농촌-도시의 수렴 

(rural-urban convergence) 모형이고， 둘째는 탈산업사회의 출현으로 인한 생활양식과 

주거선호의 변화를 강조하는 논의이다. 탈산업사회에서는 물질적 부와 삶의 질의 교환 

관계에서 사람들은 후자에 점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 생 

활에 대한 혐오” 및 “환경이 매력적이고 스트레스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양호하다고 여 

겨지는 곳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탈도시적 흐름을 추동한다. 이와 같 

은 전원지향 이주론의 주요한 관심사는 전원지향 이주의 동기와 전원지향 이주를 감행 

하는 사회집단과 관련된 문제이다. 

첫째， 이주동기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는 전원지향 이주가 삶의 질에 대한 고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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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경제적 기회 때문인가， 아니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가 하는 논쟁 

과 관련된다. “경제적 동기나 삶의 질이라는 통기 또는 양자를 결합한 동기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비도시지역으로의 이주를 야기하는가?" 전원지향 인구이동에 대한 이론적 

해석은 “경제적 요인”과 “삶의 질”이라는 두 가지 관점 가운데 하나를 강조해왔다.3) 

셀 (Sell， 1982) , 포스톤과 콜맨(Poston and Coleman, 1983) 둥은 전원지향 이주의 통 

기를 경제적 통기에서 찾는 반면， 블랙우드와 차펜터 (Blackwood and Carpenter, 1978) 

및 일벤토와 렬로프(Ilvento and Luloff, 1982)는 “반도시성 (anti-urbanism)" 또는 “반도 

시적 성향”을， 딜만(Dillman， 1979)은 레져에 대한 욕구 증대， 젊은이들 사이의 반도시 

성， 도시의 불쾌함에 대한 혐오 등을 전원지향 이주의 동기로 언급함으로써， 전원지향 

이주의 배후에는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욕구”가 깔려 있음을 강조한다. 

윌리암스(Williams， 1981)와 플로흐와 룩(Ploch and Cook, 1982)의 “삶의 질”과 “경 

제”에 관한 논쟁과는 달리 윌리암스와 용스는 삶의 질이나 경제적 안정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주를 결정하는 제 1의 요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동기에서 이주 

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이주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간주할 것이며， 직업적·경제적으 

로 제약을 덜 받는 비경제적 통기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환경의 어메니티나 기타 삶의 

질에 가치를 둘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만으로 이 

주한다거나 이주자의 이주결정은 구조적 제약요인들과는 상관없다는 극단적으로 단순 

한 가정은 설득력이 없는 듯하다 .삶의 질에 기초한 새로운 윤리는 직업기회 및 소득 

과 뒤얽혀 있지만 이주결정의 주요한 동기인 듯하다(Williams and Jobes, 1990, 

187-189, 193). 

전원지향 이주는 보다 도시적인 장소에서 덜 도시적인 장소로의 이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이주를 하게 되는 동기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탈도시화 

의 본질은 특정한 생활양식(예컨대， 아이들에게 선선한 공기와 자유와 유익한 경치를 

3) 경제적 동기에서 이주한 자와 삶의 질을 고려하여 이주한 자 사이에는 “이주의 자유”와 관 

련된 모순이 존재한다. 경제적 동기에서 이주한 자는 경제적 복리(행복)가 원하는 입지로 

이주하는 것을 보장해 준다고 여겨질 때까지 이주를 연기하는 한편， 삶의 질을 고려하여 이 

주한 자는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선호하는 입지로 이주할 수 있는 즉각적인 자유를 가지 

고 있다(Williams and Jobes, 1990, 193). 

r 

ω
 



표 2-2. 전원지향 이주에 관한 선행연구 

학자(연도) 사례지역 이주동기 비고(또는 결과) 

* 경관 * 생활양식 
Halliday & * 잉글랜드 서남부의 * 은퇴 * 건강 
Coombes 데본 카운티 * 가족과의 근접 * 경관과 생활양식 이외에 다섯 가 

(1995) * 5，000가구 우편설문 * 주택가격 
지 이주동기를 추가로 확인함 

* 주태수요의 변화 

Stockdale * 북부 아일랜드 * 고용 * 환경 * 부동산 

(1992) * 251가구 * 결혼 * 설비 * 은퇴 
* 가족과의 결합 
<사회환경적 요인> 

* 양호한 환경 
* 친지/친구와의 결합 
* 과거에 여가를 보냄 * 사회환경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 고향으로의 회귀 으로나눔 

Perry et al. * 영국 콘웰 서부 * 양호한 기후 * 건강 

(1986) * 2，526가구 우편설문 
* 자녀양육 * 은퇴생활 
* 도시경쟁에서의 탈출 
<경제적 요인> 

* 직업전망이 좋음 
* 저렴한 주택 
* 즈III;1 。: 。n1 = Dl 

* 질 좋은 주택 

Baldassare * 캘리포니아 오렌지 * 주택 

(1986) 카운티 
* 직장 

* 직전거주지를 떠난 이유와 현거 

* 입지(지역) 
주지를 선택한 이유를 결합함 

* 스코틀랜드 고지방 * 매력적인 환경 * 삶의 질을 우선시 한다. 
Jones et al. * 직업지위 

(1984) 
과 섬들 * 가계수입 

* 직장， 생활양식， 주거입지에 대하 
* 367가구 * 저렴한 주태 구입 

여 “만족자”적 입장을 취한다. 

* 개인적인 이주선호 
Fielding * 고용기회의 입지 

(1982) * 단순생산기능의 이심화 
* 국가의 역할을 강조함 

* 국가 개입 

Brunet * 캐나다 퀘벡 
* 생태적 동71(69%) * 생태적 동기는 깨끗한 공기， 조 

(1980) * 경제적 동기(17%) 용함， 운동， 동물 기르기， 자연과 
* 2807}구 설문조사 

* 가족적 동기(14%) 의 접촉 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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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도로교통， 소음， 쇠락해가는 생활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등)에 

대 한 탐색 이 다(Halliday and Coombes, 1995, 441). 

윌리암스와 용스는 생활양식과 경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의 기초가 

되는 “사고방식”을 제공한다(Williams and Jobes, 199이고 주장한다. 하지만 할리데이 

와 콤스는 다소 상이한 견해를 보인다. 이들은 역도시화 모델에 중심적이라고 간주되 

는 이 두 가지 이주동기(생활양식과 경관)가 이주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 

토한 결과， 생활양식과 경관 이외에 다섯 가지의 이주동기들(은퇴， 가족과의 근접， 주 

택비용， 주태수요의 변화， 건강)이 역도시화와 관련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스톡데일 (Stockdale， 1992)은 이주지 선태， 이주와 관련된 의사결정， 국가의 개입양식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주거이통과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 

의 분석틀에서 이주지의 중심지계층은 네 단계로 구분되고， 다섯 가지의 이주동기가 

범주화된다(그림 참조) . 첫째， 고용 동기(비자발적 설명)에서의 이주는 도섬에의 접근 

성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이주이다. 이는 이주자의 “통근 인내도(commuting tolerance)" 

에 의해 좌우된다. 둘째 결혼 동기에서의 이주이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으로 

의 이주를 펼요로 하지만 가족 연계가 반대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양호한 설비(국가 

개입)는 이주의 촉진제로 작용한다. 넷째 환경 요인(자발적 설명)은 전원지향 이주의 

두드러진 속성이며 전원지향 이주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는 도시에서 완전히 격리된 먼 시골이 아니라 교외지역이나 농촌중섬지로의 이주를 의 

미한다. 다섯째， 회귀 이주(return migration) (자발적 설명)는 농촌의 인구증가에 기여 

하는 요인이며， 이주자가 시골의 고향으로 이주하는 도시계층상의 하향이동이다. 

이주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은 이주결정을 내린 이유 이주할 지역을 선택한 이유 

구체적인 입지를 선택한 이유 등 세 단계로 나누어지지만(Stockdale， 1992, 418), 이주 

동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주 동기를 분석하기가 어 

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직전거주지와 관련된 배출 요인과 특정한 이주지를 

선돼하는 데 도움을 주는 흡인 요인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Owen, 1992; Bolton, 1988). 특히 배출 요인이든 흡인 요인이든 어떤 동기를 하나의 

‘주요한’ 동기로 추출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주결정과정은 매우 복잡다단 

앙
 



도시 

if-----i

,-------

그림 2-1. 주거이동과 의사결정과정(Stockdale ， 1992) 

* 화살표는 이 주방향올 나타냄 

하므로 이주행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요한 동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동 

기 를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Halliday and Coombes, 1995, 442; Williams and Jobes, 

1990, 191). 

둘째， 전원지향 이주를 감행하는 인구의 집단구분에 관한 문제이다. 누가 전원지향 

이주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교외 및 농촌 공간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한 영 

역을 차지한다. 건설자본의 주태공급이나 국가의 정책도 모두 수요자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할 때 유효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들 

은 전원지향 이주집단 가운데 하나의 유형이다.4) 

할리데이와 콤스(1995)는 역도시화에 대한 대안적 모형을 만들기 위해 사회집단을 

다음 세 가지 유형， 반대도시적 유형 (anti -metropolitan: 저렴한 지가， 보다 넓은 주택 

을 위해 빠져나가는 인구) , 반도시적 유형 (anti -urban: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을 피해 

4)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전원지향 이주자들 가운데 일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다양한 전원지향 이주집단들을 유형으로 구분해 내는 작업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며 

또 다른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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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가는 인구) , 친농촌적 유형 (pro-rural: 퇴직 둥으로 시골로 가는 인구)으로 나눈 

다. 하지만 선험적인 기준을 가지고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나 경험적으로 세 유 

형을 구분해내기가 사실상 어렵다. 세 가지 유형을 경험적으로 구분해내기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주동기가 상호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브뤼네 (1980) 의 캐나다의 퀘벡의 탈도시화 과정 5)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탈도시인의 

이주동기를 생태적 동기 경제적 동기 가족적 동기로 나누고 탈도시인들의 주요한 이 

주동기는 생태적 동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캐나다 퀘벡의 이스턴 타운쉽의 탈 

도시언(280가구)에 대한 연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가 여부， 이주통기， 사회경제적 특성， 

생태/환경관에 따라 탈도시인을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표 2-3 참조) . 

첫째， 탈도시 농민(Les fermiers exurbains)으로， 이 유형에는 2개 집단이 속한다. 1 

유형(전통적 농민 fermiers conventionnels)은 도시로 이주했다가 시골로 재이주해온 

농민이다.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을 한 사람이 경제적 가족적 통기에서 농촌으로 회귀하 

여 농업에 종사하는 집단이다.2유형(생태적 농민 fermiers écologiques)은 주로 신중산 

층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도시에서는 화이트 칼라 직종에 종사하였으며， 취미로 농경에 

종사하는 성 격 (hobby farmer) 이 강하다. 

둘째， 탈도시 비농민(Les exurbains non-fermiers)으로， 이 유형에는 3개 집단이 속 

한다. 3유형(생태적 농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탈도시인 Les fermiers écologiques po

tentiels)은 2유형과 유사하며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 

5개 유형 가운데 2유형과 3유형은 우리나라의 전원주택 거주자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다.4유형(피난자 Les réfugiés)은 도시를 피해온， 또는 도시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다. 

이틀은 인근의 소도시에서 블루 칼라 직종에 종사하며 제한된 소득으로 만족할만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농사지을 가능성이 없으며 이동식 주태에 거주한 

다. 사회적으로 이 유형은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가장 낮다. 주로 경제적 동기로 이 

주하며 생태적 관심이 낮아 화학비료의 사용을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5유형(유사교 

5) 퀘벡의 도시화는 1단계(1950년대 초: 농촌탈출로 도시가 발전하는 시기)， 2단계 (1960년대말 

까지: 탈도시화의 첫번째 단계로서 교외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 3단계(1970년대: 탈도 

시화의 두번째 단계로서 농촌탈출이 감소하고 도시탈출이 중요하게 부상하는 시기)로 구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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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브뤼네의 퀘벡 탈도시인의 집단 구분(Brunet ， 1980) 

유형(가구수， %) 이주동기 사회경제적 특성 생태/환경관 

거주기간이 길다 

제 1유형 : 34(12.9) 경제적 또는 교육수준이 낮다 
부정적 

전통적 농민 가족적 동기 평균연령이 높다 
농사를짓는 

소득수준이 낮다 
탈도시인 

(71가구) 
교육수준이 높다 

제2유형 : 37(14.1) 
생태적 동기 

(대)도시 출신 
긍정적 

생태적 농민 전통가옥에 거주 

취미용 농경의 성격 

제3유형: 67(25.5) 거주기간이 짧다 

생태적 농민이 될 생태적 동기 교육수준이 높다 긍정적 

가능성이 있는 탈도시인 전통가옥에 거주 

교육수준이 낮다 

농사를 짓지 제4유형 : 83(31.6) 
이동식주택에 산다 

경제적 동기 소도시 출신 부정적 
않는 탈도시인 도시에서 쫓겨나온 사람들 

농사지을 가능성이 없다 
(192가구) 

소득수준이 최하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제5유형 : 42(16.0) 인구의 속성을 가진다 

유사교외거주인 거주기간이 가장 짧다 

중심도시와 밀접한 유대 

외거주자 Les pseudo-banlieusards)은 방갈로에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 

이다. 이들은 4유형에 비해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크고， 인접한 도시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전원지향 이주의 주요 동기들을 검토하였다. 전원 

지향 이주동기에 관한 주요 쟁점은 “삶의 질인가， 경제적 통기인가” 하는 문제였다. 각 

가구의 이주동기에는 양자의 동기가 상호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경제적 동기에 비해 

삶의 질과 관련된 동기가 전원지향 이주의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이주동기를 삶의 질과 경제적 통기로 구분하는 것은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 

화하는 일면이 있다. 그리고 이주동기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언급되는 흡인요인과 배 

출요인이라는 양자대립도 이주자의 복합적인 이주동기를 분석하는 데에는 효용성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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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여기서는 이상의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이주동기들을 종합하여 전원지향 이 

주의 통기를 가족 요인， 사회적 요인， 주태 요인， 입지 요인으로 정리하고자 한다(표 

2-4 참조). 

표 2-4. 전원지향 이주의 주요 동기 

가족요인 사회적 요인 주택 요인 입지 요인 

* 가족생애주기 

가구형성 * 주택의 질 
* 자연환경/경관 

혼인관계의 변화 * 근린/공동체 넓은 주거공간 

가구규모의 변화 근련의 질 주태의 디자인 
* 저t::I 그 L...서 c> 

건강 물리적 환경 * 주택가격 
고용기회 

* 생활양식에 대한 취향 사회적 구성 저렴한주태 
교육기회 

* 고용관계의 변화 공공서비스 부동산(투지 대상)으로 
편의시설 

은퇴 서의 주택 
가족/친지 

직업변동 

3. 전원지향 이주와 주거입지 

전원지향 이주를 행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다. 전원지향 이주자들은 도시내의 주거입지를 결정할 때와는 달리 경제적 제약에서 

다소 벗어난 상태에서 전원지향 주거입지를 선택한다. 전원지향 이주자들의 주거입지 

결정과정은 그들이 가진 이상적인 주거입지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 

원지향적 주거입지를 분석하면 이상적인 주거입지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전원주택현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전원주택 

현상은 전원지향 이주를 통하여 현대 한국사회의 도시인들이 이상적인 주거입지를 탐 

색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이주동기와 이주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곧 현대 한국인의 이상적인 주거입지관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를 추론해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고전적 주거입지론의 한 사례로 청담(淸 

灌) 이중환(李重煥)의 『태리지(擇里志).n (1751)6)에 나타난 주거입지관과 도시의 편익과 

인
 싸
 



시골의 쾌적함을 동시에 추구하려 했던 하워드(Howard)의 전원도시론7)을 비교한다. 

1) 정담의 주거입지론 

청담의 기본사상은 최적생활공간(또는 이상향)의 추구이다. 청담은 18세기의 한국인 

이 선호하던 최적주거입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상적인 주거공간을 탐색하였다. 청담 

은 저서 『택리지』에서 자연적·경제적·사회적·안보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생활장소를 구하고자 하였으며， 최적생활공간(또는 최적거주 

지)은 주거공간， 생산공간， 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결합한 구조라고 보았다(朴英漢， 

1977, 29, 35쪽). 

『태리지』 복거총론( ~居總論)에서 청담은 이상적 주거입지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네 

가지로 꼽는다. 지리와 생리와 인섬과 산수가 바로 그것이다. 

대저 살 터를 잡는 데는 첫째， 地理가 좋아야 하고， 다음 生利가 좋아야 하며， 다음 

人心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山水가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하 

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 다(大振 「居之地， 地理寫.1::， 生利次之， 次則人心

次則山水， 四者缺一， 非樂土也)(이 중환， 121쪽; 246쪽). 

地理는 자연환경의 조건을 의미한다. 지리는 물리적인 성격이 강하나 종합적인 성격 

을 지닌다. 

먼저 수구를 보고， 다음 들의 형세를 보고， 다음 산의 모양을 보고， 다음 흙의 빛깔 

을 보고， 다음 수리(水理)를 보고， 다음 조산과 조수를 본다(先看水口， 次看野勢， 次看

山形， 次看土色， 次看水理， 次看朝山朝水)(이 중환， 122; 246). 

6) 태리지의 여러 판본 가운데 光文會本을 저본으로 하여 李총졸成이 번역한 『택리지.1 (1993, 을 

유문화사)를 참고하였음. 

7) 하워드의 Garden Cities 0/ Tomorrow(1902)는 1898년에 Tomorrow: a PeaCE짜1 Path to 

Real R앙orm이라는 제목으로 최초로 간행되었던 책을 조금 수정하여 재출간한 것이다. 여 

기 서 는 The M.I.T. Press에 서 1965년 에 출판한 Garden Cities 0/ Tomorrow를 저 본으로 삼 

았다. 이 판본에는 오스본(Osborn)의 서문과 멈포드의 에세이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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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生利)는 경제적 조건을 의미한다. 청담은 경제적 조건으로서 “땅이 기름진 곳” 

즉 토지의 비옥도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곳” 즉 입지(location)를 언급 

하고 있다. 

그러므로 땅이 기름진 곳이 제일이고， 배와 수레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 들어서， 있 

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곳이 그 다음이다(土決짧上，;Rt車λ、物都會， 可

以寶遭有無者， 次之)(이중환， 126; 244).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상의 이점”이라는 조건은 고전지대론의 핵심을 이루는 양대 

요소이기도 하다. 농업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던 근대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 비옥도가 

삶터를 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으나 현대도시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게 감소되었 

으며， 오히려 입지(접근성)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청담이 말 

하는 생리의 현대적 의미는 입지(접근성)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人心은 사회적 측면(근린， 공동체)을 말한다. 풍속이 좋은 곳이라야 이상적인 주거입 

지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양호한 근린과의 사회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위험이 

나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포함한다. 

공자는 “마을 인심이 착한 곳이 좋으니 착한 곳을 가려서 살지 아니하면 어찌 지혜 

롭다 할 것인가” 하고 말했다 .... 살 터를 잡음에 있어 그 지방의 풍속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孔子日， 里仁馬美， 擇不處仁， 품得智 .... r 居， 不可不視其地之諸洛훗)(이중환， 

133; 241). 

山水는 경관 및 문화적 측면을 의미한다. 산수는 복거총론의 약 2/3를 차지하는 부 

분으로서 생활양식의 측면， 삶을 풍부하게 하는 요소로서의 산수를 강조하고 있다. 산 

수의 측면에서 청담은 계거(漢居)가 가장 좋은 주거입지라고 주장한다. 

대저 높은 산과 급한 물과 험한 산과 빠른 여울은， 한때 구경할 만한 경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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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절이나 도관의 자리로서는 합당하지만， 영구히 대를 이어 살 곳으로 만들기에는 

좋지 못함이 틀림 없다(夫高山急水， 險d俠驚端， 雖有一時賞玩之致， 只宜좋觀炳止， 不可作

永居世尊之所， 其必也)(이중환， 185; 22이. 

“시뱃가에 사는 것이 강가에 사는 것보다 못하고， 강가에 사는 것이 바닷가에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다만 화물을 통할 수 있고， 생선과 소금을 채 

취하는 이익이 있는 것만 가지고 논한 것이다(證日， 漢居不如江居， 江居不如海居， 此以

通貨財取魚醒而論耳)(187; 219) .... 오직 시뱃가에 사는 것은 평온한 아름다움과 시원스 

러운 운치가 있고， 또 관개와 농사 짓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바닷가에 사는 것은 

강가에 사는 것보다 못하고， 강가에 사는 것은 시냈가에 사는 것보다 못하다(堆漢居， 

有平穩之美， 蕭酒之致， X有灌漸觀鉉之利， 故日， 海居不如江居， 江居不如漢居)(188;

218). 

하지만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박한 곳이 많고， 또 산수가 아무리 좋다할지라도 

생리가 박한 곳은 삶터로 적절하지 못하다. 청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절충적인 방안 

으로 생리가 좋은 곳에 주거 (primary home)를 정하고 산수가 좋은 곳에 별장이나 세 

컨트홈(second home)을 마련하는 길을 제안한다. 

대저 산수는 정신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화창하게 하는 것이다. 살고 있는 곳에 산 

수가 없으면 사람이 촌스러워진다. 그러나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박한 곳이 많다. 

사람이 자라처럼 모래 속에 살지 못하고， 지렁이처럼 흙을 먹지 못하는데， 한갓 산수 

만 취해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름진 땅과 넓은 들에 지세가 아름다운 

곳을 가려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십리 밖 혹은 반나절 거리쯤 되는 곳에 

경치가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 매양 생각이 날 때마다 그 곳에 가서 시름을 풀고 혹 

은 유숙한 다음 돌아올 수 있는 곳을 장만해 둔다면 이것은 자손대대로 이어나갈 만 

한 방법이다(夫山水也者， 可以l治神陽情者也， 居而無此， 則令人野롯， 然山水好處， 生利多

灣， 人많不能麗家뺑l食， 則亦不可徒取山水以薦生， 不如擇R土廣野地理佳處藥居， 買名山

佳水於十里之外或半日程內， 每一意、到時時， 往復以消憂或留宿而近， 此乃可繼之道也)(195;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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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리 2. 생리 

수구， 야세，산형， 

토색，수리，조산조수 

토양의 비옥도， 
입지상의 이점 

4. 산수 3. 인심 

계거(시뱃가) 속
 

풍
 

그림 2-2. 정담의 주거입지론 

청담에 따르면， 이상의 지리(환경) , 생리(경제) , 인심(근린， 공동체)， 산수(경관)라는 

조건이 모두 구비된 곳이라야 이상적인 주거입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도시의 

주거환경은 청담의 이상적 주거입지조건과는 거리가 멸다. 현대 한국의 대도시 중산층 

이 전원지향적 이주를 하는 것은 바로 이상적 주거입지를 탐색하는 과정일 것이다. 따 

라서 청담의 주거입지론은 전원주택과 같은 전원지향적 주거입지를 논의함에 있어서 

사유의 준거틀이 될 수 있다. 

2) 하워드의 전원도시론 

하워드는 “전원도시개념의 창시자”이다. 그가 작고 자족적이며 그린벨트로 둘러싸인 

도시를 건설하여 근대도시의 흔잡을 완화하려는 기획에 몰두한 것은 근대도시계획사에 

서 경이로운 일이다.8) 하워드는 처음에 자신의 전원도시를 집단의 소유로，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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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벨트가 도시의 시가지보다 훨씬 넓도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통근자 교외가 

없는 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레치워스와 웰윈에 전원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워드 

는 애초의 목표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전원도시구상은 이 

후 도시계획운동의 근원이 되었으며， 하위드의 제자들 - 패트릭 게데스， 레이먼드 언 

윈， 루이스 멈포드 등 - 은 그의 사상과 사례들을 전세계로 보급했다(LeGates and 

Stout, eds., 334-335).9) 

하워드(Howard)10)는 도시가 외연적으로 성장하여 시골을 흡수해야 하는가? 또는 사 

회가 조직적인 인구분산정책을 써서 이러한 성장을 감소시키는 것이 나은가? 하는 문 

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시골의 개방공간을 보존할 수 있을 만큼 저밀도이 

8)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은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 전원도시를 건설하는 방법과 도 

시 자체의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하워드가 전자의 길을 추구했다면 환경의 질 

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에 자연을 도입했던 옴스테드(Omstead)는 후자의 길을 따랐던 셈 

이다， 옴스테드는 환경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도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킬 프로그램으 

로 공원， 공원도로， 근린을 계획했다. 하지만 옴스테드는 단순히 자연을 도시에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광범위하게 대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원을 건 

설하기를 원했다. 그가 말하는 공원은 도시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함으로써 대중들의 건 

강에 기여하고，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대도시의 물리적 하부구조에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공원의 연못과 저수지들이 지자체의 급수체계에 도움을 주고， 길거리의 천박 

한 유흥지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심성을 유연하고 유순하게 한다 

(LeGates and Stout, eds., 1996, 334). 

9) 하워드와 게데스의 추종자들은 영국 대가들의 사상과 여러 가지 미국 사상 - 하바드 지형 

학(physiography) , 소로(Thoreau)의 자급자족 사상， 남부의 지역주의 - 을 혼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 하워드와 게데스의 사상적 토대는 크로포트칸의 무정부주의 (anarchism) , 

즉 풍부한 자연자원과 생태학적 균형을 이루는， 거의 자급자족적인 소규모 농촌공동체에 대 

한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과밀한 대도시의 병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워드가 제시 

한 전원도시 청사진도 뛰어 넘어， 미국생활의 전체적인 토대를 완전히 재건하려 했지만 그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또 진행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상은 너무나 유 

토피아적이었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었다(Hall， 1995, 17). 

10) 에버네저 하워드， 르코르뷔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둥은 공상적 모더니스트들 가운데 유 

토피아적 전통의 주류를 형성하였으며， 각각 20세기의 현대 도시 및 도시 생활에 지대한 영 

향을 미 쳤다(LeGates and Stout, eds.,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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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자기충족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된 공동체로 인구를 분산 

시키는 것”이라고 자답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 1906년에 게데 

스(Patrick Geddes)는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중산층이 새로운 도시환경， 즉 교 

외를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20세기의 임무는 이와 같은 유익한 환경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믿었다(Buder， 1976, 199) .11) 

『내일의 전원도시』에서 하워드는 도시， 시골， 도시-시골을 세 개의 자석에 비유하고， 

쇠붙이(사람)가 어디로 가려고 할 것인가를 묻는다(표 참조) . 그가 제시하는 답은 도시 

와 시골의 장점을 통시에 가지는 전원도시이다(Howard， 1965, 46). 다음의 구절은 이 

와 같은 하워드의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구이다. 

도시와 시골은 굳게 결합되어야 하며， 양자의 아름다운 결합에서 새로운 희망， 새로 

운 생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한다(Howard， 1965, 48). 

하지만 하워드가 구상한 전원도시에는 교외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자족적인 

도시이다. 전원도시가 일견 교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전원도시는 교 

외가 아니라 교외의 안티테제 (antithesis) 이며， 농촌적인 주거지가 아니라 도시생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이다끼Mumford. 1965. 35). 하지만 하워드의 전원도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도시적 편익과 시골의 쾌적한 환경을 고르게 취하고자 한다 

는 점에서 “교외" 자족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 와 일맥 

상통하며， 또한 도시나 주거가 지향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전원주택” 개 

념과도 이어진다. 

하워드와 같은 유토피아적 모더니스트들은 인류와 자연의 결합 도시계획과 도덕적 

개혁의 관계， 도시 디자인과 기술이 사회변학에 미치는 역할과 같은 철학적 문제들에 

11) 르클뤼 (Reclus)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남용함으로써 경관의 아름다움과 거대함이 점차 

사라지게 되며， 결국에는 인간의 상상력과 마음이 빈약해져 정신상태가 메마른다고 주장하 

였다. 따라서 도시생활보다는 농촌생활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철학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세계관은 19세기 낭만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패트릭 게데스의 세계관과 유사하다(金在完， 

1996.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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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하워드의 전원도시판 

임대료 

환경 

고용기회 

나쁜 공기 

음침한하늘 

안개와 건조 

초과시간 

실업자 

고용의 변화 

직장으로부터의 격리 

하수시설 | 값비싼 하수시설 

위락시설 | 유원지 있음 

슬럼과 싸구려 술집 

주택/취락 | 대궐 같은 건물 
밝은 거리 

유휴노동 

놀고 있는 토지 

하수시설 불비 

위락시설 불비 

불범침입자 조심 

숲 목초지， 삼림 

혼잡한주거 

황폐한마을 

도시-시골(전원도시) 

자연의 미 

사회적 기회 

17 q]二l
~ 다 D 

낮은 임대료와 가격 

깨끗한 공기와 물 

매연 없음 

많은 일거리 

착취 없음 

기업을 위한 장 

자본의 흐름 

양호한 하수시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들판과공원 

멋진 집과 정원 

슬럼 없음 

시민의식 | 군중 속의 고독 공공심 없음， 개혁 필요 | 자유， 협동 

자료: Howard, 1965, 46의 그림을 재구성함. 

관심을 기울였고 실세계의 문제들은 20세기의 도시계획가들에게 남겨졌다. 유토피아적 

모더니스트들이 고상한 목표들을 확립했다면 전문계획가들은 그 세목에 정성을 들였다 

(LeGates and Stout, eds., 335). 하지만 하워드의 전원도시구상이 아무리 유토피아적이 

라 할지라도 그가 주장한 철학적 내용과 신념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2절. 전원지향 이주와 생활양식론 

일 반적 으로， 생 활양식 (genre de vie; a way of life; lifestyle; Lebensweise; Leb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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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은 “기능적으로 조직된 통일적인 생활패턴"(Johnston et al, 인문지리학 사전， 3판 

참조) ,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태적·기술적·사회적 구별 하에서 스스로 구축해나가는 

꽤 영구적인 생활방식 "(Harvey， 1989, 115)으로 정의된다. 사람들은 첫째， 집을 소유하 

려는 욕구에서， 둘째， 그곳에서 사생활(privacy)과 자유를 누리려는 욕구에서， 셋째， 토 

지와 정원을 소유하려는 욕구에서， 간단히 말하자면 주태과 토지로 인하여 교외지역으 

로 이주하므로， 주태， 가정， 토지와 연관된 공동체와 생활양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Gans, 1968, 133). 그렇다면 우리는 전원지향 이주자들의 생활양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프랑스 비달 드 라 블라쉬의 생활양식 개념에서부터 독일의 

사회지리학에서의 생활양식 논의， 최근의 도시사회학에서의 생활양식 논의를 검토하고， 

전원지향 이주와의 관련성 속에서 생활양식론의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전원주택 거 

주자들의 생활양식을 이른바 “탈도시 생활양식”이라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출현을 예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논구하려 한다. 

1. 생활양식 개념의 형성 

생활양식 개념 12)은 환경 (milieu) 순환(교통 circulation) 13)과 함께 프랑스 비달학파 

지리학의 중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비달(Vidal de la Blache)은 생활양식을 환경에의 

적응양식이며，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관습화된 것으로 간주했다. 소르(Max Sorre)는 

비탈의 생활양식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활양식 개념은 비달 드 라 블라쉬가 지리학체계에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연구 

12) 비달 드 라 블라쉬 (Vidal de la Blache)가 1911년 “인문지리학에서의 생활양식”이라는 논문 

을 쓴 이래로 생활양식 개념은 아무런 비판적 논의의 대상도 되지 않았으며， 마톤느(Em

manuel de M따tonne)가 비달의 저작을 편집한 『인문지리학원리』에서도 체계적인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orre， 1948, 97). 

13) 인간거주지로서의 환경 개념 및 지역간의 유통과 기능적 연계를 설명하는 순환 개념에 대 

해서는 Vidal de la Blache, P., 1922, Principes de Géographie Humaine (鄭甲 譯， 1948, 

A文地理學， 휩￥敎社)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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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생활양식은 특정한 환경에 적응한 사회유형이고， 

관습화된 고정적인 것이다， ... 생활양식은 농업생활양식과 도시생활양식으로 나누어진다 

(金在完， 1996, 136). 

소르는 생활양식의 변화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달과 차별성을 가지지만， 전 

체적으로 비달의 생활양식 개념을 계승하고 있다. 그는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의 생활 

양식은 집단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율적인 습관들의 복합체이다" (Sorre. 1948 

No. 307, 20이라고 정의한다. 습관의 복합체로서 생활양식은 최소한의 지속성과 안정성 

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속성과 안정성이 불변(immobilité)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생활양식은 출현하여 변화하며 전성기를 누린다. 그리고 우리는 완숙기에 도달했 

을 때 생활양식을 특징짓는다(Sorre， 1948, No. 307, 103). 

비달이나 소르에게 생활양식의 개념은 “특정한 환경에 적응한 사회유형” 또는 “습관 

의 복합체”와 같이 매우 광범위하고 상대적으로 고정된 것이다. 이에 비해 독일 사회 

지리학에서의 생활양식 개념은 보다 구체적이다. 코우닝 (Keuning， 1969)은 집단의 생 

활양식 (Lebensform)을 규정하고 사회지리학을 하나의 도식 아래 방법론적으로， 체계적 

으로 정립하려 했으며(그림 3 참조)， 이와 동시에 생활양식을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 

또는 나아가 제3의 생업부문에 의거하여 분류했다(Maier et al., 1977, 41). 

보벡 (Bobek)은 “생활양식 (genres de vie)" , 즉 생활양식집단(Lebensformgruppen)의 

개념을 한층 발전시키고 이를 사회지리학의 중심적 위치에 올려 놓았다. 그는 생활양 

식을 주요 기능의 장에 의하여 서술하려 하였으며 생활양식집단은 경관(자연적 공간) 

상에서나 사회(사회적 공간) 속에서나 통일한 정도의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다고 주 

장했다(Maier et al., 1977, 47). 

보벡의 생활양식 개념은 비달 드 라 블라쉬나 소르의 개념과는 구별된다. 프랑스 지 

리학에서 생활양식 개념은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는 바， 전체 사회복합체， 즉 보벡 

이 말하는 사회를 의미한다(Sorre， 1948; Maier et al., 1977, 47에서 재인용). 하지만 보 

벡의 생활양식 개념은 보다 정교한 것으로서， “통일한 생활태도를 지난 인간의 총체적 

존재양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생활양식집단은 경관을 형성하는 힘을 지녀야 한 

다는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개념의 응용가능성을 제한했다(Maier et al., 197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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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기후 
제도 

토양 
경제질서 

자연식생 

A 
사회질서 

동물계 

자연환경 사회 

그림 2-3. 사회집단의 생활양식 

(Keuning , 1969: Maier et al., 1977, 40에서 째인용) 

부흐홀쓰는 “도시적 생활양식 (st하dtische Lebensform)"이라는 개념을 정교화시켰다 

(Buchholz, 1970; Maier et al., 1977, 48에서 재인용) . 그는 인간의 활동과 의사결정은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상과 그 생활영역의 사회적 작용조직 속에 독특한 방식으 

로 투영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활양식은 직업집단， 직업의 다양성， 주거형태， 재화와 

서비스의 수급방식， 거주지와 직장 사이의 통행관계， 사회적·지역적 이동성， 선거에서의 

행동방식 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사례지역 분석을 통해 부흐홀쓰는 익명성을 지향하 

고 사회통제를 가급적 적게 받으려는 성향， 투표， 사회적 지위， 구매， 주거와 관련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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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기꺼이 대비하려는 모습， 중심지와의 결합관계에서 확연하게 표현되는 상승된 욕 

구지향성과 같은 도시적 생활양식의 원리를 도출해냈다(Maier et al., 1977, 48-49). 

2. 지역생활양식론의 전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워스(Wirth， 1938)는 논문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 (urbanism 

as a way of 1江e)"에서 도시생활양식의 주요한 특정을 논의했다. 워스는 도시를 ‘사회 

적으로 이질적인 개인들이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크고 조밀하고 영구적인 취락’(Wirth 

1938, 8)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도시성에 관한 이론을 정식화했다. 그는 규 

모， 밀도， 이질성은 도시생활의 주요한 특징을 설명해주는 두 가지 사회적 결과를 낳는 

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좁은 지역에 다양한 인구가 밀집함으로써 각각의 근린이 등질 

적인 인구집단으로 분리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거주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의 

결여는 사회적 접촉을 낳고 이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패턴을 파괴하고 문화접변과 동화 

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많다는 것(규모)은 개인적 다양성， 친밀한 인격적 교제의 상대적 부재， 익명 

적이고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관계로의 인간관계의 분절화를 의미한다. 밀도는 다양화， 

전문화， 가까운 물리적 접촉과 먼 사회적 관계의 동시성， 현격한 대조， 복잡한 분리패 

턴， 공식적 사회통제의 지배， 심화되는 갈등을 수반한다. 이질성은 견고한 사회구조를 

붕괴시키고， 이동과 불안정과 불안전을 증대시키며， 구성원의 교체율이 높고 서로 엇 

갈리며 거의 관련이 없는 사회집단을 양산하는 경향을 보인다(Wirth， 1938, 1). 

교외화현상이 2차대전 이후에 대규모로 진전되면서 미국에서는 ‘새로운 생활양식’으 

로서 교외생활이 비노동자적 혹은 중류계급적인 지역생활양식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주 

장이 제기되었고 1960 - 1970년대에는 ‘생활양식으로서의 교외성 (suburbanism as a 

way of 1江e)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미국의 교외생활양식론은 “교외 거 

주자의 생활이 도시 선중간층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상정한다”는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 

되 어 왔다(成懶龍夫， 1988,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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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스(Gans)는 규모 밀도 이질성이 도시생활을 규정한다는 워스의 도시생활양식론 

을 비판하면서 도시성 개념은 주거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를 도시생활양 

식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한다. 

워스의 도시생활양식에 대한 묘사는 도심지역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이런 지역에 

는 대체로 이질적인 인구가 거주한다. 일시적이고 이질적인 조건 하에서 사람들은 분 

절된 역할에 따라서만 상호작용을 하고 따라서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익명성， 비인격 

성， 피상성을 띤다. 따라서 워스의 도시성 개념은 인구수， 인구밀도， 인구의 이질성의 

결과가 아니라 주거의 불안정성의 결과인 듯하다. 사실상 이질성은 주거의 불안정성 

의 결과이다. 주거의 불안정성은 어느 취락에서나 나타나는 것이며 그 사회적 결과는 

어디에서나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도시의 생활양식과 동일시될 수 없다 

(Gans, 1968, 36). 

캔스의 논의는 이러한 몰계급적인 교외생활양식론에 대한 비판으로 전개된 것이다. 

나아가 캔스는 워스의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을 비판하면서， 교외생활양식이라는 것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교외에서 나타나는 생활양식은 교외지역과 무관한다. 왜냐하면 교외에서는 물론 도 

시에서도 그러한 생활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한 교외적 생활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계급과 연령에 따라 가장 잘 구별되는 생 

활양식들이 존재하며 이것들은 모든 취락형태들에서 발견된다 .... [그렇다고] 생활양식을 

연령과 계급으로 환원해서는 안된다 ....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장소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교외 공동체와 교외적 생활양식 

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취락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행태 패턴 및 태도의 

표현이다(Gans， 1968, 139). 

캔스는 교외생활양식은 공간적인 결과라기 보다는 연령과 계급의 결과이며 교외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역생활양 

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령과 계급이라는 인구의 사회적 속성이 

선태적 이주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지역에 기반한 생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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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존재를 단정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까? 생활양식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만큼이나 공간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 전원지향 이주자들이 이주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속성(연령， 계급 등)이 있을 터이다. 그 

러나 전원지향 이주를 행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생활양식(예컨대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므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른 선태적 이주는 필연적으로 특정한 공간 

적 배경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전원지향 이주과정을 사회적 요인으로 환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사회변동과 공간변동을 변증법적인 관계에서 이해해야만 전원지향 이주 

과정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생활양식 논의와는 달리， 다쓰오 나루세(成懶龍夫)의 생활양식 논의는 두 가 

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생활양식 개념을 소비양식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다쓰오는 생활양식 개념을 생산양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소비양식 또는 생활양식은 생산양식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생활양식은 생산양식 개 

념에 포괄되어 있다는 이해가 맑스주의 경제학의 지배적인 통념이었으나 생활양식에 

대한 생산양식의 개념적 포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생활양식의 개념과 분석이 생산 

양식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생활양식을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 즉 생활양식을 생산양식의 對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成懶龍 

夫， 1988, 35). 그리하여 다즈즈오는 생활양식을 “가족과 생활수단의 결합양식”으로 정의 

하고， 가족과 생활수단(소비대상과 소비수단) 그리고 이 양자의 결합을 매개하는 소비 

서비스노동이 이러한 생활양식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본다(成 

懶龍夫， 1988, 36). 

둘째， 생활양식의 지역성에 ‘명시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분리·대립은 인간의 정주공간을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해， 인간을 

도시인과 농촌인이라는 두 부류의 지역성을 가진 인간형으로 만들고 각각의 사회적 생 

활양식으로서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만들어냈다(成懶龍夫， 1988, 43).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 못 

한다. 농촌의 공업화， 상업화， 도시화에 의하여 도시생활양식이 농촌지역에 침투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생활양식의 구별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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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 것은 아니다. 

19세기 이래 교외는 ‘도피의 장’이었으며， 오랫동안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계 

층적으로도 도시에서 분리된 ‘격리사회，’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녹지공간’이었다. 

교외생활의 ‘신화’， 즉 쾌적하고 몰계급적인 신중간층의 생활양식이라는 이미지가 빈 

곤， 열악한 주택， 생활환경， 거주지의 계급적 인종적 차벌이라는 도시문제와 무관한 지 

역이라는 이미지를 낳게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외 생활양식은 도시 생활양식과 

다른 벌개의 지역 생활양식이 아니라 도시 생활양식의 변종에 불과하다. 두 가지 생 

활양식은 서로 섞여 교외에서도 도시에서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오락이 표준화되 

어 똑같이 왜곡된 환경을 만들어낸다. 교외 생활양식은 도시문제를 해소할 것처럼 보 

였으나 실제로는 도시문제의 새로운 변종 - 교외지역의 인구급증， 공동소비 시설의 

부족， 통근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 등 - 을 낳는 데 불과한 것이다(成懶 

龍夫， 1988, 206). 

다쓰오는 “교외생활양식은 도시생활양식의 변종이다” 라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교외 

생활양식을 단순히 도시생활양식의 아류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도시 

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동시에 향유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교외생활양식을 도시생 

활양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상을 분석하는 적절할 태도일 것이다. 

3. 전원지향 이주와 생활양식 

사회성원의 존재양식은 그 구성영역에 따라 생산영역에서의 경제적 존재양식， 생활 

소비영역에서의 존재양식 문화·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존재양식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백욱인， 1991, 55이. 1990년대 이후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생산이 아니라 소 

비와 관련된 쟁점들이 보다 적실성이 있고， 계급이 아니라 생활양식이 전반적인 태도 

와 행동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Cromptoll， 1995, 208). 

주거입지를 정하는 문제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전원지향적 주거입지를 선 

태하는 집단은 변화된 주거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모색하게 된다.14) 생활 

양식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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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지향적 이주현상의 동기는 복잡다단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무관 

하지 않다. 따라서 1990년대 한국의 전원주택현상을 생활양식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 

는 것은 적절하다. 

전원지향적 이주현상은 “물질적 생활양식 (materialist lifestyle)에 대한 선호와 환경 

적 생활양식 (environmental lifestyle)에 대한 선호 사이의 플레이오프전”이며， “대도시 

산업경제의 노동구조와 소비패턴으로부터의 탈퇴”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탈도시적 생 

활양식은 성숙된 자본주의사회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전원지향적 이주는 물리적·경제적 공간에서의 이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상징적 의미(예컨대， 대도시 중심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멀어진다고 인식하는 것) 

를 가진다(Jones， et al., 1984, 442).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하듯， 생활양식의 개념도 생산에서 소비로， 이분법적 구분에 

서 보다 복합적인 구분으로， 정태적·고정적인 것에서 과정적·발전적인 것으로 옮아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분석적인 차원에서는， 생활양식 개념을 광의의 개념이 아니라 소 

비양식으로서의 생활양식으로 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런 다음 지역생활양식으로 

서 교외생활양식이라는 것이 도시생활양식과 구별되는 것으로 존재하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만약 교외생활양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전원주택현상의 배후에 내재되어 

있는 교외생활양식(즉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새로운 생활양식)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3절. 교외화와 전원주택 

1. 교외와에 관한 연구동향 

지리학적 문제로서 현대의 교외화는 공간분화(spatial differentiation) , 탈집중화(de-

14) 피에르 부르디외는 계급과 생활양식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아비투스’ 개념으로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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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ization) , 이차대전 이래로 전개되어온 도시경관의 변화라는 의미 (Walker， 1981 , 

383)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교외화에 관한 많은 논객들의 교외화 과정에 대한 

기술(記述)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15) 그것을 “설명”하는 데에는 논란이 많다. 선고전경 

제학자， 구조주의자， 페미니스트， 그외의 여러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표 2-6 참 

조). 

표 2-6. 교외화현상에 대한 접근방법 

접 근 원 인 강조점 관련사회이론 

생태학적 접근 
인구이동과 

소비자 수요와 자유로운 이동성 인간생태학 
기술혁신 

베버주의적 접근 주택시장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행위주체들의 관계 관리주의 

하비: 과잉축적문제의 해결 

구조주의적 접근 경제구조 워커: 부동산자본과 토지개발과정 사적 유물론 

콕스: 교외지역의 분쟁(세력권정치) 

페미니스트적 접근 가부장제 교외화와 여성의 역할 페미니즘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교외의 성장은 특정 형태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 

와 공급의 원리(민간주택부문 내에서의 선호)에 의한 것이다. 교통수단을 소유하고 있 

으며 핵가족으로 구성된 개별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 넓고 

근대적인 주택을 갖고자 한다. 즉 도시 주변에서 값싸고 넓은 토지를 확보하고 통근할 

수만 있다면 사람틀은 합리적인 가격에 정원이 딸린 넓은 주택에 거주하고 싶어한다. 

15) 마조티 & 하던(Masotti & Hadden. 1973)은 교외화에 관한 논의들을 집대성하여 편저 『교 

외의 도시화』를 출간했다. 교외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일반적 논의 및 이 

차대전 이후 미국의 사례)， 반도시적 이데올로기는 언제부터 둥장했는가， 교외적 생활양식의 

존재여부， 교외화와 사회구조(과정)의 관계， 교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문 

제들， 1970년대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교외화에 관한 쟁점들(정치적 갈등， 배타적 지역지구 

제， 가난한 자와 흑인들이 교외주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동)， 교외지역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이르기까지 교외화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 

구도 교외화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깊이 있게 천착해 들어가기보다는 현상에 경도되는 경향 

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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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내부의 혼잡 및 사회문제와 같은 배출요인들과 지위가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 

다. 요컨대 교외지역의 발전은 내부도시의 빈한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지위가 높 

은 교외의 공동체로 탈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왜 그리고 

언제 교외가 등장했으며， 초기에는 왜 사람들이 도섬에 살기를 원했는지 하는 의문에 

대해 동어반복 이상의 설명을 하지 못한다. 

고전 생태학자들은 탈집중화(이심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거주지 교외화(또는 산업 

교외화)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를 하지 않았다. 교외화에 대한 연구는 시카고 학파가 

풍미하기 시작했던 1920년대에 급진전되었으며， 오늘날의 선생태학자들은 교외화에 많 

은 관섬을 기울인다. 선생태학자들은 인구이동과 기술혁신을 강조하며， 교외화 현상을 

소비자의 수요와 자유로운 이동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Gans， 1984, 295). 

구조주의자들은 대체로 자본의 2차 순환 즉 과잉축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외 

건설이 이루어진다는 논리를 따른다. 이들은 교외를 주택， 가정용구， 자동차， 공업재 

(industrial goods)의 소비와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즉 ‘이차순환’으로 투자를 

이전시키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물적 재화의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소비산업으로 자본 

이 투자됨에 따라 교외가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Herbert & Thomas, 1990, 43-44). 

구체적으로， 하비는 교외화를 과잉축적의 해소방식으로， 워커는 부동산 자본과 토지 

개발과정의 역학으로， 콕스는 세력권정치로 간주하며， 새비지와 와드(Savage & 

Warde, 1993)는 중간계급 핵가족의 헤게모니와 조응한다고 본다. 

워커 (Walker， 1981)는 「교외화 이론: 자본주의와 미국 도시공간의 건설」이라는 논문 

에서， 그는 맑스주의적 시각에서 교외화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교외지역의 역사 

를 통해 왜 중간계급이 교외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도시의 주변지역은 

소비와 재생산의 총체적 양식， 즉 생활양식， 제도적 복합체， 계급지지체제를 형성하는 

적당한 공간으로서 가장 손쉬운 장소였다. 그는 교외지역이 본래 중산층의 공간이라서 

가 아니라 교외지역이 중산층을 위한 공간으로 생산됨으로써 중산층이 교외로 이주해 

가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교외지역의 형성이 중간계급의 논리에 다름아니라는 주장 

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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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중간계급이 교외지역에 살기 때문에 교외지역이 중간계급적인 것은 아 

니다. 교외지역이 중간계급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간계급이 거주하고 있을 

뿐이 다 (Walker, 1981, 397). 

그리고 교외화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매개체로서 부동산 자본과 토지개발과정을 강조 

한다. 즉 부동산순환활동들은 주로 세 가지 방법， 즉 (1) 토지투기， (2) 자본흐름의 

식화， (3)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의해 실질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였다 

하비 (H따vey， 1989)는， 경제성장(자본축적)， 화이트칼라 부문의 성장， 교외화 사이에 

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1930년대 이후 미국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고 화이트칼라 부문이 가장 높 

은 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가장 빠른 교외화율을 경험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교외생활에 대한 선호를 광고업자에 의해 조성되고 자본축적의 논리에 의해 강요되는 

소유적 개인주의에서 나온 창조된 신화로 해석한다. 

콕스(Cox， 1984)는 교외화 및 교외화와 관련된 지역적 분쟁에 대하여 하비와 유사한 

맑스주의적 해석을 제공하였다. 콕스는 이러한 분쟁을 세력권정치 (turf politics)라고 명 

명하고 이러한 분쟁이 2차대전 이후 도시의 정치적 문제와 학문적 조사의 대상으로 

주목받게 되 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베버주의자들은 맑스주의자들과는 달리 경제적 요인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주택 

시장을 보다 강조한다. 이들은 주돼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행위주체 (agent)들의 상호관 

계를 통하여 도시의 주거지 발전과정 교외화 과정을 설명하려 한다. 

이외에 페미니스트들은 부르주아 가구의 교외로의 이통과 여성의 가사노동의 관계 

가사제품에 대한 수요창출과 교외화의 관계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교외입지가 기혼여 

성들의 직업기회를 제약하고 가사노동에서 성적 분업을 확립시키면서 성적 불평둥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외(화) 모텔에 관해서는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페미니스트 지리 

학자들은 교외경관이 소비의 장일 뿐만 아니라 생산과 재생산의 장이라고， 그리고 실 

제 경관의 모양이 서비스와 지불고용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을 제한한다(England， 

1991)고 주장한다. 맑스주의 지리학자들은 전후 교외환경의 건설은 과잉축적의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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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개하려는 수단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통합의 메카니즘(Walker， 1981)으로 간주한 

다.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은 교외경관은 진정한 의미가 없고 장소에서 정체성을 느낄 

기회가 없는， 무장소적 환경이라고 비판했다(Relph， 1981). 

2. 영미의 교외화와 한국의 전원주택 16) 

중심에서 외곽으로의 인구이동은 도시발전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자동화된 철도체계 

와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서양 선진국가들의 도시지역 

은 적어도 한 세기동안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떠나지만 그들 

은 도시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Sexton， 1995, 26). 

1) 영미때서의 교외발전의 역사17) 

교외의 기원은 언제인가? 누가， 왜 교외를 만들었는가? 피시만은 18세기 런던에서 

교외의 기원을 찾는다. 18세기에 들어 런던의 부르주아지가 급작스럽게 도시주택을 포 

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주거양식인 교외로 이주하지 않았다. 그 중간단계로 주말별장 

(wækend villa)이 있었다. 상인 엘리트들이 도시의 본가(primary residence)에서 주말 

별장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끈대적 교외가 둥장하기 시작하였다(Fishman. 1987. 39). 

16) 영미권에서 사용되는 전원주택 관련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country house(영국의 시골 대 

저택이나 별장 counσy seat), country estate(시골의 별장이 있는 토지)， garden suburb 

(전원교외)， countη home, countη villa(시골의 별장 또는 교외주택)， suburban home(교외 

주 택 suburban housing), garden-house, suburban residence (retreats) 둥 이 있 

다. (Fishman, 1987; Sexton, 1995; Si1ver, 1995; Walker, 1977). 

17) 영국， 북미， 호주에서는 교외가 도시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몇몇 서유럽사 

회에서는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서유렵도시들의 교외를 영국이나 미국의 교외로 간 

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훨씬 더 도시적이고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 

다. 유럽도시들에서도 중산층 교외가 나타났지만 도심주거지에 대한 선호의 지속， 도심 아 

파트 건설， 부적절한 금융상품， 농촌지역으로 탈출할 수 있는 다수의 세컨드홈의 존재 동의 

이유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Herbert & Thomas, 1990, 4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미 

의 교외 발달사에 논의를 국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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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은 대개 집(도심의 다층연립주태)에서 사업을 벌였다. 1층에는 사업거래가 이 

루어지는 사무실이나 상점이 있었고 그 위층에는 가족의 거처가 있었다. 부유한 상인 

들은 그들이 주말에 찾아가는 시골에 있는 별장을 엄차하거나 구입했다. 상인들의 빌 

라는 런던 주위의 시골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영국 귀족의 별장(country villa)을 

모방했다. 영국 귀족의 생활양식은 빌라가 입지한 토지에서 비롯되는 생활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Sexton， 1995, 12). 

부르주아지는 주말에 시골에 체제함으로써 영국의 귀족적인 시골생활의 취향을 획득 

하게 되었다. 도로가 개선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번창하면서 부르주아지는 새로운 생 

활양식을 도입했다. 런던의 상인들은 시골의 별장에 살면서 개인마차를 타고 도심으로 

통근하여 일을 볼 수 있었다. 집과 직장으로 기능했던 도시의 연립주태은 후자의 목적 

으로만 사용되게 되었다. 상인 가족은 귀족의 생활양식과 매우 유사한 생활양식을 완 

전하게 누릴 수 있었다. 상인의 유일한 희생은 아침에 출근할 때 30분， 오후에 퇴근할 

때 30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시골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상 

인들과 근접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빌라로 구성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인들이 생각하는 꿈의 집 (dream home)은 부유 

한 시골 별장 - 피시만은 이를 “공원 속의 집”이라 비유하였다 - 이었다. 시골에서의 

생활은 황무지에서의 생활을 의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Sexton， 1995, 12). 

이와 같은 초기의 교외는 도시의 “범죄자”로부터 부르주아지를 효과적으로 분리시키 

는 기능을 담당했다. 마치 귀족들이 평민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시골 

별장을 이용했던 것처럼. 부르주아지는 여전히 도시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도시를 탈 

출하고자 했다. 그들이 새로 발견한 공동체의 목적은 도시에 비해 조용하고 전원적이 

고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에서 특권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었다(Sexton 

1995, 13). 

영국에서의 교외생활의 이상은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의 도시들이 성장하고 19세 

기말에 점차 산업화되어 가면서 훨씬 큰 공장들이 생겨나자 이전에 비해 작업장과 거 

주지를 더욱 분리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세기말의 계획부문에서 가장 큰 성과는 

주거환경과 상업환경을 분리하여 질병의 전파를 누그러뜨리고 거주지역의 삶의 질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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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켰다는 점이었다(Sexton， 1995, 13). 

19세기말 많은 개혁가들과 계획가들은 교외를 미국의 희망이자 미국 도시의 해방이 

라고 생각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명의 이기(利器)" 사이의 중도(middle ground) 

인 교외지역은 수세기에 걸쳐 약속의 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안전하고 등 

질적인 환경에서 단독주태을 마련하려는 꿈은 매우 강렬하여 글자 그대로 미국의 경관 

을 바꾸어 놓았다. 많은 가족들은 교외에서 이러한 사적인 전망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한편， 다른 사람들은 아주 색다른 이유로 중간경관(middle landscape: 교외지역을 의미 

한다)을 약속의 땅이라고 보았다. 몇몇 개혁가나 계획가들은 교외지역이 과잉언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안전밸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문제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 

또 다른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생겨나기를 희구했다(Dolce， 1976, 띠i).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교외지역을 매력적인 곳으로 생각했다. 첫째 

로， 미국인들은 근본적으로 반도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형성된 이래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즉 미국인들은 대도시의 규모와 문화와 생활양식을 혐오 

한다. 둘째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들과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살고 

싶어했다. 미국의 이미지는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으로 대표되므로， 공동체 차원에서 미 

국인들은 등질성 (homogeneity)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Marsh and Kaplan, 1976, 

37-38). 

미국의 교외화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미국의 교외발전단계는 어떠한가에 관 

해서는 논자들에 따라 약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의 교외화는 대략 19세기 

중반 또는 후반(Berger， 1968, 120)에 시작되었다고 간주되며，18) 미국 교외화의 세부적 

인 시기구분은 양차대전을 기점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견해를 보인다 19) 

18) 미국 교외화의 역사는 130년전에 시작되었다(Schwartz， 1976, 1)는 주장을 비롯하여， 미국 

최초의 계획적인 교외는 1850년대에 건설된 뉴저지의 루엘린 파크(Llewllyn Park)이다 

(Marsh, 1990, 92)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19) 토빈(Tobin， G., 1976, 98-108)은 미국의 교외화를 1단계 (1890 - 1차대전)， 2단계 (1차대전 -

2차대전)， 3단계 (2차대전 이후 - )로， 쥬드와 스완스트롬(Judd and Swanstrom, 1994, 191)은 

철도/전차 교외 (1815 - 1918), 초기 자동차 교외(1918 - 1945), 침상 교외 (bedroom suburbs: 

1946 - 1965), 자족적 교외 (enclave suburbs: 1965 - 현재)로， 알렌(Frederick Lewis Allen, 

많
 



19세기의 도시거주자들은 도시의 더러움(grime)과 이민자들과 무질서로부터 탈출하 

고자 했으며 외곽의 은거지를 찾아 제도적 방어막을 쳤다. 전통적으로， 교외는 빈자들 

이 사는 곳이었다. 전산업도시에서， 특권계급은 관청가에 밀집하여 거주하였으며， 관청 

가에 있는 궁전， 성당， 길드회의소(guild hall)는 특권계급에게 부와 위세를 부여하였다. 

빈자들과 비특권계급들은 성밖에 무질서하게 거주하고 있었다. 미국의 공동체들도 

185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부유한 상인들은 중심부의 값 

비싼 토지에 저태을 건축했고 빈자와 흑인과 아일랜드 이주민들은 값싼 외곽의 부지에 

날림으로 지어진 은신처에 밀집했다(Schwartz， 1976, 1-2). 

19세기 중엽에 상층 공동체가 거대한 산업도시들 주위의 시골에서 나타나기 시작했 

다. 이러한 공동체들이 출현하는 동기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것이었다(Ashton， 

1978, 67-69). 

첫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무정부적 성격으로 급속한 산업의 발달은 도시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도시 전역에 드리운 연기와 재 대기를 가득 채운 유독성 

화학물질， 강과 운하는 하수구로 변했고 찌꺼기와 기타 쓰레기가 거리를 뒤덮었다. 노 

동자들의 주거지는 물론 상류층 주거지도 오염을 피할 수는 없었다. 

둘째， 도시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세부담이 부유층에게 주 

로 부과된 것은 아니었지만 조세부담의 증가는 그들에게 경제적 위협으로 작용했다. 

셋째， 도시정치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것이 도시로부터 부유충이 탈출하는 세번째 동 

기를 제공했다. 요약해서 삶의 질의 악화 늘어나는 조세부담 정치적 통제력의 상실로 

언하여 자본주의적 엘리트들은 도시로부터 거주지를 옮겨 교외를 형성하게 되었다. 

19세기말， 교통 및 기술헥선은 주변지역에의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게 거주하고 싶은 곳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도시를 버리고 주변지역으로 

떠날 수 있는 도시거주자들은 전원적 환경에서 등질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이 

들이 추구하는 등질성이라는 목표는 건설업자들의 목표와 부합되었다. 즉 건설업자들 

1954)은 1단계(마차시대: 19세기 후반 - 1차대전 종전)， 2단계(자동차 시대: 1920년대)， 3단계 

(1930년대 공황기 - 2차대전)， 4단계(교외의 대량생산기: 2차대전 이후). 5단계(산업교외화 

시기)로， 아담스(197이는 도보/마차시대 (1850 - 1880), 전차시대(1880 - 1920), 자동차 시대 

(1920 - 1945), 전후고속도로시대로 시기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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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식과 가격의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집을 짓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초기에는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공 

동체의 등질성은 거주지분리에 의해 성취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도시와 시골 사이 

의 지역을 지칭하는 새로운 “중간경관”이 탄생되었으며， 지금은 이 지역을 교외지역이 

라 부른다(Marsh and Kaplan, 1976, 39). 

도시 가운데 조성된 숲이 우거진 공원은 도시생활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었던 한 

편， 교외지역은 사람과 자연이 훨씬 더 만족스럽게 화합할 수 있는 양식， 도시와 시고 

사이의 “중간경관”의 새로운 양식을 의미했다. 옴스테드는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 

다(“도시적 편익”을 전혀 희생함이 없이 집에서 “농촌생활의 고유한 매력과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외를 찬양했다(Bender. 1975. 181에서 재인용; 

Walker, 1977, 287). 

교외화과정은 19세기 도시화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생 

산이 중심업무지구에 집중하고 그 주변에 노동자주거지구가 형성되자 전통적으로 중심 

부에 입지하던 사회의 상류층은 산업도시의 주변부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교외 이주자 

들은 대부르주아지들이었고 이들은 시골저택 (country seats, country house, country 

cottages)을 짓고 기차를 타고 중심도시로 통근했다. 이는 중심업무지구와 슬럼지역에 

서 나타나고 있던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책이었다(Walker， 

1977, 239-24이. 1830년대에 들어 부르주아지들의 도시에 대한 애정은 사그러들기 시작 

했고 시골저택， 하기여행， 시골에 대한 낭만적 시각이 고조되었다. “유명한 사람들이 

대거 낙향하자 시골에 사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다"(Huth， 1957, 123; Walker, 1977, 

240). 

증기기관차와 옴니버스에 기초한 거주지 탈중심화 단계는 1850년대에 전차가 등장하 

면서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전차는 19세기 후반의 도시형태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었으 

며， 워너가 “전차 교외”라 명명한 단계를 이끌었다(Walker， 1977, 242). 주민들이 중섬 

도시로 통근할 때 이용하는 전차노선을 따라 교외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전차 

교외는 대공황으로 주태건설이 사실상 정지상태에 이르기까지 약 한 세기 동안 미국 

공동체 발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였다. 2차대전후， 자동차가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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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공동체 계획법은 근본적인 변혁을 맞게 되었다(Sexton， 1995, 13). 

19세기의 부르주아지들은 농촌생활의 편익에 대한 낭만적·목가적 이상을 추구하였 

다.때) 부르주아지들은 도시와 인접한 시골저택 (country homes)으로 탈출하여 자연경관 

에 대한 갈망과 소도시 및 컨트리 클럽의 공동체 생활을 추구했다(Schmitt， 1969, ix; 

Walker, 1977, 245). 이러한 경관은， 레이먼드 윌리암스(Raymond Williams)가 18세기 

영국에서의 자본주의적 대지주들의 시골별장지 (countη estate)에 대하여 지적한 것처 

럼， 지배계급이 사회적 생산관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한 표현이었다. 미국의 도시-산업 

부르주아지는 19세기에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시경관을 “정돈된 디자인으로 바꾸고” 

있었다. 영국의 지주들이 농촌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제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산 

업 부르주아지는 숲이 우거진 공원과 농촌가옥을 조성하여 도시-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의 추악한 모습을 눈앞에서 제거하였던 것이다(Walker， 1977, 288-289). 

미국의 문화를 관류하고 있는 반도시적 정서는 20세기에 들어 새로운 힘을 얻었다. 

수백만 명의 중/상층 가구(주로 백인)가 중심도시에서 밀도가 낮고 대개 단독가구가 

사는 교외지역으로 이동했다. 1920년대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교외의 인구성장이 중 

심도시의 언구성장을 초과했으며 그 이후 교외는 중심도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왔다. 

1970년대에는， 최초로， 도시와 농촌 지역보다 교외에 사는 사람이 더 많았다. 1980년대 

에도 인구는 계속해서 도시 주변의 교외로 빠져나갔다(Judd and Swanstrom, 1994, 

179). 

20세기에 들어서도 약 20여년간 농촌적 이상과 등질성의 욕구에 힘입어 교외지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1950년대초까지 교외의 꿈은 산산조각나는 듯했다. 전후 

새로운 가족들이 대거 출현했으나 도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에 교 

외에 대한 선호는 더욱 강화되었다. 대체로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반에 교외로 이 

20) 그러나 전원생활에 대한 낭만적·목가적 이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20세기에 들어와 쇠 

잔했다. 슈미트(Schmitt， 1969)는 『자연으로 돌아가라J (Back to N ature: the Arcadian Myth 

in Urban America)에서 전원 신화(agr따ian myth)는 19세기 후반에 사라졌으며， 현세기에 

“자연회귀”운동을 옹호하는 논자들은 도시의 제거 (eradication)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 

시적 의식과 전원적 감수성의 통합을 희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Marsh and Kaplan, 

1976, 57에 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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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가족들은 새로운 환경에 만족하는 듯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소유했으며(이는 교 

외지역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이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약간의 개방공간(open 

space)을 확보했다(Marsh and Kaplan, 1976, 39-41). 

1차대전이후 자동차와 고속도로가 발전하자 1920년대에 많은 부자들은 교외로 이주 

하였다. 1930년대에는 공황의 여파로 교외화과정의 속도가 둔해졌으나 1930년대 후반 

에는 도시 주변지역에서 새로운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 물론 교외의 발전이 엄청난 

붐을 조성했던 시기는 2차대전 이후이며， 이 시기에는 대량생산된 교외가 전국적으로 

급증하였다(Berger， 1968, 120).21) 

1950년대 중반， 사려깊은 지식인은 - 자신이 교외에 살고 있다할지라도 - 누구도 교 

외에 대하여 긍정적인 언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반세기만에 교외는 근대문명의 희망이 

라는 지위에서 근대문명의 타락의 원인이라는 지위로 전락했다. 이처럼 교외지역의 이 

미지가 근본적으로 바핍으로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교외가 정말 음산한 것인 

가? 그렇다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왜 교외로 계속 운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대다수의 교외거주자틀은 대중적 

취향에 대해 언제나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지식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교외를 바라보 

았다. “획일적인 (ticky-tacky) " 집단규격주택 (tract house)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자신들 

이 어떤 제한된 목표들을 달성했다고 느꼈다. 다른 한편 비평가들은 미국의 가족이 그 

렇게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할 수 없었다(Marsh and Kaplan, 1976, 

43). 

1960년대까지 교외거주자들은 사회계급에 상관없이 대개 유사한 생애주기단계(결혼 

가구)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껑)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는 교외의 매력이 전통적으 

21) 교외화의 전성기는 1945년에서 1960년 또는 1965년까지였다. “이차대전 직후 미국의 중산 

층은 매우 빠르게 교외로 빠져나갔으며 하룻밤 사이에 수천 평방 마일의 농지가 주택용으 

로 개발되었다"(National Commission on Urban Problems, 1968, 7; Walker, 1976, 603에서 

재인용) . 

22) 이차대전 이후 미국에서 교외지역의 과시적인 차고를 가진 주택은 주요한 지위상정 (status 

symbol)이었다. 교외주택은 미국인들의 꿈이었고 대부분의 중간계급은 이를 실현할 수 있었 

다. 사생활의 욕구와 부의 과시가 교외환경의 동질화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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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시를 선호하던 집단들(독선가구， 노인가구， 아이 없는 부부)을 손짓하고 있다. 이 

집단들이 교외로 이주하는 이유는 두 가지 즉 교외지역의 긍정적 매력과 날로 심각해 

지는 도시의 공포인 듯하다. 하지만 교외에 대한 선호가 폭증하자 교외지역의 성격과 

경관이 변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살만한 여력이 없었으므로， 교외지 

역에는 많은 수의 아파트， 콘도미니엄， 저층의 정원 딸린 아파트(g따den apartment)가 

건설되었다(Marsh and Kaplan, 1976, 47). 

미국 교외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교외는 점차 “도시에 완전히 의존된 위성”에서 “자 

족적인 지역”으로 변형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교외화는 주로 주거이동을 의미했지만， 

적어도 1948년 이후로는 인구보다 일자리가 더욱 빠르게 이심화되었다. 소매엽은 제조 

업과 도매업에 비해 훨씬 느리게 빠져나갔다(소매업은 근처에 구매자가 충분하게 있어 

야 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1960년대 초， 그런 충분한 구매자가 생겨났고， 오래지 않아 

거대한 지역 쇼핑몰이 등장하여 교외 소비자들의 쇼핑 및 위락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 

었다. 교외 거주자는 더 이상 다운타운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고， 도시와 교외의 역사 

적 연계는 단절되었고 다운타운의 소매기능은 불경기에 빠졌다(Judd and Swanstrom, 

1994, 191).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영미 교외화의 근본 요인은 혐오스러운 도시생활에서의 

탈출， 인종적 갈등의 회피， 시골생활에 대한 낭만적 분출， 새로운 생활양식의 추구 등 

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조차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간계급이 누구나 교 

외를 선호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간계급의 지배적인 윤리는 소도읍 생활의 미 

덕， 도시의 혐오스러움과 사악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의 농촌지향은 차츰 교 

외의 개방공간 윤리로 전환되었다. 미국에서 교외의 성장을 장려한 경제정책의 밑바닥 

에는 탈도시적 생활의 내재적인 우수함을 강조하는 문화윤리가 깔려 있었다(Wilson 

년대 미국에서의 교외이주는 지위상정으로서 주택과 근린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 

게(특히 자녀들에게) 더 좋은 주택과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였다(Wilson and 

Schulz, 1978, 134, 200). 국내외를 막론하고 별장이나 세컨드하우스가 지위상정의 역할을 담 

당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원주택은 양호한 환경에서의 전원적 생활양 

식을 추구하기 위하여 상시거주하는 일차주거지로서 전자와는 상이한 주거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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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chulz, 1978, 196). 

2) 교외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모색 

교외지역의 최초의 매력은 전원적 환경에서 둥질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 

이었다. 이는 1870년대에 그러하였듯이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교외지역은 근대적 도시 

생활의 안식처로 간주되므로， 효율성은 교외지역의 형성에서 중요한 범주가 아니었다. 

하지만 교외지역의 매력은 이제 보편적인 것이 되었으며 아마도 그와 같은 대중성이 

교외지역의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교외지역의 인구와 경제적 토대가 조밀 

해지고 다양해질수록 교외지역이 가진 최초의 매력은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쉽게 플리지 않는 역설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아마도 교외지역에서 자신들의 꿈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다(Marsh and Kaplan, 1976, 53-54). 

지난 반세기동안 아메리칸 드림은 교외지역에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자동차는 이러한 생활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혁신이며 교외지역을 계 

획하는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문제는 자동차 교외가 미국 사회가 성취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외주택 (suburban home) 

은 대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오픈 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소매업 및 

상업적 이용과 분리되어 있고 건축적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결여하고 있는 자 

동차 의존적 공동체 (automobile-dependent community)는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다 

(Sexton, 1995, 13). 

섹스턴은 미국의 교외지역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이상적 공동체의 이념형을 도출하기 

에 이른다(Sexton， 1995, 15-21). 이상적 공동체 개념은 19세기와 20세기초의 교외(대 

개 상위중산층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지역)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계획가들이 

선호하는 저밀도， 단독주택 (single-family house), 넓은 개방공간， 공업(또는 상업)기능 

이 없는 주거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근린 등은 19세기말 미국도시에서 

부상했던 교외에서 불완전하기는 했으나 가장 잘 실현되었다. 하지만 이차대전 이래로 

교외에 대한 계획가들의 견해는 크게 바뀌었다. 하위중산층 및 노동계급이 교외생활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리고 교외로의 탈출로 인하여 도시의 세금과 위세가 도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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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되는 듯하자， 전문가들은 교외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Gans， 

1968. 128). 

섹스턴은 이상적 공동제의 여섯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Sexton， 1995, 15-21). 섹스턴 

에 따르면， 이상적 공동체는 우선 함께 한다는 태도가 펼요하다. 이상적 교외는 원하지 

않을 때 교제를 끊고 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이고 모든 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상적 공동체에서의 건축물은 고층건 

물이 아니라 저층건물이어야 한다. 알렉산더 (Alexander， 1977)는 A Pattern μnguage 

에서 건물의 높이가 4층 이상이 되면 그 건물은 인간다움(humaniη)을 상실하며 거주 

자는 인공환경에 놓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높은 건물에 살고 싶어하지 않으며， 

이는 자선들이 연결되고 싶어하는 대지와 유리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 

로 멈포드도 『역사 속의 도시』에서 인간의 관심사를 금전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다는 

이유로 마천루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셋째， 이상적 공동체는 배타적이 아니라 내포적이 

어야 한다. 자동차 교외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일 

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타성 (exclusivity)23)은 처음 

부터 교외적 이상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넷째， 이상적 공동체는 편리해야 한다. 

자동차 교외의 문제점은 인구밀도가 낮아 근린생활권역 안에 소매점을 두거나 공동체 

안에 대중교통체계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를 타지 않고 도보거리 안에서 기초 

수요(basic needs)를 획득할 수 있는 편리성은 도시생활의 질과 편리성의 펼수적인 문 

제이다. 다섯째， 이상적 공동체는 자연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Ii'도시의 문화』에서 멈 

포드는 “공원과 정원은 운 좋은 소수를 위한 사치품이 아니다. 도시가 인간의 영원한 

하비타트(habitat)가 되려면 그것들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여섯째， 이상적 공동체 

에서는， 거주할 사람을 주태의 설계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자동차 교외지역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개성이 없는 주택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점이다(Sexton， 1995, 21). 

결국， 이상적 공동체는 함께 한다는 태도(사생활 보호 및 사회적 상호작용)， 저층건 

23) 발생 초기부터 레져， 가족생활，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한 교외지역은 배제의 원리 (principle 

of exc1usion)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작업장은 가족의 주거지에서 배제되었고， 중산층 빌라 

는 노동계급주택과 분리되었으며， 교외지역의 푸른 경관은 회색빛을 띤 오염된 도시 환경과 

대조를 이 루었다(Fishman， 198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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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개성 있는 주태， 편리성(근거리에서의 기초수요 충족) , 비배타성(사회경제적 다양 

성)， 쾌적한 자연환경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엉미 교외화와 한국의 전원주택 

멈포드(Mumford)는 『역사 속의 도시』에서 교외의 탄생과 원인을 탐구하면서 교외지 

역의 미래를 다소 암울하게 예견하였다. 멈포드에 따르면， 13세기부터 역병에 대한 공 

포가 주기적으로 도시로부터의 탈출을 야기시켰고，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교외지역은 

농촌지역으로의 소개(流開)의 일종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에서 잃 

어버린 것을 회복하려는 한 시도로서 교외로의 탈출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바， 

그것은 인간의 일차적인 욕망에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교외지역으로의 대량이동이 일 

어나면서 새로운 종류의 사회가 창출되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외탈출의 궁극적 

효과는 냉소적이게도 탈출이 불가능한 저급의 획일적인 환경이 되었을 뿐이다. 즉 교 

외지역의 성장을 억제할 수 없게 되자， 교외를 근본적으로 매력적이게 했던 대부분의 

다른 특질을 희생해가면서도 고속기차와 방대한 도로체계를 구성하는 개방적 도시계획 

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과밀하고 과잉팽창된 도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교외는 일시적이고 비용이 많이 먹히는 해결방법이란 것이 판명되었다. 교 

외형태가 보편적인 것이 되자 그것이 처음 자랑했던 장점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요약해서 말하면 초기의 낭만적 교외지역은 더렵혀진 대도시의 침체와 무질서에 대 

해 개인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중간계층의 노력이었고 시민적 책임과 도시정부적 

대비의 회피라기보다는 낭만적 취미의 분출이었다. 

피시만(Fishman， 1987)은 교외지역의 전원주거지를 중산층의 유토피아로 해석한다. 

그는 새로운 도시형태를 만들어내는 실제 원인은 무엇인가? 도시 성장을 이끄는 원동 

력은 무엇인가? 새로운 사상들이 건조환경을 변형시키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수 

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왜 교외를 만들어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다.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그는 18세기 런던의 교외， 그 이후의 다른 교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투기적 건설업자와 토지개발업자의 실용적 작업 배후에는， 강력한 

문화적 이상이 있으며， 교외화는 “성숙된 산업도시”에 사는 중산층의 자동적인 운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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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이나 소위 교통혁명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대응도 아니었고， “교외지역은 문화 

적 창조물， 즉 앵글로 아메리카 부르주아지의 경제구조와 문화적 가치에 기반하는 의 

식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집트와 그리스의 사원， 로마의 목욕탕과 원형극장， 중세의 대성당과 성곽들에서 

과거 문명의 정신을 알 수 있듯이， 교외 건축에서 우리는 근대 문명의 정신과 성격 

을 ... 볼 수 있다(Daly， 1864; Fishrnan, 1987, 3에서 재인용). 

즉 교외지역은， 근대적 가족의 복합적인 전망(도시의 부패에서 벗어나는 것， 자연과 

의 조화를 회복하는 것 안정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담아낼 수 있게 되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교외를 앵글로 아메리카 중산층의 집합적 산물， 즉 

중산층 유토피 아(Bourgeois Utopia)라고 본다. 

이처럼 영미에서의 교외화 논의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교외 

는 백인 중산층의 거주지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1960년 

대에도 노동자 교외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1980년대 이후로는 흑인 교외화가 연구주 

제로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지배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교외의 이미지는 1950년대에 형성되었다. 미국의 이상적인 교외에 사는 

인구는， 사회적 지위가 중산층이고 가족적인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민족이 거 

의 없으며 최근에 이주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Greer， 1973, 153). 그리고 고 

전적 교외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들은 백언， 중산층(middle class), 자가소유 

자， 단독주태， 도시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남성과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 안정 

된 근린， 안전함 등이 다(Baldassare， 1986). 

미국도시에서의 교외화 현상은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른 도시팽창현 

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19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졌지만(Wamer， Jr., 1978), 교외화붐과 

소위 백인들의 도시중심부 탈출현상은 2차세계대전 이후에 더욱 두드러진 것이었다. 

중산층이 점진적으로 교외지역에 밀집함으로써 도시중심부에서 벗어날수록 육체노동자 

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중산층은 증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교외지역은 중산층지 

역으로 이해되어 왔다(홍두승， 김미희， 1987, 51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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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외화는 미국의 교외화와는 상이한， 또는 정반대의 형태를 

가진다고 간주된다. 우리나라의 대도시 팽창과정은 미국 둥지에서 보이는 중산층이 교 

외로 이주하고 그 자리를 근로계층이 메우는 승계과정이 아니라 도시지역 재개발 등으 

로 도시빈민이 이주해 나간 지역에 중산층이 입주해 들어오는 역의 유형， 다시 말해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도시내의 언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교외화현상이 일어나 

고 있으나， 선진국의 이주유형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은 층이 더 많이 

근교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이다(이태일， 1982; 최진호， 이종렬， 1984; 홍두승， 김 

미 희， 1987, 516). 

하지만 적어도 1990년대 이래로 그 흐름에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 

적인 사례가 바로 전원주태현상이다. 전원주태현상은， 도시공간에서의 중심과 주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서구에서 역사적으로 18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보다 최근의 시기까지 - 지속되어 왔던 중심에 대한 선호가 점차 변화되고 있 

다는 조짐이다. 이른바 중산층의 자발적인 교외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원주택현 

상이 한국에서도 영미와 유사한 교외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단초를 보여주는 현상이라 

고 본다면， 한국의 교외화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전원주택현상은 교외화의 새로운 국면(능동적인 중산 

표 2-7. 교외화와 전원주택현상 

구 분 미국의 교외화 한국의 교외화 한국의 전원주태현상 

시 기 .19세기 후반 - 1960년대 - 1980년대 후반 -

계 층 백인 중산층 저소득층 중산층 

통 근 통근자 통근자 통근자 및 퇴직자 

연 령 젊은 층 30-40대 40대 이상 

이주동기 큰린/환경 저렴한 주택가격 환경/생활양식 

이주과정 능동적/자발적 수동적/캉제적 능동적/자발적 

기동성 높음 낮음 스IiEj t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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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교외화)을 의미하며， 나아가 피시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산층 주거문화(중산층의 

이상향)를 건설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3. 한국에서의 교외화와 전원주택 

1) 한국의 교외화에 관한 연구 

1960년대 말부터는 부족한 정부재정 하에서 유입된 서울인구를 위한 대단위주택단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도시개발과 불량주태재개발을 통 

한 주택건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불량주택의 철거로 저소득 

층이 서울 주변지역으로 밀려나면서 강제적인 저소득층의 교외화가 일어났다. 

1970년대 초에는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서울의 위상이 제고되고 자가주택을 수요하 

는 중간계층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주택공급이 주택공급의 핵심이 되었 

다. 이러한 배경과 아울러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강남개발이 시작되었다. 강남개발의 

성격은 중산층 중심의 대규모 정책적 주택단지개발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서울의 중산 

층들은 대거 강남지역으로 이주하였다. 한강이북지역에 제한되어 있었던 서울의 도시 

활동권은 1970년대 강남지역의 대규모 주거지역 개발을 계기로 그 범위가 한강이남지 

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나아가 서울 주변지역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도심재개발이 본격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의 전원주택 개념은 별장이나 주말주돼 

으로서의 전원주택， 또는 부동산 투자대상으로서의 전원주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 와서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 여파가 전국적으 

로 확산되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자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도권 일대에 5개의 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를 건설하였다. 이는 중산층 

교외화를 촉진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 

로 커져 개별적인 차원에서 서울 주변지역으로 이출하는 가구들이 동장하였다. 

1990년대에 와서는， 서울시내의 택지 고갈， 준농림지 개발규제 완화 등으로 전원주택 

의 건설이 급증하였다. 그리고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 승용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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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보급으로 인한 통근권의 확대 등으로 사람들의 전원주택에 관한 선호도는 높아졌 

다. 건설경기의 악화로 새로운 주택상품을 개발하여 출구를 찾고자 하던 건설업체들은 

전원주택을 하나의 주택상품으로 정형화하였다. 이 결과로 수도권에는 전원주태단지가 

급증하게 되었다. 과거처럼 철거로 밀려나는 저소득층 교외화나 국가주도의 정책적인 

개발(강남개발， 선도시개발 등)에 의한 중산층 교외화와는 달리，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중산층 교외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교외화 연구는 토지이용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박영한(1967) 의 서울 東했 뚝도를 사례로 한 교외지역의 도시화에 관한 연구를 필두로 

하여， 이기석 (1977)의 연구， 강대현(198이의 서울의 도시화에 의한 지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원학희 (198이의 서울시 근교의 주택지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홍시환(1982)의 

서울의 도시화와 근교농촌의 변화에 관한 연구， 권용우·김인 (1983)의 서울시 거주지 교 

외화의 형성배경에 관한 연구， 권용우(1983a， 1983b, 1984, 1986)의 서울주변지역의 교 

외화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2) 한국의 전원주택에 관한 연구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전원주택이 부상한 시기는 1980년대였으며， 학문 

적 관심을 끌기 시작한 시기도 대략 이와 때를 같이한다. 그러나 학계에서의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냐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학위논문으로 발표된 것은 윤우영 (1988)의 수도권지역의 전원주택지 개발 

실태에 관한 연구， 김대혁(1991)의 전원주태의 적정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수도권지 

역을 중심으로 유영철 (1992)의 수도권의 전원주태지 개발에 관한 연구， 정용건 

(1995) 의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관한 연구 - 횡성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김기태(1995) 

의 전원주돼단지의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박선규(1997)의 수도권 단지형 전원주태 개 

발실태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등에 불과하다. 

윤우영(1988)은 수도권지역의 전원주택지 개발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토지관련 

법규의 정비와 보완， 자연보전과 임야의 효율적 활용 전원주택지 개발과 관련된 금융 

지원 및 조세지원 확대를 주장하였다. 김대혁 (1991)은 전원주태의 입지와 수요요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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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택지의 실태， 전원주태지의 활용상의 문제점과 적정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영철 

(1992)은 수도권 전원주돼지의 개발가능지 현황， 개발타당성 분석， 개발에 따른 문제점 

(법제상의 문제점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정용건(1995)은 횡성지역을 사례로 전원주택단지 개발의 타당성 및 개발의 합리화 방 

안을 검토하였다. 김기택 (1995)은 전원주택의 실태와 공급가능성을 검토하고， 환경과의 

부조화 및 유휴지화， 농촌지역 주택과의 연계성 미흡， 고급화 추세， 무분별한 가용지의 

잠식 등 현행 지주자의건설(地主自意建設)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 

시하였다. 박선규(1997)는 전원주택개발에 관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물리적·제도적 문 

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수도권지역 단지형 전원주택 

의 조성실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연구와는 달리 거주자의 특 

성과 전원주거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수요자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 

였다. 

이외에 저널리스트의 단행본으로 이광훈의 『전원주태: 나도 주인이 될 수 있다』 

(1995)와 『전원주택 뚝딱짓기.n (1996)가 있고， 부통산 잡지사에서 출간한 자료집으로 

『전원주태전집.n(주택정보사， 1996)과 『전원에 산다.n(부동산 가이드， 1996)가 있다. 

표 2-8. 한국의 전원주택때 관한 연구들 

연구자(년도) 연구내용 사례지역 관접 

윤우영(1988) 개발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수도권지역 공급자 

김대혁(1991) 입지， 실태， 문제점， 활용방안 수도권지역 공급자 

유영철(1992) 개발 타당성， 문제점， 개선방안 수도권지역 공급자 

정용건(1995) 개발 타당성 및 합리화 방안 횡성군 공급자 

김기태(1995) 실태， 공급가능성， 문제점과 대안 공급자 

박선규(1997) 단지형 전원주택 개발실태/개선방향 수도권지역 공급자， 수요자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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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선행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 

이상에서 도시민의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전원지향 이주， 생활양식， 교외화와 전원주택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선행 연 

구들이 가진 문제점 및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 사이의 차별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전원지향 이주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이주동기 및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주자가 어떠한 동기에서 전원지향 이주를 하게 되는가는 전 

원지향 이주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이지만， 도시적 경험을 가진 사회집단이 비도시 지 

역의 주거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방식은 이주동기 못지 않데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 

한 연구가 결합되지 않으면 전원지향 이주에 대한 연구는 유의한 결론에 다다를 수 없 

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원지향 이주를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이주한 이후 

에는 현지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그로 인하여 어떤 생활양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가에 대한 연구가 펼요하다. 

또한 전원지향 이주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이주동기는 연구자마다 나름대로의 기준 

에 따라 재단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삶의 질과 경제적 동기라는 이항구분으 

로 환원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다양한 이주동기로 세분되기도 한다. 삶의 

질과 경제적 동기라는 이항구분은 매우 추상적인 이분법적 구분이므로， 전원지향 이주 

자들의 다양한 이주동기를 담아내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며， 후자의 방법은 이주통기 

의 범주가 과도하게 세분되어 전원지향 이주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감소될 수 있다. 따 

라서 양자의 장점을 취하면서 현상을 유효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원지향 이주동기 

에 대한 범주를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생활양식론이 쇠퇴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유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활양식 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도시생활양식론 교외생활양식론 등 지역생활양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지역생활양 

식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은 

여전히 구분될 수 있다. 전원주택 거주자는 “도시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과 “전 

원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성향”을 동시에 가진다. 이와 같은 전원주택 거주자의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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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향에서 양자를 공유하려는 새로운 생활양식(전원적 생활양식 또는 탈도시적 생활 

양식)이 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상적으로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우리나라의 전원주태에 관한 

연구는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부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의 전원주택 연구 

의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전원주택에 관한 연구들은 전원주택의 개발을 당위의 문제로 간주한다. 전원주택 

에 관한 대다수의 논문들은 전원주돼지(또는 전원주택단지)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전 

원주태의 개발을 당위로 전제하고 개발의 타당성 분석 및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전원주택을 개발해야 할 것인가 전원주택의 개발이 가지는 사회경제 

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은 처음부터 배제된 채， 전원주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마스터플랜이 없이 부동산개발업자의 논리 

에 따라 수도권의 공간을 무분별하게 개발한다면 수도권 공간은 환경파괴와 부동산투 

기의 열풍에 휘말리게 되고 그 결과로 또 다시 법적·제도적 규제에 빠져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모순된 순환에 빠진다. 이는 마치 성장 논리를 중요시하여 환경 논리를 

무시한 결과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성장이 저해되는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개발을 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현실논리를 구 

성해야 한다. 수도권지역의 전원주택 개발에 개업되는 행위주체들(건설자본， 국가， 소 

비자)의 관계를 검토하여 그들 각각이 추구하는 목표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법적·제도적 측면에 관한 연구， 개발 

업자의 개발타탕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소비자의 수요에 관한 연구가 하나로 통합되 

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의 두번째 문제점과 연결된다. 

2) 기존의 전원주택 관련 논문들은 공급자 측면의 연구들이다. 전원주택을 공급하는 

자(개발업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주체(수요자)의 관점， 그리 

고 전체적인 전원주택공급을 둘러싼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나 지역행정가의 관점， 새로 

이 이주해오는 도시민들을 바라보는 원주민의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될 수 있 

다. 전원주태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결코 공급자의 관점으로 한정될 수 없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소비주체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런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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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며， 전원주택으 

로 이주함으로써 그들은 어떤 생활양식의 변화를 겪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논외의 

문제로 취급된다. 또한 전원주택의 개발에 관한 연구라 하지만， 그에 대해서도 섬층적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원주택에 관한 기존의 논문들은 전원주택 개발 

업자에 관한 사례연구를 하지 않았고， 미시적(섬층적) 사례연구가 없이 전원주택의 실 

태 및 관련 법규/제도를 천편일률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전원주태 개발업자에 관 

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섬층적 

인 분석이 덧붙여질 때， 전원주택 개발에 관한 연구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선행연구에서는 전원주택 개념을 명료하게 정의하지 않고 모호하게 사용한다. 전 

원주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행정용어나 학술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므로 본 

래부터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전원주택에 관하여 조작적인 

개념 정의라도 하지 않는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논문에서는 주태의 속성， 주택이 입지한 환경의 속성， 주민의 속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전원주택을 정의하였다. 

한국의 전원주택현상을 소비주체(수요자)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일은 중산층의 도시 

탈출과 그로 인한 주거생활양식의 변화(나아가 수도권 공간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는 

초석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도시 중산층이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동기와 구체적인 

이주과정， 그리고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이주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적응과 

정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전원주택현상에 관한 분석틀을 <그림 2-4>와 

같이 구성하였다. 전원주태현상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국가 - 건설자본 - 소비주체의 

관계에서 접근한다. 전원지향 이주자의 이주동기가 삶의 질이라는 동기(경관 및 생활 

양식， 근린공동체)인가 경제적 동기(주택， 직장)인가에 따라， 이주과정이 회귀이주인가 

비회귀이주인에 따라 주요 유형을 구분해낸다. 적응과정 및 생활양식은 거주양식， 통근 

/통학양식， 중심지이용형태， 근린관계，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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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다음 3장에서는 수도권 전원주택의 현황과 전원주택이 출현하게 된 사회 

경제적 조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지
「
 자
。
 

-
수
·
태
「
 

근
 린
 
공
 동
 체
 

일
 상
 생
 
활
 

근
 린
 
관
 계
 

중
 심
 
지
 
이
 
용
 

톰
 근
 통
 학
 양
 식
 

거
 
주
 양
 식
 

그림 2-4. 전원주택현상애 관한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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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3장. 전원지향 이주와 전원주택 

본 장은 4장과 5장의 전원주태 거주자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한 

국에서 전원주태이 언제 출현하였으며 그 사회경제적 조건은 무엇인지를 다룬다. 1절 

에서는 전원주태이 언제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현재 수도권에서의 전원주 

태이 가진 입지적 속성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2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원주태이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1 절. 한국의 전원주택 

1. 전원주택의 훌헌 

전원주태은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와 그로 인하여 새로이 등장한 주거양식이 

다. 전원주태이라는 탈도시적 주거양식은 대체로 1980년대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 

여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중적인 관심대상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초기에 

전원주돼은 수도권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1995년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수도권을 

넘어 강원권， 충청권으로 꾸준하게 확산되어 왔으며 기타 대도시(광역시) 주변지역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원주태의 출현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한국에서의 전원주택의 출현시기를 둘러싼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향린동산과 같은 동호인단지를 전원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한국에서의 전원주 

태의 출현시기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향린동산은 1970년대의 상 

황으로 유추하건대 서울과의 연계가 미비하고 별장의 속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전원주태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한국전원주태사업협회의 K씨는 전원주돼의 등장시기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η
 



전원주택은 1985년경부터 나타났다고 본다. 그때부터 농가주택을 개량한 전원주택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부동산관련잡지사에서 “전원주택”이라고 명명했고， 2-3년 

후에는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집장사”들이 전원주택을 지었다. 큰 업 

체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원주택은 소규모라서(주로 19세대 이하) 

채산성이 맞지 않고， 또 대형 업체들은 아파트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 미 

분양이 속출하면서 큰 업체들도 단독주택시장을 엿보는 추세다.H사에는 전원주택 팀 

이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다 .... 준농림지 개념이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단지형 전원주택 

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0996년 10월 25일). 

전원주태에 관한 대부분의 논문들은 동장시기에 관한 논의에서 분명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한다. 윤우영(1988)은 우리나라에서 전원주택 

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를 1980년대로 잡고 있으나 그 이전에 전원주택건설이 전 

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단다(윤우영， 47쪽) . 하지만 전원주택의 등장시기를 

1980년대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시점으로 추정하는 근거나 이유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유영철(1992)은 “전원주택이 세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시기를 

대략 1985년경”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그렇게 추정하는 논거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김대 

혁 (1991)과 정용건(1994)은 전원주택의 등장시기를 명시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 

만 대체로 “1980년대 ” 또는 “1980년대 중반”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편 김기태(1995)은 이상의 논자들보다 전원주택의 동장시기를 좀 더 올려 잡는다. 

그는 현대주태의 기사를 근거로 하여 전원주돼이 “197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 

여 1980년대초에 부동산 선상품으로 선보이기 시작하였다"(현대주택， 1990. 7. , 74; 김 

기태， 1995, 1)고 본다. 그러나 1970년대의 전원주택이라는 주거양식은 1990년대 현재 

의 전원주태과 같은 주거양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별장에 가까운 주택이었을 것이고 

사실상 전원주택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지 않았던 듯하다. 

이상의 논자들은 공통적으로 전원주태의 둥장시기를 그처럼 추정하는 구체적인 논거 

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연구자들이 전원주택의 둥장시기를 주요한 논점으로 취급하 

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전원주태에 관한 공식적 통계는 물론 비공식적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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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요 중앙일간지의 전원주택기시 건수(1992-1997) 

구 분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기타 계 

1992 -1993 9 2 2 2 0 ? 15 ( 0.9) 

1994 17 4 5 4 ? 31 ( 2.0) 

1995 103 33 24 22 12 20 214 ( 13.5) 

1996 116 89 41 36 22 286 590 ( 37.2) 

1997. 10. 63 54 27 42 28 523 737 ( 46.4) 

계 308 182 99 106 63 829 1587 (100.0) 
t 

* 주: 기타는 서울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내외경제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국민일보， 서 
울신문을 포함한다. 

자료도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실정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몇 

년전에 비해 전원주택이 가히 “붐”이라고 부를 만큼 전원주택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비록 제한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부동산관련 잡지 및 신문 등을 통 

해 전원주택에 관한 자료를 일부 구득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집계되는 행정 

통계에는 여전히 전원주태이라는 항목이 없으므로 누구도 한국의 전원주택의 현황과 

추이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다. 이논 전원주택이라는 것 자체에 내재 

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전원주택이라는 개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원주태의 출현시기를 잠정적으로 1980년대로 추정한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을 듯하다. 물론 전원주택이 발생초기부터 지배적인 현상으로 부상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원주택이 언제부터 새로운 주거생활양식으로 부상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자. 

첫째， 부동산관련잡지들은 전원주태의 출현시기를 언제쯤으로 추정하고 있는가? IF부 

동산가이드』에 따르면 전원주택붐이 일었던 때는 지난 1986년이후 부터이다. 그 이전 

에도 전원주태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자가승용차가 널리 보급된 상태는 아니어서 일부 

상류계층의 재산증식 또는 개발사업자들의 투자대상지로 주목을 받는 정도였다(부통산 

가이드 9호， 1995년 12월 12일， 52). 또한 『전원에 산다.n(부동산가이드， 1996)에 따르면， 

전원주태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이후의 일이고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 

m 
Q 



이 전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1994년 하반기부터 전원주돼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전원주택을 짓는 

업체는 드러난 숫자만 해도 1백 수십여 개에 달한다(183-184). 

둘째， 중앙일간지에는 언제부터 전원주택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했는가? 주요 

중앙일간지에 전원주돼 관련기사가 언제부터 실리기 시작했고， 또 해마다 얼마나 증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전원주택의 둥장시기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다. 

천리안을 이용하여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전원주돼 관련 기사건수를 <전원주택>이라는 

검색식으로 검색한 결과 1997년 10월 13일 현재 검색건수는 1，587건이다. 

중앙일간지의 정보는 대개 1992년부터 통신에 올라 있으니 이 정보만 가지고서 그 

이전의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의 추세로 보아 대체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즉 주요 중앙일간지의 기사건수로 추론해 보면， 전원주택은 1993년까지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었고 1994년을 기점으로 늘어나는 징후를 보이며 1995년에 들어서는 급격하 

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원주태이 부상한 시기를 빠르게 잡는다 

해도 1994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1994년 이후에 전원 

주태이 급부상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 

겠지만， 1994년 이후의 전원주택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요인， 즉 “준농림지역이 

라는 새로운 용도지역의 둥장과 준농림지역에서의 규제 완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전원주태 현상이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 

셋째，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전원주돼 거주자들은 언제 이주한 사람들인가? 수도 

표 3-2. 전원주택 거주민의 이주연도 (단위: 가구) 

1990이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양평 2 3 2 10 2 22( 45.8) 

용인 - 2 3 3 9( 18.8) 

파주 - - - 2 2 8 5 17( 35.4) 

계 2(4.2) 1(2.1) 3(6.3) 3(6.3) 6(12.5) 5(10.4) 21(43.8) 7(14.6) 48(100.0) 

자료: 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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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지역의 전원주택에 대한 사례조사에서는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원주택 

의 보급은 1980년대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있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특히 1994 

년 이후로) 활성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전원주택의 초기적 형태가 둥장한 것은 

1970년대라고 일컬어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원주택은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개별적 차원에서 농가주태을 개량하거나 

이주자가 한 채씩 집을 짓는 단독형 전원주택이었고 건설업자가 집단적으로 전원주택 

을 공급하는 방식은 등장하지 않았었다. 건설업자에 의한 단지형 전원주택은 1990년대 

(특히 1994년 이후)에 들어서야 출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현재 전원주택 공급의 지배 

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수도권 전원주택의 성장 

우리나라에서 전원주택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기타 대도시권에서의 

전원주태 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전원주태의 성장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수도권 전원주태의 성장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므로 우회 

적인 방법을 통해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먼저 수도권의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를 통해 

도시에서 시골로 빠져나가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신규주태 

이 얼마나 건설되어 왔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원주돼은 주로 준 

농림지역에 건축되므로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변화를 통해 전원주택의 성장을 대체적 

으로 추정할 것이다. 

1) 수도권의 인구변화 

1970년대 이래로 경기도 시부의 인구는 70%를 넘는 고성장을 해왔으나 경기도 군부 

의 인구는 감소되어 왔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10-11 참조). 1990년대에 들어서 

도 경기도 시부의 인구는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읍부의 인구는 감소 

하고 있는 반면(1993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감소추세를 보여왔던 경기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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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경기도의 가구 및 인구 변화(1990-1995) (단위: 가구， 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계 
1,622,599 1,886,908 2,046,111 2,195,781 2,357,996 2,508,379 

(6,154,321) (6 ，243，33이 (6,619,629) (7,015,654) (7,438,262) (7,811,468) 

동부 
1,100,659 1,307,894 1,510,579 1,637,818 1,783,923 2,016,150 

(4,076,893) (4,233758) (4,795,473) (5,161 ,180) (5,571,241 ) (6,241,057) 

1。3--님「 
228,141 266,400 208,580 219,572 

(912,384) (888,835) (695,642) (719,092) 574,073 492,229 

면부 
293,799 312,614 326,952 338,391 (1,867,021) (1 ，570α，41 1) 

(1 ,165,044) (1,120,737) (1,128,514) (1,135,382) 
자료: 경기도 통계연보(각년도). 

주: 1995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통합되었고， 김포군 금단면， 강화군， 옹진군(대곳 

면 제외)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으며，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되었음. 

부의 인구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도로 이입한 인구들이 도시적 편 

익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시골에 거주지를 정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총량적인 언구변화에서는 서울을 탈출하여 수도권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인 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변화를 중심도시(서울， 인 

천)와 주변지역 사이의 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서울과 경기·인천 사이의 인구이동 

은 1965-1970년까지는 경기·인천에서 서울로의 이동이 많았으나 1970-1975년부터는 역 

전되기 시작하였으며(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12), 이후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이동은 

서울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이 주류를 차지해 왔다. 즉 1970년대 이후 서울로의 

전입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로의 인구이동은 증가하는 양상을 나 

타내 서울의 광역화 및 교외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 사이의 인구이동 추이를 살펴보면(표 3-4 참조) ,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 

하는 인구는 1985년 이후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말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 

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서울에서 경기로 

전출하는 인구는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리하여 1990년대 이후로는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순전출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이는 중심도시에서 수도권지역으로의 전원지향 이주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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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수도권 인구이동 주이( 1985-1994) (단위: 명) 

경기 j서울 서울=캉경기 경기 j인천 인천~경기 
B-A o-c 

(A) (B) (c) (0) 

1985 226,354 390,265 47,262 43,284 163,911 -3,978 

1986 233,258 412,535 47,536 46,434 179,277 -1 ,102 

1987 307,770 405,220 54,441 50,129 97,450 -4,312 

1988 410,274 415,174 62,416 51 ,180 4,900 -11 ,236 

1989 345,173 412,933 62,370 46,940 67,760 -15,430 

1990 282,914 473,889 71 ,539 47,519 190,975 -24,020 

1991 256,270 384,714 66,622 46,791 128，μ4 -19,831 

1992 253,605 428，싫4 66,023 49,119 174,739 -16,904 

1993 256,049 502，많4 62,487 59,301 잃6，535 -3,186 

1994 258,897 542,204 60,817 56,323 283,307 -4,494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이동통계연보(주민둥록에 의한 집계). 

미한다. 또한 인천과 경기 사이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199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 

천으로의 전입인구가 경기로의 전출인구보다 많지만 1990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이며， 조만간 역전될 정후를 보이고 있다. 

1985년 이래로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하는 인구는 해마다 약 40 - 50만 명에 이른다. 

1994년의 경우에만 해도 서울에서 이출한 언구 81만 명 가운데 54만 명 (66.9%) 이 경기 

로 살림터를 옮겼다. 수도권 5개 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것이 대량이주의 주요 요인 

으로 꼽히고 있지만 실제 선도시로 이사간 사람은 이 가운데 32만 7천 명이다. 그 나 

머지 전출자 중 도시지역을 제외한 시골 군지역으로 빠져나간 사람은 6만 2천명이다. 

서울로부터의 엑소더스 행렬중 92.3%가 여전히 서울에서 살던 그대로의 편의가 보장 

되는 서울 바깥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로 몰렸지만 4인가족 기준으로 약 1만 5천여 

가구(7.7%)는 탈서울과 동시에 시골마을로 터를 옮겼다(이광훈， 1995, 23). 

군부라 하더라도 읍소재지는 도시적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므로 군부로 이주한 인 

구가 모두 시골로 이주한 인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 

가운데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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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경기도 거주자의 5년전거주지와 현거주지( 1980-1995) (단위: 명) 

싫;tr 1980 1985 1990 
1995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서울 259,416 176,495 481 ,049 241,249 831 ,319 153,094 1,279,141 

경기 시부 84,540 43,657 67,647 53,632 283,289 50,592 
624,683 

경기 군부 114,188 63,710 131 ,400 58,871 172,203 48,882 

자료: 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1980， 1985), 
인구주택총조사속보(2%표본추출집 계결과)(1995). 

의상 시부가 아닌 군부지 역으로 이주한 인구를 시골로 이주한 가구로 추산한다면， 

1994년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한 인구 가운데 약 11.5%(6.2만/54만)가 시골 

로 이주한 셈이다. 

또한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한 인구 가운데 군부로 이주한 인구는 경기도 거주자의 5 

년전거주지와 현거주지를 비교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표 3-5 참조). 1975 - 1980년 

사이에 17.6만 명 1980 - 1985년 사이에 24.1만 명， 1985 - 1990년 사이에 15.3만 명이 

각각 서울에서 경기도 군부로 이주하였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에서 경기로 이 

주한 가구(인구)가 약 464천 가구(185만 명)이고(표 3-4 참조) , 이 가운데 군부로 이주 

한 가구를 10%로 추산한다면， 1990 - 1995년 사이에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한 가구 가 

운데 군부로 이주한 가구는 약 46천 가구(18.6만 명)가 될 것이다. 

2) 단독주택의 건설비율 

그렇다면 수도권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가구(46，000 가구) 가운데 단독주태으로 이 

주한 가구는 얼마나 될까? <표 3-6>은 경기도의 동부， 읍부， 면부에 각각 단독주택이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1985년부터 1995년에 이르기까지 시부든 군부든 지 

역에 상관없이 단독주태의 절대적 수는 감소되어 왔다. 1995년 현재 경기도의 단독주 

돼은 경기도의 동부에 48.6%, 읍부에 14.2%, 면부에 37.2%가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서 1991년에서 1995년까지 건축된 주택 (636，612 호) 가운데 단독 

주태이 차지하는 비율은 15.8%000,802 호)이다(표 3-7 참조). 경기도에서 최근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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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경기도의 단독주택수( 1985-1995) (단위: 호， %) 

구 분 1985 1990 1995 

통 부 159,838(30.4) 232,119(42.2) 강3，406(48.6) 

f。3- -H「 125,397(23.8) 97,924(17.8) 71,301 (14.2) 

면 부 240,863(45.8) 219,424(39.9) 186,315(37.2) 

합 계 526,098(100.0) 549,467(100.0) 501,022(100.0) 

자료: 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1985)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0， 1995). 

표 3-7. 건축년도벌 주택(경기도) (단위: 호， %) 

건축년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비거주용 

계 
다세대 건물내 주택 

1995 18,590(17.8) 68,771(66.0) 14，없5(14.2) 2,070(2.0) 104,276(100.0) 

1994 22,247(12.8) 128,635(73.7) 20,623(11.8) 2,964(1.7) 174,469(100.0) 

1993 22,231 (14.3) 112,434(72.2) 18,076(11.6) 2,914(1.9) 155,655(100.0) 

1992 19,295(15.2) 86，500(68.이 18,990(14.9) 2,493(2.0) 127,278(100.0) 

1991 19,864(22.5) 33,319(37.8) 32,496(36.8) 2,507(2.8) 88,186(100.0) 

1990 34,651 (26.8) 45,826(35.5) 44,353(34.3) 4,342(3.4) 129,172(100.0) 

1989 - 1980 148,084 209,462 125,791 19,252 502,589 

1979 - 1970 94,588 18,681 13,141 7,641 134,051 

1969 - 1960 52,610 533 332 2,586 56,061 I 

1959 - 1950 33,616 12 953 34,581 

1949년 이전 35,246 - 11 523 35,780 

계 501,022(32.5) 704,161(45.7) 288,670(18.7) 44,732(2.9) 1,542,098(100.0) 

자료: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된 주태 가운데 단독주태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 - 20%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46.000 가구 가운데 6,900 가구(15%)에서 9.200 가구(20%) 가량이 단 

독주택으로 이주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1) 

1) 김기택(1995)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건설된 주택 가운데 단독주택의 1%, 연립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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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변화 

전원주태은 일반적으로 준농림지역에 지어지므로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변화는 전원 

주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변화를 살펴보면 일반 

주돼의 허가건수가 199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6년에는 급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까지 일반주태의 허가건수는 7，630건， 허가면 

적은 약 155.4만평 (5，130천 m2 ) 에 이른다. 이는 수도권의 농촌지역에 7천여 호의 단독주 

택이 건설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수도권 준농림지역에 건축된 7천여 호의 단독주택 

이 모두 전원주태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전원주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공급되었거 

나 공급중인 전원주태은 8천 호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표 3-8. 수도권 춘농림지역의 토지이용변화 (단위: 건수， 전 m') 

1994 상반기 1994 하반기 
구분 

1995 상반기 1995 하반기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공장 936 2,054 1,602 3,620 1,602 2,716 1,226 3,172 
아파트 12 126 30 552 169 857 39 25 
일반주택 871 433 955 680 973 없O 1,583 926 
숙박업소 115 120 16 29 6 43 5 8 
음식점 276 224 770 698 748 642 851 569 
축사 많4 838 543 1,060 낌5 737 590 1,197 
체육시설 31 163 54 221 35 153 17 104 
창고 165 362 360 673 247 938 261 443 
주차장 55 70 72 124 78 127 61 88 
종교시설 43 55 49 107 54 88 38 98 
기타* 872 1,317 1,480 2.141 1,324 2,180 1,850 2,902 
계 3,910 L 5，댄g L 5，염l 9,905 5,481 L9~깅l L6걷갇 lJ)，영g 

* 근린생활시설， 양어장， 주유소， 휴게소， 마을회관， 농기구수리점 퉁. 
자료: 경기도 지역정책과. 박미선(1997， 55)에서 재인용. 

1996 상반기 

t 1ll-까「‘ 면적 

1,481 2,973 
31 584 

3,257 2,451 
10 

987 
654 없~I 

29 236 
768 724 
108 194 
63 123 

1,910 2,710 
U，2~~ 난1，817 

이상에서 논의한 수도권의 인구이동 및 인구변화， 단독주택의 건설 추이， 준농림지역 

0.3%를 전원주택으로 보고 1992년말 현재 전국에 약 5.760세대의 전원주택이 존재한다고 추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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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지이용변화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의 인구이동: 1990 - 1995년 사이에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한 가구 가운데 

군부로 이주한 가구는 약 46천 가구(18.6만 명)가 될 것이다. 

2) 단독주돼의 건설추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46,000 가구 가운데 6,900 가구(15%) 

에서 9,200 가구(20%) 가량이 단독주택으로 이주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변화: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까지 일반주택의 허가건수 

는 7，630건이므로，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의 준농림지역에 공급되 

었거나 공급중인 전원주택은 8천 호를 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96년 현재 수도권에 공급된(공 

급중인) 전원주태은 1만 호를 넘지 않으며 실제로 입주한 가구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3. 수도권 전원주택의 입지 

전원주택에 관한 일관성있는 통계가 부재하여 수도권 전원주태의 입지를 명확하게 

포착하기는 어렵다. 단지형 전원주태에 대해서는 그 개괄적인 입지 현황을 경관상으로 

확인하거나 전원주택 관련 부동산잡지 및 개발업자의 광고문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지만， 단독형 전원주태의 경우에는 개발현황 및 분포를 파악하기가 극히 어렵다. 따라 

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단지형 전원주택의 대체적인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전원주택이 

수도권의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 특성은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단지형 전원주태은 특정 건설업체가 전원주택을 집단적으로 공급하므로 단독형 전원 

주태에 비해 가시적으로 쉽게 확인된다. 전원주택 전문잡지의 추계에 의하면， 1993년까 

지 단지형 전원주택은 수도권 일대에 단 한 곳에 불과했으나 1994년 36곳， 1995년 114 

곳， 1996년 190곳으로 급증하였다(월간 전원주택， 1997. 7, 130쪽) . 

1996년 말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전원주택 전문업체들이 조성·분양하고 있는 전원 

주택의 규모는 모두 120여 개 단지에 1，800여 필지에 달하며， 강원권과 충청권에서도 

각각 107~ 단지에 120여 필지와 3개 단지에 90여 펼지가 조성되고 있다. 수도권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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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수도권 단지형 전원주택 분포비율(1996년) (단위: %) 

자료: 부동산뱅크， 1997, 1월 8일자. 

형 전원주돼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양평 43%, 남양주 26.5% 등 서울 인근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안성(8.8%) ， 용인 (8.3%)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단지형 전원주태 

이외에 개인이 건축하는 전원주태(단독형 전원주택)도 단지형 전원주택에 버금가는 규 

모로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확실한 통계를 잡을 수는 없지만 전원주태 관계자들은 대 

략 수도권 일원에서만 1 ，000여 세대가 이미 입주했거나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부동산뱅크， 1997, 1월 8일자) . 

전원주태은 법적/행정적 용어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는 전원주택에 관한 집계를 내 

지 않는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전원주택단지가 개발되어 있는 양평군에서는 

표 3-10. 양평군의 전원주택단지조성현황( 1994-1996) (단위: 건， 평) 

연도 건수 전용허가면적 
건축면적 건죽세대수 세대별 건축면적 

(A) (B) (A!B) 

1994 11 67,845 18,743 146 128 

1995 28 163,923 34,7Z1 311 112 

1996 31 129,283 24,994 219 114 

계 70 361 ,051 78,464 676 116 

자료: 양평군청 산업과 농지관리계 내부자료. 

표 3-11. 양평군의 단지형 전원주택 분포( 1994-1996) (단위: 건) 

구분 양평읍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서종 단월 지제 용문 개군 계 

1994 5 - 2 11 

1995 2 5 5 9 3 3 - 28 

1996 5 3 3 3 3 8 1 3 2 31 

계 7(65) 9(84) 5(44) 13(139) 3(22) 18(162) 4(42) 1(17) 7(85) 2(16) 70(676) 

자료: 양평군청 산업과 농지관리계 내부자료(청운면과 양동면 제외) . 

주: 각 수치는 지역별·연도별 전원주택단지 허가건수이며. ( ) 안의 수치는 총세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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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전원주택단지에 관한 자료를 집계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양평군에는 1994년부터 다수의 전원주돼단지가 개 

발되기 시작했다. 1996년 12월 현재 양평군에는 약 70개 단지에 676세대의 전원주태단 

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분양중에 있다(표 3-10 참조) . 세대당 건축면적은 평균 116평이 

다. 

양평군의 단지형 전원주태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종면， 양서면， 강상면， 용문 

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표 3-11 참조) . 이들 지역은 양평군내에서도 특히 자연환경 

이 수려하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양평군의 전원주택단지의 분포를 통 

하여 자연환경 및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이 전원주택지의 선택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수도권 단지형 전원주택의 전체적인 현황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3년부 

터 1997년 10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일간지와 부동산관련서적(정기간행물 및 단행 

본)을 검색한 결과(이 가운데 현지답사를 통해 계획변경이 확인된 곳은 제외하였다) 

표 3-12. 수도권 단지형 전원주택 현황( 1993-1997) 

양평 용인 ‘ ~끼 ~ 남양주 파주 가평 여주 이천 기타 계 

단지수 
82 67 '2:1 24 z 19 10 11 34 갱6 

('2:1.7) (22.6) (9.1) (8.1) (7.4) (6.4) (3.4) (3.7) (11.5) (100.0) 

세대수 
1,496 1,542 836 590 512 266 174 306 1,134 6,856 
(21.8) (22.5) (12.2) (8.6) (7.5) (3.9) (2.5) (4.5) (16.5) (100.0) 

자료: 1993년 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의 주요 일간지와 부동산관련 서적(정기간행물 및 단행 

본)을 검색한 결과이다. 

주: 기타는 안성， 평택， 화성， 김포， 강화， 포천， 연천， 성남， 고양 등을 포함한다. 

수도권에는 1997년 10월 현재 약 300개 단지에 6，900호의 단지형 전원주태이 공급중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3-12 참조) . 하지만 실제로는 토목공사단계에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곳이 많아 실입주자는 이보다 훨씬 적다. 

<표 3-13>과 <표 3-14>는 PC통선 천리안의 거성부동산정보(ksi， 1996년 4월부터 

10월까지)와 전원주택정보(sigol ， 1997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실린 전원주태 매물정보 

를 정리한 것이다. 1996년 및 1997년의 전원주태(지) 매물정보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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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수도권 전원주택(지) 매물정보(1996. 4-10) (단위: 건， 만원， %) 

구분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하 
남 

양 포 가 과Q 용 안 여 고 파 김 강 화 펴。 기타 계 
시군 

남 
양 

i섭。 천 펴。 -;z「 인 λ。} 천 끼 è. 양 -;z「; 포 화 λ。} 택 
πè. 

건수 30 49 98 39 32 117 180 102 101 65 33 15 100 7 6 3 

평당가(만) 138 38 49 30 54 44 25 22 28 125 51 36 26 621 45 
42 1,010 

116 
(4.2) (100.0) 

계(비율) 248(24.6) 565(55.9) 155(15.3) 9 

자료: 천리안의 거성부동산정보(ksi)에 1996년 4월 15일부터 1996년 10월 28일까지 실린 전원주택 

매물정보를 정리한 것임 

주: 기타는 과천， 광명， 구리， 동두천， 부천， 성남， 안산， 오산， 의정부 등을 포함한다. 총 1，387건 

가운데 강원(횡성， 영월， 평창 동: 16이， 충북(괴산， 음성， 중원， 진천 동: 178), 충남(24) ， 기타 

(15) 둥 수도권지역 이외의 전원주택 매물정보는 제외시켰음. 

표 3-14. 수도권 전원주택(지) 매물정보(1997. 1-12) (단위 : 건， 만원， %) 

구분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꿇f 기타| 계 
택 

시군 
하 

남 

μ
 
선
 

72 1 934 
1 m/1 0 1 \ I 'Jn!'J 0\ I (7.7) I (100.0) 계 (비 율) I 257(27.5) 때6(캡 5) 때(18.1) I 30(3.2) I \ 1.11 I 

자료: 천리안의 전원주택정보(sigol)에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15일까지 실린 전원주택 

매물정보를 정리한 것임 

주: 기타는 양주(14) ， 과천， 광명， 구리， 동두천， 부천， 성남， 안산， 오산， 의정부， 인천， 의왕， 시흥， 

안양， 수원， 군포 등을 포함한다. 강원(317) ， 충청(197) 등 수도권지역 이외의 전원주택 매물정 

보는 제외시켰음. 

원주돼(지)는 주로 수도권의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에서 공급되고 있다. 즉 동북권과 

동남권 등 한강수계를 따라， 그리고 고속도로를 따라 전원주택이 집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서울 - 언천축과 서울 - 수원축 사이의 지역인 서남권에서는 전원주택의 

성장이 아주 미미한 편이다. 또한 1996년 이후로 전원주택은 수도권지역을 넘어 강원， 

충청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1997년에 들어와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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뺀
 
￦
 

• 5개 01 하 

• 6개 - 10개 

• 11 개 이상 

개발제한구역 

輔輔 한강 

고속도로 

0 10 20 

km 

그림 3-1. 수도권 단지형 전원주택의 입지(1993-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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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건 

• 21 - 50건 

• 51 건 이상 

. 개발제한구역 I * 천리안의 거성부동산정보(ksj)에 실린 전원주택 매물정보(1996년 4월 
輔購 한강 15일 - 1996년 10월 28일)롤 지도화한 것임 

o 10 20 
-I二二二-==

km 

고속도로 

그림 3-2. 수도권 전원주택 매물정보(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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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건 

• 21 - 50건 

• 51 건 이상 
개발제한구역 

轉훌轉 한강 

고속도로 

0 10 20 

-‘km 

* 천리안의 전원주택정보(sig이)에 실린 전원주택 매물정보(1 CJ97년 1 월 1 일 

- 1 CJ97년 12월 15일)를 지도화한 것임 

그림 3-3. 수도권 전원주택 매물정보(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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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수도권 각 지역의 평당가격을 대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도권 전원주택의 평당 

가격은 중심도시(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중심도시로의 

접근성이 지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전원주택의 입지적 속성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별로 볼 때， 수도권의 전원주태은 서울에서 반경 30km에서 60km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반경 60km권역을 넘어서면 전원주태의 분포가 현격하게 감소한 

다. 이 권역은 중심도시로 통근하는 시간이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소요되는 지역이 

다. 물리적 거리로 반경 60km권역(시간거리로 1시간 30분)은 일반적으로 통근권역의 

한계 점 으로 간주되 는 듯하다. 

수도권 전원주택의 성장이 서울 중심에서 반경 30km - 60km권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교외화를 넘어 탈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 

수도권지역에서 인구교외화 현상이 탁월했던 지역은 대체로 서울의 중섬부로부터 

40km 이내의 간선도로 주변지역에 위치해 있고 서울과의 편도통행시간이 1시간 내외 

인 지역들(부천， 인천， 안양， 광명， 성남， 수원， 의정부， 남양주， 고양， 광주， 시흥 등)이 

었으며， 반경 40km 밖의 수도권 외곽지역에서는 거주교외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권용우·이자원 1995. 28; 權容友 外 1987. 183). 그러므로 1997년 현재 전원 

주택의 성장이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경 30km - 60km권역은 교외화 및 탈도시화 

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둘째， 중심도시의 도시화된 지역을 둘러싼 그린벨트안에서의 개발행위는 법적·제도 

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전원주태의 성장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전원주택 

은 최소한 서울을 둘러싼 그린벨트를 벗어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다. 

셋째， 서울을 둘러싼 지역을 동북권， 통남권， 서북권， 서남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누어 

볼 때， 수도권의 서남권은 나머지 3개 권역에 비해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라 전원주택 

이 거의 입지하지 않는다. 이는 서울-부천-인천축과 서울-용인축 사이에 위치한 서울 

의 서남권(서울에서 반경 25km - 4많m권)은 이미 공업교외화로 인한 고용교외화가 

탁월하게 나타났던 지역이라 전원주택을 개발할 여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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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우·이자원， 1995, 37). 또한 파주를 제외한 수도권 북부지역(양주， 포천， 연천 등)에 

서의 전원주태 개발도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넷째， 전원주택의 성장이 두드러진 지역은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축(양평， 광주， 남 

양주， 가평)과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축(용인， 분당)， 그리고 일산 선도시에서 북방 

으로 나아가는 파주축(고양 파주)이다. 한강축은 경관이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 

된 지역이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가는 축과 북방축은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이와 

같은 수도권 단지형 전원주택의 분포에서 전원주태의 주요 입지요인은 양호한 자연환 

경과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임을 알 수 있다. 

2절. 전원주택현상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처럼 전원주택은 1980년대 초에 출현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다. 아주 

단순화시켜 전원주태현상을 도시적 편익과 전원적 쾌적함의 교환( trade-ofÜ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본다면， 도시적 편익을 일정 정도 포기하더라도 전원적 쾌적함을 추구하 

고자 하는 욕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원주태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전원주택현상의 이면에는 이처럼 단순한 논리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깔려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원주돼이라논 새로운 주거생활양식이 20세기 

말 한국사회에서 출현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교외화， 즉 교외의 도시화가 형성되는 조건으로는 크게 기동성， 법적·제도적 지원， 취 

업기회의 공간적 확산， 저렴한 지가， 생활양식의 변화 둥을 들 수 있다(권용우， 1986, 

14-18 참조) . 하지만 교외공간에서의 전원주택 개발은 취업기회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 

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경우에 따라 상당한 차별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저렴한 지가와 같은 경제적 이득이 전원주택을 일차 주거지로 선택한 사람들에 

게 주요한， 또는 결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부동산을 

통한 자본이득은 전원주태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부차적일 조건일 것이 

다. 물론 교외는 도시 주변의 보다 값싼 토지를 향한 급속한 인구팽창의 결과이다. 이 

- 89 -



표 3-15. 거주교외화의 형성배경 

형성배경 연구자 -.x.;져 
~l그 

Wehrweim(1942) 

기동성의 증대 
Holmes(1971) 교통체계의 개선 

]ohnson(1974) 자가승용차의 대중화 

Muller(1976) 
Pryor(1968 ) 
Clout(1972) 

법적/제도적 지원 
Dawson(1974) 

중심도시의 개발규제 

Scott(1975) 
주변지역의 개발촉진 

Merlin(1980) 
신도시운동 

Clark(1982) 
]ames & Hughes(1973) 

Vise(1976) 

취업기회의 확대 
Daniels (1974) 
Woocl(1974) 

산업의 교외화 

Dawson(1974) 
Breckenfeld (1972) 

Gayler(1982 ) 

Pierce(1981) 

Schwind (1977) 

저렴한지가 Fava(1973) 
중심도시의 지가앙등과 

Brown(1980) 
주변도시의 저렴한 지가 

Connell (1974) 
Gist & Fava(1974) 

Johns & Eyles(1977) 자녀교육에 알맞은 곳 

가치관또는 
Vance(1972) 정신적 쾌적함을 주는 곳 

생활양식의 변화 
Dingemans & Datel(1979) 유사한 생활양식을 추구할 수 있는 곳 

Mitchell(1981 ) 마음의 고향 

Muller(1976) 촌락적 이상향 

2) 최근 몇 년간 고층아파트의 인기가 감소되는 반면 전원주택과 같은 저밀도주택에 대한 선 

호가 두드러지고 있다. 21세기에는 저밀도와 고밀도 주택간의 적정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고밀도주태에 맞서는 두 가지 기본논쟁이 있다. 첫째는 고밀도로 고층아 

파트를 건설하는 데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 사회로부터의 소 

원， 격리， 그리고 다른 사회적， 심리학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일본과 한국 

의 고층아파트단지는 바깥세상과 단절되어 내성적이고 도시공동생활의 조직과 융화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전원주택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기반시설 설 

치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정희수， 37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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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이 발달하여 직장에서 더 먼 거리에 거주지를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용이해졌 

다. 

서구의 교외 주거지 발달사를 보더라도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도시 중산층은 중 

심부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고 도시의 주거환 

경이 악화되면서 상류층은 도시 중심부에서 교외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전원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양식이 출현하고 있 

다. 전원주택 현상의 표출양상은 시공간적이며 또한 사회적이다. 즉 전원주택현상은 

1980년대 후반 이후(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특정한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하는 사람 

들에 의한 도시 탈출이며 주거입지조건의 변화(도시지역에서 대단위·고밀도 주거단지 

또는 도시적 기능과 격리된 지역으로)이며 교외지역의 전원주거지로의 개발을 의미한 

다.2) 이와 같은 전원주태현상의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건설자본) 법적/제도적 요인(국 

가)， 생활양식의 변화(소비주체) 등이 깔려 있다. 

1. 중심도시의 주택공급환경의 변화 

1990년대 서울시 주택공급환경이 이전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물리적 측면에 

서 도시내 미개발 택지가 거의 고갈되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이후 서울의 주태공급 

은 도시내 미개발지역의 택지조성을 통한 신규건설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 69knf이던 개발가능지역은 1988년 14.4k마로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1995년 현재의 

개발가능지역은 11.3knf에 불과하다(홍인옥 1997, 65-67). 이처럼 대도시(서울)내에서 

2) 최근 몇 년간 고층아파트의 인기가 감소되는 반면 전원주택과 같은 저밀도주택에 대한 선 

호가 두드러지고 있다. 21세기에는 저밀도와 고밀도 주택간의 적정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고밀도주택에 맞서는 두 가지 기본논쟁이 있다. 첫째는 고밀도로 고층아 

파트를 건설하는 데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 사회로부터의 소 

원， 격리， 그리고 다른 사회적， 심리학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일본과 한국 

의 고층아파트단지는 바깥세상과 단절되어 내성적이고 도시공동생활의 조직과 융화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전원주택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기반시설 설 

치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정희수， 37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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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점차 고갈되자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지역의 미개발 

지， 즉 준농림지가 새로운 개발가능공간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외공간은 교 

통 및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생활편익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단지 전원적 

이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처럼 불리한 

조건을 가진 토지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전원 담론의 생산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었 

다. 하지만 농지와 임야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개발하기가 까다로운 토지여서， 수도 

권 일대의 농지와 임야는 수요자나 공급자의 측면에서 개발여건이 성숙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망에 걸려 있었다. 

또한 주태유형에서는 단독주태에서 공동주택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대 이래 

로 서울시의 주태유형별 구성비를 보면(표 3-16 참조)， 단독주택의 감소와 공동주택의 

표 3-16. 서울시의 주택유형별 구성비( 1970-1995) (단위: 전호，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단독주태 516(88.4) 618(83.0) 684(70.7) 689(58.6) 660(46.1) 562(33.3) 

아파트 24(4.1) 58(7.9) 184(19.0) 306(26.0) 503(35.1) 716(42.4) 

연립/다세대 34(5.9) 40(5.4) 69(7.1) 137(11.7) 230(16.1) 353(20.9) 

기타 9(1.5) 28(3.8) 31(4.2) 44(3.7) 39(2.7) 57(3.4) 

계 584(100.0) 744(100.0) 968(100.0) 1,176(100.0) 1,432(100.0) 1,688(100.0) 

자료: 인구주태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85년 이후로는 단독주태의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주택유형별 구성은 단독 

주택 중심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감소되어 가는 것은 아니다. 몇몇 설문조사의 결과 

에 따르면，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1993년의 주택 

선호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태유형에 관계없이 단독주택보다는 공 

동주태(특히 아파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태유형에 대한 선호는 차 

츰 변화하고 있다.<표 3-17>에서 알 수 있듯이Ii'주택저널』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대 5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4.5%가 미래에 가장 살고 싶은 주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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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주택유형별 선호도 (단위: %) 

빌라 아파트 전원주택 단독주택 기타 

주태저널(1995) 5.2 27.9 44.5 22.1 0.3 

제일제당(1995) 6.5 31.8 44.3 16.4 1.0 

20대 9.6 37.5 35.0 16.0 1.9 
30대 6.5 32.8 44.6 15.6 0.5 
40대 4.3 26.9 49.1 18.4 1.3 
50대 2.0 2.0 62.7 13.7 4.0 

전원주태을 꼽았다(전원주택의 대중적인 의미는 대체로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한다) . 

이와 같은 주태에 대한 선호 및 취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돼유형 뿐만 아니라， 소 

득계층 및 생애주기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단독주돼에서 공동주태으로의 변화는 그나마 도시내에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주태 

유형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대도시 주민이 탈도시 주거환경으 

로 이주하는 계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2. 국가의 법적·제도적 지원 

우리나라의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상위법률인 국토이용관리법은 전 국토를 그 

특성에 맞게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1972년 제정된 이래 1982년까지 4차례의 국토이용계획고시를 통하여 전국토의 82.5% 

에 해당하는 토지를 6개의 용도지역(도시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공업지역， 자연 및 

문화재 보전지역， 유보지역) 및 5개의 용도지구(자연환경보전지구， 관광휴양지구， 수산 

자원 보전지구， 문화재 보전지구， 해안 보전지구)로 지정하였다. 그 후 다시 1983년 개 

정된 법률에 의해 107TI 의 용도지역 7개 용도지구로 조정되었고 1993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시 5개 용도지역(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 

역) 6개 용도지구로 개편되었다(박미선， 1997, 24-25). 크게 개발목적과 보전목적， 그리 

고 유보지역의 세 갈래로 구분·관리되어 오던 것을 개편하여 개발과 보전목적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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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농지구분 전.답 

2. 위 치‘ 경기도광주군실쓴연장상è119.20 ‘ 21 번 ^I 
3.허가년월일: 1996 년 10 월 16 일 i’196-1176효 ~1182 호 
4‘허 가 자;광추군수 
5.수허가자，행호선 외6영 

6.허가면적: 2.110 M2 

7.용 도 :주택및도로부쳐조성 
g‘허치기간: 1996 년 10 월 16 일부터 

1996.년 1-0 월.16'일 

1 ‘없야구분 사유힘 
2. ￥l 쳐 핑주군실촌씬장싱러산66‘1 

3. 허시년훨일 ι 1996 연 10 앓1얹 자196-109호-113 호 
4.허 가 자‘ 핑주군수 

5.수허가자‘ 유재하오14 명 

사진 3-1.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광주군(1997.6.21) 

순화한 것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준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도입이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5개 용도지역 가운데 하나인 준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 

임지 풍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이다，3) 1994년부터 새로이 개정된 별률에 따라 준농 

림지역을 개발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단지형 전원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 

기가 마련되었다. 

전원주태을 건축하려면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외지인이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토지는 용도지역상 준농림지역이다. 준농림지를 구입하여 대지로 용도 변경하여 전원 

주택을 건축하려면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 

3) 준농림지역은 도시지역과 다른 환경에 입지하고 있어 기성 시가지에 인접한 미개발지와 같 

은 수법으로 개발하게 되면 준농림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경관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적인 개발단지를 꾸미는 것이 바람직 

하다(李在龍， 199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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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지역별 전용허가면쩍 기훈 

지역 농지전용 신림형질변경 

양평 - 건폐율 30-49% 이내 -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이내 

용인 
- 건폐율 20-30% 이내 (건축물 바닥면적 

- 최대 300평 한도내에서 사안별로 판단 
이 30평 이 면 100-150평 가능) 

파주 
- 농가주태(200평) 범위내에서 건축물 바 - 최대 300평 한도내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닥면적의 2.5 - 3배. 6배 이내 

‘31J-~ζ - 건축물 바닥면적은 40평 이내 - 농가주택 (200평)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판사탠안} 

가평 
- 건폐율 25-30%로 하되 경사도 둥을 - 주택·조경·마당·주차장 면적을 감안해 

감안해 20% 추가 별로판단 

자료: 월간 전원주택， 19fJ7년 6월호， 71. 

전용허가를， 임야의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준농림지의 전용허가면적에 대한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다(표 3-18 참조) . 

즉 시군별로 건축면적에 따라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가능면적이 각각 다르다. 농 

지전용은 건물 바닥면적의 2.5 - 5배， 산림훼손은 200 - 300평 또는 바닥면적의 5-6배 

이다(월간 전원주태， 1997년 6월호， 70-71). 

준농림지역을 개발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완화함에 따라 농지 및 임야에서 

의 토지이용행위가 급증하였다. 1994년도 준농림지역안에서는 36，648건(면적 61 ，690천 

ml)의 토지이용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는 1993년도 종전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안에 

서의 이용행위 27，029건(면적 47，496천 ml)에 비하여 건수에서는 35.6%, 면적에서는 

29.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3년까지만 하더라도 종전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의 경우 농어가주태과 농·축·엄·수산물 가공공장 및 벽돌·기와공장 등 

일부 공장에 한하여 건축이 허용되어 있었던 반면 음식점， 숙박시설， 아파트， 주차장 

동의 건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1994년도부터는 준농림지역안에 이와 같 

은 시설의 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잠재수요가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994년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한 이후 난개발이 우려되던 아파트， 

음식점， 숙박시설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1994년도에 174건(1，549천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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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전국의 유형벌 토지이용 변화( 1993-1994) (단위: 건， 전 m') 

19931) 1994~1 증감 증감비율(%)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음식점 544 489 2,851 2,383 2,307 1,894 424.0 387.0 
숙박업소 149 227 528 710 379 483 254.0 213.0 
공장 3,890 13,065 5,940 19,505 2,050 6,440 52.7 49.3 

일반주택 6,902 3,386 8,998 4,477 2,096 1,001 30.4 32.2 
아파트 134 1,267 174 1,549 40 282 29.9 22.3 
기타시설3) 15.410 29.062 18.157 33.066 2,747 4,004 17.8 13.8 

계 27,029 47,496 36，없8 61 ,690 9,619 14,194 35.6 29.9 

자료: 주택회보， 1995년 8월호， 13. 
주:1)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 토지이용현황 

2) 준농림지 역 토지 이용현황 

3) 축사， 체육시설， 창고， 주차장， 종교시설， 농기구수리점 등을 포함한다. 

으로 전체 토지이용건수의 0.5%에 불과하다. 이는 1994년 6월 21일 및 7월 15일 준농 

림지역 운용관리지침(준농림지역안에서는 50호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을 제한함)이 효 

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도， 1994년 9월 3일 농어촌지역의 

고급음식점 및 숙박업소 난립에 따른 지시의 영향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음식 

점은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숙박시설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숙 

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토지를 취득한 후 숙박시설의 설치가 어렵게 되자 설치가 보다 

용이한 음식점으로 변경 설치함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1994년부터 준농림지역을 개발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원주택은 

급증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원주태이 1994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로 준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도입에 기언하는 것이다. 따라 

서 국가는 교외지역의 농지와 임야를 주거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법적/제도 

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원주택현상의 객관적 조건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3. 건설자본의 주택상품 다양화 전략 

이처럼 국가는 준농림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을 도엄함으로써 수도권의 나머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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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어 있던 공간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전원주돼을 실질 

적으로 공급하는 행위주체들의 행태(또는 전략)는 어떠한가? 건설자본은 왜 전원주택 

이라는 부동산 신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는 건설환경 및 부동 

산경기와 관련되어 있다. 즉 건설자본은 건설경기의 악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주태상품 

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원주택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아파트 미분양 

이 증가하면서 각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대량생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상품의 

차별화 전략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부가가치의 선개념 부동산(주상복 

합건물， 테마빌딩， 전원주택 등)과 기존 부동산의 상품차별화(기능혼합， 선택사양의 확 

대 모델의 다양화 등)가 나타나고 있다(변필성， 1996, 50-51 참조) . 건설업체들은 이러 

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구사 

해왔다. 원룸주택， 옵션제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새로운 개념의 주태 및 부동산이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며 전원주택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또한 대도시(서울)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점차 고갈되자 도시 외곽의 미개 

발지가 새로운 개발가능공간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외공간은 교통 및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생활편익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단지 전원적이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었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처럼 불리한 조건을 가진 

토지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전원 담론의 생산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었다. 하지만 농 

지와 임야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개발하기가 까다로운 토지여서 수도권 일대의 농지 

와 임야는 수요자나 공급자의 측면에서 개발여건이 성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망에 걸려 있었다. 

그러므로 전원주태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설자본의 역할을 살펴보아야 한다. 

건설자본의 움직임은 건설경기 및 새로운 주태상품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즉 전원 

주택은 중소건설업체들이 침체된 건설경기에서 헤어나기 위해 개발한 전략적 상품이기 

에， 전원주택의 개발과 입지는 전원주택 건설업체들의 의식과 전략에 큰 영향을 받는 

다. 전원주태 건설업체들은 쾌적한 전원적 환경이 갖추어진 공간을 중심으로 전원주택 

을 개발함으로써 수도권의 대도시 주변지역 또는 교외공간이 차별적으로 개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전원주돼은 수도권에서 쾌적한 전원적 환경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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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다시 말해서 권역별， 섹터별로(수도권의 동부와 남부에) 

차별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소비자의 주태에 대한 취향의 변화， 그리고 건설경기의 악화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건설업자들은 소비자의 새로운 주택 취향을 상품화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초기에 

전원주택개발은 중소건설업체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1995년에 현대건설이， 1996년에 

는 대림 등의 대형건설업체가 전원주태공급시장에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대기업계열 1군 건설업체들도 단지형 전원주택 조성사업에 대거 뛰어들고 

있다 .... 요즘같이 아파트사업이 어려울 때에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하기 때문 

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부동산가이드， 1996. 11월 5일， 94). 

이처럼 전원주택의 상품화는 중소건설업체의 개업으로 진전되었고， 이제는 대형건설 

업체까지 참여하여 전원주택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고 있다.4)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완화로 인한 단지형 전원주택이 출현하면서 건설자본은 전원 

주택시장에 대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단지형 전원주택이라는 새로운 부동산 

상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단지형 전원주돼은 건설업체가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고 전원 

주태을 지어서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형태이다. 단지형 전원주태은 단독형 전원주택이 

가진 단점(치안문제 고독감 등)을 해결하여 전원으로의 이주를 희구하던 사람들이 전 

원으로의 이주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신상품인 단지형 전원주택에 대한 실수요는 공급에 크게 못미치고 있 

다. 이는 교외공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설자본의 이해관계(개발이득)와 수요자의 

이해관계(전원적 주거생활양식)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자본의 논리와 소비주 

체의 생활양식 논리가 교외의 전원공간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4) 이와 같은 전원주택의 상품화는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른다. 조절론자들은， 포디즘이 위기에 도달함에 따라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을 특정으로 하는 유연적 생산체제로 축적체제가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태부문에서 

건설자본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원주택이라는 신종 부동산 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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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조성중인 전원주택단지: 파주시 (1997. 5. 8) 

1990년대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전원 담론은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부상하였지만， 

전원의 상품화는 현실적으로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전원 담론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로 등장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리고 개발차익을 노리는 건설자본의 논리와 전원적 생활양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 

집단의 논리가 상충됨으로써 자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건설업체들이 도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양자의 논리가 상호 절충되어야만 단지형 전원주태이 원활하게 공급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전원공간의 생산과 전원공간의 소비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다. 

이처럼 건설자본과 수요자의 전원주택에 대한 인식이 서로 상이하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중소건설업체들은 단지형 전원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도산하고 있다. 부동산 관 

련 잡지에 홍보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전원주태이라는 부동산 신상품은 고전을 면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원칙적으로 산림형 

질변경허가시 사업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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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에 착수한 후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1년 또는 2년 이내(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는 1년 이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닐 경우는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는 전용허가가 취소된다. 따라서 1997년 현 

재 수도권의 전원주태단지 가운데 상당수는 대지조성 및 토목공사를 한 다음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산림훼손과 환경파괴가 심각하다. 도시 주변지역 

을 전원주거지로 개발하는 과정， 또는 대도시 인구의 탈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와 같은 갈둥들은 무분별한 경관의 파괴 5)와 같은 공간의 파행적인 개발을 가져오고 

있다(사진 3-2 참조) . 

요약하자면， 건설자본과 수요자의 이해관계의 갈둥은 전원주택상품의 가치실현을 제 

한하고， 결국 이는 수도권 교외지역의 난개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급업체와 수요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쾌적한 

교외주거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4. 소비주체의 생활양식 변화 

중산층의 경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 

는 데에서 전원지향 인구이동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주거의 질적 측면은 주태 자체 

의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택의 입지적 조건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도시인의 경 

5) 최근에 파주시는 단지형 전원주택의 개발로 인한 부분별한 산림훼손과 경관파괴를 방지하 

기 위한 지침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경기도 파주시는 1997년 7월부터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산림형질변경 사무처리지침에는 임야를 전용해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산림을 최대한 보존 

하며 개발하도록 해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고 있다. 새 지침의 제7조 1항을 보면， 택지조 

성의 방법에 대해 ‘허가 신청 면적의 수목을 벌채하고 전면적 절·성토를 하지 아니 할 것’과 

‘단지 내 도로는 획인적인 격자 형태를 지양하고 자연 경사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선형으로 

도로를 개설토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산림 훼손을 해 놓은 기존의 전원주태단지 

들이 사업진척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까닭에 토사가 유출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하는 둥 폐해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이다(월간 전원주택， 1997, 9월호，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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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준의 향상은， 도시주태이 가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들(대기 및 수질 오염， 교 

통체증 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고양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 

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향상시킨다. 

또한 정보화 및 기동성의 증대로 공간 장벽이 감소하면서 주거지를 선택하는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소비주체의 소비양식도 변화되어 왔다. 

소비주체의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의 향상 기동성의 증대， 도시환경의 악화와 삶의 질 

에 대한 인식 고양 등이 탈도시적 주거양식을 선호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일본을 비 

롯한 선진국의 경우 소득수준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서 도심을 떠난 전원주태이 주 

거패턴으로 등장하였다.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고 대도시 주변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이동성이 높아지고 생활공간이 확대되었다. 또한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거부문에서도 질적인 즉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이로 인하여 전원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거생활양식이 출현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도시생활환경의 악화(도심의 교통 체증， 공해 등)도 전원생활에 대한 선호 

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정보화는 직장의 제약을 완화시킨다. 정보화의 진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의 

제약에서 상당히 벗어난 상태에서 거주지를 선태할 수 있게 되면， 장소의 질이 중요한 

주거입지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 

“생산과 소비가 협력자나 상품의 물리적 접큰성에 덜 의존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정보고속도로를 따라 어디에든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자유가 보편화되면 어떤 장소에서의 삶의 질은 ... 거주지를 선택하는 지배적인 범주 

가 될 수 있다"(Progressive Architecture, 1993. 12; Sexton, 1995, 25에서 재인용). 

전원지향 이주와 전원주택의 출현은 소비주체의 소비양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 1960년대 이후 실질적인 소비양식의 변화가 있어 왔으며 소비의 초점은 식료품에 

서 의류로 의류에서 주거로 변화되어 왔다. 1960년대에는 식료품 소비의 비중이 현저 

하게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의 양적 확대가 나타났으며 1970년대에는 1960년대의 

급속한 소비 증가율은 일단 둔화되지만 내구소비재의 소비는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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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1980년대에는 주로 개인적 서비스에 대한 지출과 주거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시 

기였다. 1970년대에는 식료품 소비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고， 내구 소비재 소비와 교육 

비 지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피복/신발의 소비 증가율은 1960-1970년대까지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1980년 

대 말에는 다시 피복/신발 부문에 대한 지출증가율이 높아진다. 이는 과거 펼수재의 

성격이 높았던 피복/선발 부문에서 소비 패턴의 질적 변화， 즉 소비고급화 현상이 나 

타남을 의미한다. 1980년대에는 기본적인 의·식생활관련 소비의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 

지고， 대선 서비스 성격의 집합적 소비(즉 보건/의료， 교육)와 개인적 서비스(교양/오 

락， 기타 소비)의 비중이 크게 증대하였다(정건화， 1993, 74, 78, 90). 이와 같은 소비양 

식의 변화는 전원주태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80년대 이래로 주거지출 

이 급증하면서 주거의 질적 향상에 대한 지출도 증가했고， 이는 전원주택이라는 새로 

운 주거소비양식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주체의 기동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서울과 수도 

권의 교통여건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서울시내의 주민들의 기동성은 얼마나 향상되 

었는가? 교통여건의 변화와 가구의 기동성 증대는 수도권의 공간구조변화(교외화 및 

광역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단적으로 말해서， 1980년대에 비해 서울의 교통여건 

은 매우 악화된 반면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지역의 교통여건은 양호해졌으며， 서울시 

표 3-20. 수도권의 교통여건( 1985-1995) (단위: 명， 대， 미터) 

가구 자동차 등록대수 
구 분 

(A) (B) 
총도로연장 B/A 

1985 2,337 445 (100.0) 6,974 (100.0) 0.19 

서울 1990 2,820 1,193 (268.1) 7,375 (105.7) 0.42 

1995 3,448 2,043 (459.1) 7,674 (1l0.0) 0.59 

1985 1,165 114 (100.0) 5,164 (100.0) 0.10 

경기 1990 1,619 447 (392.1) 6,269 (121.4) 0.28 

1995 2,508 1,551 (1360.5) 8,823 (170.9) 0.62 

자료: 서울통계연보(각년도)， 경기통계연보(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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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기동성은 크게 증대되었다. 

198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95년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4.6배로 늘어났고， 경 

기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3.6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서울의 총도로연장 

은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자동차의 증가와 도로연장의 증가를 일률적으 

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자동차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는 데 비해 도로연장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내의 교통체증이 점차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서울과 비교할 때 경기도의 총도로연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외곽의 수도권지역에서는 도로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울시내의 교통여건은 악화되어 가는 반면 서울 외곽의 수도권 

지역의 교통여건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의 교외화 및 광역 

화가 촉진되고 있다. 

각 가구의 기동성의 증대는 가구당 자동차 대수를 통하여 확인된다. 서울의 경우， 자 

동차 등록대수가 1985년에는 가구당 0.19대에 불과했던 것이 1995년에 와서는 가구당 

0.59대로 각 가구의 기동성은 매우 높아졌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5년에 0.10대에 불과했던 것이 1995년에 와서는 0.62대로 증가했 

다. 

수도권지역의 도로망 확충과 개별 가구의 기동성의 증대는 중심도시에 거주하는 인 

구가 도시 외곽의 전원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사회적으로 

도시인구의 전원지향 이주를 그리고 공간적으로 수도권지역의 광역화를 초래하게 된 

다. 

요약하면， 전원주태현상은 사람들의 주거지에 대한 인식변화를 의미한다. 즉 전원주 

택현상의 기저에는 중심-주변에 대한 사고 도시와 시골(전원)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깔려 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과 더불어， 전원주택현상을 촉발한 계기적 요인들이 있 

다. 하지만 도시와 주변지역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배출요인과 흡인요인 가운데 어 

느 쪽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는가를 보는 것은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일면이 

있고， 또한 생산적인 논의방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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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고 건설자본은 실질적으로 전원주택을 공급하며 수요자 

는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욕구에서 전원주택을 소비하므로， 전원주택현상을 (1) 법 

적·제도적 요인， (2) 건설경기와 공급자의 위상， (3) 수요자의 생활양식이라는 삼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논의할 때 유의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원주택현상 

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3-4 참조) . 전원주택현상 

은 소비주처I (수요자)의 생활양식 변화(소득수준의 향상， 기동성의 증대， 새로운 소비문 

화 등)， 건설자본(공급자)으| 사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부동산 신상품 개발 및 주택상품 

차별화 전략) , 국가의 법적·제도적 지원(준농림지역제도의 도입)이 상호 맞물려서 나타 

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원주택현상은 이상의 세 가지 범주에서 종합적으로 검 

토해야 하지만， 전원주택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국가와 건설자본의 역할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전원주택 수요자의 관점에서 전원주택 

현상에 접근할 것이다. 

소비주체 
(사회집단) 

전원적 생활양식 추구 

국가 
(법/제도) 

준농림지역 
개밭완화 

경제 

(건설자본) 

전원주택 
상품화 

--+---------------------------ÞI 

탈도시화 r 、 : 

상품화 

공간1 

탈도시적 
주거양식 
(전원주택) 

-~-----------------←---------씨 

공간2 

탈도시적 
주거양식 

(전원주택) 

‘ J -----T-----

그림 3-4. 전원주택현상의 사회경쩨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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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4장. 전원지향 이주의 동기와 과정 

본 장의 목적은 특정한 사회집단이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동기와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다. 우선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속성을 살펴본다. 둘째， 전 

원주택 거주자가 탈도시적 주거입지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한 요인들은 무엇인 

가? 이들이 전원주택의 입지를 탐색하고 선정하고 이주하는 과정(정보획득통로， 이주 

지 선정， 이주에 소요되는 기간， 이주경로 등)은 어떠한가를 논의한다. 셋째， 전원주택 

거주자의 이주동기와 이주과정에 따라 구별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들을 도출해낸다. 

1 절. 사회경제적 속성 

1. 직업 및 통근과 관련된 사항 

전원지향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전원지향 이주에 관한 논의의 중요한 관심거 

리이다. 어떠한 사람들이 전원주태으로 이주하는가? 전원주돼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계층， 연령， 학력， 직업， 가족생애주기 등은 어떠한가?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가구들은 

계층이나 학력수준의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등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직업과 연령과 생애주기에 관한 한 매우 다양한 속성을 보이는 가구들이라 한마디로 

표 4-1. 전원주택 거주자의 칙업 

자영업자 퇴직/무직 회사원주1) 

햄
 
-4 

-
짧
 

계
 -
댐
 
-% 14 12 18 

29.2% 껑0% 37.5% 

자료: 면담조사 

주1: 은행원， 꽁무원， 교사， 연구원， 교직원 포함. 

주2: 교수， 의사， 프로듀서，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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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전원으로 이주하는 가구는 고학력이고 전 

문직에 종사하는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계층적으로 중산층이라는 등질적인 집단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직엽은 매우 다양하다. 전원주태 거주자들은 자영업(무역업， 건축설계사， 디자 

인업， 전자산업 등) , 회사원， 교수교사·연구원， 교직원， 은행원， 의사， 프로듀서， 공무원， 

화가 등 아주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전원주돼 거주자들의 직업에서 두드러진 특정이라고 할만한 것은 자영업자나 화가처 

럼 통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종이거나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 

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통근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은퇴자이거나 

표 4-2. 전원주택 거주자 중 통근가구수 

통근 비통근 계 

양평 13 9 22( 45.8) 

용인 7 2 9( 18.8) 
「

파주 15 2 17( 35.4) 

계 35(72.9) 13(27.1) 48(100.0) 
'----- ~-

자료:면담조사 

무직자이다(전체 조사가구 가운데 비통근자의 비율은 27.1%를 차지한다) . 결국 통근이 

비교적 자유롭거나 통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통 

근이 전원지향 이주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개인 

사업에 종사하는 양평군의 S씨는 전원주태 거주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개인사업을 하는 S씨 (40세)와 그의 아내 (36세， 전업주부)，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들 

(6세， 5세)이 산다.S씨의 월소득은 500만원이다. 고향은 대전이고 직전 거주지는 서울 

이다. 1994년 2월에 이주하기로 결심하고 1995년 가을에 이주했다. 부동산관련 신문과 

잡지를 통해 현거주지를 알게 되었다.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고 마음에 드는 집올 발 

견한 것이다. 서울의 단독주택(양옥)을 팔고 대지 178평/ 건평 58평의 통나무 전원주 

택을 구입하였다. 서울에 살 때와 비교하면 집이 훨씬 넓어졌다(사례 8: 양평군 양평 

읍 신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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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통근자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약 73%를 차지한 

다)는 사실이다. 전원주돼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1994년 이래로 전원주태으로 이주하 

는 가구 가운데， 퇴직후 노후생활을 전원에서 보내고자 하는 가구(노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1세대가구)가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 

러나 본 사례조사의 결과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통근자 가운데 자영업자를 제외한 가구 즉 통근이 자유롭지 않은 가구도 197} 

구(약 40%)나 된다. 이들은 도시내의 여느 통근자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도시 

내 통근자와 마찬가지로 통근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들은 전원지향 이주를 선택한 집단이다. 통근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전원 

지향 이주를 감행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통일한 계층에 속하는 도시내의 통근 

자에 비해 “통근 인내도(commuting tolerance)"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족구성 및 가족생애주기 

전원주태 거주자의 동거가족수는 거의 대부분 4언 이하이다(전체 가구의 91.7%를 

차지한다). 1세대가구(부부) 또는 2세대가구(부부 + 자녀) 즉 핵가족이 대다수를 차지 

하는 셈이다. 특히 1세대가구(특히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의 약 40%(총 187} 

구)에 육박하며， 이들 1세대가구의 대다수는 50대 이상의 퇴직자들이다. 양평군 강상면 

세윌리에 사는 L씨 부부와 일본의 B씨 부부는 직장을 퇴직한 후 노후생활을 시골에서 

표 4-3. 전원주택 거주자의 동거가족수 

가구별 동거가족수 가구형태 
계 

2인 3인 4인 5인 6인 1세대가구 2세대가구 3세대가구 

19 9 16 3 18 26 4 48 

39.62% 18.8% 33.3% 6.3% 2.0% 37.5% 54.2% 8.3% 100.0% 

자료:변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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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위해 전원지향 이주를 행한 경우이다. 

마산이 고향인 L씨 부부(55세， 50세)는 서울시 강남구 문현동에서 19년을 거주하였 

다.L씨는 1994년에 전원으로 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복잡하고 공기가 나쁜 

서울을 떠나 노후생활을 전원에서 보내고 싶었던 L씨는 마침 직장도 퇴직하게 되어 

굳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져 전원으로의 이주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친 

구에게 산세가 좋은 양평의 단지형 전원주택을 소개받아， 대지 80평/건평 25평의 단독 

주택을 팔고， 1996년 9월에 대지(공용면적 제외) 125평/건평 43평의 목조주택으로 이 

주하였다(사례 2: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이미 퇴직한 B씨 부부(남편 65세， 아내 60세) - 부부 모두 여행을 유일한 취미로 

삼았다 - 는 동경에 사는 것이 생활비가 많이 들고 시끄럽고 녹지가 별로 없는 등 도 

회생활의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아 동경을 떠나기로 했다. 그때까지 살고 있던 

세다가야(世田감)의 아파트를 팔았다. 대신에 기후가 온난하고 자식 부부가 사는 동경 

에도 가까운 이즈(伊豆)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온천 둥 각종 서비스가 갖춰 

진 별장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살기로 했다. 원래 별장지여서 넓은 부지와 풍부한 녹 

지에 둘러싸여 있고， 더구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계획되어 병원과 긴급연락시스템 등이 

완비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이 살기에는 최적의 환경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쇼핑을 하기가 다소 불편하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용을 타고 물건을 구입 

하러 가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부 

터는 정원에서 야채 재배를 하기도 하고 거주자 일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클럽활동에 

도 참가하여 활발한 생활을 하고 있다. 때때로 손자들이 여행차 오기도 하고 여름휴 

가에는 가족들이 통행하여 장기간 머물기도 하여 자식부부 및 손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 한달에 한두 번은 전람회와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동 

경으로 나가기도 하나 이전마큼 여행을 하지는 않는다(二그-/\1:::'7-ν 크 ν짧究會， 

1989, 52-55). 

하지만 실제 가구원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가구원수는 2언 이상이 

지만 학엽이나 직장문제로 중심도시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거주분열현상1)으로 인하여 

1) “취락의 계층체계에 따른 거주분열 또는 기본활동의 공간적 분열"(柳佑益， 1988)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5장 1절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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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가구월수벌 가구수와 뼈대벌 가구수(1995 ， 전국， 서울) 

가구원수 전국 서울 가구형태 전국 서울 

1인 1,649,951 (12.7) 382,024(12.9 ) 1세대가구 1,682,237(13.0) 311,765(10.5) 

2인 2,237,234(17.3) 426,210(14.4) 2세대가구 8,142,130(62.8) 1,972,161 (66.5) 

3인 2,679,615(20.7) 615,127(20.7) 3세대가구 1,278,946(9.9) 253,780(8.6) 

4인 4,075,441 (31.4) 996,854(33.6) 4세대가구 27,937(0.2) 3,765(0.1) 

5인 1,606,453(12.4) 403,136(13.6) 단독가구 1,649,951(12.7) 382,024(12.9) 

6인 이상 712,444( 5.5) 142,443(4.8) 비혈연가구 179,937(1.4) 42,299(1.4) 

계 12,961 ,138(100.0) 2,965,794(100.0) 계 12,961,138(100.0 ) 2,965,794(100.0)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주: 1세대가구는 가구주와 통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2세대 (3세대， 4세대) 

가구는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 (3세대， 4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 

구， 단독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전원주태으로 이주한 이후의 가구원수는 중심도시에서 생활할 때보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원수 및 가구형태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전 

국이나 서울의 가구 가운데 가구원수가 2인인 가구는 12-3%이지만， 전원주태 거주가 

구의 경우에는， 2인 가구가 약 40%를 차지하여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가구형 

태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전국의 1세대가구 비율은 13%이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더 떨어져 10%에 불과하지만， 전원주택 거주가구의 경우에는 

1세대가구가 37.5%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원주택 거주자의 가구원수는 대도시에서 생 

활하는 가족의 가구원수에 비해 적고， 가구형태에 있어서도 1세대가구가 다수를 차지 

한다는 특성을 보인다(표 4-3, 표 4-4 참조). 

일반적으로 서울대도시권에서의 전원지향 이주 또는 “서울 엑소더스(Seoul exodus)" 

의 핵심적인 연령층은 퇴직자층을 중심으로 하는 50-60대가 주류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탈도시를 지향하는 집단의 연령대가 점차 

30-40대까지 확대되고 있다. 도시생활이 싫어서 이주했다는 L씨와 K씨의 사례는 전원 

지향 이주가 점차 젊은 층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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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학교 선후배 사이인 L씨와 K씨 (30대)는 조여드는 듯한 서울생활이 싫어 근교 

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일치를 보고 교외지역을 꾸준히 돌아다니며 좋은 땅을 

찾아 다녔다. 1994년 5월 두 사람은 탄현면의 그리 비싸지 않은 자투리땅 236평을 공 

동으로 구입하여 공동으로 집을 짓기로 했다. 대지선정부터 주택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건축가에게 의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으 

므로 도시인이 시골에 적응하기 좋은 형태로， 즉 시골에 어울리는 형태보다는 조금은 

도시형에 가까운 형태로 집을 지었다. 대지면적 236평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주택(가 

구당 연면적 37평)을 두 채 앉혔다. 서울의 소규모 아파트 값인 가구당 11， 100만원 -

1994년 5월 당시 평당 21만 8천원이었으므로 대지구입비가 가구당 약 120평에 2，616만 

원， 평당 건축비 230만원으로 37평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든 8，510만원을 합한 금액이 

다 - 에 앞마당과 연못과 텃밭이 딸린 전원주택을 마련했다(사례 38: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전원주태업계에 따르면 1996년말부터 수도권에서 전원주택을 분양받는 수요자 가운 

데 40대가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동안 전원주택은 50-60대 퇴직자나 일부 부유층 

의 노후생활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불과 1-2년 사이에 전원주택 입 

주자들의 평균 연령이 10세 이상 낮아진 셈이다. 전원주택 전문업체인 서울하우징은 

1996년 11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가곡리에 16가구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를 공급했다. 

1997년 6월 현재 분양된 117}구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1가구)， 30대 (2가구)， 40대 (6가 

구)， 60대 (2가구) 등으로 40대 이하가 80% 이상을 차지한다(월간 전원주택， 1997년 6월 

호， 157). 이러한 추세는 본 사례조사에서도 발견된다. 즉 50， 60대를 중심으로 한 세대 

들과 비교할 때 30-40대층도 그에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4-5 참조) . 

하지만 이와 같은 연령대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원주택 이주자들의 가족생애주기에서는 확연한 공백층이 나타난다(표 4-6 참조). 가족 

생애주기로 볼 때， 우선， 전원주태으로 이주한 가구들은 대개 자녀 양육 및 교육기 

(childrearing, 33 - 42세 ), 자녀 결혼기 (postchild, 46 - 57세 ), 노년 기 (later life, 58세 이 

후)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형성기 (prechild， 21 - 23세)나 자녀출산기 (childbearing ， 23 -

33세)에 속하는 가구는 거의 없다. 형성기와 자녀출산기에 속하는 가구들의 비율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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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전원주택 거주자의 세대주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단독형 2(9.5) 7(33.3 5(23.8) 7(33.3) 21(100.0) 

단지형 7(25.9) 6(22.2) 11(40.7) 3(11 .1) 27(100.0) 

계 9(18.8) 13(27.1) 16(33.3) 10(20.8) 48(100.0) 

자료: 면담조사 

표 4-6. 전원주택 거주자의 가족생애주기 

형성기 자녀출산기 
자녀 

자녀진수기 자녀결혼기 노년기 

(21-23세) (23-33세) 
양육/교육기 

(42-46세) (46-57세) (58세 이후) 
계 

(33-42세) 

단독형 5(23.8) 2(9.5) 6(28.6) 8(38.1) 21 (100.0) 

단지형 1(3.7) 9(33.3) 2(7.4) 11(40.7) 4(14.8) 27(100.0) 

계 1(2.1) 14(29.2) 4(8.3) 17(35.4) 12(25.0) 48(100.0) 

자료: 면담조사. 

주: 박혜인(1986)의 가족생애주기 구분에 따름. 

은 것은 이들이 도시와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전원적 생활양식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것이다.T씨(자녀양육기)， Y씨(자녀결혼기)， K씨 

(노년기)의 사례를 살펴보자. 

T씨 (44세， 방송국 PD)와 배우자(40세， 한양대 교수)， 그리고 딸(13세， 초등학고 6년). 

고향은 서울이며 직전 거주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다. 1994년 1월에 이주를 

결심하였다. 1995년 여의도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현거주지(대지 290평/건평 70평의 

단독형 전원주택)로 이주하였다.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던 차에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 

게 되었다. 집의 크기는 이전에 비해 넓어졌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이 집을 소개 

받았고， 집이 마음에 들어 이주하기로 결심하였다(사례 34: 파주시 교하면 다율리) . 

Y씨 (54세， 교수)와 배우자(50세， 전업주부). y씨의 고향은 경기도 포천군 일동이다. 

1994년에 직장이 용인으로 이전됨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1995년에 이 

주하였다. 서울 연희동에서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였다. 현재의 주택은 대지 130평/건 

- 111 -



평 41평의 목조 전원주택이다. 과거에 비해 주택의 규모가 커졌다. 텃밭이 있다. 직장 

동료를 통해 이곳을 알게 되었고， 이곳을 이주지로 결정한 이유는 직장이 가깝기 때문 

이었다(사례 30: 용인시 용인읍 남리). 

K씨 부부(60대)는 정년퇴임후 전원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현거주지로 이주하였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K씨의 퇴임이 이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건축설계사 

인 아들의 권유로 과천에서의 아파트 생활을 마감하고 1992년에 이주해 왔다. 주택은 

건축설계사인 아들이 토지를 직접 구입하고 설계하여 지은 집이며 대지 150평/건평 

42평의 목조 전원주택이다(사례 25: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두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가족생애주기상의 특징은 자녀 진수기 (childlaunching ， 42 

- 46세)에 속하는 가구들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가족생애주기에서 자녀진수기로 구 

분된 연령대는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에 해당하므로 교육문제가 전원지향 이주 

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이주의 선 

태성이 어느 정도 자녀교육문제에 의하여 결정되는지에 관해서는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잠정적으로 자녀교육의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는 탈도시적 주거입지를 선태하 

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장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생애주 

기에 따른 선택적 이주의 경향은 교육받을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차별적인 양상을 보 

인다(5장의 <통근통학양식>을 참조하라) . 

3. 주택과 관련된 사항 

대도시에서 거주하던 특정한 사회집단이 “이도향촌형 이주(離都向村型 移住)"， 즉 도 

시를 떠나 시골로 삶터를 옮기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자선들이 살던 도시주택 또 

는 도시의 주거환경에 대한 어떤 불만이 깔려 있을 것이다. 전원지향 이주를 비롯한 

모든 인구이동을 기본적으로 출발지의 배출요인과 정착지의 흡언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본다면， 도시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과 시골의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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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돼으로 이주한 가구들이 직전의 도시주태에서 느낀 불만족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우선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직전거주지에서 어떤 주택에서 살았는지를 검토하는 것 

이 필요하다. 단독형 전원주택 거주자든 단지형 전원주택 거주자든 모두 자연(땅)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도시주태(아파트 및 기타 도시적 공동주택)에 거주했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표 4-7 참조). P씨의 사례는 도시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전원 

표 4-7. 전원주택 거주자의 찍전거주지 주택양식 

아파트 단독주택 기타주) 계 

단독형 13(61.9) 5(23.8) 3(14.3) 21(100.0) 

단지형 15(55.6) 8(29.6) 4(14.8) 27(100.0) 

계 28(58.3) 13(27.1) 7(14.6) 48(100.이 

자료:면담조사 

주: 다세대/다가구 주택， 빌라， 연립주택，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을 포함한다. 

지향 이주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P씨의 아내는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를 주 

요한 이주동기로 언급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시의 공동주태에 대한 불만이 배출요인 

으로 작용했음을 지 적 했다. 

P씨 (58세)의 고향은 이북이다. 그의 아내 (52세)의 고향은 경남 진해이다. 현거주지로 

이주하기 직전에 분당의 아파트(49평)에서 2년간 거주하였다. 어린 시절 진해에서 어 

머니와 텃밭을 가꾸었던 경험이 당시에는 귀찮게만 여겨졌으나 나이가 들자 돌아가고 

픈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호주에서 3년간 생활하면서 자연에 대한 

향수는 더욱 절실해졌다.P씨는 시골생활의 경험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리 적극적이 

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의 시골생활에 대한 향수와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 전원으로의 

이주를 추진했다. 일원동， 대치동， 청담동 등지에서 아파트， 빌라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서 공동주택에 대한 회의는 커져갔다. 1989-1990년경부터 서울 주변의 땅을 보러다니 

기 시작했다.P씨는 1992년 3월에 인근 마을에 사는 친구의 지인의 소개를 받아 948 

평의 토지를 친구와 공동으로 구입하였다. 1994년부터 볍규가 바뀌어(준농림지역제도 

의 도입) 1994년 가을 본인 소유 임야 474평 가운데 200평에 대한 전용허가를， 연말에 

건축허가를 받아(1995년 3월에 한 차례 설계를 변경하였다) 1995년 4월에 건축에 들 

어갔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약 1년에 걸쳐 연건평 85평의 벽돌집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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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5월에 입주하였다(사례 49: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 

전원주태 거주자의 직전 주태양식에서 추정하건대， 자연과의 합일을 구할 수 없는 

주태이 하나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도시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가구들 

에게도 이런 불만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오염된 도 

시환경 속에서는 자연을 자연으로 느끼기에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까닭이다.M씨의 

사례는 도시의 단독주태에서 자연을 느끼고 전원생활(예컨대， 텃밭 가꾸기)을 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충북 시골이 고향인 M씨 부부(60세， 은퇴， 아내 55세)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단독 

주택(양옥)에 살았다. 양재동의 단독주택에 살 때에도 텃밭을 일구기도 했으나 집 주 

변에 많은 세대가 들어서면서 주변환경이 나빠지고 텃밭도 일굴 수 없게 되었다.M씨 

의 아내는 텃밭이 없어진 후 옥상에다 흙을 깔고 야채류를 재배할 정도로 전원생활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M씨 부부는 복잡하고 공기도 나쁘고 답답한 서울을 떠나 

주변지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였다. 1995년，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서울 교외지역의 

공기 좋고 서울과 가까운 곳을 물색하던 중， 벼륙시장에서 파주시 광탄면에 소재한 임 

야의 산림형질변경을 허가받아 매매자를 찾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 토지를 구입하 

여 집을 짓다가 마을 주민의 반대와 마찰로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 

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광탄면의 대지는 현재 그대로 둔 상태임). 그후 계속해서 새 

로운 대지를 찾던 중 1996년 8월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를 우연히 지나다가 야산의 산 

등성이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지 145평을 구입하여 건평 30평의 콘크리 

트 단독주택을 지었다(사례 37: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그리하여 도시의 중산층 가운데 일부는 주태 자체의 질에 대한 불만으로， 그리고 주 

태이 위치한 환경의 질에 대한 불만으로 도시주태을 떠나 시골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 

이다. 

일단 어떤 가구가 이도향촌(離都向村)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중심도 

시의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중심도시의 주태을 매각하거나 임 

대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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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태 거주자들은 이주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고 전원주태으로 

이주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중심도시의 주태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중심도시 

에서 교육문제나 직장문제로 중심도시의 주태을 지금의 주택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양 

식도 나타난다. 첫째， 도시주태을 매각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주택과 전원주 

택을 동시에 소유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 

하는 경우이다(이것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이 경우는 중심도시와 

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중심도시로 재이주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기도 하다. 둘째， 도시주태을 임대하는 경우 도시주택과 전원주택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경우이다. 때로는 전원주택으로의 이주에 대하여 확 

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언젠가 전원 

주태에서의 생활이 여의치 않으면 곧바로 도시주태으로 이주하겠다는 의향을 담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도시주택과 전원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전원적 생활양식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골로 이주하였지만 중심도시와의 연계가 

비교적 긴밀하여 도시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양식 

이 “거주분열”현상이다(5장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 부모는 시골의 전원주택에 거 

주하고， 도시에 있는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은 도시주태에 거주하는 양식이다. 

도시주택과 전원주택 사이의 주택규모에는 어떤 차이가 보이는가? 건축된 전원주택 

을 분양받든 새로이 주태을 짓든 상관없이 전원지향 이주가구는 생활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전원주택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직전거주지의 주택규모와 현거주지의 주 

택규모를 비교해 보면 주택규모에 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대)도시에서는 높 

표 4-8. 전원주택 거주자의 직전주택 소유관계 

매각 임대 기타주) 전세였음 계 

단독형 13 5 3 0 21 

단지형 21 2 2 2 27 

계 34(70.8) 7(14.6) 5(10.4) 2(4.2) 48(100.0) 

자료: 면담조사 

주: 자녀가 거주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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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가로 인하여 넓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가구 

의 경제적 조건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조건의 한계내에서라 할지라도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다면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가가 저렴한 곳 

으로 이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는 전원지향 

이주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높은 지가로 인하여 도시에서는 주택규모를 쉽사 

리 늘릴 수가 없는 반면，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주택규모를 늘리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원주택 거주자의 직전거주지와 현거주지의 주택규모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주거공간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가구가 4인 이하의 1 

세대가구이거나 2세대가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전원주택 거주자의 동거가족수와 가구 

형태를 참조하라) , 동거가족수가 통일하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더욱 넓어지 

는 경향을 보인다(전원주택은 동일한 평수라도 공용면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없어 도시 

주택보다 넓다). 왜 그러한가? 통거가족수는 그대로이거나 감소하는데 비해 주거공간 

이 넓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어떤 이유에서건(주로 경제적 이유일 것이다) 도 

시에서 원하는 크기의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심도시에 

서 만족할만한 크기의 주거공간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보다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욕 

구와 펼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원주택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족만 

을 위한 주거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원주택은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거주 

공간일 뿐만 아니라 중심도시에 떨어져 있는 자녀가 주말에 내려오거나 친구/친지들 

표 4-9. 전원주택 거주자의 주택규모(칙전거주지-현거주지) 

싫첼tr 30평 이하 31 - 40 41 - 50 51 - 60 61평 이상 계 

30평 이하 2 4 4 5 15 

31 - 40 8 4 8 1 21 

41 - 50 4 2 3 11 

51평 이상 1 1 

계 3 16 10 15 4 48 

자료: 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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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문했을 때를 대비한 공간이기도 하다(사례 49 참조). 

처음부터 이렇게 커지리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살 집이니까 약 30 - 40 

평 정도로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집을 짓는 과정에서 계속 넓어졌다. 무엇보다도， 아 

이들이 내려오면 쉴 공간이 있어야 하룻밤이라도 자고 갈 것이다. 번잡스러움을 피하 

기 위해 주방과 식당방을 따로 내고 친구나 친지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손님용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고 ... 하다보니 85평이 되었다(사례 49: 광주군 퇴 

촌면 원당리). 

2절. 이주동기와 이주과정 

1. 이주동기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전원지향 이주동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전원지향 이주 

의 주요한 동기를 “경제적 요인”과 “삶의 질”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환원하거나， 아 

니면 매우 다양한 미시적인 동기들을 냐열하는 방식을 취한다. 전자는 현상을 지나치 

게 단순화함으로써 전원지향 이주의 생생한 동기들을 간과하기 쉽고， 후자는 다양한 

현상들을 세밀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상의 기술(記述)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전원지향 이주를 하는가? 탈도시 지역이 독특한 주거환경과 사 

람들이 선호하는 생활양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탈도시 지역의 주거환경 가 

운데 정확히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지 또는 소위 전원적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것 

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범주화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양호한 주돼시설， 교외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모게지 (mortgage) 제공， 현대적 주거배치， 시골에의 근접과 CBD의 

고용 및 서비스 기회에의 접근의 조화 통일한 사회경제적 집단에 속하는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된 근린에서 살 수 있는 기회 등이 사람들을 탈도시 지역으로 이끄는 중 

요한 요소들이 다(Small and Witherick, 1986, 2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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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거주지를 옮기는 행위는 단 하나의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주 

동기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전원지향 이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전원지향 이주 역시 단 하나의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개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때로는 다양한 동기들 가운데 특정한 하나의 

동기가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특정한 하나의 동기에서 이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할리데이와 콤스(Halliday and Coombes, 1995)도 전원지향 이주의 경우 이주 

동기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이 영국 잉글랜드 서납 

부의 마을을 사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이주동기를 한 가지만 들라고 했 

을 때，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한 사람들은 전원지향 이주의 ‘고전적인’ 동기인 경관과 

생활양식을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고용 요인(26%) ， 가족 요인 

(17%) , 은퇴 요인(12%)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었으며， 사업(10%) ， 생활양식 

(9%) , 경관(8%)은 최하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주자들에게 한 가지 

가 아닌， 여러 가지 이주동기를 언급할 수 있도록 했을 경우에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 

타났다. 즉 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동기는 경관(5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주 

택수요의 변화(37%) ， 고용기회 (34%) 생활양식 (32%) 은퇴 (29%) 등을 이주동기로 언급 

했다. 이것은 경관이나 생활양식이 전원지향 이주의 가장 중요한 통기는 아니지만 전 

원지향 이주자들이 널리 공유하는 이주동기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들의 이주동기를 단일한 이주동 

기로 파악해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현실을 왜곡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따라 

서 전원주택 거주자의 이주통기를 다중적으로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도시내의 주거이동에 비해 전원지향 이주의 주요한 동기는 주택 자체보다는 

주택이 입지한 환경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즉 전원지향 

이주자는 주택이 입지한 장소 주위의 양호한 환경이나 경치를 지향하거나 (도시생활과 

는 상이한) 전원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활양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전원주택 거주자 

들을 조사한 결과에서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4-10 참조) . 전원주돼 거주자 

들이 이주동기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요인은 경관 및 생활양식이다. 전체 조사가구 가 

운데 약 70%(347r구)가 “경관 및 생활양식”을 주요한 이주동기로 언급하였다(이는 흡 

- 118 -



표 4-10. 전원주택 거주자의 이주동기(다종응답) 

생활양식 열악한 직장문제 
주택문제 

및 경관 도시환경 (퇴직/직장이전) 
(부동산가치/ 건강문제 교육문제 

넓은공간) 

34 13 8 6 2 2 

70.8% 37.5% 16.7% 12.5% 4.2% 4.2% 

자료: 면담조사 

인요인에 해당한다) . 또한 시골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열악한 도 

시의 주거환경을 주요한 이주동기로 언급한 가구도 약 27%(13가구)를 차지하였다(이 

는 배출요인에 해당한다). H씨와 P씨의 사례는 전원적 생활양식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원지향 이주를 행한 경우이다. 

경기도 화성군이 고향인 H씨 (51세 C고교 교사 대학원졸)는 오래전부터 시골생활 

을 하고 싶어했다. “고향이 시골이라 언제나 시골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수구초심 

(首邱初心)이지요" 도시생활에 익숙해 있고 시골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시골로의 이주를 반대했고 H씨는 약 10년동안 아내를 설득했다. 건축업을 하 

는 친구의 소개로 이곳을 알게 되었다. 단독형에 대해서는 반대하던 아내가 단지형을 

보고서는 찬성을 했다. 이웃이 있고 무섭지 않다는 이유였다. 토지를 분양받아 3-4개 

월에 걸쳐 대지는 160평에 건평이 35평인 집을 짓고 1996년 11월에 입주하였다. 터가 

좁아서 보다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 시골에서는 160평이 넓은 것이 아니다. 텃밭 

도 더 늘리고 싶다. 하지만 파주를 떠나고 싶지는 않다(사례 32: 파주시 월롱면 덕은 

리). 

K씨 (49세， 공무원， 아내 44세， 전업주부， 아들 21세， 대학생)는 전원생활을 하기 위 

해 수도권 일대를 직접 돌아 다니며 장소를 물색하였다. 고향은 충남 홍성의 농촌마 

을이다. 고향으로 이주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직장문제로 이주하지 못하고 있다. 전 

원생활을 하고 싶었던 차에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 이주 계획을 세웠다.K씨가 이주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나머지 가족들도 동의했다.K씨는 서울시 은평구의 34 

평 아파트를 팔고 1997년 3월에 현거주지의 토지를 구입하였고 1997년 5월에 대지 

147평/ 건평 37평의 단지형 전원주택(통나무)을 지어 입주하였다(사례 41: 파주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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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면 덕은리). 

시골생활의 경험은 전원지향 이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성장기에 시 

골생활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도시에서 생활의 

안정을 찾은 이후에는 시골로의 이주를 생각하게 된다. 설령 성장기에 시골생활의 경 

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외국의 전원적 주거환경에서 생활한 경험은 귀국한 이후에 대 

도시의 주거환경을 탈피하여 전원주택으로 이주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강남의 직장으로 통근하는 O씨 가족(남편 43세， 아내 41세， 아들 13, 딸 8세)은 답 

답한 서울을 떠나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 현거주지로 이주하였다. 1995년에 이주하기 

로 결심을 하고 이듬해 6월에 이주했다. 지도를 보면서 직장에서 가까운 용인지역을 

이주대상지역으로 정했다. 전원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동산잡지와 전원주택 

관련서적에서 구득했다. 용인 양지인터체인지 근처의 전원주택지를 구입하여 대지 300 

평에 건평 50평의 집을 지었다. 콘크리트 골조에 인조석으로 외벽을 마감했다. “직장 

이 가까워서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에서 3년간 살다 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답답해서 못살겠더라구요. 일간지 기자가 쓴 전원주택 관련서적을 보고 

바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강남(직장)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보니 가장 가까운 곳이 

용인이더라구요"(사례 23: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의사인 C씨 부부(55)는 미국에서 귀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0993년) 이주할 계획 

을 세웠고 1994년 4월에 현거주지로 이주했다. 현거주지는 미국에서 살던 곳(웨스트 

버지니아)과 유사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전부터 친척이 살고 있어서 잘 

아는 곳이기도 했다. 자연환경이 좋고 직장(아주대 병원)이 가깝기도 하여 두 사람은 

용인으로의 이주에 동의하였다(사례 28: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전원지향 이주의 배출요인이다. 환경 

오염이라는 배출요인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도는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환경오염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N씨 

는 아내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전원지향 이주를 감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이다. 

- 120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이 고향인 N씨 (56세， 무직)는 건강상의 이유(아내의 수술)로 

조용한 곳으로 이주하기로 하고 직접 돌아다니며 장소를 물색하던 중， N씨의 고향이 

고 인근에 약수터가 있으며 공기가 맑은 현거주지를 이주지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은 

평구 소재 대지 70평/ 건평 50평의 2층 단독주택을 팔고 대지 182평/ 건평 52평의 단 

지형 전원주택을 지어 1996년 7월에 입주하였다. 35년만의 귀향이다(사례 44: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 

도시주태에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높은 

지가와 주택가격으로 각 가구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여 통일한 가격에 보다 넓은 

주거공간을 확보하려는 욕구는 전원지향 이주의 흐름을 낳는다.D씨는 전원생활을 하 

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넓은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원주태으로 이주하기로 하였다. 

방송국에 근무하는 D씨 (47세 대졸)는 1996년 4월에 현거주지로 이주했다. 고향은 

전남 벌교이고 직전 거주지는 서울시 영둥포구 대림동이다. 거주지를 옮기기로 마음 

먹은 것은 1995년 9월이었다.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미술작업공간을 가지고 

싶었다. 이주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D씨였으며 가족 모두가 찬성했다. 이 

주할 지역은 임의로 정했으며 현 위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곳을 

이주지로 정한 이유는 주위 환경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토지를 직접 

구입하여 대지 200평에 건평이 100평의 콘크리트 단독주택을 지었다(사레 48: 파주시 

교하면). 

일반적으로 직주근접(職住近接)은 이주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지만， 전원지향 이주의 

경우에 직주근접은 제1의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다. 직주근접을 제 1의 요인으로 간주한 

다면， 중심도시로 통근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전원지향 이주를 선태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원지향 이주자가 통근거리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전원지향 이주를 감행하는 것은 

전원지향 이주자가 직주근접을 원하기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직주근접보다는 전원에서의 

생활을 중요하게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 가까이에 주거를 두고 전원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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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전원지향 이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평군의 H씨는 도시 

의 번잡함에서 탈출하여 전원생활을 향유하는 동시에 직주근접을 이룬 많지 않은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일본의 T씨는 직장이 자연환경의 조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주한 사례이다.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단지/통근): 하이샤시 공장을 경영하는 H씨 (39세， 대졸)의 고 

향은 경남 밀양이다. 그의 아내 (33세， 전업주부， 대졸)， 딸(10세， S초등학교 3년)과 아 

들(8세， S초등학교 1년)이 산다. 1994년， 도시의 번잡함과 나쁜 공기를 피해 시골로 이 

주하기로 마음 먹었다. 사업장이 양평에 있고 굳이 서울에 거주할 펼요성도 없었다. 

1996년 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이주할 수 있었다. 

현재의 주택은 대지 150평/ 건평 33평의 단지형 목조 전원주택이다. 과거에 비해 주거 

공간이 넓어졌고 텃밭도 생겼다. 넓은 주거공간과 맑은 공기는 좋은 점이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사례 11). 

T씨(부부 모두 30세)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동경의 본사와 공장이 비좁아 지가가 

싸고 자연환경이 좋은 야마나가코(山中) 호반의 리조트로 이전하였고， 종업원에게도 

곧 회사가 준비해둔 사택으로 이주하도록 요청하였다.T씨는 동경을 떠나는 것을 조 

금은 달가와 하지 않았으나， 자연환경이 양호한 곳에서 자녀를 구김살없이 키우겠다고 

생각하여 기꺼이 이주하기로 했다. 리조트로 이사한 후 T씨 가족의 생활은 동경에서 

의 생활과 크게 달라졌다. 먼저 T씨의 통근시간은 이전에는 1시간 걸렸으나 지금은 

불과 5분에 불과하다. 그 결과 하루에 2시간 가까이 자유시간이 증가했다. 반면에 자 

식들은 이전에는 통학시간이 도보로 10분이었으나 20분 이상 걸리게 되어 처음에는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밖에서 노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최근에는 이주하여 좋아졌 

다고 생각하고 있다. 간단한 쇼핑센터와 병원， 문화센터 등 어느 정도의 근련생활시설 

은 계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에 대한 불만은 남아 

있어서 주말에 차를 타고 근교의 도시까지 물건을 구입하러 가기도 하고 어지간한 물 

건은 동경까지 가서 구입한다. 또 항상 회사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가족들에게 스트레 

스를 주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자가용으로 10-20분 거리의 

좀 더 가까운 근교도시에 자택을 구입할 생각이다(.::::..그-/\t:'T-~ 크 ν짧究會， 1989, 

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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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누구나 삶의 질과 관련된 통기와 경제적 동기 양자를 통시에 충족시키 

기를 원할 것이다. 도시의 편익과 시골의 쾌적함은 서로 모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서 양자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삶터로서의 전원주태이 각 

광을 받게 되면서 전원주돼은 투자대상(부동산가치)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상품이 되었 

다. 양평군 L씨는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와 주택의 부동산가치를 증식시킬 목적으로 이 

주한 사례이다. 

L씨 (53세， 주부)는 전원생활을 향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산가치를 증식시키기 위 

해 이주하기로 했다. 이웃에 사는 건축업자의 소개로 현거주지를 알게 되었다. 현거주 

지를 선택한 이유는 집이 마음에 들었고 산세가 좋고 강도 있어서 였다.L씨의 고향 

은 이북이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산기숨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었으며， 어릴 적 

시골생활이 현거주지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1997년 5월 광주군 곤지암의 대지 

292평/ 건평 52평의 단독주택(양옥)을 팔고 대지 200평/ 건평 47평의 통나무 전원주택 

으로 이주하였다(사례 4: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이상과 같이， 전원지향 이주의 동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흡언요인과 배출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흡인요인과 배출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전원지향 

이주는 결정된다. 

하지만 전원주택 거주자의 주요한 이주동기는 전원적 생활양식에의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전원주돼거주자들이 대체로 시골 출신(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이거나 외국에서 

전원적 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사례 23, 28)이라는 점에서， 전원생 

활에 대한 지향은 전원생활에 대한 경험과 갚은 관련을 맺고 있는 듯하다.2) 통근을 해 

야 하는 청장년층의 가구는 전원주택을 선정할 때 중심도시의 직장으로의 통근이 유리 

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사례 3. 8. 10. 23. 30 등) 노년층의 퇴직자와 은퇴자는 

퇴직(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을 시골에서 보내기 위해 이주하므로(사례 2, 7, 14, 16, 22, 

25, 29 등) 중심도시와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선태을 한다. 이 

2) 미국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에서 첼란(Zelan， 1961)은 성장기에 교외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은 

미래에 교외에서 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Wilson and Schulz, 1978, 19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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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재산가치증식(사례 4) , 건강문제(사례 44) , 넓은 작업공간(사례 48) , 사업자금마련 

(사례 33), 도시주거환경에서의 탈출(사례 38) 등이 이주동기로 언급된다. 

2. 이주과정 

1) 이주지에 대한 정보획득수단(인지과정) 

주거이동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내적 요인(가구의 필요와 기대수준의 변화)과 

외적 요인(주태 및 주거환경의 변화)으로 현거주지의 장소효용성이 떨어지면 개별 가 

구는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 가구가 이주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원하는 주택 

과 주거입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야한다. 

전원지향 이주자는 이주지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는가? 도시 내의 이주자와 

전원지향 이주자 사이에는 정보획득과정에서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가? 도시 내 이주 

와 전원지향 이주 사이의 정보획득과정의 차별성 여부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된 바가 

없으나， 도시 내 이주자는 공식적 통로에， 전원지향 이주자는 비공식적 통로에 의존하 

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존슨 등(Johnson et al., 1974)은， 이주지에 관한 정보획득수단에 있어서 고소득층이 

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구는 공식적인 통로에 의존하고 저소득층은 비공식적 통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Boume， 1981 , 140에서 재인용)고 주장한다. 즉 이주지에 대한 

정보획득수단은 소득계층이나 직종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거입지를 탐 

색하는 과정에서 소득계층이나 직종 뿐만 아니라 이주동기(경제적 동기에서 이주를 결 

정하였는가， 아나면 삶의 질적인 차원에서 이주를 결정하였는가)가 정보획득통로에 상 

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하다. 즉 경제적 동기에서 이주하는 자는 공식적 통로에，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주하는 자는 비공식적 통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원지향 이주자들의 경우에서 확인될 수 있다.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주거지 탐색 및 정보획득과정에서 공식적인 통로보다는 비공식 

적 통로를 주로 이용한다(표 4-11 참조) . “친구나 친지의 소개”가 39.6%, “직접 돌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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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이주지에 관한 정보획득통로 

친구/친지 직접 물색 
부동산관련 부동산 

동호인 기타주) 계 
잡지/신문 중개업소 

단독형 11 3 5 0 21 

단지형 8 7 5 0 4 3 27 

계 19(39.6) 10(20.8) 6(12.5) 5(10.4) 4(8.3) 4(8.3) 48(100.0) 

자료:면담조사 

주: 예전부터 알고 있는 지역， 고향(또는 고향 근처). 

니며 물색하였다”가 20.8%로 비공식적 통로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M씨 (65세， 퇴직자， 대졸， 아내 61세， 주부， 고졸)가 거주지를 옮기기로 마음 먹은 시 

기는 1993년이었다.M씨의 고향은 경기도 용인이다.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이 이 

주동기가 되었다. 이주결정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은 퇴직으로 통근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친척의 소개로 이곳을 알게 되었고， 친지가 강력하게 권유하여 이곳을 이 

주지로 결정하게 되었다. 1996년 3월에 대지 120평/건평 67평의 목조 전원주택을 매입 

하여 1996년 4월에 이주하였다. 서울의 아파트(44평)는 전세를 놓았다(사례 29: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아파트에 거주하던 N씨 부부(59세， 은퇴)는 아파트 생활이 답 

답하여 오래전부터 전원생활을 원했으나 자녀들의 반대로 이주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에서 손을 펜 후 이주하기로 결심을 하고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주지를 물 

색하고 다녔으나 공장 기도원 축사 때문에 좋은 주택지가 별로 없었다. 산세가 좋아 

현거주지로 이주하기로 결정하고 지역의 건축업자를 불러 집을 짓기 시작했다. 평당 

230만원에 계약을 했지만 두 번씩이나 업자가 집을 짓다가 돈을 폐먹고 도망갔다. 결 

국 평당 약 400만원을 들여 대지 600평/건평 50평의 집을 지어(건축비만 2억을 들였 

다) 1995년에야 입주할 수 있었다. 현거주지에는 N씨 부부와 대학을 갖 졸업한 딸(취 

업하면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 거주하며， 직장에 다니는 큰딸과 대학생인 아들은 전세 

방을 얻어 서울에 거주한다(사례 7: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회사원 P씨 (56세)의 고향은 경기도 화성이다. 항상 농촌에 정착하여 전원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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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P씨는 저축해 놓았던 자금으로 시골로의 이주를 생각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도를 보고 여러 지역을 조사하던 중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현 

커주지를 소개받았다. 신촌리의 주위 환경과 경치가 마음에 들어 1994년 7월 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대지 173평을 1억 7，000만원에 구입한 다음， 전소유자의 명의를 벌 

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직접 집을 지었다(건평 52평). 그리고 서울시 은평구 역 

촌동의 다세대주택을 처분하고 1995년에 단독형 전원주택으로 이주하였다(사례 35: 파 

주시 교하면 신촌리). 

C씨는 40여년의 긴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1988년에 이곳으로 이주하였다.C씨 (72세， 

퇴직자)와 그의 아내， 아들 내외， 손자 둘과 함께 산다. 40대였을 때 양평의 용문면에 

서 교직생활을 한 경험이 있었던 C씨는 1987년 퇴직한 후 서울 한남동에서 생활을 하 

던 중 양평에서의 생활이 떠올랐다. 특별히 서울에서 할 일도 없고 해서 차라리 시골 

에서 가축을 키우며 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부인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C씨 부인 

친구의 소개로 이곳을 알게 되었다. 입구 도로변에 있는 400여평의 농림지를 1987년에 

평당 1만원에 구입하였다. 40여년 교직생활로 받은 퇴직금(일시불)을 모두 투자한 것 

이었다. 땅을 매입한 후 바로 공사에 들어갔으나 건물을 건축할 때 많은 난관에 봉착 

하였다. 우선， 외지에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그만 작업이 있어도 민원이 발생하여 면사무소에서 감독이 나왔다. 이 때문에 건축 

업자와 인부들을 서울에서 직접 불러 건축하였다. 주택은 건평 60평의 단독형 전원주 

택이다. 건축비는 1988년 당시 5천만원 가량 들었다. 서울에서 인력과 자재를 수급하 

는 바람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들었다(사례 22: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대부분의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주택의 물리적 측면보다는 주태의 질적 측면에 관심 

을 기울이며(즉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경제적 차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살집으로서의 주택을 구할 때와 투자대상으로서의 주택을 구할 때에 사람들은 다소 다 

른 접근을 한다. 전자의 경우는 삶의 질이라는 측면(삶터)을 살펴야 하므로 보다 사적 

인 통로에 비중을 두며 후자의 경우는 삶터보다는 자본이득에 비중을 둘 것이므로 공 

식적인 통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다. 즉 전원지향 이주자들은 부동산중개업소와 

같은 공식기관보다는 친구나 친지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직접 돌아다니며 집터를 탐색 

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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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지 선정 

구체적인 이주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은 전원지향 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의 이주동기 

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일한 동기에서 이주를 결 

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이주결정에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동기들이 개입된다. 개 

별 가구는 복합적인 동기들에 따라 설정한 주거입지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과 주거환경 

을 갖춘 지역을 최종적인 이주지역으로 삼는다. 광주군의 P씨가 이주지를 선정할 때 

고려한 조건들을 살펴보면 전원지향 이주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는 매우 다양한 요 

인들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P씨가 염두에 둔 전원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전원생활에 

의 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이내의 지역， 서울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로가 다양한 곳， 공기가 맑고 대로에서 1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곳， 마을규 

모가 크지 않은 곳(10 - 15가구) 등이다. 현거주지는 대체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 

키고 있는 곳이다. 특히 뒤로 산이 있고 옆에 개울이 흘러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사례 

49: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 

전원지향 이주의 경우 삶의 질을 지향하는 집단은 전반적으로 경관 및 생활양식을 

중요시한다(표 4-12 참조). 대부분의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현거주지를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전원생활에의 욕구”와 “쾌적한 자연환경과 경관”이라고 응답한다(전체가구 가 

운데 64.6%를 차지한다) . 이로부터 전원적 생활양식과 쾌적한 자연환경/경관에서 전원 

적 생활양식을 향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는 것이 탈도시 주거입지의 최고 

표 4-12. 전원주택 거주자의 현거주지 선정 이유(다중응답) 

전원생활/ 접근성/ 직간접 경험 주택 
기타 

경관 교통 (고향/친지거주) (저렴， 선호) 

31 19 11 6 

64.6% 39.6% 22.9% 12.5% 2.0% 

자료:면담조사 

주: 비율은 조사가구 48가구에 대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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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전원지향 이주의 주요한 동기가 “생활양식”과 

“경관”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원지향 이주자들이 모두 삶의 질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그 가운데 일부 

는 경제적 동기에서 이주한다. 경제적 동기에서 이주하는 집단은 주로 직장에의 접근 

성이나 부동산가치로서의 주태에 중점을 둔다. 

한편 전원지향 이주자들이 꼽는 이주동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접근성이 좋은 곳/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전체가구 가운데 36.6%를 차지한다) . 

접근성과 교통을 이주동기로 언급하는 가구는 중심도시와의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하 

는 가구이거나 직주근접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이다(전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 전원 

주택 거주자가 중심도시와의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통근문제(통근에 지나치 

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다) 거주분열문제(중심도시의 주태에 거주하는 가족과 

의 연계) , 도시적 편익시설의 이용(교외나 시골과 같은 저차중심지에서 구득하기 어려 

운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사회적 네트워크(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맺은 사적/공적 활동 

및 유대관계) 등이다. 

N씨 부부(남편 60세， 퇴직자， 대학원졸， 아내 59세， 대학원졸)는 시골에서 노후생활 

을 보낼 생각으로 서울시 관악구의 대지 60평/건평 50평의 단독양옥집을 자녀에게 증 

여하고 대지 600평/건평 20평의 단독형 전원주택으로 이주하였다(1990년 10월). N씨의 

고향은 충남 청양군 화성면이며， 고향은 계곡의 기숨에 위치해 있었다. 고향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지금의 거주지를 정한 것은 아니나 양자간에는 유사성이 있다. 현거주지 

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알게 되었다.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가 주요한 통기였으나， 

퇴직으로 직장문제가 없어져 이주할 수 있었다.N씨가 이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 

며， 현거주지를 이주지로 결정한 요인은 서울(자녀가 서울에 있다)과의 거리， 교통， 산 

세 등이다(사례 14: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이외에， 직/간접적인 경험(고향， 친지거주， 그 지역에서의 생활경험)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호감을 가지고 있음， 저렴한 주태가격， 마음에 드는 집 등이 이주통기로 

언급되었다. 

고전지대론에서는 “토양의 비옥도”와 “위치상의 이점”을 지대결정요인으로 간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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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요인에 따라 기능의 업지 및 구체적인 토지이용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전 

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경관"(전원생활을 위한 조건)은 장소가 가진 절 

대적 입지 (site로서의 속성)이며， “토양의 비옥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접근성과 

교통”은 장소가 가진 상대적 입지 (situation으로서의 속성)이며， 고전지대론의 “위치상 

의 이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양자 모두 주거입지결정의 결정적 요인이 

기는 하나， 전원지향 이주에서는 장소의 상대적 입지보다는 절대적 입지가 더욱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3) 이주에 소요되는 시간 

이주에 소요되는 시간(이주결정에서 이주지로 이주하기까지의 기간)은 이주를 계획 

하고 있는 자가 이주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얼마나 선중을 기하는가를 가늠하는 지표 

이다. 이주자가 경제적 동기(주태의 부동산가치， 직주큰접 등)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목표가 변화함에 따라 주거입지는 가변적일 수 있는 반면， 삶의 질(전원적 생 

활양식， 양호한 근린)을 추구하는 경우의 주거입지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일 것이다. 따 

라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자가 경제적 통기에서 이주하는 자보다 이 

주에 더욱 긴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또한 단독형 전원주태과 단지형 전원주택 사이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단독형 전 

원주택의 경우에는， 각 가구가 토지구입 및 주택건설(토지구입 - 토목공사 - 건축 및 

조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단지형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업 

체가 토지의 구입에서 주택 건설에 이르는 과정의 전부나 일부를 대행한다(동호인을 

모집하는 경우， 토지를 구입하여 토목공사를 한 단계에서 분양하는 경우， 토지 구입 -

표 4-13. 전원주택 거주자의 탐색기간 

1년 이하 2년 - 5년 6년 이상 계 

단독형 9(42.9) 9(42.9) 3(14.2) 21(100.0) 

단지형 17(63.0) 7(25.9) 3(11.1) 27(100.0) 

자료:변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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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 건축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행하는 경우 둥이 있다) . 따라서 단독형 전원 

주택 거주자가 단지형 전원주돼 거주자에 비해 긴 시간을 들인다. 

4) 이주경로 

전원지향 이주를 지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원지향 

이주의 근원적 통기는 전원적 생활양식에 대한 향수이다. 전원지향 이주자들이 전원적 

생활양식에 대한 향수에서 이주하는 것이라면， 전원지향 이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대 

개 시골생활의 경험을 가진 자들일 것이다. 시골생활의 경험 유무는 전원지향 이주자 

의 생활사를 추적하여 이주경로를 밝힘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전원주택 거주자를 출신지역별로 구분해 보면(표 4-14 참조) , 군부(54.2%) 출신자가 

시부(45.8%) 출신자보다 다소 많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1960 - 1970년대에는 

도시화율이 매우 낮았고3)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은 1960-70년대에 폭증했다는 것을 감 

안할 때， 당시의 군부지역 출신자들은 대부분 시골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부 출신자라도 일부(소도시나 도시의 주변부에서 성장한 경우)는 역시 시골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군부지역 출선자의 비율이 54%이지만 실 

제로 시골생활의 경험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이다. 

이주경로는 전원주택 거주자의 이주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개별 가구 

의 생활사의 궤적을 밟아가다보면 이주과정이 매우 복잡한 과정임을 알게 된다. 개별 

가구들의 복잡한 이주경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심지계층상에서의 주거 

표 4-14. 전원주택 거주자의 출신지역 

자료:면담조사 

3) 한국의 도시화율은 1970년에 약 50%에 불과했으나 이후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어 1980 

년에는 69.4%로서 약 20%의 신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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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변화를 중심으로 이주경험을 정리하는 것이 유용하다.<그림 4-1>은 전원주택 거 

주자의 이주경로(고향 - 직전거주지 - 현거주지)를 주거지의 중섬지계층에 따라 단순 

화시킨 것이다. 

고향과 직전거주지의 중심지계층을 조합하면 이론적으로 다양한 이주경로가 나타날 

수 있으나(각각 3계층으로 나누면 9가지의 이주경로가 나타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배적인 이주경로는 시골을 떠나 (대)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형 인구이동(離村向都型 

人口移動)이다. 전원주택 거주자의 세대주 연령에서 살펴본 것처럼 40대 이상이 약 

81%를 차지한다. 이들의 대다수는 1960 - 1970년대에 (대)도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1960 - 1970년대 대도시 인구성장을 주도했던 세력은 바로 이촌향도형 인구이 

동 세대였다. 

직전거주지와 현거주지와의 관계에서는 대도시(서울)에서 시골로의 인구의 흐름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는 1960 - 1770년대의 이촌향도형 인구이동과 비교할 때 인구이동 

의 흐름이 반대방향인 “이도향촌형 인구이동(離都向村型 人口移動)"의 출현이다. 수도 

권 전원주택 거주자 가운데 직전거주지가 서울인 가구가 38가구(79.2%) 이며， 여기에 

직전거주지가 인천 및 경기 시부인 가구까지 합하면， 전원주택 거주자의 약 96%가 도 

{해:↓책댁: {{講젠샤 

그림 4-1. 전원주택 거주자의 이주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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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떠나 시골로 주거지를 옮긴 사람들이다. 

그러면 고향 - 직전거주지 - 현거주지의 관계로 전원주택 거주자의 이주경로를 사 

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첫째， 시골로의 회귀이주(시골 • 대도시 • 시골)이 

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B씨 부부(52， 50세)의 고향은 경북 의성이며 직전 거주지는 서 

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이다. 아내가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했고 또 경제적 여력도 생겨， 

부부는 1995년 시골로 이주하기로 하였다. 신문과 잡지를 통해 장소를 알아보던 중 고 

향의 환경과 유사하고 산세가 좋은 현거주지를 이주지로 선택하고 1996년 9월에 입주 

하였다(사례 5: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건축엽을 하는 J씨 (36세)와 광고기획을 하는 배우자(34세)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5세)이 산다. 고향은 충북 진천이다. 1994년에 시골로 이주할 생각을 했다. 1996년에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대지 15α건평 40평의 목조 전원주택으로 이주하였다. 

현거주지를 선택한 것은 주위 환경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며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이 

다.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기 위해 도시의 편리함을 버리고 이주했 

다"(사례 10: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 

시골로 회귀이주하는 형태에는 고향으로의 회귀이주가 포함된다. 고향을 떠나 대도 

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태이다(이것이 전형적인 회귀이주이다). 

S씨와 L씨， 그리고 일본의 W씨는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고향으로 

이주한 사례이다. 

S씨 부부(62세， 연구직， 아내 61세， 주부)는 1980년 12월에 S씨의 고향인 양평군 강 

하면에 토지를 구입하였고 1993년에 대지 180평/ 건평 57평의 단독형 전원주택을 지 

어 1993년 3월에 입주하였다. 직전거주지는 서울시 성동구이며， 아파트(32평)는 임대했 

다.S씨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인천시 소재 직장으로 통근한다. 고향이므로 현거주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녀교육의 문제가 없어져 이주할 수 있게 되었다. 아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거주지는 산세가 좋기도 하지만 S씨의 고향이라 이주지 결정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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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었다. 공기가 맑아 건강에 좋으나 출퇴근하기가 불편하고 피로하다(사례 15: 양 

평군 강하면 동오리). 

L씨 (52세)는 배우자(46세) , 큰딸(20세， 대학교 1년) , 둘째딸(17세， 고등학교 3년)， 막 

내딸(8세， 초등학교 1년)과 함께 산다. 고향은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이며 서울시 서대 

문구 대신통에서 십년을 살다가 1994년에 파주로 이주했다. 고향이 근처이므로 이 지 

역에 대해서는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5년전 L씨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생각에서 어머니 고향인 현거주지에 농가주택을 구입해 두었었다. 1991년 4월에 L씨 

는 사업 자금을 마련할 겸， 고향으로 가서 전원생활도 할 겸 해서 서울의 단독주택(한 

옥， 50평)을 처분하고， 마련해둔 토지에 대지 300평/건평 40평의 단독형 전원주택을 지 

었다(사례 33: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으라와(浦和市) 교외의 단독주택에 사는 W씨 가족(남편 35세 아내 30세)은 집이 

좁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밀집해 있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으며 비가 오면 길가의 도랑에서 물이 넘쳐흐르는 나쁜 환경에 지쳐 있었다. 더구 

나 W씨는 긴자(銀座)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매일 1시간 30분을 보내며， 집으 

로 돌아올 때면 파김치가 된다. 이전부터 자연의 혜택이 양호한 환경에서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자유롭게 키우겠다고 생각해왔던 W씨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그만 

두고 고향인 오이타시(大分市)로 돌아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로 생각하고 가족과 

상담하였다. 아내는 썩 내켜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U-tum하 

기로 결정했다. 오이타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가 옛친구의 소개 

로 고향에서 역사가 오래된 전자 메이커의 개발 부문에 취직할 수 있었다. 몽경에서 

근무할 때에 비해 실수입은 다소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아 생활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통근시간은 자동차로 20분에 불과하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졌다. 집은 고향집 가까이에 있는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을 구입했으며， 이는 동경 

교외의 중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했다. 앞으로 집을 증축하여 부모님을 모 

시고 살 생각이다. 통근시간이 감소한 만큼 자유시간이 증가되어 가족과 보내는 시간 

도 많아졌다(二그-/、 ë'T-~ 크 ν짧究會， 1989, 40-43). 

둘째， 중심지계층상에서의 회귀이주에 해당하지만 전원생활의 경험이 없는 경우， 즉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주하였다가 시골로 이주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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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 (50세)와 그의 아내 (46세)， 딸 둘(22세， 20세)가 산다. 고향은 구미시이고 직전거 

주지는 서울시 영등포구이다. 현거주지로 이주하기로 마음 먹은 시기는 1996년 3월이 

다. 이곳이 직장 근처라 지나다니다 발견했다. 이주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내이다. 서울이 복잡하고 공기가 나쁘고，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서 이주하기로 했다. 직장이 가깝고 산세가 좋아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택지를 

분양 받아 직접 지었다. 1996년 3월에 토지를 구입하고 1996년 7월에 집을 짓기 시작 

하여 1997년 1월에 입주하였다. 여의도의 34평형 아파트는 매각하였다. 현재의 주태은 

대지 180평/건평 35평의 단지형 전원주택이다(사례 39: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셋째， 성장기에 전원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이주형태이다. 즉 대도시에서 중간이주지 

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시골로 이주한 경우이다. 양평군의 K씨는 태어나서 서울을 

떠나 생활한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어린시절에는 전원생활의 경험이 소중하다고 생각 

한 그는 아이에게 고향을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에서 시골로의 이주를 결정했다. 

서울이 고향이고 서울을 떠나서 생활한 적이 없는 K씨 (45서| 무역업)는 1984년에 이 

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으며，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아이에 

게 고향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조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아내도 전원적 환경으 

로 이주하기를 원했다. 1994년 친구의 소개로 현거주지를 알게 되었고 산셰가 좋고 계 

곡이 있고 교통이 편리하여 현거주지를 이주지로 결정했다. 1994년 11월에 토지를 구 

입하여 약 5 개월후에 공사를 시작하였고 1996년 1월 20일에 입주하였다. 대지 3003평 

에 건평 60평의 전원주택은 이전에 살던 서울 강동구의 32평 아파트에 비하면 훨씬 

넓다(사례 1: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넷째， 대도시에서 대도시 인근의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그 외곽의 시골로 이주 

하는 경우이다(단계이주). 이는 전원생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적응단계로서 중간이 

주지에서 일시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시골로 이주하는 형태이거나， 또는 신도시로 이주 

하였다가 시골로 이주하는 형태이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의 아파트에 살던 P씨 (40세， 아내 40세， 자녀 10, 12세)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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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전부터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골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 

는 아내의 반대로 이주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말마다 아내를 데리고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아내를 설득했다. 1994년 홍천에 사는 친구의 전원주택을 방문한 후에 결 

심하게 되었다. 신문과 부동산잡지를 보고 관련 회사에 문의를 하고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장소를 물색하였다. 계곡이 좋은 현거주지로 이주하기로 정하고 1994년에 

평당 십만원에 토지를 구입하였다. 1996년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광주군 퇴촌의 빌라 

에서 1 년간의 적응기간을 가지면서 시골생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얻었다. 

1997년 2월에 대지 485평/건평 56평의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하여 1997년 6월에 입주 

하였다(사례 6: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S씨 (63세， 퇴직자， 대졸)와 배우자(60세， 대졸)는 친구의 소개로 현거주지를 알게 되 

어 1991년 10월에 토지를 구입하였다.S씨의 고향은 서울시 종로구이며 직전거주지는 

성남시 분당구(49평 아파트)이다.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퇴직으로 직장문제 

가 없어졌다. 아내가 원했다. 아는 사람이 살고 있고 교통이 편리하여 이곳으로 정했 

다. 1996년 7월에 대지 800평/ 건평 40평의 단독형 전원주택(철골패널)을 지어 1996년 

12월에 입주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지만 난청지대라 방송수신에 어려움이 있 

다. 분당의 아파트는 처분하고 대학원생인 아들에게는 전세를 얻어주었다(사례 16: 양 

평군 양서면 증동리). 

Y대 교직원인 40세의 세대주 L씨 가족(40세， 아내， 장남， 초등학교， 차남 유치원)은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에 살다가 1996년 10월에 이주하였다. 예전부터 전원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1995년부터 통호인을 결성하여 직장과 가 

깝고 주변환경이 마음에 드는 곳을 물색하였다. 1995년 8월경 토지를 구입하고 단지부 

지를 닦았다.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목조주택을 지었다. 이주지를 파주시 교하면 상 

지석리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의 직장과 가깝기 때문이었다. 신도시에 

살 때보다 집의 크기가 넓어졌다(대지 200평/ 건평 40평).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 

고 집앞으로는 큰 벌판이 펼쳐져 있어 늘 자연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틈틈이 집앞 

의 정원을 가꾸면서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는 실감을 하게 된다(사례 36: 파주시 교하 

면 상지석리). 

전북 고창의 농촌에서 자란 K씨 (39세， 교직원)는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에서 직전 

m … 



거주지인 일산 신도시(1년정도 살았음)로 이주하였다가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에 

서 이주하기로 결심했으나 나머지 가족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1995년에 직장의 동료들 

과 동호인을 구성하여(생각같아서는 고향으로 이주하고 싶지만 직장문제로 아직은 그 

럴 수 없다) 이주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1995년에 토지를 구입하였고 1995년 말에 

집을 짓기 시작하여 1996년 8월에 입주하였다. 일산의 32평 아파트를 팔고 대지 150평 

/건평 35평의 단지형 전원주택으로 이주하였다(사례 47: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 

전원주태 거주자의 지배적인 이주과정은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시골로 

돌아가는 회귀이주이다. 이들의 이도향촌형 인구이동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지는 않지 

만 전원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순수한 주거 목적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에서 대도시 주변지역의 선도시나 도소읍으로 이주했다가 다 

시 시골로 이주하는 단계이주의 사례(사례 6, 16, 36, 47)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상에서 전원주태 거주자의 이주경로(고향 - 직전거주지 - 현거주지)를 검토해본 

결과， 1960 - 1970년대 “이촌향도형 인구이동(離村向都型 人口移動)" 또는 “농촌탈출 

(rural exodus)"을 주도했던 인구가 1990년대에 들어와 “이도향촌형 인구이동(離都向村 

型 人口移動)" 또는 “도시탈출(urban exodus)"이라는 역방향의 흐름을 지향하고 있다 

고 결론지을 수 있다. 

3절. 이주동기 및 이주과정에 따른 유형구분 

1. 이주동기에 따른 유형구분 

위에서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들의 일반사항들과 이주통기 및 이주과정을 거시 

적·미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전원주돼 거주자들을 이주 

동기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삶터를 옮기는 것은 살고 싶은 조건을 갖춘 이상적인 주거입지를 찾기 위함이다. 중 

산층의 전원지향 이주(구체적으로， 전원주택으로의 이주)도 이상적인 주거입지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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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이 이상적인가? 이상적인 주거입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집단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선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는 이주 

동기 및 이주지 선정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이상적인 주거입지관의 윤곽을 그 

려볼 수 있다. 사람들의 이상적인 주거입지관이 이주동기 및 이주지 선정 이유를 통하 

여 표출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주동기는 크게 경제적 동기와 비경제적 동기(삶의 질)로 구분될 수 있다. 비경제 

적 동기는 전원적 생활양식 양호한 자연환경(경관) 가정생활 또는 공동체에 대한 가 

치 등이며， 경제적 통기는 주택의 경제적·물리적 측면(부동산가치， 넓은 공간， 내집 마 

련 등) , 직장에의 접근성 등이다. 이와 같은 이주동기를 기준으로 하여 전원지향 중산 

층들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삶의 질에 가중치를 두는 유형으로 

는 (1) 경관/전원생활지향형， (2) 가족/근린공동체지향형이 있고， 경제적 측면에 가중치 

를 두는 유형으로는 (3) 주태지향형 (4) 직장지향형이 있다. 전원주태에 거주가구를 

이 러 한 유형 구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삶의 질”의 동기 

(1) 경관/전원생활지향형: 31 가구 

(2) 가족/근린공동체지향형:3가구 

2) 경제적 동기 

(3) 주택지향형(부동산가치): 5가구 

(4) 직장지향형(직주근접): 6가구 

각 유형별 이주동기와 이주행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15 참조) . 

(1) 20세기말 한국사회의 전원주택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경관 및 생활양식이라 

는 전원지향 인구이동의 전통적인 요인들은 유용성을 가진다. 

(2)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근린공동체를 지향하는 경우는 적다. 

미국의 교외화에서는， 중산층들이 열악한 근린(특히 인종문제로 인한)을 피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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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전원지향 이주의 주요 유형 

분 류 주요한 이주동기 이주행태 

경관 및 
경관/전원생활지향형 

전원적 주거생활환경 

생활양식 맑고 깨끗한 산수 능동적 

비공식적 통로 

가족 
가족/근린공동체지향형 

친밀한 가정생활/ 이주기간이 길다 

근린(공동체) 양호한 근린(공동체) 

주택지향형 내집 마련/ 

(부동산가치) 
주택 

주택의 경제적 가치 수통적 

공식적 통로 

직장지향형 

(직주근접) 
직장 직장에의 접근성 이주기간이 짧다 

외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전원주태현상은 이런 점에서 미국의 교외화와는 차별적 

이다. 

2. 이주과정에 따른 유형구분 

전원지향 이주자들의 이주유형은 크게 회귀이주(retum migration)4)와 비회귀이주 

(non -retum migration)로 구분된다. 전자는 전원생활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후자는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중간 이주지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 

라 각각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그림 4-2 참조) . 

1) 회귀이주 l(지방도시 • 대도시 • 시골): 7가구 

2) 회귀이주 2(시골 • 대도시 • 시골): 25가구 

3) 비회귀이주 l(대도시 • 시골): 9가구 

4) 본래적 의미에서의 회귀 이주는 어떤 장소(A)에서 다른 장소(B)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처읍 

의 장소(A)로 이주하는 A • B • A형의 인구이동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중심지계층상에 

서의 ABA형 인구이동(예컨대 농촌에서 도시로 갔다가 다시 농촌으로 이주하는 형태)을 뜻 

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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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회귀이주 2(대도시 • 소도읍 • 시골): 4가구 

지방도시 농촌 

대도시 대도시 

농촌 농촌 

회귀이주 1 회귀이주 2 

(return migration) (return migration) 

대도시 대도시 

소도읍 

농촌 
농촌 

비회귀이주 1 비회귀이주 2: 
(non-return migration) 단계이주 

(step migration) 

’ cc= 중심도시， c= 시꿀 

그림 4-2. 전원주택 거주자의 이주유형 

(1) 전원지향 이주의 지배적인 유형은 <회귀이주 2>, 즉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세대가 

다시 시골로 회귀하는 유형이다. 

(2) <회귀이주 2>가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전원생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탈도시적 주거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전원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전원생활을 동경하지 않는 것 

은 아니다. 

(3) 전원생활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이주지에서 전원생활에의 적응단계를 가 

지기도 한다: 비회귀이주 2(단계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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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중산층이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주요 

한 동기는 주거와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며， 이는 대도시의 주거환경에 의 

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와 대도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주거 

와 관련된 삶의 질은 주로 경관 및 전원적 생활양식， 양호한 근린(공동체)와 관련되며， 

1990년대의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원주택은 삶의 질 가운데서도 전원적 생활양식 

을 지향하는 주거양식이다. 

전원주택으로의 이주과정은 특정한 가족생애주기에 속하는 사람들의 선택적 이주과 

정이며， 전원주택 거주자의 이주경로(고향 - 직전거주지 - 현거주지)를 통하여 각 가 

구의 이주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1960 - 1970년대 “이촌향도형 인구이동(離 

村向都型 人口移動)" 또는 “농촌탈출(rural exodus)"의 주력 세대들이 1990년대에 들어 

와 “이도향촌형 인구이동(離都向村型 人口移動)" 또는 “도시탈출(urban exodus)"이라 

는 역방향의 인구이동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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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원주택 거주자의 적응과정과 생활양식 

본 장에서는 탈도시 주거양식을 선태한 사람들은 도시환경과 상이한 지역에서 어떻 

게 적웅해 가며， 이들의 적응과정에서 생활양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다룬다. 1절에 

서는 거주양식， 통근/통학양식， 중심지이용행태， 근린관계， 일상생활 둥에서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또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어 가는지를 심층적인 사례분 

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2절에서는 이론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원주 

택현상이 새로운 생활양식(탈도시적 생활양식 또는 전원적 생활양식)의 출현을 예고하 

는 주거생활양식으로서 전원주태현상의 의미를 논의한다. 

1 절. 전원주택 거주자의 적응과정 

1. 거주양식 

전원지향 이주는 전원적 생활환경을 찾아가는 인구이동의 흐름이다. 전원적 환경은 

쾌적한 주거환경이기는 하나 도시적 편익시설이 불비한 경우가 많다. 전원지향 이주자 

틀은 도시적 편익시설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양자를 통시에 추 

구할 수 있다면 최상의 조건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표 5-1. 전원주택 거주자의 주택양식(단독형과 단지형) 

단독형 단지형 계 

양평 13 9 22( 45.8) 

용인 3 6 9( 18.8) 

파주 5 12 17( 35.4) 

계 21(43.8) 27(56.2) 48(100.0) 

자료: 면담조사 

- 141 -



사진 5-1. 단독형 전원주택: 파주시 교하면(1997. 10. 28) 

도시주태과 비교할 때， 단독형 전원주택과 단지형 전원주택은 기본적으로 전원적 주 

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양자의 차별성을 굳이 논의하자면， 전자는 전원적 주거환경이， 

후자는 도시적 편익시설이 보다 잘 구비된 전원주태이다. 전원지향 이주자들은 어느 

정도의 도시적 편익과 전원적 쾌적성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단독형이나 단지형을 선택 

한다. 

단독형은 개별적으로 준농림지를 구입하여 건축하며，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과 

인접한 곳이나 마을을 경유하는 곳에 입지한다(간혹 외따로 격리된 장소에 입지하는 

경우도 있다). 단지형은 건설자본에 의해 새로운 주택상품으로 개발된 형태로 준농림 

지에 5 - 20채씩 건축되며 기존 마을과 격리된 곳에 입지한다. 

단독형은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형태인 반면 단지형은 도시적 기능이 적절히 

구비되어 있는 형태이다. 단독형은 그 자체로 등질적인 근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므로 

원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처럼 적응에 실패하여 근린이나 지역 

공동체에 여하히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이주를 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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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2. 단지형 전원주택: 파주시 월롱면(1997. 5. 8) 

만 농촌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이주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 그렇지 

않고 기존의 마을과 완전히 격리된 지역에 입지해 있을 경우에는 도시생활양식에서 

익숙한 인적 유대관계가 깨어짐으로써 거주자는 심각한 고립감(고독감)에 빠질 수 있 

다. 

이에 비해 단지형은 도시생활양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 

는 양식이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거주자들은 자체의 주민들로 등질적인 근린공동체 

가 구성되므로， 또한 기존 마을과 격리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원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으며 원주민과 양호한 근린관계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다. 이와 같이 단독형 전원주태과 단지형 전원주태의 입지적 차별성은 근린과의 관계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단독형 전원주택이나 단지형 전원주태이나 전원적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대도시 주민이 전원주태으로 이주한 대도시 주민은 거주양식에서 어떤 변화 

를 경험하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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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적 주거양식에서 탈도시적 주거양식으로 이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각 개인들이 중심도시에서 생활하면서 형성해온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필요 

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전원주택으로 이주한다 

고 해서 중심도시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긴밀함의 정도는 어느 정도 차이 

가 있지만 중심도시와의 관계는 대부분 그대로 잔존한다. 그러므로 중심도시로의 접근 

성은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근 여부에 관계없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대도시 주민이 중심도시의 주택을 버리고 탈도시적 환경의 전원주택으로 생활근거지 

를 옮김으로써 노동， 교육 등의 기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전원지향 이주를 감행한 도시인은 상위중심지에서 하위중심지로 이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활동 수행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새로운 거주양식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 

서 “취락의 계층체계에 따른 가족의 거주분열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 세컨드홈”이 

등장한다. 다시 말해， 중심도시의 주택과 비교하자면 전원주택이 입지한 탈도시 지역의 

유형 거주분열 역통근 

상위중섬지 강륨{ 거주 l램뉴쫓 

하위중심지 텀E끄 훨〉--- i---과---i 
-----------

생활근거가 하위중심지에 있는 가족 일자리가 하위중심지에 있으나 자녀교 

비고 이 자녀교육을 위해 상위중심지에 2 육을 위해 생활근거를 상위중심지에 

차주거를 마련하여 거주분열 유지하면서 일자리로 통근 

ll 거주 | l 일차주거에서의 거주(prima따sidence) 
기본활동의 

| 거주 | 이차주거에서의 거주(secondaη residence) 공간적 결합강도 

: 거주 : 임시주거에서의 거주(contingent residence) 

그림 5-1. 취락의 계층쩨l계에 따른 거주분얼(柳佑益，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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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중심도시로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2주택(세컨드홈)을 두는 것이다. 세컨드홈을 둘 

것인가 여부는 중심도시와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에 따라 결정되며， 중심도시와의 

연계의 긴밀성은 “도시 세컨드홈”현상으로 표출된다. 그러므로 도시 세컨드흠을 두는 

전원주택 거주자는 “취락의 계층체계에 따른 거주분열” 또는 “기본활동의 공간적 분 

열”이라는 특이한 행동양식을 통해 기회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셈이다. 가족이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이러한 행동양식은 매우 비타협적이라는 점에서 극단적이고 중간적이 

지만 반드시 잠정적이거나 한시적인 것은 아니다. 상위중심지로부터 하위중심지를 향 

한 역통근 역시 ‘기본활동외 공간적 분열’이란 범주의 특이한 행동양식이다. 가족의 거 

주분열이든， 기본활동의 공간분열(역통근)이든， 그것은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행동양 

식을 넘어 생활의 양식으로 정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류우익， 1988, 104) , 이와 같은 

취락의 계층체계에 따른 거주분열 및 도시 세컨드홈 현상이 현재로서는 두드러진 양상 

을 보이지는 않지만 전원주택이라는 탈도시적 주거양식이 확산되면서 하나의 생활양식 

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여겨진다. 

전원주택 거주자의 거주양식은 (1) 중심도시에 세컨드흠을 두지 않는 경우(중심도시 

에 주태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한 경우)， (2) 중 

심도시에 세컨드홈을 두는 경우(자가소유 세컨드홈을 두는 경우와 세컨드홈을 임차하 

는 경우)로 유형화될 수 있다(그림 5-2 참조) , 중심도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세컨드홈을 두지 않는 집단은 중심도시와의 연계가 가장 약한 경우이다. 둘째， 세컨드 

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심도시에 자가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집단은 중심도시 

와의 연계가 현재로서는 긴밀하지 않지만 미래에 중심도시로 재이주할 가능성을 가지 

고 있는 집단이다. 셋째， 중심도시에 자가소유 세컨드홈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경제적 

으로 여유가 있고 중심도시와의 연계가 강한 집단이다. 넷째 세컨드홈을 임차한 집단 

역시 중심도시와의 연계가 강한 집단이다. 

중심도시에 거주함으로써 구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은 전원지향 이주로 인하여 

대부분 상실된다. 현실적으로 탈도시적 주거환경이 도시적 편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심도시와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도시적 편익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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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율두지 않는경우 세건드홈을두는경우 

즈a
 시
口
 도 
시 

PH = Primary Home 
SH = Second Home 

A 임차 
。 자가소유 

그림 5-2. 전원주택 거주자의 거주양식 

공되지 않더라도 굳이 세컨드홈을 둘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중심도시와의 관계가 긴밀 

하거나 주변지역에서는 공급받기 어려운 서비스를 요할 때에는 전원지향 이주로 인한 

불편함(직장문제， 교육문제 둥)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컨드홈을 둔다. 양평군의 

B씨는 거주분열 및 도시 세컨드홈의 사례이며， 광주군의 P씨는 도시 세컨드홈의 필요 

성을 역설하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의 50평 아파트에는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 둘이 거주하고， 

B씨 부부는 대지 110평에 건평 35평의 통나무 주택을 구입하여 전원생활을 시작하였 

다.B씨 부부는 전원주택을 상시거주용이자 주말주택용으로 사용한다. 즉 평상시에는 

상시거주하고 때로는 자녀가 사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지내다가 주말에 내려오기도 한 

다(사례 5: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이 불편할 것 같다. 도시에 생활근거를 두 

고 있는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컨드홈을 서울에 마련할 생각이다. 10평쯤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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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택을 세컨드홈으로 하나 얻어 둔다면 자녀가 사용하거나 P씨 부부가 서울에서 

일을 보다가 시간이 남을 때나 다음 날의 행사(예 결혼식)를 위해 서울에 머물러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다(사례 49: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 

일본에서도 도시 세컨드홈의 양상은 커다란 징후로 나타나고 있다. 남편은 도시의 

세컨드홈에서 홀로 거주하고 주말이 되면 근교도시의 자택으로 가서 생활하는 E씨 

가족과 정년퇴직후 시골로 U-tum하여， 동경에 세컨드홈을 구입한 O씨 부부는 도시 

세컨드홈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모정의 회사로 통근하는 E씨 가족(남편 40세， 아내 39세)은 자식이 둘 있으며， 최 

근까지 강동구의 2DK 아파트에서 살다가 맞이가 중학생이 되자 집이 좁아 보다 넓은 

집을 구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통근시간 1시간 거리 내에 있는 지금보다 넓은 아파트 

를 찾았으나 원하는 규모와 가격의 아파트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주택잡지를 보 

고 복합거주(multi - habitation)라는 거주형태를 알게 되었다. 이는 동경근교에서 아파 

트를 구입해서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케부크로(池幾)역 근처에 원 

룸아파트를 빌리고 그마가야시(熊유市)의 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고 민간이 개 

발한 주택지에 조성된 정원이 딸린 신축주택을 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집이 넓어 

졌고 가족들은 각각 자기 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환경(학교와 쇼핑 등)도 

비교적 좋아 E씨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E씨가 자택에서 오태마치(大手메)까지 통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매일 장시간에 걸쳐 통근하는 것이 고달프기 

때문에 주중(월 - 금)에는 이케부크로역 근처의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금요일에 

일이 끝나고 나면 가족이 기다리는 자택으로 돌아와， 토요일에는 가족과 근처의 임대 

농원에서 채소를 가꾸며 한가롭게 보내며 월요일 아침에는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한 

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이전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가족의 생활환경이 좋아 

졌고 집에 돌아가자고 마음먹으면 매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생활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다(二그-/、 t:'T-~ 크 ν冊究會， 1989, 36-39). 

동경의 상사에 근무해온 O씨 부부(남편 60세 아내 57세)는 퇴직과 동시에 기후가 

온난하고 땅값도 싼， 고향의 미야자키(宮뼈)시 교외에 개발된 신도시의 구입하여 이전 

하기로 했다.0씨댁의 주변에는 O씨와 비슷하게 동경이나 오사카(大版)에서 이주해온 

가족들이 많다. 고대사 연구를 하는 O씨는 취미에 그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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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출판하는 것을， 아내는 동경의 아파트에서는 할 수 없었던 도예에 몰두하는 것 

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시간을 이에 활용하려 한다. 미야자키에서 

의 생활은 넉넉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곳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면허증이 없어 

물건을 구입하고자 할 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껴 자동차 면허를 딸까 생각하고 있다. 

동경에서 미야자키로 이주함으로써 두 사람은 자료조사， 전람회， 재료구입 등을 위해 

동경에 나가는 일이 많아져 하네다(겼田) 가까이에 있는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이 아파트는 회원제로， 이용할 때마다 약간의 이용요금을 

내며， 유지·관리의 수고와 비용이 적어 O씨 부부처럼 한달에 한두 번 이용하는 사람 

에게는 매우 편리하다. 가끔 오사카에 살고 있는 아들의 가족들도 이용한다. 두 사람 

은 동경에서 대도시의 활기를 느끼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 신선한 자극을 받고 돌아오 

지만， 최근에는 자연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는 미야자키의 좋은 점을 재확인하고 돌아 

오는 일이 많다(二그-/、 t:'T-~ 크 ν빠究會， 1989, 64-67). 

통상적으로 세컨드흠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 교외나 시골에 여가생활을 위해 마련한 

별장과 같은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도시주택을 일차주택으로， 

전원적 환경을 갖춘 주택을 제2주택으로 사용하는 양식이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일차 

주거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별장이나 세컨드홈과 다르다. 또한 전원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양식은 기존의 교외(또는 시골) 세컨드홈과는 달리 도시 세컨드홈의 출현을 동반 

한다. 전원주택 거주자는 중심도시와의 연계의 필요로 인하여 도시 세컨드홈을 두는 

것이다. 아직 도시 세컨드흠이 전원주택 거주자들의 보편적인 주거양식으로 확산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원주택의 확산과 더불어 도시 세컨드흠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2. 통근·통학양식 

노동 및 교육은 주거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본활동이며， 중심도시와의 관계에서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근과 통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전원주택 거 

주자가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전원생활에 적용해 가는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은 통 

근문제와 통학문제에의 적응이다. 

사례지역은 서울 중심에서 반경 약 40 - 50킬로미터권에 속하는 지역이다. 양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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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동(남)부지역， 용인은 서울의 강남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며， 파주 

는 서울의 서(북)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특히 파주는 다양한 중심기 

능을 갖춘 일산 선도시가 가까이 있어 굳이 서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재화와 서비스 

기능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양평에는 서울의 동부지역， 남부지역으로 통근하는 사람들과 퇴직자들이， 용언에는 

강남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파주에는 서울의 서부지역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다수 

를 차지한다. 이는 탈대도시적 주거입지의 경우에도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은 여전히 중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자들은 정기적인 통근의 펼요성이 없으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쾌적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양평지역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호양식이 나타나는 것은 전원지향 이주자들이 “경관과 생활양식”을 주요 요인으로 

삼지만， 이와 더불어 “중섬도시 또는 직장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1) 통근/통학수단 

전원주택이 입지한 지역은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이라 사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통근·통학을 하기가 쉽지 않다. 주요 통근·통학수단은 사적인 교통수단이거나 

사적인 교통수단을 매개로 한 공공교통수단이다. 자가승용차를 이용하거나 자가승용차 

와 대중교통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근수단 가운데 

71.4%(40명)를 차지하며 통학수단의 65.1 %(28명)를 차지한다. 

K씨와 그의 아내는 각각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며， 강남까지 통근하는 데에는 1시간 

-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은 전교생이 120명이고 한 학년당 

표 5-2.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근수단 (단위: 명) 

승용차(+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통근자 없음 계 

단독형 19 0 6 25 

단지형 21 5 5 31 

계 40(71 .4) 5(8.9) 11 (19.6) 56(100.0) 

자료: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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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학수단 (단위: 명) 

승용차 통학버스 대중교통수단 1 + 2 또는 
도보 

통학자 없음 
계 

(1) (2) (3) 1 + 3 /거주분열주) 

단독형 8 0 7 0 8/3 16 

단지형 10 6 5 3 3 6/4 27 

계 18(41.9) 7(16.3) 5(11.6) 10(23.2) 3(7.0) 14/7 43 (100.0) 

자료:면담조사 

주: 각각 통학자가 없는 가구수와 거주분열을 택한 가구수임(합계에서는 제외하였음). 

하나의 학급이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가 약 20명인 D초등학교에 다닌다.K씨는 아침 

에 출근하면서 아들을 데려다 준다. 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2.5킬로미터이며 5-10분이 

면 충분하다(때로는 자전거로 통학한다). K씨는 오후 5시에 귀가하여 아들과 함께 양 

평에 있는 컴퓨터학원에 다닌다. “아이들은 시골에서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K 

씨는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게 할 예정이다(사례 1: 양평군 양서 

면 증동리) . 

S씨는 자가용을 타고 서울로 통근을 한다.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20분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들은 집앞까지 들어오는 통학버스를 타고 등하교한다.S씨는 

아침마다 산책을 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은 모두 양평읍내에서 해결한다. 처음에 

는 마을주민들과 껄끄러운 사이였으나 통네에 적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은 인심 좋다고 소문이 났다. 친분을 쌓은 후부터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주위 환경이 

좋고 특히 낚시를 할 수 있어서 좋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다. 서울 

로 이주할 생각은 없다(사례 8: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 

P씨는 자가용과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다. 자가용으로 인접한 고양시에 있 

는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고 수원의 직장까지 간다. 아침 7시에 출발하며 약 

1시간 30분 걸린다.P씨의 딸들 - 서울의 직장에 다니는 큰딸(24세)과 대학생인 둘째 

딸과 셋째딸(23세 19세) - 은 P씨와 마찬가지로 인접한 고양시의 지하철역까지 자가 

용으로 가서 전철(80%) 또는 버스(20%)를 타고 간다. 통근 및 통학 시간은 역시 약 1 

시간 30분이다(사례 35: 파주시 교하면 신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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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롱근/톰학시간 

중심도시에 직장과 학교를 둔 사람들이 전원주택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통근시간과 

통학시간의 연장을 뜻한다. 하지만 통근과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없이 길어질 수 

는 없으므로， 통근과 통학에 기꺼이 투자하려고 하는 시간에는 한계치가 존재한다. 전 

원주태으로 이주함으로써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근자/통학자가 언내할 수 있 

는 시간의 한계치를 넘어선다면 그들은 새로운 통근/통학양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새로운 통근/통학양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전원지향 이주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근/통학시간은 대부분 90분을 넘지 않는다. 통근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가 전체 조사가구의 62.2%를 차지하며 통학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는 

81.4%를 차지한다. 특히 통학시간이 30분 이하인 경우가 약 70%를 차지한다(주로 대 

학생인 경우에 60분을 초과하며 그 이하에서는 통학시간이 매우 짧다) . 이는 통학인구 

의 2/3 이상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통학하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이다. 통근시간 

이 90분을 초과하는 사례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1시간 30 - 2시간이 통근의 

표 5-4.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근시간 

30분 이하 30 - 60분 60 - 90분 90분 이상 계 

단독형 4 4 8 3 19 

단지형 4 16 4 2 26 

계 8(17.8) 20(44.4) 12(26.7) 5(11.1) 45(100.0) 

자료: 면담조사 

표 5-5.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학시간 

30분 이하 30 - 60분 60 - 90분 90분 이상 겨1→」 
단독형 8 3 4 l 

단지형 22 2 1 2 27 

계 30(69.8) 5(11.6) 5(11.6) 3(7.0) 43(100.0) 

자료: 면담조사 

- 151 -



한계점인 듯하며， 통학시간의 경우(대학생을 제외한다면)에는， 대략 1시간 - 1시간 30 

분이 통학 한계점인 듯하다. 

O씨는 마을 입구를 지나는 직행버스를 타고 통끈한다. 처음엔 직행버스가 있는 걸 

몰랐으나， 이주한 이후 강남의 직장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통근 

에 걸리는 시간은 안막히면 40분， 막혀도 1시간이면 충분하다. 전업주부인 O씨의 아내 

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을 승용차로 통학시킨다. 통학시간은 10분(사례 23: 용 

인시 양지면 제일리). 

공기가 맑아 좋지만 교통이 불편해 세 딸이 통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장녀 (28세) 

는 일산의 직장으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근하고(통근시간 30분) , 차녀 (26세)는 서울 

시 은평구의 직장으로 역시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근하며(통근시간 1시간)， 막내딸(24 

세)은 서울 신촌의 직장으로 기차를 타고 통근한다(통근시간 1시간) (사례 44: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 .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중심도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이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근 

시간이나 통학시간이 크게 길지 않은 것은 통근하는 가구가 스스로 생각하는 통큰가능 

권역의 범위내에서 이주지역을 선정했음을， 그리고 통학하는 자녀를 둔 가구가 통학자 

를 이주지역으로 전학시키거나 아니면 거주분열을 택했음을 의미한다. 

3) 통근과 통학의 판계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근/통학양식에서 가장 두드러진(특징적인) 양식은 통근과 통학 

을 연계하는 형태이다. 사례조사의 결과에서 통근과 통학을 연계하는 양식은 과반수를 

넘는다. 이는 전원주택의 입지적 문제(접근성의 문제)와 교외지역의 불리한 교육여건 

으로 인한 것이다. 

전원지향 이주는 통근/통학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만， 통근문제보다는 통학문제 

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전원주택 이주자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단 

점으로 꼽는 것은 단연코 교통문제이며， 교육문제는 상대적으로 멀 부각된다. 이는 자 

녀교육문제를 중대한 주거입지요인으로 간주하는 층은 애당초 이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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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이주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직장문제와 교육문제 가운데， 교 

육문제가 직장문제보다 훨씬 민감하게 작용한다. 통근자의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에서 통근문제는 교육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복하기가 쉬운 것임을 알 수 있다. 

교육문제가 전원지향 이주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학을 하는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차 

별적이다. 자녀가 초등학생인가， 중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에 따라 전원지향 이주를 

할 것인가 여부와 전원지향 이주를 감행한 이후에 적응하는 양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는 이주결정에 있어서 자녀교육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심각 

하게 받아들언다.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이주와 동시에 자녀를 인근의 초등학교로 전학 

시킨다. 이들은 대도시의 교육환경이 훨씬 우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초등학생 이하에서는 도시환경에서의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전원환경에서의 자연스 

러운 산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원으로의 이주를 택한 사람들은 전 

원생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자녀들에게도 어린시절에 전원생활의 경험을 

누리게 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이미 중고등학생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즉 전원지향 이주를 실행에 

옮기기가 힘들어진다.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가구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인하여 전원지향 이주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므로 이른바 가족생애주기에서의 선택적 

이주(selective migration)가 일어난다. 조사대상가구 가운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 

구가 6가구(한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학생 자녀를 둔 가구이다)에 불과하다는 점 

표 5-6. 동거가족 충 통학자수 (단위: 명， %) 

동거가족 중 통학자 유무 

초등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계 

없음 。λ~츠 디L 없음 o끼A1걷 r그L 없음 。λA1 j 口~

양평 14 8/12 20(1) 1/1 16(3) 3/4 22 

용인 6 3/5 9 0 9 0 9 

파주 8 9/10 10(2) 5/6 11(3) 3 17 

계 
28 20/27 39(3) 6 36(6) 6 48 

(58.3) (41.7) (87.5) (12.5) (87.5) (12.5) (100.0) 
자료:면담조사 

주: ( ) 안은 거주분열을 택한 경우(자녀가 중심도시에 거주하면서 통학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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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와 같은 선태적 이주의 경향성을 읽을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 

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는 자녀교육문제가 주거입지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지향 이주를 감행한 이주자들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를 언근의 학교로 전학시키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통근과 자녀의 통학을 연계하는 

양식을 택한다. 매우 제한적이고 불편한 양식이기는 하나 당분간 약간의 불편함을 감 

수하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자 한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통근과 통학을 연계하는 

이유는 도시적 생활양식을 가지고 도시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양호 

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생(심지어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의 경우 통학을 목적으로 거주분열을 택하기 

도 한다. 이 경우에 대학생에게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의 집을 함께 사 

용하거나 전세방을 얻어준다. 사례가구에서는 총 7가구(대학생 4가구， 고등학생/대학생 

2가구， 고등학생 1가구)가 통학문제로 인하여 거주분열을 선돼하였다. 

L씨는 서울 인사동에서 전자업종과 관련된 사엽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일산에서 어 

린이영어강사를 하고 있다.Y대학교(서울 신촌)에 다니는 큰딸과 E여고(서울 신촌)에 

다니는 둘째딸은 신촌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다. 교육문제가 염려스러워 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전학시키지 않았다. 처음에는 두 딸이 신촌으로 통학을 하였으나 시간적 

인 문제도 있고 매일 하루에 두번씩 L씨의 아내가 신촌으로 왕래하는 것이 버거워 하 

는 수 없이 집을 따로 얻어 주었다. 막내딸은 문발리에 있는 M초등학교에 다닌다. 막 

내딸의 과외교육도 문제다. 학교는 문발리에서 다니고 있지만， 피아노레슨， 어린이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해서는 일산까지 나가야 한다. 그리고 기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 일산으로 나가야 한다(사례 33: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P씨 (51 세， 회사원)는 영등포구 구로동의 직장으로 승용차를 타고 통근한다c1시간 소 

요).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은 서울에서 전세방을 얻어 생활한다. 현거주지로 이주한 

이후로 정원을 가꾸고 가축을 기르게 되었다. 식료품， 의류 등은 일산에서 구입한다. 

병원은 금촌을 이용한다. 레저/소프츠활동은 문산에서 한다(문산 골프장을 이용한다). 

단지내의 이웃끼리는 매우 친하며， 원주민과는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날 기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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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만난다). 서울로 이주할 생각은 없다. 교통활동은 보통이며， 나머지는 만족한 

다(사례 45: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두 딸과 대학생인 아들에게는 전세방을 얻어 주었다. 아 

이들도 돌보고 친구도 만날 겸 해서 서울 나들이는 일 주일에 한 번쯤 한다. 경관이 

좋고 공기가 맑아 생활하기에 좋으며 시장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이 

주 이후 텃밭을 일구고 산책을 하고 정원을 가꾸게 되었으며 단지내의 이웃과도 친하 

게 지낸다. 식료품은 양평읍내에서 구입하고 의류， 가전제품은 서울에서 구입한다. 병 

원에 갈 때에는 서울로 간다. 마을의 행사(예 어버이날 행사)에는 단지의 대표가 참 

여한다. 소비생활을 하기에 불편함이 있기는 하나 지금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며 서 

울로 거주지를 옮길 의향은 없다(사례 2: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학상황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양평과 용인 지역의 거주 

가구의 경우， 중심도시인 서울로 통학하는 인구가 거의 없으며， 파주 지역의 거주가구 

의 경우에는， 앞의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서울로 통학한다. 특히 중 

고등학생 통학자의 대부분이 파주에서 통학하는 사람들이다. 파주는 언근에 중심지 기 

능을 골고루 갖춘 선도시(일산)가 입지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가 상대적으로 이주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지역이다. 

통근과 통학의 관계(그림 5-3 참조)는 크게 통근과 통학을 연계하는 양식(세대주가 

자녀를 중심도시의 학교로 통학을 시키고 중심도시의 직장으로 통근하는 경우， 인근의 

학교로 전학시킨 후 자녀를 통학시키고 중심도시의 직장으로 통근하는 경우) , 통근과 

통학을 따로이 분리하는 양식(인근의 학교로 전학한 자녀는 개별적으로 통학하고， 세 

대주는 중심도시의 직장으로 개별적으로 통근하는 경우 자녀는 중심도시의 주택에 거 

주하면서 통학하고， 가구주는 전원주택에서 중심도시의 직장으로 통근하는 경우， 자녀 

는 중심도시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통학하고， 가구주는 전원주태에서 지역중심지의 직 

장으로 통근하는 경우)이 있다. 

통학 자녀를 둔 전원주택 거주자는 통근과 통학을 연계하는 양식을 취하거나 거주분 

열을 택한다.<표 5-7>은 전원주택 거주가구의 통근/통학양식을 정리한 것이다. 전원 

주택 거주가구의 1/4이 통근과 통학을 연계한다. 실제로 통근자와 통학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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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근/통학앙식 

통근/통학의 연계 통근/통학의 분리 거주분열 
통근자또는 

계 
통학자 없음 

12 12 7 17 48 

25% 25% 14.6% 35.4% 100.0% 

자료:면담조사 

만 계산한다면 50%의 가구가 통근과 통학을 연계한다. 통근과 통학을 분리하는 경우 

도 25%나 되지만 대체로 통근하지 않는 가구원이 자녀를 통근시키는 경우이거나 자 

녀가 대학생인 경우이다. 전원주택이 입지한 지역은 교통여건이 불리한 지역이므로 통 

학하는 어린 자녀를 둔 가구는 통근과 통학을 연계하는 양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교
 외
 / 

시
 
골
 

즈
{
)
 

시
디
 도 
시 

통근/통학의 연계 통큰/통학의 분리 

(란 집 4삽 학교 [뢰 직장 

그림 5-3.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근/통학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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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신촌의 직장까지 승용차를 타고 통근한다.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40분 - 1 

시간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기차를 타고 통학한다. 출근할 때 작은 아들애세， 초등2년) 

을 J초등학교로， 큰아들(16세， 중등 3년)을 일산 H중학교로 통학시킨다. 통학시간은 각 

각 5분， 20분이다. 공기가 좋고 아이들 뛰어놀기에 좋으나， 교통문제와 교육문제가 단 

점이다((사례 47: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 . 

S씨는 열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김포군의 직장으로 통근한다. 통근시간은 약 2시간. 

S씨의 아내 (37세)는 승용차로 아들과 딸을 통학시킨다. 인근의 K중학교에 다니는 아 

들(14세， 중1년)은 승용차(등교시)와 학원차(하교시)를 이용하여 통학한다. 통학시간은 

15분. J초등학교에 다니는 딸(10세， 초등3년)도 승용차와 학원차를 이용하여 통학한다. 

통학시간은 10분(사례 43: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 . 

H씨는 이사오면서 승용차 한 대를 더 샀다. 단지내에는 1997년 5월 현재 14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대개 일산이나 강북(시청 정도)으로 통근을 한다. 중고생을 둔 가구는 

거의 없으며， 대학생이나 초등생이 있을 뿐이다.H씨는 서울 은평구의 직장으로 통근 

을 하며， 퉁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40-50분이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은 파주시 금촌 

으로 전학시켰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은 출근할 때 서울로 통학시킨다(사례 32: 파주 

시 월롱면 덕은리) . 

D씨는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직장까지 승용차로 통근을 하며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이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은 통근할 때 통학시킨다(퇴근시에 데리고 집으 

로 돌아온다). 아내 (43세)를 위해 승용차를 한 대 더 구입했다(사례 48: 파주시 교하 

면). 

통근/통학의 연계와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전원지향 이주자들이 “친밀한” 가 

정생활Cintense domesticity) 또는 “가족주의 (familism) "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 전원주택 거주자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냐며， 

1) 마쉬에 따르면， 교외화와 가족생활의 이데올로기(ideology of domesticity)는 대개 비슷한 시 

기(19세기 중엽)에 출현했으며 양자 모두 도시화 현상 및 상엽/공업경제의 발달에 대한 대 

응으로 간주될 수 있다(Marsh， 1990, xi). 

m 
M 



통근/통학양식 에서 그 단초를 볼 수 있다. 

3. 중심지이용 

전원주택 거주집단이 중심도시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은 거주집단의 적응과 

정과 생활양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심도시와의 관계설정은 거주양식과 통근·통 

학양식을 비롯한 생활양식을 결정한다. 중심지이용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원주택 거주자의 구매활동은 전체적으로 서울에 의존적인 양상을 보인다. 양평의 

전원주택 거주자는 특히 서울 의존적이다. 용인과 파주의 전원주택 거주자는 신도시나 

지역중심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파주지역의 전원주태 거주자는 일 

산 신도시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는 일산 신도시의 중심지기능이 중심 모도시인 

서울에 못지 않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양평은 중심도시와 양평 사이에 중심 

도시에 필적하는 기능을 가진 중심지가 없으므로 양평지역의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고 

차의 재화와 서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표 5-8. 전원주택 거주자의 구매행태 (단위: 가구) 

서울 양평 일산 용인 파주 성남 계 

양평 15 5 0 0 0 2 22( 45.8) 

용인 2 0 0 6 0 1 9( 18.8) 

파주 2 0 12 0 3 0 17( 35.4) 

계 19(39.6) 5(10.4) 12(25.0) 6(12.5) 3(6.3) 3(6.3) 48(100.0) 

자료:면담조사 

식료품， 의류， 가전제품 등은 모두 일산에서 구입한다. 병원도 일산의 병원을 이용 

한다. 정원을 가꾸고 가축을 기르고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 마을주민들과는 인사를 나 

누며 마을의 행사에도 참여한다. 아내는 2-3달에 한 번쯤 쇼핑이나 친지방문을 위해 

서울에 간다. 서울로 다시 이주할 의사는 없다. 이주한다면， 아이들 교육문제로 일산 

신도시로 이주할 생각이다. 주거생활은 매우 만족스럽다. 소비생활， 휴양/여가생활， 공 

동생활도 만족스렵다. 다만 교통조건과 교육여건이 문제다(사례 47: 파주시 교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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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리). 

마을버스가 있지만 광주읍까지 나가기가 불편하다. 승용차가 한 대 더 필요하다. 쇼 

핑은 부부가 함께 한다. 식료품은 일주일에 한 번 구입한다. 웬만한 야채는 직접 재배 

하며 나머지는 서울에서 구입한다. 의류나 가전제품은 서울에서 구입한다. 교회(대치 

동)에 갔다가 현대백화점 가락시장에서 쇼핑을 한다. 병원에 갈 일은 없었지만 분당 

이나 서울로 갈 생각이다. 마을 행사에 참가하긴 하지만 마을 주민과의 관계는 거의 

없다. 살아온 방식과 생각이 다르므로 공유할 수 있는 화제가 없다. 오히려 통류의식 

을 느끼는 서울에서 온 사람들과 친교를 나눈다(사례 49: 광주군 퇴촌면 원당려) . 

H씨 가족은 비교적 서울에 덜 의존적이며 파주와 일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통 

근·통학을 제외하고는 서울에 갈 일이 거의 없다. 물건은 주로 파주(금촌)에서 구입하 

며， 일산으로 나갈 때도 있다. 일산의 E마트에서 구입하면 값이 저렴하다.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어 가족관계가 더욱 좋아졌다.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과 시간을 

보냄니다. 여기가 놀이공간인데 어딜 갑니까?" H씨는 집주변 손질과 화단 가꾸기로 

한나절을 보내며， 개도 두 마리 키우고 있다(사례 32: 파주시 월롱변 덕은리) . 

전원주태 거주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는 일상적 재화의 구매행태에 비해 더욱 서 

울의존적인 양상을 보인다. 전원주태 거주자의 약 46%(22가구)가 서울의 병원을 이용 

한다(할 것이다)고 응답하였다. 

표 5-9. 전원주택 거주자의 의료서비스이용행태 (단위: 가구) 

서울 양평 일산 용인 파주 성남 계 

양평 11 10 0 0 0 1 22( 45.8) 

용인 5 0 0 3 0 9( 18.8) 

파주 6 0 7 0 4 0 17( 35.4) 

계 22(45.8) 10(20.8) 7(14.6) 3(6.3) 4(8.3) 2(4.2) 48(100.0) 

자료: 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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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 (38세)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서초동으로 통끈을 한다. 통근시간은 

약 1시간. 물품은 가까운 송전이나 용인에서 구입하며， 병원은 서울의 병원을 이용한 

다. 마을주민들과는 가깝게 지내며 전원생활에 만족하므로 서울로 집을 옮길 생각은 

없다(사례 27: 용인시 이동변 화산리). 

양평지역의 전원주택 거주자는 구매행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가 양평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의료서비스는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성향을 가지므로 가족 

중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심도시로 이동하기보다는 지역중심지를 

이용한다. 

P씨 가족은 재화와 서비스를 대부분 양평에서 해결한다. 식료품은 양평읍에서 구입 

한다. 앞으로 집 주변이 정리되면 텃밭에 야채를 심을 예정이다. 병원에 갈 일은 거의 

없지만 양평읍내에 종합병원이 있으니까 그곳을 이용할 것이다(사례 6: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구매행태나 의료서버스 이용행태의 측면에서 파주와 용인의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선도시나 지역중심지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체로 전원주택 거주자는 중섬도 

시에 의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원주택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중심도시 

와의 연계가 긴밀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며 또한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대개 대도시에 

서의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중심도시에서 생활할 때 형성된 사회적 연계망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4. 근린관계 

새로운 주거지역으로의 이주는 새로운 근린관계의 형성을 의미한다. 새로운 지역으 

로 이주한 자가 새로운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이주자의 이주지역에 

서의 적응과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전원지향 이주자가 기존의 농촌 공동체에의 

적응 여부는 전원에 정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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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3. 숲속에 외따로 격리된 전원주택: 양평군 강상면(1997.4. 19) 

전원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전원 

생활을 향유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한편， 근린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공동체에의 부적응은 전원으로의 이주가 실패하는 주요 요인이다. 

근린관계는 전원지향 이주자의 이주동기에 따라， 그리고 전원주택의 입지적 속성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단독형 전원주택 거주자는 드문드문 들어선 단독형 

전원주택 거주자와의 관계， 그리고 마을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단지형 전원주택 거주자 

는 단지내의 거주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인근 마을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근린관 

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표 5-10. 전원주택 거주자의 근린관계 

접촉할 기회가 없다 
인사를 나누는 

원만한 편이다 
긴밀하다 

계 
정도이다 (경조사/마을행사에 참석) 

18 13 5 10 46 

39.1% 28.3% 10.9% 21.7% 100.0% 

자료: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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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전원주택은 도시적 양식의 전원주택이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가시적인 

경관으로 확연히 드러나며， 그 자체로 하나의 등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원주민들은 전원주태 거주민을 경원시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방관자적 자세를 

취한다. 단지형은 기존의 마을과 다소(또는 완전히) 격리된 곳에 조성되므로 사실상 

원주민들과 전원주택주민들이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단지내의 

근린관계는 긴밀한 반면 원주민들과의 관계는 소원하다. 

단지내 가구들 사이의 친목은 매우 좋은 편이다. 인근 마을의 주민과의 관계가 다 

소 어렵다. 두세 차례 만남의 자리를 가져 보았으나 화합이 되지 않았다. 동네사람들 

은 “니네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우리 통네에 들어와 통네를 버려 놓는냐”고 

말한다(사례 32: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 

K씨 (37세， 은행원)는 고양시 능곡에 있는 직장까지 버스와 기차를 타고 통근한다. 

통근시간은 50분이다. 초등학교 3년(10세)인 아들은 W초등학교까지 학원차를 타고 통 

학한다. 통학시간은 6-7분이다. 틈틈히 텃밭이나 정원을 손질하며， 개도 두 마리 기른 

다. 단지내의 이웃과는 친하게 지내지만 마을주민들과는 거의 접촉이 없다. 식료품은 

금촌에서 구입하고， 의류는 서울에서， 가전제품은 일산의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 병원 

은 금촌과 서울을 함께 이용한다. 월 2-3회 서울을 왕래하며 서울로 이주할 생각은 

없다. 주거생활， 휴가/여가활동， 공동생활은 만족스러우나， 소비생활， 교통/통신활동， 자 

녀교육문제 등은 불만족스럽다(사례 40: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단독형 전원주택은 단지형 전원주태과는 입지조건부터 상이하다. 단독형 전원주택은 

대체로 마을내에 입지하거나 마을을 통과하여 안쪽에 입지한다. 마을주민들과 마주칠 

기회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어떤 식으로든 통합되지 않을 수 없다. 

마을공동체에 통합되지 못한다면 적응에 실패하게 되며 그러면 결국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다. 단독형 전원주태에 사는 사람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웃관계는 좋은 편이지만 념을 수 없는 “선이 있다 “집 지을 당시에는 전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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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4. 농가주택을 압도하듯이 들어선 전원주택: 양평군 강상면(1997.4. 19) 

었습니다.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전신주를 박을 때 마을사람들이 굴삭기 앞에 드러누 

워 방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마을주민들과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눈다. 

마을회의(청년회， 부인회 등)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와서 마을행사에도 참가한 적이 있 

다. “이 근처에 4개리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어버이날 자축행사를 한답니다 하지만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 오니 동네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거의 없다. “나와 마을사람 

들과의 관계는 그저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기본적인 예의를 차리는 정도)이며 

그것이 서로에게 편합니다." (사례 1: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주자들은 경제적 동기에서 이주한 자들에게 비해 근린관계에 

신중을 기한다. 하지만 전원주택 이주자들이 원주민들과 양호한 근린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농촌생활양식을 가진 마을주민들과 도시생활양식에 익숙 

한 전원주택 입주민 사이에는 벽이 있다. 전원주택 이주자들은 상호 불편하지 않을 정 

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생활양식이 상이한 두 집단 

이 공유할 수 있는 생활공간은 넓지 않으며 또한 너무 가까워져도 서로 불편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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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 

전원주택 거주자 가운데 경조사에 참석한다거냐 마을행사에 참여하는 등 원주민과 

긴밀한 근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구는 약 20%에 불과하다. 전원지향 이주자들의 

이주동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린공동체를 지향하여 전원지향 이주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 원주민과 친밀한 근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전원지향 이주자가 근린공동체에 대하여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오히려 원주민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다(39.1%). 단지형 전원주택인 경우에는 단지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등질적 

인 소규모 근린공동체가 형성되므로， 굳이 원주민들과 새로운 근린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입지조건상 원주민들의 취락과 격리되어 있다. 또한 통 

근자인 경우에는 마을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다. 

집 앞에는 넓지는 않지만 아담한 마당이 있으며 집 뒤켠에는 텃밭이 있다. 물품은 

가까운 송전으로 자가용을 타고 나가 구입하거나 매주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구입해 

오도록 하기도 한다. 생활하기에 큰 불편은 없다. 원주민은 그리 많지도 않을 뿐만 아 

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다. 단지내 입주민들은 상호 친분을 유 

지하고 있다. 이 지역의 조용한 전원생활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대도시로 이주할 생각 

은 전혀 없다(사례 25: 용인시 이동변 화산리) . 

T씨는 아이를 통학시킨 후(35분) 출근을 하는데 약 1시간이 걸리고 그의 아내는 통 

근에 2시간을 소요한다. 저녁에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퇴끈한다. 주말에는 온 가족 

이 텃밭을 일구거나 정원을 손절한다. 현거주지는 조용하고 한적하며 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 좋다. 외따로이 산기숨에 위치한 집이라 교통이 불편하고 오락이나 레 

저시설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T씨의 집은 마을이 아년 야산에 단독으로 떨어져 있 

는 집이라 마을주민들과는 거의 부딪힐 일이 없다.T씨는 일산생활권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 식료품， 의류， 가전제품 등 모든 것을 일산에서 구입하며， 병원도 일산 

을 이용한다. 레저/스포츠활동도 마찬가지다. 시범적으로 몇 년 살아보려고 이주한 것 

이므로 시간이 흐른 후에 서울로의 이주를 재고해볼 예정이다(사례 34: 파주시 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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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율리). 

L씨가 자가용을 타고 인사동으로 출근하며，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40분이 

다. 아내의 통근시간은 편도 30분이다. 버스라고는 한 시간 반에 한 대씩 다니는 마을 

버스밖에 없는 아주 외친 곳이다. 금촌읍에서 자가용으로 20분 걸리며 집이 5채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다. 공기가 맑고 텃밭을 가꿀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제반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 힘든 것은 마을주민들과의 거리 

감이다. 마을주민들과의 교분은 없으며 마을의 행사에 참여해본 적도 없다. 지금은 서 

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고 있지만 초기에는 외지인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 

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씨는 현거주지에 대하여 아주 만족하고 있다. 

처음에는 짜증을 내던 아이들도 조용한 전원(시골)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다. 서울으 

로 이주할 생각은 없다.L씨의 생활은 일산생활권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다. 식료품， 

의류， 가전제품 등은 모두 일산에서 구입하며 병원은 근처의 금촌읍이나 일산으로 간 

다. 레저/스포츠활동도 일산에서 한다(사례 33: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 

거주지는 파주지만 거의 모든 생활을 일산 신도시에서 해결하므로 마을주민들과 교 

류를 할 기회가 없다. 마을 행사에 참여해본 적도 없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이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이 없으므로 마을주민들과 친숙해지려고 노력할 것이며 마을행사 

에도 참여할 생각이다(사례 36: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 . 

길거리에서 만나변 인사를 나누거나 경조사나 마을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대체 

로 원만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8가구이다(39.1%). 친밀한 근린관계는 아니지만， 

원주민과 전원주택 거주자가 서로 약간의 거리감을 둔 채로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유 

지해가는 것이다. 

이처럼 원주민의 농촌생활양식과 도시에서 이주해온 이입자의 도시생활양식은 상호 

의사소통의 벽으로 작용함으로써 낯선 근린관계를 낳는다. 생활양식의 차이는 곧 문화 

적 이질감을 낳고 문화적 이질감은 낯선 근린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원주민과 전원주택 거주자 사이의 생활양식의 차이는 또한 주거경관의 차이로 표출 

된다.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주로 구미의 주택양식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주거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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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감이 경관상으로 확연히 드러난다. 원주민의 주거경관과 신규 이입자의 주거경관 

은 그들 사이의 생활양식의 차이만큼이나 분명하다. 

하지만 도시생활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시골로 들어가 농촌생활양식을 가진 사람들과 

인접하여 거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갈둥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이주자들이 부동산가 

치를 목적으로 시골로 이주해온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러 

한 경향은 존스 등의 잉글랜드의 전원지향 이주에 관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잉글랜드인의 스코틀랜드로의 전원지향 이주가 문화적 갈등을 촉발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이는 대부분의 이주자가 경제적 이득이나 착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 및 생 

활양식을 향유하기 위하여 이주해 왔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학생이 늘 

어나고 부동산이 활성화되므로 많은 지방들은 그들을 환영한다(Jones et al., 1984, 

443). 

이주자가 이주지역에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근린관계가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원주 

택 거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전원적 생활양식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양호한 근 

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이상적인 주거입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장 

소가 이상적인 주거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냐 가족을 위한 양호한 주거공간이 있 

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이상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적 공동체에서 꿈의 집을 짓고 살려는 유토피아적 추구는 최상의 집 - 편리함 

과 자극과 만족을 주는 공동체에서 적절하고 기능적이고 미학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집 - 을 성취하려는 시도가 된다. 이상적 공동체에서 꿈의 집을 추구하는 것은 자동 

차 교외지역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찾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교외지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최상이라고 느끼고 있다. 정부는 도시 

와 자연환경을 도외시하는 한편 아메리칸 드림을 가장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 

편으로서 “자동차 교외에서의 자가소유”를 지원해왔다 .... 사회는， 특히 중산층은 생활양 

식에의 욕구에 대한 전형적인 해결책으로 교외생활을 극찬했다. 교외생활자들은 도시 

나 시골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거의 동경하지 않는 듯하며， 도시나 시골을 떠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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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지역으로 가서 산다. 여기서 이상적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은 듯하며， 단지 꿈의 

집만이 중요하다 .... 하지만 이상적 공동체(ideal community)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꿈의 

집 (dream home)은 큰 가치가 없다(Sexton， 1995, 24-28).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원주택 이주자들은 공동체적 비천을 중요한 이주동기로 생각하 

지 않는 듯하며， 개별 가구는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에서 전원으로 이주한다. 공동체에 

대한 사고의 부재는 도시생활에서 공동체적 삶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근린공동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이 심각하게 노정되었던 적이 거의 없다. 미국의 증산층 교외화는 도심의 흑인이나 빈 

민으로 구성된 근린공동체를 피해 교외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우 

리나라의 전원주택현상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즉 미국의 교외화에서는 중산층 근린의 

형성이 교외주거공간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흑인들이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노동계급 및 중간계급 백인들은 교외로 도피함 

으로써 다가오는 갈등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흑인들이 점차 도심을 장악하게 

되었고， 교외는 중간계급 백인의 지배영역이 되었다. 또 이차대전 이후에 많은 수의 

멕시코계 미국인과 푸에르토리코인들이 대거 유입되자 도시와 교외의 인종적 양극화 

는 더욱 강화되었다. 교외는 경제적으로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 격리되 

었다(Wilson and Schulz, 1978, 197). 

전원생활에서 공동체적 삶이 부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 

대 공동체적 유대가 없다면 각 개인은 타인과의 대면접촉이 감소되면서 느끼게 되는 

고립감 또는 소외감，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쉽고， 주거환경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기능의 이입을 방지하거나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이나 하부구조 

교육기능을 요구할 수 있는 힘 (power)을 보유하기가 어렵다. 전원적 주거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전원주태현상은 과거의 주거문화와 다른 새로운 함의를 가지지만 

공동체적 비견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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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상생활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전원으로 이주한 이후에 거주양식， 통근통학양식， 중 

섬지이용， 근린관계 뿐만 아니라 일상적 여가활동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주자 

들이 언급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는 정원 가꾸기， 텃밭 일구기， 가축(개， 사슴， 닭 

등) 기르기， 산책(운동， 등산) 하기 등이다. 

정원 가꾸기 

29 

60.4% 

자료:면담조사 

표 5-11. 전원주택 거주자의 일상생활 

텃밭 일구기 

28 

58.3% 

가축 기르기 

16 

33.3% 

산책 하기 

13 

27.1% 

K씨는 정원 손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틈만 나면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꾼다. 도 

시의 아파트에서는 개를 기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지금은 3마리 

(진도개 2마리와 애완견 1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집 옆에 있는 국유지 100 

평을 임차해(일년 임차료는 8，000원이다) 호박， 오이， 고추， 상추를 심었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집에 있습니다. 놀러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휴양지이니까요 레저/스포 

츠활동은 따로 하지 않는다. 집 주위를 손질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이 여가활동이다. 

K씨 가족의 중심지이용행태는 서울의존적이다. 물건은 주로 서울에서 구입하며， 퇴 

근할 때 아내와 통화하여 펼요한 물건을 사온다.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네의 

보건소(치과도 있음)를 이용하거나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양평읍의 K병원을 이용한 

다(사례 1: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 

산책이나 운동 등산 등은 도시에서도 가능하나， 그 이외의 것들은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도시주택에서는 체험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다. 

안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정원을 가꾸고 텃밭을 일구는 것이 가능하다. 하 

지만 대도시에서 정원과 텃밭이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요구된다. 

그냐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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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5. 앞마당의 텃밭: 파주시 교하면(1997. 10. 28) 

그러나 도시에서는， 정원을 가꾸든 텃밭을 일구든 가축을 기르든， 도시의 오염된 환경 

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도시인들이 전원지향적 이주를 선택하게 되는 배출요인일 

것이다. 

주말여가활동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전원주택 거주자는 별도의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전원생활을 향유하는 것(집 주변의 정 

표 5-12. 전원주택 거주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장단점 

장점 단점 

자연환경 전원 
주택1) 기타2) 없다 

교통 편의 문화 교육 
없다 기타3) 

/경관 생활 문제 시설 시설 문제 

32 24 5 5 7 29 13 8 5 7 6 

66.7% 50.0% 10.4% 10.4% 14.6% 60.4% 27.1% 16.7% 10.4% 14.6% 12.5% 
자료:면담조사 

주:1) 넓은 주거공간 저렴한 주택가격 동. 

2) 직장에의 접근성， 건강， 자녀교육， 낚시터， 저렴한 생활비 등 

3) 쓸쓸하고 답답함， 보안문제， 높은 생활비， 쓰레기처리문제， 집손질의 어려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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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손질， 텃밭 가꾸기 등) 자체가 좋은 여가활동이기 때문이다. 

전원주택에서의 일상생활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표 5-12 참조) . 전원 

주택 거주자들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과 수려한 경치 등 자연환경과 경관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전원주택의 

주거환경이 중심도시의 주거환경과 구별되는 요인들이다.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원적 환경과 전원적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간 

접적으로 알 수 있다.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텃밭을 일구고 정원을 가꾼다. 잔디밭 한 

켠에 상추， 고추， 고구마 등을 심었다. 물건은 용인시 양지에서 구입하고 기타 서비스 

활동도 용인에서 해결한다. “서울에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말이 되면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내려옵니다. 친구들이 내려와야지 내가 왜 올라갑니까 부대시 

설로는 골프연습장이 있다. 본래는 테니스장으로 계획되었으나 입주자들의 요청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골프연습장을 지었다. 기존의 마을과는 인접해 있지 않아 마을주민 

들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며 서울로 이주할 생각은 없다(사 

례 23: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현거주지의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깨끗한 공기(건강에 좋다)와 맑은 물(개울과 암반 

수)이다. 하지만 단점이 많다. 우선 두 배의 생활비가 든다. 학교 다니는 자녀가 서울 

에 있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 아내가 서울 한 번 다녀오는데 교통비만 해도 10만 

원이 든다. 교통비가 이처럼 많이 드는 것은， 승용차가 있지만 아내가 운전을 하지 못 

하여 서울의 자녀들을 돌보러 갈 때에는 대중교통수단(택시와 열차)을 이용하기 때문 

이다. 둘째， 시골생활에 적응이 안된다. 서울손님들(친지， 친구)이 주말마다 내려온다. 

때로는 객손님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오기도 한다. 친구들이니 쫓을 수도 없다. 조용하 

게 살려고 내려왔는데 더 소란스럽다. 집 지은 후 낚시터가 들어섰는데， 낚시터가 생 

긴 후로는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평일에는 40여대， 주말에는 100여대의 차들이 몰려온 

다.N씨가 집을 지을 때만 해도 한적한 시골이었으나， 2-3년 사이로 급격하게 개발되 

었단다.N씨가 집을 지은 후 부동산업자들이 집 뒤의 임야를 단지형 전원주택지로 팔 

아먹었다. 현재(1997년 5월)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N씨는 이것이 투기꾼들의 농 

간이라고 생각한다) . 셋째， 문화시설이 없어 답답하다. “주말에는 너무 번잡하고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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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6. 집의 정면으로는 낚시터가 들어섰고 집 뒤의 임야에는 토목공사가 

진행중이다: 앙평군 강상면 N씨의 집 (1997. 4. 19) 

에는 답답하다 가축(닭과 오리)을 길렀으나 배설물처리문제 등으로 마을사람들이 반 

대하여 그만뒀다. 마을사람들은 “서울에서 갑부가 온 줄 알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 

하지만 동네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마을회관 건축비도 기부하고 마을의 행사에도 

참여한다. 서울로 이사할 생각이다. 들인 돈만큼만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당장 팔 

고 떠나고 싶다. 자연환경을 제외하고는 생활환경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서울사 

람은 서울에서， 시골사람은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 “전원 전원하지만 불편한 점이 여 

넓 가지이고 좋은 점은 두 가지이다. 두 가지 좋은 점은 공기와 물이다，" (사례 7: 양평 

군 강상면 세월리)(사진 5-6) , 

K씨는 직장과의 거리가 다소 멀어졌지만 지금의 전원생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 

족하고 있다. 자연을 항상 접할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점， 도시의 학 

교에서 만연되어 있는 학원 폭력이나 금품 강탈이 없다는 점， 새벽의 공기와 분위기 

그리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전원생활의 장점이다 서울로 이 

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아마 아파트에 산다면 갑갑해서 미칠 겁니다"(사례 1: 양평 

군 양서면 증통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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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 고정수입이 있다. 서울에는 한달에 2-3번 다녀온다. 두 아 

이는 양평읍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며， 아침에는 승용차로 통학시키고， 방과후에는 

학원에 들렀다가 학원차를 타고 집앞까지 온다.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2분이다. 

아이들의 또래집단이 없어 걱정했으나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 

내므로 집 주변에 또래의 아이들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 걱정했던 것에 비해 교육 

여건은 좋은 편이다. 공기가 좋아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단점은 거의 없다. 

보안문제로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울 수 없다는 점， 예컨대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 

나 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현재로서는. 아파트나 빌라에 살 때에는 

강아지를 기를 수 없었지만 여기서는 4마리를 기르고 있다. 앞으로 남은 땅에 사슴을 

기를 예정이다. 경제적 소득을 위해서 기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사례 6: 양평군 강 

상면 세윌리). 

하지만 장점이 전혀 없다고 언급하는 가구가 14.6%를 차지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전 

원으로 이주하는 대다수의 도시인이 현지에서의 새로운 생활양식에 잘 적응해 가고 있 

음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 도시인이 전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 

을 시사한다.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단점은 교통문제이다. 전 

원주택 거주자의 약 60%가 교통문제를 단점으로 언급한다. 

대중교통수단이 전무하므로 C씨는 언제나 승용차로 통근한다. 자녀가 둘 있으나 지 

금은 모두 미국에서 유학중이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좋지만， 

겨울에 눈이 내리면 교통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 

하다. 부지가 넓어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 여가시간에는 주로 등산을 하 

거나 집 주변을 산책한다. 여름에는 단지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지만 불편하다. 영화 

나 연극을 보거나 기타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서울로 나가기도 한다. 이웃들과 

는 한 달에 한 번쯤 모임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 스스로의 생활이 바빠 자주 왕래하지 

는 않는다.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이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른 전원주택으로 이 

주할 생각도 현재까지는 없다. 생활필수품은 구성면에서도 구입하지만 주로 분당에서 

구입한다. 분당까지는 승용차로 약 20분 소요되며 일주일에 2-3번 간다(사례 28: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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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성변 동백리). 

과거에 비해 집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텃밭을 일구고 정원을 손질하면서 P씨는 

전원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맑은 공기 풋풋한 흙냄새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 

론， 서울의 집값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만한 크기의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전원주택만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다. 단점은 교통이 그다지 편하지 

않다는 점(자가용을 한 대 더 구입했다)과 근린생활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다. 교하면 신촌리는 고양시에 가까이 위치하여 P씨 가족은 식료품 및 가전제품 구입， 

레저/스포츠활동 등을 고양시에서 해결하며， 의류를 구입하거나 병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로 간다(사례 35: 파주시 교하면 신촌리) . 

현거주지의 장점은 쾌적한 환경이며， 단점은 병원， 상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 

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식료품은 곤지암에서， 의류는 성남과 서울에서， 가전제 

품은 성남에서 구입한다. 병원은 성남의 병원을 이용한다. 레저/스포츠활동은 서울에 

서 한다. 마을주민들과는 거의 접촉이 없으며 매우 불친절한 편이다. 오히려 먼저 인 

사를 하고 접촉을 시도하지만 여의치 않다. 주거생활이나 휴양/여가활동은 대단히 만 

족스러우나 물건을 구입하기가 다소 불만족스렵다(사례 4: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 

Y씨 (41세， 건축설계사)는 자가용으로 서울 강남까지 통근을 하며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이다. 유치원생 (6세)인 아이는 용인시내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 

며 통학은 학원버스로 한다. 전원주택의 장점은 조용하고 주변환경이 좋다는 점， 공기 

가 맑다는 점， 편하게 잠잘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가장 큰 단점은 교통문제이다. 자가 

용이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문화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 장래 자 

녀의 학업문제 등이 단점이다. 물품은 편리한 데로 서울과 용인에서 구입하며 물품구 

입에 큰 불편은 없는 편이다. 마을주민들과 약간의 교분은 있으나 마을 행사에 참여 

할 정도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서울로 집을 옮길 의향은 없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사례 26: 용인시 이동변 화산리) . 

은행원인 J씨 (50세)는 문산에 있는 직장으로 승용차를 타고 통근한다. 통근시간은 

15분이다. 대학생인 큰딸은 신촌까지 기차를 타고 통학한다(통학시간 1시간 30분) . 역 

시 대학생인 둘째 딸은 기차와 전철을 이용하여 갈월동까지 통학한다(통학시간 1시간 

” 
ω
 



50분). 식료품 등 편의품은 일산의 대형매장에서， 의류 구입이나 병원 이용은 서울에 

서 한다. 원주민과는 교류가 없다. 교회에 가거나 친구모임에 가기 위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서울을 왕래한다. 서울로 재이주할 의사는 없으며，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일상생활은 만족스렵다(사례 39: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은 편리하지 않은 교통， 재화와 서비스 등 생활편의시설의 불비 

등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 그러나 교통， 급양(給養 sich versorgen)과 같은 

문제 이외에， 도시지역과는 달리 전원지역에서는 불필요한 것을 내보내는 활동 

(entsorgen)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쓰 

레기 수거 및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주말에 교통이 불편하다. 그리고 급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 가기가 용이하지 

않다. 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아 쓰레기 수거문제가 심각하다. 음식물 쓰레기 

는 집뒤에 구덩이를 파서 묻는다. 종이와 비닐/플라스틱류는 소각한다. 병과 깡통은 

모아서 서울로 가져간다(사례 49: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사진 5-7).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도시생활양식을 체득한 사람들이다. 도시생활양식에 익숙해 있 

논 사람들이 시골에서 생활할 때 도시적 문화생활(영화·연극 관람， 음악회， 오락 등)과 

의 단절감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농사， 가축 기르기， 정원 손질 등 다양한 활동을 소규모로 한다. 퇴직후의 생활이므 

로 주중과 주말의 생활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 쾌적하고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어 

서 좋으나， 문화생활과의 단절감이 크다((사례 14: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이주 및 이주지 선정에 있어서 교육문제는 교통문제에 펼적할만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교육문제는 전원생활의 단점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이는 선태적 이주를 

통하여 교육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과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 

리한 교육환경을 감수하고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교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 

- 174 -



사진 5-7. 음식쓰레기 저리장: 광주군 퇴촌면(1997. 10. 8) 

L씨는 기차와 전철을 이용하여 신촌으로 통근한다(1시간) . 전원생활을 할 수 있고 

주거공간도 넓어서 전체적인 생활은 만족스럽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자 

녀의 교육문제이다. 초등학생(10세)과 유치원생 (7세)은 일산 신도시로 통학해야 하므 

로 불편하다. 또 귀가 전까지 2-3곳의 학원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이들에 

게 많은 신경을 쓸 수 없다. 둘째， 생활의 불편함이다. 식료품， 의류， 가전제품 등 물건 

을 구입하거나 애프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산 신도시까지 나가야 한다(사례 36: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한적한 전원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시골로 이주하였으나， 시골 

의 한적함에 적응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도시에 거주할 때에는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을 고통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시골의 고요하고 한적한 분위기는 오히려 

전원지향 이주를 해온 도시인들에게 고독감을 줄 수도 있다.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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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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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가 맑고 조용하다. 하지만 동네가 어둡고 외지며 친구가 없어 쓸쓸하다. 정원도 

가꾸고 가축도 길러보지만 쓸쓸함을 어쩔 수 없다. 친구를 만나러 한 달에 한두 번 

서울에 간다. 물건구입은 일산대형매장이나 금촌시장(1-6장)을 이용하며 의료서비스도 

금촌의 병원에서 받는다. 마을주민과는 만날 기회가 없으므로 갈등의 소지도 없다. 하 

지만 S씨는 주거생활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조만간 서울로 

집을 옮길 생각이다. “사람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친구가 

없어 외롭습니다. 아이들도 놀 친구가 없어요." (사례 43: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 

도시생활양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전원생활은 많은 단점들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특히 주거생활 

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 전원생활에 대한 적응력도 높은 편이다. 조사가구 가운 

데 중심도시(서울)로의 재이주 의사를 보인 가구는 3가구뿐이다. 이는 탈도시적 환경 

에서의 주택이 가지는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도시주택에 비해 월등히 양호하기 때문 

이다. 즉 주택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택이 입지한 지역의 환경이 도시와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원주택에서의 일상생활이 모든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교통문 

제， 기타 소비생활， 자녀교육문제 등은 그리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전원주택 거주자들 가운데 중심도시로 재이주할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 

람은 거의 없다. 이는 전원생활의 이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도 전원생활의 장점을 압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생활양식을 가진 자가 전원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며 적응과정에서 도시생활양식이나 농촌생활양식과는 상이한 생활양 

식이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부문에서 통학문제로 인한 거주분열 및 도시 세컨드흠의 징후를 볼 수 있 

다. 도시 세컨드흠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전원지향 이주자가 증가하고 전원 

주택이 확산되면 도시 세컨드흠이 증가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전원주택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입지하므로 전원주택에서 거주하려면 접 

근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통근/통학을 연계하는 사례(사례 1, 32, 3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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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8)에서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중심지이용행태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크게 서울 

의존적인 집단(사례 1, 29, 48), 지역중심지 의존적인 집단(사례 6, 8, 10, 14), 신도시 

의존적인 집단(사례 28, 33, 34, 36, 47)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가장 지배적인 집단은 

중심도시(서울) 의존적인 집단이다. 

넷째， 전원주택 거주자의 근린관계는 몇몇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몇몇 사례(사례 

14, 27, 35, 41, 44, 47)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우 소원한 편이다. 단지형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내의 근린관계는 친밀하나 마을주민과의 큰린관계는 매우 소원하거나 거 

의 단절된다. 근린관계의 단절로 심각한 고립감을 느껴 전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사례 7, 43)에서 전원지향 이주자가 지역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근린관계 

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할 수 있다. 

다섯째， 전원주태 거주자들은 도시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향유할 수 없는 (또는 

향유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다. 대부분 정원 손질， 텃밭 가꾸기， 가축 기르 

기 등의 일상적 활동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여가시간을 자연에서 가족과 함 

께 보낸다. 전원주택은 가족의 거주공간인 동시에 여가공간언 것이다. 또한 전원주태 

거주자들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과 수려한 경치 등 자연환경/경관， 전원생활의 향유 

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으며， 전원생활의 단점은 교통문제， 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 

교육문제 등의 순으로 냐타났다. 

2절.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서의 전원거주 

1. 도시생활양식에 익숙한 집단의 전원으로의 이주 

탈도시적 주거입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주거환경의 경제적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 

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둔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원주태으로 이주한 이후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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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양식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대체적으로 대도시 중산층이 전원주 

태으로 이주하는 주요한 이주동기는 경관 및 새로운 생활양식의 추구이다. 

특정한 사회집단의 선택적 이주(selecti ve migration)와 전원주태 사이에는 일정한 연 

관성이 있다. 전원주태으로의 이주과정은 특정한 가족생애주기에 속하는 사람들의 선 

택적 이주과정이다.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자들의 연령층이 50-60대에서 30 - 40대 

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로 통근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자녀) 교육에 

큰 어려움이 없는 집단이， 다시 말해 중심도시와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이주한다. 그리고 각 가구의 이주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한 결과 1960 - 1970년대 이 

촌향도형 인구이동의 주력 세대들이 다시 시골로 이주해가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성장기에 시골생활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전원주태으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도시생활양식에 익숙한 인구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도시생활양식에 익숙한 인구 

가 생활환경이 도시와는 완전히 상이한 시골지역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도 

시에서 생활하는 도시사람과 시골에서 생활하는 시골사람과는 달리 도시사람이 도시 

생활양식을 가지고 시골에서 생활함으로 인해 생활양식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장기 

적으로 전원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생활양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생 

활양식의 변화는 일시적인 경향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2.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의 공유 

전원주태 거주자는 거주양식， 통근·통학양식， 중심지이용， 근린관계， 기타 일상생활에 

서 새로운 적응양식을 모색하게 되며，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적응과정에서 도시생 

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형성하게 된다. 

첫째， 도시생활양식을 가진 자가 전원적 주거환경에 적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원 

지향 이주자의 주태은 전원적 환경에 입지하고 있다. 도시주택과 전원주택 사이의 가 

장 큰 차이점은 주태이 입지한 환경이다. 도시주택과는 달리 전원주태은 도시적 환경 

을 벗어난 지역，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 도시편익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 

은 지역에 입지한다. 모든 문제는 전원주태의 입지적 속성， 즉 도시생활양식을 가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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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전원적 주거환경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도시생활양식을 버리고 농촌생활양식을 취하 

지는 않는다. 그들은 양자를 공유하는 양식을 찾는다.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공유하려는 목적은 전원주택의 입지적 속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딜레마에 직면한다. 

무엇보다도 양자는 기본적으로 한 장소에서 획득되기 어려운 모순된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원주택 거주자의 거주양식에서는 독특한 양상들이 나타난 

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거주분열” 및 “도시 세컨드홈”이다. 이는 전원지향 이주 

로 인하여 불리해진 도시와의 연계를 회복하기 위한 적응양식이다. 

둘째， 전원지향 이주자는 전원주거에서 도시직장으로 통근한다. 직장/주거지 관계의 

측면에서 전원지향 이주자는 도시의 통근자와 상이한 위치에 있다. 교외주거와 교외생 

활양식을 이어주는 것은 통근이다. 그러나 교외지역을 연구하는 많은 논객들은 통근이 

교외를 정의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지만 통근이 교외생활에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 

고 주장한다. 

교외지역의 기본적 특성은 “도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방공간이 많은 곳에 

살고 싶어하는， 거기에 거주함으로써 요구되는 비용과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 

는 사람들이 거주한다”는 것이다. “교외의 특징적인 측면은 물론 통근자이다."(Berger， 

1968, 127). 그러나 룬드버그(Lundberg)가 언급했듯이， “ ... 많은 사람들이 통근은 교외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상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도보거리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통근자 

이다""분명 통근은 도시생활과 대비되는 교외생활의 독특한 특성이나 근본적인 차이라 

고 할 수는 없다"(Lundberg et al., 1934, 47; Berger, 1968, 127-128에서 재인용) . 즉 통 

근 자체가 교외생활양식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 하지만 전원지향 이주자의 통근양식은 주태을 전원에 두고 도시의 직장으로 통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불가피하게 통근과 통학을 연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 통근 

자와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전원지향 이주자들은 이주한 이후에 자연(땅)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는 일 

상생활을 영위하는 반면， 그들의 중심지이용행태는 여전히 중심도시 지향적인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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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는 점이다. 

넷째， 도시생활양식을 향유하는 전원주택 거주자와 농촌생활양식을 향유하는 원주민 

사이의 근린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기본적인 예의를 차리는 정도에서 형성되거나 

아예 완전히 단절된 형태를 취한다. 원주민과 전원주택 거주민은 생활수준과 생활양식 

이 상이하여 이들 사이의 근린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것이다.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전 

원주택 거주자들이 근린관계에서 원만하게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전원주택 거 

주자들이 농촌생활양식과 상이한 생활양식을 지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 

다. 

3. 새로운 생활양식의 출현: “탈도시 생활양식” 

한 시인은 “선은 시골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옳었다. 근대철학을 

세움으로써 인간주체가 신의 손아귀에서 철학적으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처럼，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인간은 공간적으로 신이 만든 공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 대도시 중산층의 도시탈출은 인간이 만든 도시를 떠나 선 

이 만든 공간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선이 만든 시콜과 인간이 만든 도시. 도시의 편리함과 시콜의 쾌적함을 동시에 향유 

하려는 현대 도시인들의 욕구는 도시탈출이라는 새로운 이주의 흐름을 낳고， “전원” 

담론은 일상생활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자연으로 회귀하고픈 욕 

구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신이 만든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연회귀의 신화를 실현하려는 선이 만든 공간으로 회귀하려는 

도시인의 욕구는 언제나 “인간이 만든 공간을 떠나려고 하면서도 인간이 만든 공간을 

버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든다(구동회， 1997). 

이런 이유로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도시와 시골의 생활양식을 동시에 향유하려는 성 

향을 보인다. 즉 전원주택 거주자의 생활양식은 <전원주거와 도시직장: 집은 시골에， 

직장은 도시에>. <자연과의 유대 강화>， <중심도시 지향적인 중심지이용행태>， <원 

주민과의 소원한 근린관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특정을 보이는 전원주택 

- 180 -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도시생활양식 

의 아류 또는 변종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선행 연구자들은 교외생활양식을 구별짓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거나 

교외생활양식을 도시생활양식의 변종으로 본다. 이처럼 교외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도 

시생활양식의 아류로 평가하는 것은 생활양식 개념을 지나치게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 

하거나 계급/생산의 측면에서 생활양식을 논의하려는 데에서 비롯된다. 또는 도시화， 

산업화로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으므로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견해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사실상 허무러졌다고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경계는 존재하며， 도시생활 

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은 구별될 수 있다. 

어떻게 평가하든 전원주택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도시생활양식이나 농촌생활양식과 

구별되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섹스턴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이 시골로 떠나지만 그들은 도시를 버리지 않으며 "(Sexton, 1995, 26) 양자를 공유하 

고 자 한다. 전원지향 이주의 기저에는 중심과 주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깔려 있으 

나， 이는 근본적인 전환이 아니라 현상적인 전환이다. 도시탈출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전원으로 회귀하는 도시인은 이미 도 

시생활양식을 소유하고 있다. 폼은 전원으로 회귀하지만 도시와의 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들은 교외의 전원적 공간에서 탈도시적 환경이 가진 쾌적함과 도시적 환경에 

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동시에 향유하기 위해 도시를 탈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원주택현상은 새로운 주거생활양식의 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원주택 

으로 이주한 사회집단의 생활양식은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동시에 공유하는 

생활양식이다(이를 “탈도시적 생활양식” 또는 “전원적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은 도시내에 주거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속하는 집단과는 상이한 생활양식을 추구한다. 하지만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양 

식이 도시생활양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탈도시적 생활양식은 도시생활양식에 접 

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생활양식이다. 

장기적으로 교외화， 탈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은 점차 광역화되어 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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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수도권지역의 전원공간은 탈도시적 생활양식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또한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원주택 거주자의 생활양식은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동시에 향유 

하는 탈도시적 생활양식으로 정형화되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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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장. 요약 및 결론 

1 . 경헐적 연구결과의 검토 

전원주태은 20세기말 한국의 대도시 중산층들이 이상적인 주거입지를 탐색하는 과정 

에서 출현한 탈도시적 주거양식이다. 현대 도시사회의 중산층들에게 이상적인 주거입 

지란 도시적 편익과 전원의 쾌적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대도시 중산층이 전원주택으로 전원지향 이주를 하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논리가 깔려 있다. 준농림지역의 개발 완화와 같은 국가의 역할과 개발업자의 논리는 

수도권 전원주태이 급증하게 되는 객관적인 조건으로 작용한다. 소비자의 전반적인 생 

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주거생활양식에 대한 소비욕구의 변화는 전원주태의 성장 및 

전원주태으로의 이주를 가져온 실질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전원주태현상은 소비주 

체(수요자)의 생활양식(소득수준의 향상， 기통성의 증대， 새로운 소비문화 둥) , 건설자 

본(공급자)의 사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부동산 선상품 개발 및 주태상품 차별화 전 

략)， 국가의 제도적·법적 지원(준농림지역제도의 도입)이 상호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으 

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전원주태에 관한 연구는 이상의 세 가지 범주를 종합적으로 검 

토하는 작업 을 필요로 한다. 

국가 및 건설자본의 관점에서의 전원주택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일정 정도 검토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주체의 관점에서 수도권 전원주태 거주자를 사례로 하여 대 

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을 분석하였다. 첫째 어떤 사람들이(이주자 

의 사회경제적 특성)， 둘째， 어떤 지역으로(전원주태의 공간적 입지)， 셋째， 왜(이주동 

기)， 어떻게(이주과정) 이주해 가며， 넷째， 이주자들이 현지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적 

응과정과 생활양식)에 관한 본 논문의 경험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원주태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사항이다. 특정한 사회집단의 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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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주(selective migration)와 전원주택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 즉 특정한 

계층의 특정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전원주택으로의 전원지향 이주를 감행한다. 직장 

문제와 교육 문제는 전원주태으로의 이주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전원주택으 

로 이주하는 인구의 연령층이 30-40대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로 통근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자녀 교육에 큰 어려움이 없는 집단이， 즉 중심도시와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전원주택으로의 전원지향 이주를 주 

도하는 집단은 직장문제의 측면에서 통근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직종에 종사하는 자 

(예， 자영업자) 또는 통근할 필요가 없는 퇴직자가， 그리고 자녀교육문제의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집단(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없는 가구)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원주태의 공간적 입지에 관한 사항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도권의 전원 

주택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지역(양평， 용인， 남 

양주， 광주， 파주 등)에 집중적으로 입지한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전원주택은 기본적으 

로 기존 마을과 인접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지만， 단독형 전원주태은 기존 마을내에 입 

지하거나 마을을 통과하여 입지하고 단지형 전원주택은 기존 마을과 격리된 지역에 입 

지한다. 단독형 전원주택은 농가주택을 개축/신축되거나 소규모 필지에 건축되고， 외딴 

지역에 단독형을 짓는다는 것은 치안문제 심리적 불안 고독감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 

킬 수 있으므로 기존 마을과 인접하는 경향이 있다. 단지형 전원주택의 경우， 상대적으 

로 대규모의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마을과 언접한 곳에서는 토지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원주태단지 그 자체로 동질적인 근린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으 

므로 굳이 기존의 마을에 인접할 필요가 없다. 원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상이한 생활양 

식을 소유하고 있는 단지형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이질적인 근린공동체와 인접하기를 

꺼려 하고， 개발업자들도 수요자들의 취향과 선호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기존 마을과 

격리된 지역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 한다. 수도권 전원주택의 입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심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살펴볼 때， 수도권의 전원주태은 서울에서 반경 

30km에서 60km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반경 60km권역을 넘어서면 전원주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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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가 현격하게 감소한다.30km이내의 권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거나 개발행위가 

법적·제도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므로 또한 물리적 거리로 반 

경 60km권역(시간거리로 1시간 30분)은 일반적으로 통근권역의 한계점으로 간주되므 

로， 전원주택의 성장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처럼 수도권 전원주택의 성장이 서울 중심에서 반경 30km - 60km권역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교외화를 넘어 탈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 수도권지역에서 인구교외화 현상이 탁월했던 지역은 대체로 서울의 중심부로 

부터 40km 이내의 간선도로 주변지역에 위치해 있고 서울과의 편도통행시간이 1시간 

내외인 지역들(부천， 인천， 안양， 광명， 성남， 수원， 의정부， 남양주， 고양， 광주， 시홍 

등)이었으며， 반경 40km 밖의 수도권 외곽지역에서는 거주교외화 패턴이 뚜렷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1997년 현재 전원주택의 성장이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 

경 30km - 60km권역은 교외화 및 탈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2) 서울을 둘러싼 지역을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누어 

볼 때， 수도권의 서남권은 나머지 3개 권역에 비해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라 전원주택 

이 거의 입지하지 않는다. 이는 서울-부천-인천축과 서울-용인축 사이에 위치한 서울 

의 서남권(서울에서 반경 25km - 45km권)은 이미 공업교외화로 인한 고용교외화가 

탁월하게 나타났던 지역이라 전원주택을 개발할 여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 

다. 또한 파주를 제외한 수도권 북부지역(양주， 포천， 연천 등)에서의.전원주택 개발도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3) 전원주택의 성장이 두드러진 지역은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축(양평， 광주， 남양주， 

가평)과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축(용인， 분당)， 그리고 일산 신도시에서 북방으로 

나아가는 파주축(고양， 파주)이다. 한강축은 경관이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 

역이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가는 축과 북방축은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이와 같은 

수도권 단지형 전원주택의 분포에서， 전원주태의 주요 입지요인은 양호한 자연환경과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원주택 거주자의 이주통기 및 이주과정에 관한 사항이다. 전원주택 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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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이주동기는 전원적 생활양식에의 욕구이다. 도시적 편익을 일정 정도 포기하더 

라도 전원적 쾌적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원주태으로 이 

주한다.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대체로 시골 출신이거나 외국에서 전원적 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전원생활에 대한 지향은 전원생활에 대한 

경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듯하다. 통근을 해야 하는 청장년층의 가구는 전원주택 

을 선정할 때 중심도시의 직장으로의 통근이 유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노 

년층의 퇴직자와 은퇴자는 퇴직(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을 시골에서 보내기 위해 이주 

하므로 중심도시와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선택을 한다. 

하지만 중심도시와의 접근성도 전원지향 이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퇴직자에게는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 

만， 실제로는 통근자에게냐 퇴직자에게나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은 탈도시적 주거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중심도시와의 연계가 단순히 직장관 

계로만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도시생활에서 형성되었던 사회적 관계망， 

도시적 편익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도시적 생활양식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전원주태 거주자들을 이주동기에 따라 (1) 경관/전원생활지향형 (2) 가족/근린공동 

체지향형， (3) 주택지향형， (4) 직장지향형으로 구분할 때， 지배적인 유형은 경관/전원 

생활지향형이다. 이는 20세기말 한국사회의 전원주택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경관 및 

생활양식이라는 전원지향 이주의 전통적인 요인들이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반면， 전원주택 거주자 가운데 근린이나 공동체 문제로 이주한 가구는 거의 없다. 

미국의 교외화에서는 중산층들이 열악한 근린(특히 인종문제로 인한)을 피해 교외지역 

으로 이주하였다. 전원주택현상은 이런 점에서 미국의 교외화와는 차별적이다. 

전원주태 거주자의 이주지 탐색 및 결정과정은 공식적인 통로보다는 비공식적 통로 

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전원주태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중개업소와 같 

은 공식적 통로보다는 주로 친지나 친구 등 가까운 지언을 통해 이주지를 탐색한다. 

그리고 남성(세대주)이 전원으로의 이주에 결정적이고 중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세대 

주의 배우자나 나머지 가족들은 이주결정과정에서 매우 수동적인 입장에 선다. 이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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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시간(이주결정에서 이주지로 이주하기까지의 기간)은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자가 이주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얼마나 신증을 기하는가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경제 

적 동기(주택의 부동산가치 직주근접 등)에서 이주하는 자에 비해 삶의 질(전원적 생 

활양식， 양호한 근린)을 추구하는 이주자가， 단지형 전원주태 거주자에 비해 단독형 전 

원주태 거주자가 전원주택지의 탐색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들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원주택 거주자들을 이주과정에 따라 회귀이주 l(지방도시 • 대도시 • 시골) , 회 

귀이주 2(시골 • 대도시 • 시골)， 비회귀이주 l(대도시 • 시골)， 비회귀이주 2(대도 

시 • 소도읍 • 시골) 등 네 가지로 구분할 때， 지배적인 이주유형은 <회귀이주 2> , 

즉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세대가 다시 시골로 회귀하는 유형이다. 전원주택으로의 이주 

과정은 특정한 가족생애주기에 속하는 사람들의 선택적 이주과정이며 각 가구의 이주 

과정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1960 - 1970년대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의 주력 

세대들이 다시 시골로 이주해가는 부류가 지배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회귀이 

주 2>가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전원생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탈도시적 주거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원생 

활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전원생활을 통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결국 대도시 중산층이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주요한 동기는 주거와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는 대도시의 주거환경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와 대도 

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주거와 관련된 삶의 질은 경관 및 전 

원적 생활양식， 양호한 근린(공동체)과 관련되나， 한국의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특히 경 

관 및 전원적 생활양식을 지향하고 있다. 전원주택으로의 이주과정은 특정한 가족생애 

주기에 속하는 사람들의 선택적 이주과정이며， 전원주태 거주자의 이주경로(고향 - 직 

전거주지 - 현거주지)를 통하여 각 가구의 이주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1960 

- 1970년대 “이촌향도형 인구이동(離村向都型 人口移動)" 또는 “농촌탈출(rural 

exodus)"의 주력 세대들이 1990년대에 들어와 “이도향촌형 인구이동(離都向村型 人口

移動)" 또는 “도시탈출(urban exodus)"이라는 역방향의 인구이동 흐름을 주도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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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전원주택 거주자의 적응과정 및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이다. 도시생활양식을 가 

진 자가 전원생활에 적웅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전원지향 이 

주자들은 전원으로 이주한 이후에 (익히 예견한 또는 전혀 예견하지 않은) 새로운 주 

거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통근 및 통학 문제， 중심지이용행태 근린공동체에의 적 

응 등이 전원지향 이주를 선태한 사람들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전원지향 이주 

자는 거주양식， 통근·통학양식， 중심지이용， 근린관계， 기타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적응 

양식을 모색하게 되며， 교외지역에서의 적응과정에서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형성하게 된다. 전원주택 거주자의 새로운 생활양식은 다 

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전원주택 거주자의 새로운 생활양식은 도시생활양식을 가진 자가 전원적 주거환 

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전원지향 이주자의 주택은 전원적 환경에 입지하고 

있다. 도시주택 거주자와 전원주택 거주자의 거주양식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 

이 입지한 환경이다. 도시주택과는 달리 전원주택은 도시적 환경을 벗어난 지역， 접근 

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 도시편익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입지한다. 

모든 문제는 전원주택의 입지적 속성 즉 도시생활양식을 가진 사람이 전원적 주거환 

경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사람 

들이 도시생활양식을 버리고 농촌생활양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양자를 공유하 

는 양식을 찾는다.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공유하려는 전원주택 거주자의 목 

적은 전원주택의 입지적 속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딜레마에 직면한다. 무엇보다도 

양자는 기본적으로 한 장소에서 획득되기 어려운 모순된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그리하여 전원주택 거주자의 거주양식에서는 “거주분열”과 “도시 세컨드홈”이라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전원주택 이주자의 가족 가운데 중심도시에서 거주해 

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또는 전원지향 이주로 인하여 불리해진 도시와의 연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취하는 양식이다. 통학문제로 인한 거주분열 및 도시 세컨드흠은 아 

직까지는 맹아적 단계에 있으나， 향후 전원지향 이주자가 증가하고 전원주택이 확산되 

면 이러한 현상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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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주태 거주자(통근자의 경우)는 전원주거에서 도시직장으로 통근한다. 직장/주 

거지 관계의 측면에서 전원지향 이주자는 도시의 통근자와 상이한 위치에 있다. 교외 

주거지와 교외생활양식을 이어주는 것은 “통근”이라고 하지만 통근 자체가 교외생활양 

식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원주태 거주자의 

통근양식은 주택을 전원에 두고 도시의 직장으로 통근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불가피하 

게 통근과 통학을 연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내 통근자와 차별적이다. 전원주태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입지하므로 전원주태 거주자는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 

결해야 한다. 통근/통학을 연계하는 사례는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적응해 가는 양식이다. 

3) 전원지향 이주자들은 이주한 이후에 자연(땅)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반면 그들의 중심지이용행태는 여전히 중심도시 지향적인 양상을 보 

인다.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중심지이용행태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크게 서울의 

존적인 집단， 지역중심지 의존적인 집단， 신도시 의존적인 집단으로 구분할 때， 이 가 

운데 가장 지배적인 집단은 중심도시(서울) 의존적인 집단이다. 

4) 전원주태 거주자의 적응과정에는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 사이의 갈둥이 잠 

재되어 있다. 도시생활양식을 향유하는 전원주택 거주자와 농촌생활양식을 향유하는 

원주민 사이의 근린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기본적인 예의를 차리는 정도에서 형 

성되거나 아예 완전히 단절된 형태를 취한다. 원주민과 전원주태 거주자는 생활수준과 

생활양식이 상이하여 이들 사이의 근린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형 전원주택 

의 경우에는 단지내의 근린관계는 친밀하나 마을주민과의 근린관계는 매우 소원하거나 

거의 단절된다.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근린관계에서 원만하게 적 

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농촌생활양식과 상이한 생활양식을 

지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5) 전원주태 거주자들은 도시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향유할 수 없는 (또는 향유 

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다. 대부분 정원 가꾸기， 텃밭 일구기， 가축 기르기 

둥의 일상적 활동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여가시간을 자연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다. 전원주태은 가족의 거주공간인 동시에 여가공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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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1 ) 이론적 의의 

이상에서 전원주택으로의 전원지향 이주현상의 경험적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중산층 

의 전원지향 이주로 인한 전원주태현상이 교외화론， 전원지향 이주론， 생활양식론과 관 

련된 선행 연구에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첫째， 교외화론과 전원주택현상에 대한 화두(話頭)는 “20세기말 한국의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전원주택현상은 영미 교외화현상과 어떤 동질성과 차별성을 

가지는가?"하는 문제이다. 

19세기중엽부터 시작되어 이차대전 이후에 전성기를 맞이한 미국의 교외화현상의 근 

본요인은 혐오스러운 도시생활에서의 탈출， 인종적 갈등문제나 불량한 근린의 회피， 중 

산층의 시골생활에 대한 낭만적 취미의 분출， 새로운 생활양식의 추구， 문명의 전환과 

부르주아 유토파아의 건설 둥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그 배후에는 탈도시적 생활의 내 

재적인 우수함을 강조하는 문화윤리가 짙게 깔려 있다. 그리고 영미에서의 고전적 교 

외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는 “백인， 중산층， 자가소유자， 단독주택， 도시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남성과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 안정된 근린， 안전함” 등이 

다(Baldassare， 1986). 

초기의 교외지역에 대하여 멈포드는 더렵혀진 대도시의 침체와 무질서에 대해 개인 

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중산층의 낭만적 취미의 분출로 해석했다. 피쉬만은 교외 

지역을 문명의 전환과 중산층 유토피아(Bourgeois Utopia)의 건설로 해석한다. 즉 교외 

지역은 도시의 부패에서 탈출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며 안정된 공동체를 건설하 

려는 근대 가족의 복합적인 전망을 담아내는 어떤 것， 즉 앵글로 아메리카 중산층의 

집합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멈포드가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차원에서 교외화를 바라보 

았다면， 피쉬만은 교외화를 문명의 전환의 정후， 환언하여 근대문명의 정신과 성격을 

표현하는 현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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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말 한국의 전원주택현상은 중산층 교외화라는 점에서 영미의 교외화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외화는 미국의 교외화와는 상이한， 또는 

정반대의 형태를 가진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전원주택현상은 적어도 1990년대 이래로 

그 흐름에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원주태현상 

은 교외화의 새로운 국면(능동적인 중산층 교외화)을 의미하며， 중산층의 주거문화(중 

산층의 이상향)， 나아가 피쉬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명의 전환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전원지향 이주의 지배적인 동기는 무엇이며， 이상적인 주거입지가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전원지향 이주론은 크게 농촌-도시의 수렴론(워드웰)， 

탈산업사회의 출현으로 인한 생활양식과 주거선호의 변화를 강조하는 논의로 진행되어 

왔으며， 전자는 도시생활양식의 전면적 확대를， 후자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추구라는 관 

점에서 전원지향 이주를 바라본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전원지향 이주는 경제적 동기 

와 삶의 질 가운데 삶의 질에 기초한 이주이며 전원지향 이주의 지배적인 이주동기는 

삶의 질과 관련되는 요인 가운데 생활양식과 경관이다. 우리나라의 전원주택 거주자들 

은 전원적 생활양식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원지향 이주를 행한다는 점에서 전원지향 이 

주론에서 언급되는 지배적인 경향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지리(환경)， 생리(경제) , 인섬(근린， 공동체)， 산수(경관)라는 네 가지 주거입지요인을 

제시한 청담의 주거입지론과 도시와 시골의 이점을 통시에 구현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하위드의 전원도시론은 이상적인 주거입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 

인지를 시사한다. 청담의 이상적 주거입지론은 전원지향 이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거입지에 관한 일반론이지만 전원주택과 같은 탈도시적 주거입지 역시 이상적인 주 

거지를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청담의 주거입지론은 전원지향 이주 빛 한국의 전 

원주태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함의를 가진다. 제한적이나마 현대사회에서 지리， 생리， 

인심， 산수라는 주거입지요언을 두루 갖출 수 있는 공간은 도시를 벗어난 지역의 주거 

공간일 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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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원주택현상은 새로운 지역생활양식의 출현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도 

시， 농촌， 교외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지역생활양식은 상이한 속성을 가지는 생활양식으 

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역생활양식이 구별될 수 있다면 그 의의는 무엇 

인가? 

발생 초기부터 교외지역은 도시와 시골의 장점을 두로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각광 

받았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명의 이기(利器)" 사이의 “중도(middle ground)"로서 

의 교외지역， “도시적 편익”을 희생함이 없이 “농촌생활의 고유한 매력과 실질적인 이 

익”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교외지역은 그야말로 약속의 땅으로 간주되었다. 

교외공간이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의 이점을 통시에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1960 - 1970년대 미국에서는 교외지역에서 나타나는 생활양식에 관한 논 

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미국의 교외생활양식론은 “교외 거주자의 생활이 도시 신중간층의 새로운 생활양식 

을 상징한다”는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으로， 교외생활 

양식의 존재를 부인하거나(캔스) , 교외생활양식을 도시생활양식의 변종(다쓰오)으로 파 

악하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다. 캔스는， 교외에서는 물론 도시에서도 그러한 생활양식이 

존재하므로 교외에서 나타나는 생활양식은 교외지역과 무관하며 따라서 단일한 교외 

생활양식이라는 것은 분명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신에 그는 계급과 연령에 

따른 생활양식이 존재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다쪼오에 따르면 인류 역사를 통해 인간 

의 생활공간은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되어 서로 대립되어 왔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분 

리·대립은 인간의 생활공간을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해 인간을 도시인과 농촌인이라는 

두 종류의 지역적 성격을 가진 피스낼리티로 만들고 사회의 생활양식을 도시생활양식 

과 농촌생활양식으로 만든다.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관계하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분리· 

대립이 더욱 섬해지고 그에 따라 지역생활양식이 형성된다. 따라서 생활양식의 지역성 

이 중요해진다. 다쓰오는 농촌의 전면적 도시화론과 농촌생활양식의 소멸론을 받아들 

이지는 않지만， “교외생활양식은 도시생활양식의 변종에 불과하다”고 결론짓는다. 즉 

교외생활양식은 도시생활양식과 다른 별개의 지역생활양식이 아니라 도시생활양식의 

변종에 불과하며， 두 가지 생활양식은 서로 섞여， 교외에서도 도시에서도 대량생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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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소비， 대량오락이 표준화되어 똑같이 왜곡된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외생활양식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도시생활양식의 변종으로 평가하는 것은 

생활양식 개념을 지나치게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거나 계급/생산의 측면에서 생활양 

식을 논의하려는 데에서 비롯된다. 또는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로 도시와 농촌의 경계 

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으므로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견해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사실상 허무러졌다고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경계는 존 

재하며，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은 구별될 수 있다. 어떻게 평가하든 전원주택 거 

주자의 생활양식을 도시생활양식이나 농촌생활양식과 구별되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섹스턴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떠나지만 그들은 도시 

를 버리지 않으며" 시골과 도시의 이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원주태현상은 새 

로운 주거생활양식의 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사회집단의 생활 

양식은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동시에 공유하는 생활양식이며， 이는 “탈도시 

적 생활양식”이라 명명될 수 있다. 

2)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향후 한국에서의 전원주태은 소득수준 및 제도적 조건의 영향에 따라 유동적이겠으 

나 수도권을 념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갈 것이며 냐아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광역시 

를 비롯한 대도시 주변지역에서도 전원주태의 성장이 점차 두드러지게 냐타날 것이다. 

이처럼 전원주택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할 때 정책적인 측면에서 준농림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기본적인 하부시설의 공급， 큰린관계의 개선 둥과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전 

원주태개발은 비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낳고 있다.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야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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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의 전원적 주거공간을 정착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탈도시 지역에 전원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의 준농림지 

역을 개발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개별 사안별로 토지이용을 결정 

하게 되면 상호 모순되는， 또는 갈등관계에 있는 토지이용이 혼재하게 되어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토지이용에 관 

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수도권지역의 준농림지역을 개발해 냐가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수도권의 준농림지역이 파행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개 

별 부동산자본이나 수요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수도권 준농림지역이 개발되도록 놓아둔 

채， 수도권 전체의 공간구조가 효율적으로 조직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 

한 생각에 불과하다. 국가의 법적·제도적 규제와 지원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상황에 따 

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이 저밀도의 

전원적 주거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에 달려 있다. 

둘째， 중심도시(서울)와 주변지역(수도권) 사이에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와 이로 인한 전원주택의 확산과정은 과밀 

한 중심도시의 주거기능이 도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분산되는 과정이다. 주거기능의 광 

역화는 통근권의 확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화 및 서비스 기능， 기타 하부시설 등 

의 공급을 수반한다. 중심도시에서의 태지 및 주택 공급이 한계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중심도시 주변지역으로의 주거기능의 분산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원주택 거주자와 원주민 사이에 원만한 근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꿈의 집 (dream home)은 이상적인 공동체(ideal communi ty )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상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꿈의 집은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전원지향 이주를 하여 전원에 정착하는 자들과 원주민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 

다. 이는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근린 또는 공동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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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상적인 주거입지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상적인 주거입지를 선돼하고 싶어도 자선의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경제적 요인의 제약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면 “이상적인 주거공간에서의 삶” 

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거주지를 떠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경제적 요인이 아닌， 삶의 

질이라는 동기에서 탈도시 주거입지를 선태한 집단은 나름대로 이상적인 주거입지를 

탐색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탈도시 주거입지를 선택한 중산층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주지는 어떤 조건을 갖춘 공간일까? 전원주돼현상을 대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추론하자면 현대 한국사회의 중산층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주 

거공칸은 양호한 경관 및 자연환경과 등질적인 근린이 갖추어져 있고 가족이 함께 전 

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주거조건이 구비된 지 

역에서는 교육기능이나 중심지기능과 같은 도시적 편익과 자연환경(경관)과 전원생활 

과 같은 전원적 쾌적함을 두루 누릴 수 있다. 결국 20세기말 현대 한국인의 이상적인 

주거입지의 이념형은 “도시적 편익”과 “전원적 쾌적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장소 

일 터이다. 공간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조건이 고루 갖추어진 곳은 자연환경이 양호 

하고 중심도시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탁월한 대도시 외곽의 교외 및 시골지역이다. 

하지만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양호한 근린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탈대도시 주거입지를 지향하는 사회집단(중산층)은 경제적 동 

기보다는 “삶의 질”적인 요인을 보다 주요한 요인으로 삼지만， 전원생활， 자연경관， 근 

린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스럽게 충족될 수 있논 곳은 없다. 세부적으로는 세 가 

지 조건 가운데 전원생활과 경관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한편 근린에 대한 사고는 상 

대적으로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 인간의 삶의 질은 각 개인이 근린(나아가 지역공동 

체)에 유기적으로 통합될 때 더욱 고양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이는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이상적 공동체는 함께 한다는 태도(사생활 보호 및 사회적 상호작용) , 저층 

건물의 개성 있는 주택 편리성(근거리에서의 기초수요 충족) 비배타성(사회경제적 다 

양성) , 쾌적한 자연환경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주요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 전원주태이라는 탈도시적 주거양식은 쾌적한 환경 수려한 경관 속에서 전원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주거양식이기는 하나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이상적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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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꿈의 집 (dream home)은 이상적인 공동 

체 Gdeal community)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상적인 공동체가 형성 

되지 않는다면 꿈의 집은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Sexton， 1995)"는 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결론적으로， 중산층의 도시탈출과 이로 인한 전원주택현상은 단순히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의 주택유형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공간적으로 도시 중 

심의 주거입지에서 탈도시적 또는 전원적 주거입지로의 변화를 이주과정의 측면에서 

이촌향도형 인구이동 세대가 다시 시골로 회귀하는 과정을， 주거생활양식의 측면에서 

도시생활양식과 시골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생활양식(탈도시 또는 전원적 생활양 

식)의 출현을 의미한다. 하워드(Howard， 1965)가 주장했듯이， “도시와 시골은 굳게 결 

합되어야 하며， 양자의 아름다운 결합에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생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한다 남은 과제는 전원주택이 도시와 시골을 “아름답게” 결합할 수 있는 주거양 

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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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로 ...,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사례조사가구 개관 

〔부록 3) 수도권 단지형 전원주택 현황(1997년 10월 현재) 

[부록 4) 사진으로 본 수도권 전원주택 





〔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구동회입니다. 금번에 

저는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전뭘주택애 사시는 분톨의 이주과정과 생 

활양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 

고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 결과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바 

쁘시더라도 설문에 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1997.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구동회 드럼 

일 시: 1997. 

조사지역: 시/군 

조 사 원(성명/연락처): 

※ 이주과쟁애 판하여 

읍/면 

(용 

리/동 

1. 고향과 직전 거주지는 어디입니까(상세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 고향 ( 시 구 또는 군 읍/면) 

# 직전 거주지 ( 시 구 또는 군 읍/면) 

2. 고향의 주위 환청은 어떠했습니까? 

口 계곡에 위치해 있었다 

口 바닷가 마을이었다 

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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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캉가의 마을이었다 

口 도시 내에 살았다 



3. 고향이 시골인 경우， 언제 도시(서울로 이주하셨습니까? (19 __ 년) 

4. 고향이 시골인 경우， 시골생활의 경험이 현거주지를 선택하는데 미진 영향은? 

5. 직전 거주지에서 지금의 거주지로 옮기기로 마음먹은 것은 언제입니까? 

( 19 년 윌 또는 

6. 현재 사시는 곳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口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口 부동산 관련 잡지를 통해 

口 선문을 통해 

口 친척의 소개로 

口 친구의 소개로 

口 기타 ( 

7. 이주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口 세대주 口 배우자 口 자녀 口 할머니/할아버지 

년전) 

8. 나머지 가족들은 동의하였습니까? ( 口 그렇다 口 아니다 ) 

9. [이주동기] 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口 내 집 마련을 위해 口 직장의 이전 

口 집 규모를 넓히기 위해 

口 재산가치 증식을 위해 

口 집세/집값이 비싸서 

口 전원적 생활을 하기 위해 

口 복잡하고 공기가 나빠서 

口 기타 ( 

10. [이주실행] 이주 결심을 살행에 옮기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口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口 직장문제(통근 둥)가 없어졌다 

口 자녀 교육의 문제가 없어졌다 口 마음에 드는 집 이 나타났다 

口 직장의 이전 口 기타 ( 

11. [현거주지의 매력] 현재 사시는 곳을 이주지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口 산세가 좋아서 口 강이 있어서 

口 교통이 편리해서 

口 친구/친지가 권유하여 

口 직장이 가깝기 때문에 

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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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계곡이 있어서 

口 집값이 싸서 

口 아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 



※ 주택에 판하여 

12.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어떻게 구득하셨습니까? 

口 직접 토지를 구입하고 직접 지었다 口 완성된 전원주택을 분양받았다 

口 택지를 분양받아 직접 지었다 

口 기타 ( 

13. 이전의 주택과 현재의 주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口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수리했다 

이전의 주택 현재의 주택 

집의 크기 대지 평/ 건평 펴。 대지 평/ 건평 평 

집의 형태 

집의 재료 

부대시설 

집의 형태 @ 아파E @ 단독(양옥) @ 단독(한옥) @ 다세대(다가구) 

@ 단독형 전원주택 @ 단지형 전원주택 

집의 재료 @ 통나무 @목조 @ 콘크리 E @ 철골패널 

14. 직접 토지를 구입하고 집을 지으셨다면， 

* 언제 토지를 구입하셨습니까? ( 19 년 월 ) 

* 언제 집을 지었습니까? ( 19 년 윌 ) 

* 언제 입주하셨습니까? 년 월 ) 

15.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口 상시거주한다 (순수주거용) 口 주말에만 거주한다 (주말주택용) 

口 여가활동을 위해 사용한다(레저용) 口 가끔 별장으로 사용한다 (별장용) 

16. 이전의 주택에 비해 전원주택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장점 ( 

단점 ( 

17. 이전에 살던 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口팔았다 口 세를 놓았다(임대했다) 

口 자녀에게 증여했다 口 둘 다 함께 사용한다 

… 
μ
 



※ 일상생활에 관하여(특히 출퇴근， 등하교에 대하여 상셰히 말씀해 주셰요) 

18. 귀하의 가족구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통근(통학)에 
통근(통학)에 

관계 연령 직업 직장(학교)소재지 이용하는 
소요되는 시간 

교통수단 

세대주 

배우자 
--•-

19. 승용차가 있습니까? 

口 없다 口 한 대 있다 

口 두 대 있다 口 세 대 이상 있다 

20. 현재의 주택으로 이사오선 후 생활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口 텃밭을 일군다 口 아침마다 산책/운동을 하게 되 었다 

口 정원을 가꾼다 口 가축을 기르게 되었다 

口 이웃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口 기타 ( 

21.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률 받는 곳(지역)은 어디입니까? 

* 식료품 * 의 류 ( 

* 가전제품 * 병 원 ( 

* 레저/스포츠활동( 

22. 주변 마을의 원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口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눈다 

口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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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마을의 행사에 참여한다 

口 기타 



23. [서울과의 관계] 서울에는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24. 집을 서율로 옮기셜 의향이 있으십니까? ( 口 예 아니오 ) 

있으시다면 그 이유논 무엇입니까? ( 

25. 지금의 생활환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매우 
효~~크 I드 보통 ~즈 -E1 

매우 

불만족 ~표 I느 

• 주거생활을 하기에(쾌적성) 

• 소비생활을 하기에(물건 구입) 

• 교통/통신활동을 하기에(통근) 

‘ 교육을 시키기에(자녀교육) 
• 휴양/여가활동을 하기에 

“ 공동생활을 하기에(이웃관계) 
※ 그 밖에 연구에 도움이 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δ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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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례조사가구 개관 

1 . 일반사항 

사레 지역 연령 직업 이주연도 고향 직전 거주지 가구원수 
이주결정 이주 

연도 결정 

양평 45 자영(무역) 1996. 1. 서울 서울 강동구 3 1984 배우자 

2 55 퇴직자 1996. 9. 마산 서울캉남구 2(3) 1994 세대주 

3 38 자영(건설) 1996. 10. 부산 서울 성북구 4 1995 세대주 

4 53 무직 1997. 5. 이북 광주군 곤지암 2 1997 세대주 

5 52 자영업자 1996. 9. 경북 의성 서울 영등포구 2(2) 1995 배우자 

6 40 무직 1997. 2. 서울 
서울홍제동 

4 1994 세대주 
->광주군 퇴촌 

7 59 퇴직자 1995 서울 서울송파구 2(2) 오래전 세대주 

8 40 자영업자 1995 대전 서울 강남구 4 1994. 2. 세대주 

9 48 자영업자 1993. 8. 서울 서울 강남구 3 1992. 10. 세대주 

10 36 자영(건축) 1996 충북 진천 서울 서초구 3 1994 세대주 

11 39 자영업자 1996 경남 밀양 서울 동대문구 4 1994 세대주 

12 59 퇴직자 1996 충북 제천 서울 영등포구 2 1990 세대주 

13 56 자영업자 1996 강원 영월 서울도봉구 2 1995 세대주 

14 60 퇴직자 1990. 10. 충남 청양 서울관악구 2 1990 세대주 

15 62 연구원 1993. 3. 양평 강하 서울 성동구 2 1980. 12. 배우자 

16 63 퇴직자 1996. 12. 서울종로 
서울 

2 1991. 10. 배우자 
->성남 분당 

17 50 자영업자 1993 충남서산 인천 북구 4 1990. 8. 세대주 

18 40 자영업자 1996. 4. 강원 서울강남구 2 1991 세대주 

19 42 자영업자 1992. 인천 수원시 권선구 2(1) 1990 세대주 

20 39 연구원 1994. 서울 서울송파구 4 1991 세대주 

21 63 화가 1990. 인천 인천 3 1988 세대주 

22 72 퇴직자 1988. 경북 영천 서울용산구 6 1987 세대주 

23 용인 43 회사원 1996. 6. 전북 임실 서울 강남구 4 1995 세대주 

24 60 회사원 1994. 경남 진주 끼 까-‘끼 。크J 2 오래전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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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례 지역 연령 직업 이주연도 고향 직전 거주지 가구원수 이주결정 
이주 

결정 

25 65 퇴직자 1992. τ ~그 t3r 과천 2 1991 자녀 

26 41 건축설계사 1992. 전북 군산 셔울 강남구 1 4 1991 세대주 

27 38 광고업자 1뺑 l 전난 회순 서울 서초구 2 1993 세대주 

28 55 의사 서울 강남구 2 1993 세대주 1994. 4. 경 북 상주 

29 65 퇴직자 1996. 4. 경기 용인 서울 서초구 2 1993 세대주 

30 54 꾀 ÆTι 1995. 경기 포천 서울 서대문구 2 1994 세대주 

31 32 회사원 1996. 1l. 인천 부평 서울 관악구 4 1993 세대주 

32 파주 51 교사 1996. 1l. 경기 화성 서울 서대문구 4 1986 세대주 

33 52 자영업자 1994. 경기 파주 서울 서대문구 3(2) 1991. 4. 세대주 

34 44 프로듀서 1995. 서울 서울 영등포구 3 1994. l. 세대주 

35 56 회사원 1995 경기 화성 서울 은평구 5 1994. 7. 세대주 

36 40 교직원 1996. 10. 전북 전주 
서울 서대문구 

4 1995 세대주 
->일산 신도시 

37 60 퇴직자 1996. 충북 서울 서초구 2(2) 오래전 배우자 

38 36 회사원 1994. 강원 춘천 서울마포구 3 1993 세대주 

39 50 은행원 1997. l. 경북 구미 서울 영등포구 4 1996. 3. 배우자 

40 37 은행원 1997. 4. 경남 거제 서울 은평구 4 1996. 12. 자녀 

41 49 공무원 1997. 5. 충남홍성 서울 은평구 3 1997 세대주 

42 35 회사원 1997. 경기 안산 서울 성북구 4 1995 세대주 

43 52 자영업자 1996. 12. 충남 예산 서울 강북구 4 1996. 3. 세대주 

44 56 무직 1996. 7. 파주 교하 서울 은평구 5 1996 세대주 

45 51 회사원 1997. 4. 황해도 서울 은평구 2(2) 1994 세대주 

46 46 교직원 1996. 7. 서울종로 서울 서대문구 5 1993. 7. 세대주 

47 39 교직원 1996. 8. x나f 속 5} Jl~J-
서대문 모래내 

4 1995 세대주 
->일산 신도시 

48 47 회사원 1996. 4. 전남 벌교 영등포구 대림 3 1995. 9.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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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관련사항 

사례 지역 
현거주지 주태형태 주택형태 주택규모 주택규모 주태재료 직전주택 

인지과정 (현재) (직전) (현재) (직전) (현재) 소유관계 

양평 친구의 소개 단독형 아파트 300/60평 32평 콘크리트 매각 

2 친구의 소개 단지형 단독주태 125/43 80/25 통나무 매각 

3 전부터 알던 곳 단지형 빌라 200/40 18 통나무 매각 

4 이웃사람 단지형 단독주택 200/47 292/52 통나무 매각 

5 부동산잡지 단지형 아파트 110/35 50 통나무 자녀 거주 

아파트 
6 신문기사 단독형 

->빌라 
485/56 

25 
벽돌 매각 

7 직접 물색 단독형 아파트 600/50 47 콘크리트 매각 

8 신문과잡지 단지형 단독주택 178/58 33 통나무 매각 

9 친구의 소개 단독형 아파트 1,200/40 32 콘크리트 함께 사용 

10 전부터 알던 곳 단지형 아파트 150/40 24 뜨&1ζ- 임대 

11 직접 물색 단지형 아파트 150/33 24 -&1ζ- 매각 

12 친구의 소개 단지형 단독주택 150/33 50 프&3드ζ- 매각 

13 친구의 소개 단지형 아파트 200/43 33 -&1그ζ- 매각 

14 부동산중개업소 단독형 단독주택 600/20 60/50 콘크리트 증여(자녀) 

15 고향임 단독형 아파트 180/57 32 -J!fs: 임대 

16 친구의 소개 단독형 아파트 800/40 49 철골패널 자녀 거주 

17 친구의 소개 단독형 단독주태 ;56 40 프-E1L -」;iζ- 매각 

18 부동산중개업소 단독형 아파트 500/40 32 철골패널 매각 

19 친지의 소개 단독형 단독주택 170/50 34 철골패널 임대 

20 친지의 소개 단독형 아파트 /25 25 -&1::ζ 임대 

21 친구의 소개 단독형 단독주택 ;58 44 콘크리트 매각 

Z 친구의 소개 단독형 아파트 400/60 32 콘크리트 매각 

23 용인 부동산관련서적 단지형 아파트 300/50 32 콘크리트 매각 

24 친구의 소개 단독형 아파트 500/35 35 J-a1-2iζ-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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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례 지역 
현거주지 주택형태 주택형태 주태규모 주택규모 주태재료 직전주택 

인지과정 (현재) (직전) (현재) (직전) (현재) 소유관계 

25 아들의 권유 단지형 아파트 150/42 27 프&3ζ- 증여(자녀) 

26 직접 돌아다님 단지형 아파트 200/50 35 l「i-;←ζ 전세였음 

27 아는 건축업자 단지형 아파트 260/60 33 모&~ 전세였음 

28 친지 단독형 아파트 /50 31 콘크리트 매각 

29 친척의 소개 단독형 아파트 120/67 44 프&3ζ- 임대 

30 직장통료 단지형 다가구 130/41 30 -&~ 매각 

31 신문/잡지 단지형 아파트 200/70 44 프&~ 매각 

32 파주 친구의 소개 단지형 아파트 160/35 35 콘크리트 매각 

33 고향근처 단독형 단독주택 300/40 50 콘크리트 매각 

34 부동산중개업소 단독형 아파트 290/70 50 프-E1L -;ιζ- 임대 

35 부동산중개업소 단독형 다세대 173/52 35 벽돌 매각 

36 직접/동호인 단지형 아파트 200/40 33 -&3ζ- 매각 

37 직접 돌아다님 단지형 단독주택 145/30 80/45 콘크리트 매각 

38 직접 돌아다님 단독형 아파트 120/37 24 콘크리트 매각 

39 직접 돌아다님 단지형 아파트 180/35 34 콘크리트 매각 

40 부동산신문 단지형 다세대 150/60 20 콘크리트 임대 

41 직접 돌아다님 단지형 아파트 147/37 34 통나무 매각 

42 친구의 소개 단지형 아파트 /56 31 프&3ε- 매각 

43 친구의 소개 단지형 연립주태 150/55 17 콘크리트 매각 

44 직접 돌아다님 단지형 단독주택 182/52 70/50 콘크리트 매각 

45 직접 돌아다님 단지형 딘독주태 160/58 40/20 벽돌 매각 

46 직접/동호인 단지형 단독주택 200/58 27 -&3ζ- 매각 

47 직접/동호인 단지형 아파트 150/35 32 -&3ιζ- 매각 

48 부동산중개업소 단독형 주상복합 200/100 35 콘크리트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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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주동기， 이주지선정，중심지이용 

사례 지역 이주동기 이주지 선정 물품구입 
의료 

서비스 

양평 전원생활， 직업(조경업) 양호한환경 서울 양평 

2 열악한 도시환경， 전원생활， 퇴직 산세가좋아 서울 서울 

3 주택의 부동산가치 이미 아는 지역 양평/서울 양평/서울 

4 전원생활， 재산가치증식 산세/캉 성남/서울 λ。~'if그 

5 전원생활， 경제적 여건 마련 산세가좋아 서울 서울 

6 전원생활(친구의 집을 방문한 후) 계콕이 있어 양평 양평 

7 전원생활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서울 서울 

8 전원생활， 마음에 드는 집 양호한 환경 양평 양평 

9 전원생활， 경제적 여건 마련 경치가 좋고 집값이 싸다 서울 양평 

10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양호한 환경， 교통， 집값 양평 양평 

11 
복잡하고 공기가 나빠(열악한 

직장에 가까운 곳이라 양평 양평 
도시환경)， 경제적 여건 마련 

12 
혼잡한 도시를 떠나 전원생활， 주위의 자연환경(특히 

양평 양평 
퇴직， 자녀교육문제가 없어짐 맑은 공기) 

13 
복잡한 도시， 전원생활， 직장문제 마음에 드는 집， 주위 

서울 서울 
없어짐 환경 

14 전원생활， 퇴칙 서울과의 거리， 교통， 산세 서울 양평 

15 
복잡하고 공기가 나빠， 교육문제 

고향이므로， 산세가 좋아 서울 양평 
없어짐 

16 전원생활， 퇴직 친지 거주， 교통 편리 양평/서울 서울 

17 건강문제， 도시오염， 전원생활 양호한 환경， 교통 편리 양평/서울 서울 

18 넓은 작업실 필요(디자인업) 주위 환경이 좋아 서울 서울 

19 재산가치증식， 직장문제가 없어짐 친지의 권유로 서울 서울 

20 전원생활 친지의 권유로 서울 양평/서울 

21 
넓은 작업환경， 도시의 혼잡과 

주위의 양호한 환경 양평 양평 
더러운 공기가 싫어서 

22 퇴직후 노후생활 양평에서의 교직생활경험 양평 양평 

23 용인 답답한 도시， 전원생활 직장에의 접근성 용인 용인 

24 도시의 혼잡함， 대기오염 주위 환경이 좋아 용인 용인 

- 220 -



(계속) 

사례 지역 이주동기 이주지 선정 돌 n 돔 %T~‘1j1 
의료 

서비스 

25 퇴직，전원생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라 소Q 처 1..-'. 용인 

26 열악한 도시환경， 전원생활 환경， 맑은 공기 용인/서울 용인/서울 

z7 전원생활 주위 환경 송전/용인 서울 

28 자연환경 
직장 근처라서， 이전의 

τ 님r 「딩L 의사임 
주거환경과 유사하여 

29 전원생활， 퇴직 친지의 권유로 서울 용인/서울 

30 직장의 이전 직장이 가깝기 때문에 분당 용인/서울 

31 도시생활에 대한 혐오， 전원생활 양호한 주택， 환경， 교통 서울 서울 

32 파주 시골의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 환경， 직장에의 접근성 금촌/일산 일산 

33 전원생활， 사업 자금 마련 고향으로 이주 일산 금촌/일산 

34 전원생활 마음에 드는 집 일산 일산 

35 전원생활， 경제적 여건 양호한 환경과 경관 일산 서울 

36 전원생활(동호인 구성) 직장에의 접근성， 환경 일산 일산 

37 전원생활， 열악한 도시환경 
공기 좋고 서울에 근접한 

금촌/일산 금촌/일산 
곳 

38 대도시 생활이 싫어서 저렴한 지가， 접근성 일산 일산 

39 전원생활， 열악한 도시환경 
직장이 가깝고 산세가 

일산 서울 
좋아 

40 전원생활 딸의 직장 근처라서 일산/서울 금촌/서울 

41 전원생활， 경제적 여건 공기가 맑고 경치가 좋아 서울 금촌 

42 내집 마련， 전원생활 전원적인 환경 금촌/일산 일산 

43 전원생활 친지의 권유로 금촌/일산 二n그 ~ 

44 건강상의 이유(아내의 수술)로 
인근에 약수터， 밝은 공기， 

일산/서울 서울신촌 
고향 

45 전원생활 고향 가까운 곳으로 이주 일산 금촌 

46 전원생활 직장에의 접근성 일산 금촌/서울 

47 전원생활 직장에의 접근성， 환경 일산 일산 

48 전원생활，미술작업공간 주위 환경， 교통 편리 서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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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근 및 통학에 관한 사항 

사례 지역 직장소재지 
통근시간 통학시간 

통근수단 통학수단 
(분) (분) 

양평 서울강남구 70(2명) 초: 10 승용차 승용차 

2 퇴직자 대: 주거분열 -(주거분열) 

3 송파구(잠실) 60 초:5 승용차 도보 

4 직장 없음 대: 150 승용차+전철 

5 서울용산구 90 대·주거분열 승용차 -(주거분열) 

6 직장 없음 초 2명: 12 승용차+학원버스 

7 사업 은퇴 대: 주거분열 -(주거분열) 

8 서울중구 80 초 2명 :10 승용차 통학버스 

9 서울 광진구 60 대 2명 :90 승용차 승용차 

10 서울용산구 75(2명) 초: 15 승용차+대중교통 승용차 

11 양평읍 30 초 2명: 15 승용차 도보 

12 퇴직자 통학자 없음 

13 서울 영등포구 120 통학자 없음 승용차 

14 퇴직자 통학자 없음 

15 인천 120 통학자 없음 승용차 

16 퇴직자 통학자 없음 

고: 50 승용차 
17 서울송파구 60 

대: 120 
승용차 승용차+기차 } 

18 서울강남구 90 통학자 없음 승용차 

19 광주군 곤지암 30 고: 주거분열 승용차 -(주거분열) 

20 서울강남구 90(2명) 초: 15 승용차 승용차 

21 통근하지 않음 아들(75) 통학자 없음 아들(승용차) 

z 퇴직자 초2: 20 승용차+학원버스 

23 용인 서울강남구 50 초 2명 :10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24 용인시 10 통학자 없음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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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례 지역 직장소재지 
통근시간 통학시간 

통근수단 통학수단 
(분) (분) 

25 퇴직자 통학자 없음 

26 서울강남구 60 초: 15 승용차 통학버스 

'2J 서울서초구 60 통학자 없음 승용차 

28 기 까一~τ 。내2 30 통학자 없음 승용차 

29 퇴직자 통학자 없음 

30 용인사 10 통학자 없음 승용차 

31 서울강남구 55 초 2명: 15 승용차 승용차 

32 파주 서울 서대문구 45 초: 10 중: 45 승용차 승용차 

서울 중구 인사 100 초: 10 승용차 승용차 
33 

고양시 일산 30 고·대: 주거분열 주거분열 

서울 영등포구 60 
초: 35 승용차 승용차 34 

한양대 120 
수원/ 90 

대 2명 :90 승용차+전철 
승용차+ 

35 
서울 90 전철/버스 

36 서대문구 신촌 60 초 2명: 20 대중교통수단 통학버스 

37 퇴직자 고·대: 주거분열 -(주거분열) 

38 서울 은평구 60 초: 20 승용차 통학버스 

39 파주시 문산 15 대 2명: 90/110 승용차 대중교통수단 

40 고양시 50 초:7 대중교통수단 통학버스 

41 서울종로구 40 대 40 승용차 대중교통수단 

42 서울구로구 60 초: 10 승용차 승용차 

43 김포 120 초: 10/ 중: 15 대중교통수단 승용차+학원버스 

44 은퇴 30/60/60 통학자 없음 2:승용차/1:기차 

45 서울구로구 60 대 2명: 주거분열 승용차 -(주거분열) 

46 서대문구 신촌 50 중 2명: 30(일산) 자가용+대중교통 대중교통수단 

47 서대문구 신촌 50 초: 5/ 중: 20 승용차 승용차 

48 서울 영둥포구 60 중: 60(여의도) 승용차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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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상생활의 변화와 전원주택의 장단점 

사례 지역 일상생활의 변화 -^J-1:J 단점 

양평 정원， 가축， 채소 자연환경， 시골의 분위기 없음 

2 텃밭， 산책， 정원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다 시장보기가 힘들다 

3 정원 가꾸기 없다 답답하다， 교통 불편 

4 텃밭， 정원 쾌적한 환경 생활편의시설 부족， 교통 불편 

5 텃밭， 정원， 산책 쾌적한 환경 교통불편 

6 
강아지/ 

계곡이 있다， 공기가 밝다 거의 없다(보안문제) 
사슴， 텃밭(예정) 

7 텃밭， 정원， 산책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높은 생활비， 시골생활에의 

부적용， 문화시설부족 

8 아침마다 산책 양호한 환경， 낚시터 교통불편 

9 건강에 좋다， 한적하다 교통불편 

10 
텃밭， 정원， 

물， 공기， 경치， 채소 
통근거리， 

가축(개와 닭) 한번에 다량의 물건 구입해야 

11 텃밭， 정원 넓은 주거공간， 맑은 공기 교통 불편， 문화시설 부재 

12 텃밭， 산책 자연환경(특히 공기) 편의시설 부재， 교통 불편 

13 면적이 넓고 조용하다 교통불편 

14 
농사，가축，정원 

쾌적한 여가시간 문화생활과의 단절 
등을 소규모로 

15 텃밭， 가축 공기가 맑아 건강에 좋다 통근이 불편하고 피로하다 

16 텃밭， 정원， 산책 쾌적한 주거환경 방송수신상태 불량 

17 환경(공기， 물， 채소) 교통이 조금 불편 

18 텃밭， 정원 
맑은 공기， 텃밭을 가꿀 수 

교통 불편， 편의시설 부재 
있다 

19 텃밭 특별히 좋은 점은 없다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20 정원을 가꾼다 맑은 공기와 수려한 경치 
물건 구입하기가 불편， 

여가시설이 부족하다 

21 텃밭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 교통이 조금 불편함 

22 가축 기르기 시골생활 학교가멀다 

23 용인 텃밭， 정원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24 쾌적한 주위 환경 교통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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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례 지역 일상생활의 변화 7-J {j져 단점 

25 텃밭， 산책 조용한 전원생활 없다 

26 정원 가꾸기 
조용함， 좋은 환경， 맑은 공기， 교통문제， 문화생활， 

편하게 잠잘 수 있다는 것 장래 자녀의 교육문제 

27 텃밭， 정원， 산책 환경， 넉넉한 생활 거의 없다 

28 산책，등산 
공기 좋고 조용하고 생 활에 교통 불편， 

여유가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문제 

29 텃밭， 정원， 산책 공기가좋다 교통 불편， 가게가 멀다 

30 텃밭， 정원， 산책 맑은 공기， 직장이 가깝다 없다 

31 
공기가 밝다， 

집손질하기가 힘들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낀다 

32 파주 텃밭， 정원， 가축 전원생활 없다 

33 
공기가 맑다， 교통 불편， 제반시설 불비， 

텃밭을 가꿀 수 있다 각종 서비스 받기가 어렵다 

34 텃밭， 정원 조용， 한적， 생활의 여유 교통 불편， 오락/레저시설 불비 

35 텃밭， 정원 
공기， 흙냄새， 자연경관， 

교통 불편， 근린생활시설 불비 
도시에 비해 저렴한 주택가격 

36 전원생활， 넓은 집 
자녀교육문제， 생활의 불편함 

(물품구입 및 애프터서비스) 

37 텃밭 공기가 매우 밝다 교통 불편， 시장이 멀다 

38 텃밭 여유로운 생활， 산교육 없다 

39 텃밭， 정원， 가축 공기가 좋고 조용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40 텃밭， 정원， 가축 별로 없다 
교통 불편， 교육환경 불리， 

일상생활 불편 

41 텃밭， 정원， 가축 
공기， 경치， 

교통비가 많이 든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 

42 전원생활 없다 

43 정원， 가축 공기가 맑고 조용하다 쓸쓸하다， 어둡고 외지다 

44 텃밭， 정원， 산책 공기가 맑다 교통이 불편하다 

45 정원， 가축 공기가 좋고 조용하다 직장과의 거리가 멀다 

46 산책/운동， 가축 공기가좋다 중학교가 없다， 교통 불편 

47 정원， 가축 맑은 공기， 자녀양육 교통편，교육문제 

48 텃밭， 정원， 가축 넉녁한 공간， 자연을 접한다 없다 

m “ 



〔부록 3) 수도권 단지형 전원주택 현황(1997년 10월 현재) 

번호 지역 세대수 총면적 
가구당면적 

업체또는 단지명 연락처 
(대지/건평) 

양평 강상-동오 18 우신건설 

2 양평 강상-병산 18 4,000 150 대업컨소시엄 

3 양평 강상-병산 18 4,058 250/30-59 명가주택건설 

4 양평 강상-병산 12 2,160 새한주택컨설팅 02-511-9999 

5 양평 강상-병산 18 2,983 120-180/30-50 국빈건설 02-511-9999 

6 양평 강상-세월 6 840 140/40 대업컨소시엄 

7 양평 강상-세월 16 172-184 새한주택 

8 양평 강상-세월 9 1,678 180-200/39-47 미건아트/풍산 

9 양평 강상-세월 11 150 녹산건업 

10 양평 강상-세월 18 2,996 150-210 대업컨소시엄 

1

11 양평 강상-세월 16 3,000 다래건설 

12 양평 강상-세월 6 1,050 동화토건 0338-71-5858 

13 양평 강상-세월 7 100-120/30-32 냐룻터전원마을 02-539-0033 

14 양평 강상-세월 9 182-197/39-47 세월빌리지 02-264-0292 

15 양평 강상-세월 5 2,000 베스트하우스 

16 양평 강상-세월 32 5,400 140-190/31-52 갑을건설 02-3110-558 

17 양평 강상-세월 5 1,921 268-433 글로벌랜드ENT 

18 양평 강상-세월 18 5,000 141-192 대업컨소시엄 

19 양평 강상-송학 10 250/30 ]B랜드 

20 양평 강상-송학 8 140-160 새한주택 02-538-0838 

21 양평 강상-신화 13 3,000 초막전원주택 0338-74-4890 

22 양평 강하 10 1,500 청산부동산컨설팅 02-420-5474 

23 양평 강하-운심 116 30,000 150-250/30-50 덕영조경 02-3473-1120 

24 양평 강하-운심 7 훼밀리주택 

25 양평 강하-전수 17 2,990 새한주택컨설탱 02-538-0838 

- 226 -



번호 지역 세대수 총면적 
가구당면적 

업체 또는 단지명 연락처 
(대지/건평) 

26 양평 강하-전수 16 리버건설 0338-74-5105 

27 양평 강하-항금 8 100-150 미산공영 02-203-5657 

28 양평 강하-항금 8 133-265 미산공영 02-203-5657 

29 양평 강하-항금 53 26,200 201/30-60 파인인터내셔날 02-561-5744 

30 양평 개군-공세 7 170-190 봉산개발 0338-73-4448 

31 양평 개군-구미 14 150-250 진산산업개발 02-잃36-2711 

32 양평 개군-구미 15 140-253 창일산업개발 0338-74-7040 

33 양평 개군-앙덕 8 4,710 150-180/30 새한주택컨설팅 02-538-0838 

34 양평 단월-명성 37 140-180 금호건설 

35 양평 단월-명성 29 140 금호건설 02-501-8797 

36 양평 서종-노문 27 6,000 130-200/30 덕영조경 

37 양평 서종-문호 15 100-159/30 그런주택 

38 양평 서종-문호 18 명가주태 02-265-1800 

39 양평 서종-서후 9 유림건업 02-402-9422 

40 양평 서종-서후 17 2,931 173/31 명가주택건설 

41 양평 서종-서후 27 150 산마을강마을 02-455-1472 

42 양평 서종-서후 27 4,218 110-200/30 명가주택건설 

43 양평 서종-서후 27 9,608 글로리랜드 

44 양평 서종-수능 20 4,000 150-190/30-50 용당산업 02-761-1066 

45 양평 서종-수능 22 120-160 녹산건업 

46 양평 서종-수능 7 4，양4 140/25-60 태성건축 0338-71-2775 

47 양평 서종-수능 12 150/40 남우주택 02-672-2384 

48 양평 서종-수능 10 200 금호건설 02-501-1472 

49 양평 서종-수입 11 효성전원주택 

50 양평 서종-수입 12 1,140 64-89/25-36 비오종합개발 032-47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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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역 세대수 총면적 
가구당면적 

업체 또는 단지명 연락처 
(대지/건평) 

51 양평 서종-수입 17 가나안의약컨설팅 

52 양평 λ'1ξ 。ε-즈 ，二。님1 21 3,076 150 대업컨소시엄 

53 양평 양서-국수 15 2,000 지주공동개발 

54 양평 양서-대심 6 200 시골정보센타 

55 양평 양서-대심 14 2,988 100-250/35-50 ]B랜드 02-569-5911 

56 양평 양서-대심 5 1,700 150/50-60 태성건축 0338-71-2775 

57 양평 양서-대심 12 2,850 192/40-60 한박건영 02-396-3552 

58 양평 양서-대심 23 9,608 청담건설 

59 ÓJ고 。킥 양서-대심 14 200/35-45 ]B랜드 

60 양평 양서-목왕 14 동창엔지니어링 02-2748518 

61 양평 양서-목왕 7 135-211/33-47 송백마을 0338-712-3000 

62 양평 양서-복포 50 10,000 259-300 평진산업개발 

63 양평 양서-복포 17 120-160 수능개발 

64 양평 양서-부용 4 153 모아주택 

65 양평 양서-오광 12 150-170 글로벌랜드 

66 양평 양평-백안 6 동화토건 

67 양평 양평-신애 6 150-180 모아주택 

68 양평 양평-신애 18 195-200/56 모아주택 

69 양평 양평-신애 9 144-160 동아토건 

70 양평 양평-오빈 8 174 보고주택 O잃2-712-3000 

71 양평 양평-회현 6 235 회현빌리지 0338-72-7784 

72 양평 옥천-신복 20 3,442 160/30-40 한화국토개발 02-729-3857 

73 양평 용문-광탄 99 19,103 농어촌진흥공사 문화마을 

74 양평 용문-광탄 16 1,780 175-185 새한주택컨설팅 

75 양평 용문-광탄 32 5,500 100-140/30-50 에댄레저관광 0338-73-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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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지역 세대수 총면적 
가구당면적 

업체 또는 단지명 연락처 
(대지/건평) 

76 양평 용-r-그n 고 「 32 50-60 동보개발 

77 양평 용문-다운 16 100-180 양평군 0338-70-1434 

78 ÒJ:고 。1 용문-삼정 30 156-270 이화주택 

79 양평 용문-조현 36 5,800 151-158/30-55 덕은종합개발 0338-71 -0326 

80 ÒJ: lτ 。j 용문-조현 18 3,000 150 대업컨소시엄 

81 양평 용문-화전 15 1,872 100-130 명가주택건설 

82 양평 용문-화전 19 3,490 169-201 봉산개발 

1 가평 가평-금대 16 200 양지말가족농원 02-517-00없 

2 가평 가평-금대 18 2,898 150-230 명가주택건설 02-265-1800 

3 가평 가평-백둔 13 140-160 세자건설 02-784-2922 

4 가평 가평-복장 15 110-160 고려주택 02-547-9999 

5 가평 가평-이화 41 151-225 다래산업 02-455-1472 

6 가펑 가평-이화 11 120-250 산마을강마을주택 

7 가평 북-제령 9 176 양지말가족농원 

8 가평 북-목동 19 8,000 130-200/30-60 아팔팡리조트 02-597-0012 

9 가평 북-제령 9 176 양지말가족농원 

10 가평 상-덕현 12 175-360 SR컨설팅 02-588-9844 

11 가평 상-덕현 9 125-178/37-47 = 1ff기 /λ-‘끼 ;ζS.l2l’ 0356-84-6076 

12 가평 상-임초 10 150-350 신한레저개발 02-202-2562 

13 가평 상-임초 8 960 117/30-35 해솔건설(주) 02-575-9030 

14 가평 설악-기일 24 150-180 조통주택 02-456-6464 

15 가평 설악-설곡 13 140-220 해주산업건설 02-514-1300 

16 가평 설악-이천 15 140-220 해주산업건설 02-514-1300 

17 가평 설악-회곡 9 1,500 140-190/25-50 빅토리아컨설팅 02-5앙-3236 

18 가평 외서-고성 7 1,164 140-220/30-50 로템하우정 u g6-591--U9「33%J61
19 가평 외서-상회 8 110-130 아뜨리에데스빠뜨 0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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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역 세대수 총면적 
가구당면적 

업체 또는 단지병 연락처 
(대지/건평) 

용인 구성 9 200 금호건설 02-501-8797 

2 용인 구성-통백 5 130/70 석인공영 0331-281-6480 

3 용인 구성-동백 15 200 금호개발 501-8798 

4 용인 구성-중 19 3,024 150-170/36-60 벽산 02-260-6288 

5 용인 구성-중 14 2,219 157 산내촌전원주태 

6 용인 기흥 18 129 두진종합건설 

7 용인 기흥-고매 154 현대산업개발 032)694-0204 

8 용인 기흥-고매 19 100-150 보성 

9 용인 기흥-고매 4 120-213 명산개발 0331-215-4455 

10 용인 기흥-서천 45 80-149 명산개발 0331-215-4455 

11 용인 기흥-서천 40 100-150 벽성건설 0331-215-1346 

12 용인 기홍-하갈 17 3,022 130-240/30-60 일암주택 02-567-1245 

13 용인 모현-동림 7 150-180 유영건설 

14 용인 모현-매산 19 200 풍산건업 

15 용인 모현-매산 19 4,400 195-199 한국주택개발 

16 용인 백암-가창 11 190-230 흥일건설 02-539-2204 

17 용인 백암-근곡 123 미원아넥스월드 02-3463-4222 

18 용인 수지 15 MIK코리아 

19 용인 수지-고기 32 10,000 대지건축 

20 용인 수지-고기 28 170-180 그린통나무 

21 용인 수지-고기 8 180-210 대정하우정 

22 용인 수지-고기 12 3,000 대지건축 

23 용인 수지-고기 39 162-193 서울산업개발 02-213-5400 

24 용인 수지-고기 20 146-235 진양컨설팅 0331-575-6781 

25 용인 수지-고기 16 124-198 한우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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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역 세대수 총면적 
가구당면적 

업체 또는 단지명 연락처 
(대지/건평) 

26 용인 수지-고기 21 4,700 150-250 글로벌종합건설 

27 용인 수지-고기 12 토탈컨설팅 0342-781-2077 

28 용인 수지-동천 17 150-200 우리건설 02-523-5400 

29 용인 수지-모현 16 130-272 에버그린하우정 0335-33-9425 

30 용인 수지-상현 16 53-60 창우건설 

31 용인 수지-성복 46 9,000 150-250/25-60 필그린하우정 02-3473-9없8 

32 용인 수지-성복 12 3,000 대지건축 

33 용인 수지-성복 40 162-193 대성주태 
「

34 용인 -까「‘지 1-서 。보 「 12 3,000 펼그린하우정 02-3473-9강8 

35 용인 수지-성복 16 144-170 동명에버그린흠 02-413-0010 

36 용인 수지-신봉 11 161-257 대성건축 

37 용인 수지-신봉 12 160-200 대성주택 0331-262-6100 

38 용인 수지-신봉 14 150-190 그린통나무 

39 용언 수지-신봉 36 동호인마을 한국가스공사 

40 용인 수지-신봉 13 2,100 대지건축 

41 용인 수지-신봉 11 아태컨설팅 

42 용인 수지-신봉 35 150-180 그린피아 

43 용인 수지-신봉 18 2.000 100-150 한일합섬건설 

44 용인 수지-운학 15 75-138 금강주택건설 0335-39-2161 

45 용인 수지-읍성 16 180-260 필그린하우정 02-3472-8555 

46 용인 양지 20 1,700 기산 

47 용인 양지 5 1,107 200 대업컨소시엄 

48 용인 양지 19 8,900 200/50 패시팩 

49 용인 양지-식금 8 170-190 덕산건설 0335-35-1881 

50 용인 양지-식금 12 1,480 123/31 명가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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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역 세대수 총면적 
가구당면적 

업체 또는 단지명 연락처 
(대지/건평) 

51 용인 양지-식금 7 1,800 200-250/30-60 하이텍건설 02-3473-0032 

52 용인 양지-제일 17 5,070 270-301 대성주택 0335-36-4966 

53 용인 양지-제일 36 120-180 안국건설 0343-52-0001 

54 용인 양지-평창 18 대성주택 

55 용인 양지-평창 40 23,000 150-300/30-60 진석산업개발 02-3436-2711 

56 용인 용인-운학 75/39 금강주택건설 

57 용인 원삼-두창 8 926 107-123/37 하우정그룹행인 02-549-4804 

58 용인 원삼-사암 25 150-450 한터개발 0335-38-8923 

59 용인 원삼-사암 17 3075 161-202/63-71 다우종합건설 02-514-3:낌4 

60 용인 원삼-사암 42 50-70 밴쿠버빌리지 0335-34-8192 

61 용인 이동-묵 20 150/40-45 남우주택 02-672-2384 

62 용인 이동-서 18 110-180 그린피아 

63 용인 이동-서 110-150 태양산업 

64 용인 이동-천 30 95-132 미서종합건설 0335-39-2086 

65 용인 이동-현 3 
147/47,153/40, 

노들주택 
183/54 

66 용인 포콕-금어 10 삼원건설 0335-38-7912 

67 용인 포곡-마성 90 400-500 대청마루 

1 경 :1l-;「ζ 광주-목 47 150-350 문형개발 0347-65-5779 

2 걷 τg-? 광주-목 47 150-350 근형주택 0347-65-5779 

3 ‘ %~ 과。주 r-모 --, 45 대일 02-472-7788 

4 ‘ :ïfr? 남종-분원 13 2,279 (주)해창 0347-61-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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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역 세대수 총면적 
가구당면적 

업체 또는 단지명 연락처 
(대지/건평) 

5 딩 -;,1 끼2'::. 남종-분원 159 130-250 미원아넥스월드 02-3463-4222 

6 ‘ τg1[ -;「z 도척 7 150 시골정보센터 02-412-4141 

7 ‘ τa1] -;z「 도척-도평 13 2,043 글로벌랜드ENT 

8 경 :1] -;z「 도척-상림 11 46-60 엑스인하우정 

9 연 τiL→ };X「L 실촌-곤지암 54 120-180 뉴월드컨설팅 0347-62-2823 

10 딩 11-;z「; 실촌-삼합 28 170-200 영진건설 0347-63-6135 

11 광주 까근‘l~-~óJ 24 4,600 금와주택 

12 걷 「}끼 2'::. λE1t 흐 여;그 τ 「7 21 136-200 대웅건설 0347-64-9493 

13 각 3lt끼 2'::. 실촌-열미 5 192/50 임펙트건설산업 02-3μ4-8800 

14 。τ1FT 실촌-오향 47 170/40 내외종건 02-564-9800 

15 딩 :1[-;z「 실촌-장심 20 16,000 200/30-60 호세종합건설 02-418-3644 

16 광주 까근‘1 효 τ:느-/샤 Qλ n1 54 100-150 청산건설 0347-63-8161 

17 광주 오포-능평 20 빌드모아하우정 

18 연 11[-;ξ「 오포-신현 8 190-213 (주)서련 떠42-718-7988 

19 각 731「기 2'::. 오포-신현 19 3,021 130-185/30-40 한림종합건설 02-567-3223 

20 걱 τ1f1-;ξ「 초월-산이 16 125 광성건설 0347-61-0488 

21 각 3lt기2'::. 초월-지월 97 142-240 대청마루 02-425-3666 

22 성 3ltT 초월-학동 19 138-142 학성건설 0342-758-8611 

23 ‘ ~T 퇴촌-관음 10 150 한화국토개발 02-729-3851 

24 걱 15l「「;z- 퇴촌-관음 20 180-200 산컨설팅 02-547-9600 

25 걱 131「끼 2'::. 퇴촌-영동 19 3,197 전원주택 

26 광주 퇴촌-우산 6 650 100 ]B랜드 02-569-5911 

27 각 τg-T 퇴촌-원당 7 140-213 시골정보센터 02-412-4142 
」←←

… 
씩
 



번호 지역 세대수 총면적 
가구당면적 

업체 또는 단지명 연락처 
(대지/건평) 

파주 광탄-발당 12 158-200 삼원주택 0348-941-5579 

2 파주 교하-산남 49 180-250 상록주택건설 O잃8-945-0311 

3 파주 교하-산남 38 155-240 명산건설 0348-943-8000 

4 파주 교하-산남 6 120-140 산남리전원주택 0348-943-3870 

5 파주 교하-오산 6 110-170 한국개발컨설팅 02-3141-7777 

6 파주 교하-오산 12 80-200 (주)수농 0344-913-9090 

7 파주 금촌 12 120-200 잣골전원주택 

8 파주 문산-내포 12 갑제산업개발 

9 파주 문산-봉암 8 87-155 동산주택 0348-52-4604 

10 파주 문산-봉암 12 170-200 대광주택 

11 파주 월동-덕운 12 140-160 매봉마을 0348-944-6044 

12 파주 조리-장콕 80 15,000 다원 

13 파주 조리-장콕 10 2,000 에스퍼라인코리아 02-576-9417 

14 파주 탄현-백석 39 160-350 보암전원마을 0348-53-35되10 

15 파주 탄현-법흥 37 161-240 초국건설 0348-945-7555 

16 파주 탄현-법흥 17 120-270 그린주택건설 

17 파주 탄현-죽현 14 212-260 금산토건 떠48-943-6500 

18 파주 탄현-축현 13 2,000 148-200 토방개발 

19 파주 파주-백석 39 160-350 봉암전원마을 0348-53-3510 

20 파주 파주-백석 16 140-155 대림주태 645-6600 

21 파주 파주-백석 49 150-350 남정건설 0348-53-3510 

22 파주 파주-봉서 19 100-250 통일건설 0348-54-2984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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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역 세대수 총면적 
가구당면적 

업체 또는 단지명 연락처 
(대지/건평) 

남양주 수동-송천 150 20,000 190-220 MIK코리아 

2 남양주 수동-송천 25 150-290 진양컨설팅 02-575-6781 

3 남양주 수동-송천 15 130-300 성림주택 0340-593-9604 

4 남양주 끼 /λ-‘ τ %-;:: 까「‘ ~ 11 200-250 로템하우정 0346-591-9966 

5 남양주 수동-수산 13 180-200 한일하우정 02-489-0188 

6 남양주 수통-외방 39 110-360 방주개발 0346-591-2005 

7 남양주 수동-외방 10 2,470 210-267/35-60 서울하우정 02-203-0134 

8 남양주 수동-외방 18 2，없8 131-195/35 산과마을 02-3452-1506 

9 \:!• ÓJ ξξ , 수동-외방 15 2,429 140-230 정방주택 

10 남양주 수동-외방 11 1,815 175/30-50 아태컨설팅 02-3473-0770 

11 남양주 수동-외방 16 2,800 150-200 경조산업개발 

12 남양주 기 거一‘τ %--&-~ 까「‘ 17 230 기대건설 02-553-8916 

13 남양주 수동-입석 8 107-152 남우주태 02-672-2384 

14 남양주 수통-입석 19 3,000 130-170 삼익 

15 남양주 수동-지둔 19 2,994 132-170/30 시골정보센터 02-412-4142 

16 남양주 수동-지둔 18 114-180 경기종합개발 0346-593-7720 

17 남양주 진접-팔야 19 150-300 선경건설 0346-556-1151 

18 남양주 화도마석우 14 190-210 원풍주택건설 0346-594-6323 

19 남양주 화도-가콕 31 120-250 금호건설 02-501-8798 

20 남양주 화도-가콕 38 130-170 서울하우정 02-203-0134 

21 남양주 화도-마석우 15 180-210 남두건설 02-523-0606 

22 남양주 화도-마석우 15 179-222 남두건설 0346-594-0661 

23 남양주 화도-차산 21 105-200 청솔주택 0345-593-9604 

24 남양주 화도-차산 33 150-220 명가주택 

m … 



변호 지역 세대수 총면적 
가구당면적 

업체 또는 단지명 연락처 
(대지/건평) 

여주 가남-심석 68 16,640 150-200 호세종합건설 

2 여주 강천-도전 30 4,500 150 유관 

3 여주 강천-도전 16 200 청림컨설팅 

4 여주 금사-외평 7 1,500 203-218 대업컨소시엄 

5 여주 금사-외평 7 1,431 202-218/35-43 갑을건설 

6 여주 금사-전북 12 2,923 186-293/30 새한주택컨설팅 02-538-0838 

7 여주 능서-용은 25-30 7,000 파인인터내셔날 

8 여주 신북-백자 1,800 원대기업 

9 여주 신북-용담 17 3,011 160-183 유일개발컨설팅 

10 여주 신북 13 161-194 새한주택 

이천 마장-관리 40 8,425 152-257/35-55 하우정그룹행인 02-549-4804 

2 이천 마장-해윌 45 157-254 솔모루건설 

3 이천 부발-가좌 50 7,600 한풍종합건설 02-516-4321 

4 이천 π 님-반낱-끼 :6.저 30 2,238 건양주택 

5 이천 시l수두 ;r-‘λ-'-저 Q 20 금강통상 

6 이천 신둔-언후 17 187-233 과서。켜 c.처 E즈 0336-637-3133 

7 이천 신둔 27 116-175 광성건설 
「

8 이천 율-북두 46 135-583 향록원건설 

9 이천 율-북두 13 168-460/30 솔모루전원마을 02-539-0033 

10 이천 호법-매곡 18 3,170 160-190/38-45 한림종합건설 02-567-3223 

11 이천 호법-후안 뀐스타운전원주택 02-553-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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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지역 세대수 총면적 
가구당면적 

업체 또는 단지명 연락처 
(대지/건평) 

화성 동탄-금곡 40 100-150 벽성건설 0331-215-1346 

2 화성 동탄-영천 42 118-214 명산개발 

3 화성 동탄-중 54 10,770 180-200 기홍양지전원마을 0331-284-3100 

4 화성 서신-제부 21 108-214 명산개발 0331-215-4455 

5 화성 우정-석천 18 93-154 부강주택 0339-58-4405 

6 화성 팔탄-덕우 18 150-220 명산개발 0339-353-8823 

평택 H-U1 」1L2- 19 3,359 143-211 동호주택 

2 평택 뜯 님~τ 。:--E「τ。: 19 143-211 시골정보센타 

3 평태 진위-동천 19 19,000 60 
한국유통개발 

연구원 

4 평택 진위-동천 11 138-209 신보건설 

안성 공도-마정 120 70,000 30-35 대림흥산 

2 안성 안성-죽산 18 3,368 130-260 광림주택 

3 안성 일죽-금산 45 11,000 242/35 현대건설 02-746-2661 

4 안성 일죽-금산 37 242-50 현대건설 

5 안성 일죽-화봉 20 3，어O 88-149 흙토건설 

6 안성 일죽 43 1,400 230-250 이강 

1 김포 대꽂-대벽 18 100-215 정방건설 0341-989-7755 

2 김포 대꽂-대벽 18 3,462 (주)패시픽 

강화 닐 닙를τ 。기 E.τ 。r 19 143-211 시골정보센타 02-412-4141 

2 강화 양도-하일 19 220-250 한강주택건설 032-934-8211 

포천 소홀-직통 15 120-190 산울건설 02-3436-3싫4 

2 포천 이동-장암 12 2,000 150-300 청원레저건설 02-521-1761 

연천 청산-궁평 40 3,150 베나니의 집 

깨
 
찌
 



번호 지역 세대수 총면적 
가구당면적 

업체 연락처 
(대지/건평) 

성남 분당-구미 18 60 우성건설 

2 성남 분당-대장 11 진양컨설팅 

3 성남 분당-동원 161 진양컨설팅 

4 성남 분당-판교 6 976 160-177 대업컨소시엄 

5 성남 분당-판교 6,000 삼성물산 

6 성남 분당-구미 72 123-150 한국토지신탁 

고양 덕양-관산 47 7,000 98-237 신보성종합건설 0344-63-2926 

2 고양 일산-사리현 19 2,647 100/33-60 동문건설 02-786-7344 

3 고양 일산-설문 43 80-200 태영건설 

4 jlιLOJ 일산-성석 32 150 한화국토개발 02-729-3851 

5 jlιLOJ 통일동산 40 8,000 건우종합건설 

주: 이상의 수도권 전원주택에 관한 자료는 1993년 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의 주요 일간지(중 

앙일보， 동아일보，조선일보， 한국일보，한겨레신문，서울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내외경제 

신문 등)와 부동산관련 정기간행물(부동산뱅크， 부동산가이드， 월간 전원주택 등) 및 단행 

본(전원에 산다， 전원주택전집 등)을 검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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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사진으로 본 수도권 전원주택 

〔사진 1) 단독형: 

양평군 강상면(1997. 4. 9) 

〔사진 3) 단독형: 

양평군 강상면(1997.4. 26) 

〔사진 5) 단지형: 

앙평군 강상면 (199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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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단독형: 

양평군 강상면 (1997.4. 9) 

〔사진 4) 단지형: 

양평군 강상면 (1997.4. 9) 

〔사진 6) 조성중인 전원주택단지 

양평군 강상면 (1997.4. 9) 



〔사진 7) 조성중인 전원주택단지: 〔사진 8) "US MAIL"OI 라 씌어진 우편함: 

용인시 양지면(1997. 6. 14) 용인시 양지면 (1997. 6. 14) 

〔사진 9) 단지형: 〔사진 10) 단지형: 

용인시 양지면(1997. 6. 14) 용인시 양지면(1997. 6. 14) 

〔사진 11) 단지형: 〔사진 12) 분양광고: 

용민시 앙지면(1997. 6. 14) 남양주시 수동면(199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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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전원주택단지 전경: 〔사진 14) 벽돌로 지은 전원주택 : 

남양주시 수동면(1997.5.31) 남양주시 수동면 (1997. 5. 31) 

〔사진 15) 공업화주택 〔사진 16) 단독형. 

남양주시 수동면 (1997.5.31) 광주군 퇴존면 (1997. 10.8) 

〔사진 17) 우편함: 〔사진 18) 전원주택단지 안내판: 

광주군 퇴존면(1997. 10. 8) 가평군(1997.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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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농지전용허가증 및 조감도: 

가평군(1997. 6. 6) 

〔사진 21 ) 분양중인 전원주택단지: 

가평군(1997. 6. 6) 

‘ 강사도 ’l\-'í" 1얘~'1i:!~~ 
~1，， 17~.‘ X 

.~ !.1 I ‘ -? 지 1 “ ’썩갱셔 ‘ 8.6%세 ) 
3. iP‘록 " • 녀 11 !.} !.~ 찌 양 
4. ‘Plt.HHi~，J il기핸 : 1~36 ‘ 

; :i;;,;; : 경，원원~l 유앙용 3영셔 
7 힐 íij 수: 쌍4줘28ι* 썩rxt.떤 5rl 
1. ;1기 '1긴 : 1!1~6. 11 

〔사진 23) 산림형질변경쩌가증: 

파주시 (199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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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대지조성중인 전원주택단지. 

가평군(1997.6. 6) 

〔사진 22) 단독형: 

가평군(1997.6. 6) 

〔사진 24) 조성중인 전원주택단지· 

이전시 (1997. 5. 10) 



ABSTRACT 

Urban-to-Rural Migration Process and Exurban Way of Life 

Koo , Dong Hoe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deal residential location for the middle class in modem urban society is the 

place that provides both urban convenience and pastoral comfort. ] eonwon

jutaek[exurban housing 田園住힘 is a residential form emerging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the ideal residential location by the metropolitan middle class in 

Korea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This is an analysis of the urban-to-rural or 

exurban-oriented migration(urban exodus) process and the exurban way of life 

through the case study of exurban migra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the 

1990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Urban-to-rural migration is selective migration process. A specific group with a 

specific preference carries out urban -to-rural migration to exurban housing. 

Commuting and child education problems are such significant constraints that most 

of urban-to-rural migrants are the middle class with a relatively low connection to 

the central city; they do not commute at all, or are relatively free of commuting, or 

don't have any school-age children. 

2. The main locational factors of exurban housing are natural environment and 

accessibility to the central city. Exurban hous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distributed between 30krn and 60km from Seoul except the southwestem sector, 

which is already urbanized. There are three growth axes of exurban housing. One 

is along the Han-river axis that is characterized by beautiful landscapes, such as 

Yangpyong , Kwangju, Namyangju and Kapyong. Another is along the high-way 

growth axis with good accessibility to Seoul, such as Yongin and Pundang. The 

other is along the northem growth axis which runs from Ilsan new town to Pa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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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tive and process of urban-to-rural migration. The major motive of 

urban -to-rural migration is an eagemess for an exurban way of life. The 

immigrant groups are comprised of people with the pursuit of pastoral comfort and 

with affodable wealth. But, despite moving to the countryside, exurban migrants 

still want to experience rural health without abandoning the city lifestyle. The 

process of exurban migration shows that the dominant generations which left rural 

areas in the 1960s and 1970s lead current trends of urban exodus in the 1990s. 

4. Adaptation process and a new way of life of exurban migrants. A new way of 

life which combines both urban and rural way of life is being shaped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This new way of life can be named "exurban way of life" or 

"pastoral way of life",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xurban 

migrants come to face various dilemmas owing to locational attributes of exurban 

housing, an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m, "residential segmentation" and 

"second home in the central city" is emerging. Second, exurban migrants suffer 

from commuting to work and school because the location of exurban housing has 

very low accessibility to the central city. Exurban migrants try to choose the way 

of linking commuting to work and commuting to school to solve this problem. 

Third, exurban migrants' s daily lives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exurban 

residential surroundings, but they go to the higher central place to buy goods and 

services. Fourth, neighborhood relationship between natives and exurban migrants 

is not intimate. The former possess a rural way of life and the latter possess an 

urban one, so their relationship is simply on a formal level or is totally segregated. 

Fifth, exurban migrants enjoy a daily life different from urban residents. The merit 

they say is an exurban life with natural surroundings and landscape, and the 

demerits are the traffic problems and the lack of facilities. 

5. This study is very suggestive to the preceding study. First, exurban housing 

boom can be construed as a new stage of suburbanization lead by the middle class 

and an indication of civilizational change. Second, the dominant migration motive of 

exurban migrants is a pursuit of the exurban way of life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Third, exurban housing means the emergence of a new way of life combining 

both urban and rural lifestyles. 

6. A policy issue of this study is re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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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si-agricultural region , supply of basic infrastructure, and improvement of neighbor

hood relationships. Considering the prospect of continuous growth of exurban 

housing , at least three questions have to be reflected upon in terrns of policy. First, 

we should establish more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the land use in order to 

make the maximization of land-use efficiency and the minimization of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in a quasi-agricultural region possible. Second, We have 

to pay attention to creating a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central city(Seoul) and 

its neighboring areas(Seoul Metropolitan area). Third, the neighborhood relationship 

between urban-to-rural migrants and rural natives should be fostered. The "dream 

home" is founded upon the "ideal community"; therefore, the dream home will not 

be worth much without an ideal community. 

In conclusion, the urban exodus of the middle class and the resultant exurban 

housing boom do not. simply mean the change from an apartment or semi -detached 

house to a detached house. It means the change of residential location from a city 

or an urbanized area to an exurban or rural area, the retum migration process of 

generations which lead rural-to-urban migration in the 1960s and the 1970s, and 

the emergence of a new way of life, that is to say, exurban or pastoral way of life 

which combines both urban and the rural way of life. As Ebenezer Howard argued, 

"town and country must be married, and out of this joyous union will spring a 

new hope, a new life, a new civilization." What we should do from now is to find 

out the way an exurban housing is able to combine town with country "joyously". 

keywords: way of life , migration process , exurban housing , 

exurbanization , residential location , urban-to-rural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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