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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room for improvement for future townhouse development in Jeju, especially in terms of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For this purpose, 14 Jeju townhouse cases built before or proposed after 2014 were scrutinized to find out current problems 
commonly disclosed. The notable shortcom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lack of 'guesthouse' concept, poor guidelines for community 
space planning, inadequate establishment of communal estate management system and finally the lack of versatile plan to accommodate 
various types of resident groups. At the end,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1) institutional criteria for promoting the desirable townhouse 
development in Jeju and 2) short-term rotating tenancy system enabling residents to move easily to another tenancy of their favorite area. 
Concurrently, the use of local resources is recommended in order to incorporate low-energy consuming design concept for futur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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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Lee(2015)의 "A detached house is more popular than 
apartment"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5년 뒤에 살고 싶은 

집’으로 아파트(46.1%)와 단독주택(45%)을 선택했다. 응

답자 가운데 실제 단독주택에 거주자는 9.1%, 아파트 거

주자는 61.5%로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의 이동이 예상

하였으며, 단독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수요층도 증가할 것

이라 분석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은퇴 후 노후를 

전원주택에서 보내고자 하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신혼부

부 및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장년층 사이에서도 블록

형 단독주택단지와 타운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유형은 관리 및 안전, 공동시설의 편의 

등 아파트의 장점은 물론 개인정원과 독립성 등 단독주

택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지역 내 교통과 상업·

편의시설만 적절히 연계될 경우 보다 편리한 거주환경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2005년 1월 경기도 파주시 헤르만하우스의 분양 이후 

국내에서 붐을 일으켰던 타운하우스는 2000년대 후반까

지 대형화·고급화되었으며 대형건설사의 브랜드를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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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2007년 경제위기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거쳐 

2010년을 지나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는 타운하우스는 

과거와는 달리 실효성이 강조된 중소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땅콩집이나 가로주택 등으로 불리며, 도시 및 

근교 소형주택 유형과 맥락을 같이하는 새로운 주거유형

으로 거듭나고 있다.  

Figure 1. Duplex Home(Peanuts Housing, http://blog. 

naver.com/yhy1004n), Housing in Neighborhood 

Street(http://www.newspim.com/), Townhouse(Herman Haus, 

Photo by Author)

또한 최근에는 교육과 환경이 좋은 지역에 소규모 블

록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휴양은 

물론 영어교육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생겨남에 따라 블록

형 단독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이를 타운하우스라 명명하

며 공급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타운하우스는 

기존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나는 병렬형(Table 1)의 A타입)

이나 중정형(B타입)과는 차별화된 양상으로서, 블록형 단

독주택단지와 같은 개별형(C타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의 타운하우스는 단지형태 뿐만이 아니라 각 세

대별 주동의 조합방식이 기존 국내 타운하우스의 사례보

다는 블록형 단독주택단지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지하

층이 없는 2층으로 주로 계획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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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공용주차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블록형 단독주택 타

입의 타운하우스에서 나타나는 계획적 특징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이를 통해 계획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A Parallel type B Courtyard type C Individuation type

SK Apelbaum (Yongin 
Dongbaek, Gyeonggi)

Herman Haus
(Paju, Gyeonggi)

Raon Hills
(Paju, Gyeonggi)

Adajium
(Paju, Gyeonggi)

Ciel House
(Yongin, Gyeonggi)

Table 1. Site Layout Types of Townhouses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먼저 일반적인 타운하우스 및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제

주지역 내 타운하우스 관련 논문 및 보고서를 분석하였

으며, 사례연구를 위하여 분양 팜플렛, 브로셔, 건축잡지 

및 웹사이트, 법제처 등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절차로서 첫째, 국내 타운하우스의 등장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0년 전후 변화된 타운하우스 

제도 및 계획 동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8

년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경기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식의 타운하우스들이 등장하였고, Park(2013)은 2010년

대에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땅과 접하고 싶

은 ‘접지’의 욕망이 다채로운 방식으로 분출된 시기라

고 평가한 것과도 관계한다. Park(2013)에 따르면 접지욕

망은 제주도에 가서 올레길을 걷는 방식으로, 일부는 카

페에서 길거리 데크에 앉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일

부는 아파트의 편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로 이동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2014

년 이후 국내 타운하우스 단지 중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는 최근 제주지역에서 블록형 단독

주택 타입의 타운하우스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에 

계획되었던 골프용 클럽하우스나 주말주택 개념의 세컨

드 하우스(second house)와 달리 장기거주를 위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제주도 타운하우스의 사례별 공간계획의 특징을 조사·

분석하여, 각각의 한계 및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 방향

을 제시하였다. 

2. 제주지역 타운하우스 등장과 변화

2.1 국내 타운하우스의 등장과 변화

국내에서 정의된 타운하우스(townhouse)는 공유벽(합벽)

을 갖는 2호 이상의 주호가 수평으로 연속되는 저층의 

단지형 주거유형으로 커뮤니티, 보안, 기반시설 등은 공

동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양면 개구형으로 전정

(front yard)과 후정(backyard), 테라스(terrace) 등을 통해 접

지성을 갖으며, 각 세대는 3층 이하로서 수직적으로 세대

가 구분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특성상 단독형의 개별주호로 계획되는 경우가 다수이므

로, 본 연구에서 정의되는 ‘타운하우스’는 공유벽의 유

무는 사례 선정을 위한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타운하우스는 17~18세기, 유럽의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팽창, 부족한 주택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주거유형이다. 주로 3~4개 층으로 계획되며, 반지하층은 

창고, 1.5층은 공용공간(주방, 식당, 거실 등), 2층과 3층은 

개인공간(침실, 화장실, 서재 등)으로 활용되었다. 교외지역

보다는 도심에 주로 계획되었으며, 세장형의 병렬(합벽)식 

집합주택으로, 합벽형의 집합주택이 중앙에 중정(courtyard)
을 가진 형태나, 병렬형의 집합주택이 후정(backyard)으로 

연결된 병렬형태(parallel)로 발전하였다. 이와 유사한 타입

으로 미국에서는 1800년대에 ‘브라운스톤(Brownstone)’이

라는 형태의 타운하우스가 도심에 등장하였다. 

Period Issue / Cases

2004 - The appearance of townhouse
- Adelhime (Yongin, Gyeonggi) 11units

2005
- The appearance of brand townhouses
- Hermanhouse I (Paju, Gyeonggi) 137units / Apellbaum 
  (Yongin, Gyeonggi) 77units / Balthouse (Yongin, 
  Gyeonggi) 77units

2008
- The large-size brand townhouses / The US financial Crisis
- Dongyeonjae(2007), Apellbaum, Prugio Heim, 
  Paragon(2008) etc.

2011
- The appearance of the new duplex house
- Increasing of the small-size townhouses
- Hermanhouse II (Paju,Gyeonggi) 38units

2014

- Flexibilization of small scale housing development
- Diversification of units and masterplan 
- Hillingsu(Namyangju, Gyeonggi) 75units / 
  Suan Village(Kimpho, Gyeonggi) 150units / 
  Russid Avenue (Yongin, Gyeonggi) 73units

Table 2. The Appearance and Characteristics of Townhouse in Korea 

그러나 국내에서는 합벽의 세장한 도심형 타운하우스

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의 교외지역에 발달한 전원형의 게

이티드 하우스(gated house)형태의 타운하우스(detached 
house)가 주로 확산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경기도 택

지개발지구 내 개별 필지 및 블록형 단독주택지에서 주

로 계획되었으며, 세대 당 200㎡(60평)가 넘는 대형평형의 

고급화된 주거단지가 분양되었다. 그러나 2007년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고급화 전략에 따른 대형 평형의 타운하우

스 분양이 어려워지고, 공사를 중단하거나 미분양 되는 

단지가 속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타운하우스를 다시 

분양하게 되었을 때는 세대 당 면적을 축소하는 대신, 세

대수를 늘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단지의 규모축소와 기존

의 커뮤니티시설을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최

근에는 땅콩주택 즉, 듀플렉스(duplex)타입의 소형주택들

이 이슈화됨에 따라 김포한강과 같은 신도시에 3억원 미

만의 블록형 단독주택필지에도 109㎡~150㎡(30~40평형)대 

듀플렉스타입의 타운하우스가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서민

을 위한 도심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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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타운하우스의 제도적 기준

국내 타운하우스로 계획되는 주택유형은 제도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진다. 단독주택

에 포함되는 단독주택(주택바닥면적합 330m2이하, 3층 이

하), 다가구주택(주택바닥면적합 660㎡ 이하, 3층 이하)이

거나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1개동 바닥면적 합

660m2이하, 4층 이하)이나 연립주택(1개동 바닥면적 합 

660m2 초과, 4층 이하)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타운하우스는 주택건설 용지상 ‘블록형단독주택

지’에 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경우 주택법상 세대수

에 따라 건축허가가 필요하며, 사업승인이 요구된다. 건

축규모도 3층 이하로 제한되며, 공동보안 및 커뮤니티 시

설 설치가 권장되고 있다. 주택관리 또한 자체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령을 따라야 한다. 블록형단독주택지에 계획되는 타운하

우스의 경우에도 단독주택형과 공동주택형으로 구분된다. 

단독주택형의 경우에도 거래시에는 공용공간의 등기지분

율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주택형은 주로 다세대주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일부 사례는 블록형 단독

주택지에 계획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계

획상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3 제주지역 타운하우스 개발 현황

Han(2010)의 제주도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의 현

황자료에 따르면 공급된 택지들은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

되어 단독주택지의 공급면적 비율이 다른 중소도시권이

나 중규모택지개발지구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함덕지구(2002.07~2006.6)의 경우 전체 면적 118,377

㎡ 중 단독주택지 48,881㎡가 공급되었는데 이는 주거용

지의 74.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당시 제주도의 주택공

급률은 100%를 상회하고 있었기에 이 지역들이 전원주택

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처음으

로 블록형 단독주택지 6,905㎡(16가구)가 포함되어 있어 

소규모 단지형 타운하우스 개발의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07년 

6월에 수립된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신규택지개발은 

지난 8년간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건

설실적(국가통계포털(www.kosis.kr)-주택유형별 건설실적)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에 1,028호, 2005년 886호, 2006년 

861호, 2007년 645호, 2008년 572호, 2009년 628호, 2010

년 776호, 2011년 1,141호, 2012년 1,258호, 2013년 1,629

호, 2014년 2,368호로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해 왔다. 

다세대의 건설실적 역시 2004년 756호가 이후에는 해마

다 약 100호 가량 건설되었는데, 2010년에 415호가 건설

되더니 2011년 2,139호, 2012년 2,229호, 2013년 10,074호, 

2014년 1,215호가 증가하여 단독 및 다세대 주택수가 급

증하였다. 즉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은 금지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2008년 이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급증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택지개발이 금지된 시기라고 하

더라도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1) 개발이 있었기에 집합

적 단독주택 및 다세대의 건설이 가능했지만 이보다는 

자연취락지구 인근에서의 민간의 개별적인 주택공급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판단된다.

Land
Use Block Area

(m2)

Area of 
Unit

(sell in 
lots

/ lease)

Numbe
r of 

Househ
olds(Pl

ots)

Supply 
pre-

determine
d Price

Building 
Covera
ge ratio

Ratio 
of 

Floor 
Area 

Maxi
m-um
Height

Multi 
unit 

dwelli
ng 
lots

D-3 37,093.5
60㎡-85㎡

(sell in 
lots)

355 13,131,099

below
40%

below
110%

below
15m
(4F)

D-5

63,864.0 subtotal 741

20,691,93633,864.0 below60㎡
(lease) 454

30,000.0 60㎡-85㎡
(lease) 287

Sites for Detached houses

Indivi
dual 
lots

A-35
~

A-50
8,199.0 262㎡

~ 526㎡ (24)
76,504

~
161,482

below
40%

below
80%

below 
8m
(2F)Block

types 

B-2 7,841.0

165㎡
~ 660㎡

30 2,219,003

B-3 9,098.0 34 2,729,400

B-4 5,735.0 22 1,686,090

B-5 6,657.0 25 1,957,158

B-6 6,574.0 25 1,932,756

Source : JEJU Global Education City(2015). A Guidebook for 
supply of the land,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12

Table 3. Supply of Land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Jeju

택지개발의 금지는 제주도의 인구증가가 크지 않을 것

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

주도의 주택건설수가 증가한 것은 외국인2)과 타지외지인

의 유입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2014년 제주영어교육도

시 도시개발사업 토지공급 이후로 기존의 휴양보다는 교

육을 고려한 이주가 증가하게 되었다. 초·중·고 자녀교

육을 고려한 대도시 거주자가 이주함에 따라 단독주택용

지(개별형 및 블록형)에 단지형 단독주택 즉, 타운하우스 

단지가 분양되었으며, 최근에는 세컨드 하우스나 단독주

택을 갖고자 하는 타지인의 유입도 동시에 늘어남에 따

라 타운하우스 형태의 단지형 단독주택단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3)  

1)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보성리, 신평

리 일대 380만 1471㎡에 제주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2011년
부터 2015년까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5개,고등학교 3개 등 12
개 국제학교에서 학생 9,020명(정원)을 교육하도록 계획하였다. 
2) 2009년 6월말 당시 중국인 소유 토지는 전체 외국인 소유 토

지 760만 8천m2의 1%도 미치지 못하는 2만m2이었는데, 5년 사

이 약 296배가 증가하였다. 즉, 2014년 6월 현재 전체 외국인 소

유 토지 1,373만 8천m2 중 43%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중국자본의 잠식을 차단하고자 하나의 방안으로 ‘국공

유지 장기임대’형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3) 2014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맞아 지방근무, 귀농귀촌, 자녀

교육, 장기치료 등 원인과 주기도 다양해진다. 제주도 한 달 살

기, 아웃도어 등 두 집 살림 체험도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의 두 

집 가족은 국내 텃새인 '괭이갈매기족'으로도 비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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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Site Area(㎡) Number

of Units
Floors
Types

Method of 
Construction 

Price (one 
hundred million 

won)
Sale(S)

Completion(C)Building Area(㎡)

01 832-3, 832 Gueokri Daejeongeup 
Seogwipo, Jeju

4,105.0
21 1F/2F (attic)

Attached wall type RC 106m2 : 2.6-2.8 2014.11(S)
2015.07(C)1,210.8

02 2023-2, Hyeopjaeri Hanrimup, 
Jeju, Jeju

8,824.0 39
(19+20)

1F/2F
Detached house RC 76m2: 2.2

155m2 : 4.1
2015.05(S)
2015.10(C)1,293.7

03 961 Gosungri, Aewolup, Jeju, Jeju

1
5,514.0

18

1F/2F
Detached house RC 76m2: 2.1

155m2 : 3.9
2014.12(S)
2015.12(C)

1,419.2

2
4,856.0

16
1,317.3

3
5,258.0

18
1,498.3

04
A

962, Ilgari, Dajeongup, Seoguipho, 
Jeju

8,110.0
17

1F/2F
Detached house RC

112m2 : 3.8
2014(S)
2015(C)

1,286.4

142m2 : 3.904
C

963-1, Ilgari, Dajeongup, 
Seoguipho, Jeju

8,420.0
18

1,394.0

05 3116, Guiduckri Hanrimup, Jeju, 
Jeju

3,360.1
18 1F/3F

Attached wall type RC 78m2 : 2.8 2014.12(S)
2015.08(C)668.7

06 865, Dongkwangri Anduckmyeon  
Seogwipo, Jeju

19,680.0
34 1F/2F (attic)

Detached house

Wooden 
Structure

:Light timber 
2X6

147~166m2 : 
4.5~5.5

2014.10(S)
2015.10(C)3570.2

07 2784, Yusuamri, Aewolup, Jeju, 
Jeju

6,587.0
15 1F/2F

Detached house RC 66m2: 2.0
116m2 : 3.0

2014.08(S)
2015.03(C)1,011.8

08 2789, 2790, 2784-3, Yusuamri, 
Aewolup, Jeju, Jeju

6,424.0
17 1F/2F

Detached house RC 102~117m2 : 
2.9

2014.12(S)
2015.12(C)1011.8

09 2880-5 Sinumri, Aewolup, Jeju, 
Jeju

9,568.0
28 1F/2F

Detached house RC 66-94m2 : 
2.8~3.8

2015.05(S)
2015.12(C)1,891.2

10 1965, Myeongwolri, Hanrimup, 
Jeju, Jeju

5,126.0
8 1F/2F

Detached house RC 109m2 : 4.1 2014.10(S)
2015.02(C)974.7

11 1329, Hyepjaeri, Hanrimup, Jeju, 
Jeju

8,714.0
12 1F/2F

Detached house RC unsettled 2015.08(S)
2015.10(C)1,619.4

12 3288, Gwangryeongri, Aewolup, 
Jeju, Jeju

     11,600.0
13 1F/2F

Detached house RC 60~180m2 : 
1.7~2.1

2013.12(S)
2014.06(C)833.2

13 608, Shinchonri, Jocheonup, Jeju, 
Jeju

9,836.0
26 1F/2F

Detached house RC 75~82m2 : 
2.3~2.7

2014.10(S)
2015.10(C)2,158.0

14 2964, Jocheonri, Jocheonup, Jeju, 
Jeju

11,600.0
26 1F/2F

Detached house RC 82~102m2 : 
3.0~3.3

2015.04(S)
2015.12(C)1,773.2

[INDEX] 
01.Britani Jeju Glocal Eucation (Daejeong) 
02.Britani Hyeopjae (Hanrim)
03.Britani Aewol (Aewol)
04.Island Hill (Daejeong)
05.Pams Village (Hanrim)
06.Saint paul de vence Jeju (Anduck)
07.Supiavillage 1 (Aewol)
08.Supia village 2 (Aewol)
09.Supia village 3 (Aewol)
10.Browntree 1 (Hanrim)
11.Browntree 2 (Hanrim)
12.Yeodam House (Aewol)
13.Haedam House 1 (Jocheon)
14.Haedam House 2 (Jocheon)

[Reference] Retrieved May 1~June 30, 2015
01,02,03 : http://brittany.co.kr/
04: http://www.island-hill.com/ 
05 : http://www.farms-island.com 
06 : http://www.bernhaus.co.kr/site
07 : http://blog.naver.com/backkang7037
08 : http://blog.naver.com/q1s72ns6dlsd
09 : http://blog.naver.com/q1s72ns6dlsd
09 : http://cafe.daum.net/zhouse 
09 : http://supiavillage.jejur.net 
10 : http://blog.naver.com/q1s72ns6dlsd
10 : http://cafe.daum.net/zhouse 
10 : http://supiavillage.jejur.net 
11 : http://blog.naver.com/bluebally
12,13,14 : http://blog.naver.com/cubejeju 

 Table 4. Summary of Cases : Location, Area, Units, Buildings, Structure, Sale price, Sale period       

3. 타운하우스 사례분석

3.1 사례개요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제주지역 14개의 타운하우스 사례

는 2014년 이후 시공, 분양된 것들로 간략한 개요 및 위

치를 Table 4와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대부분 한라산을 

기점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분포지역은 대략 애월과 협재 해안가, 1135번 도로 주변, 

함덕해수욕장 주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도는 국제공

항을 연계하여 서쪽 지역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이루

어져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사례지도 서쪽 해안가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1135번 도

로는 제주공항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하는 중심도로이며, 

영어교육도시도 위치하고 있어 다수의 사례가 이 도로 

가까운 곳에 분포하고 있기도 하다. 

분양 시기는 대부분 2014년 이후로 휴양지를 중심으로 

한 세컨드 하우스(전원주택) 개념에서 확대되어 영어(국제

화)교육도시 주변에 계획된 사례가 증가하였다. 또한 생

폴드방스(용인, 제주)와 수피아빌리지(Supia Village 1,2,3
차)를 비롯하여, 브리타니(Brittany) 영어교육도시, 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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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 노형, 조천, 예술인마을), 제주 브라운트리 1,2차, 해

담하우스(1, 2차) 등 중·소규모 시행(건설)사의 자체 브

랜드형 타운하우스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Figure 2. Masterplan of ‘Island Hill’ 

(source : http://www.island-hill.com/) 

준공된 사례의 다수는 RC구조의 단독주택 형태로 시공

되었으며, 단위세대는 85㎡~109㎡(20~30평형)대의 중·소

형이며 대부분 30세대 미만의 소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사

례 4(아일랜드힐)는 총 5개 블록으로 전체 80세대로 대규

모이다. A블럭(17세대), C블럭(18세대)이 현재 분양되고 

있으며 다른 블록들은 입주가 완료되었다.(Figure 2) 
 

3.2 단지 배치계획 및 단지형태

배치현황을 주동의 향 및 주동조합방식, 주차 등으로  

구분하여 Table 5와 같이 정리하였다. 

No. Aspect Building-shape Road in the 
Site

Type of Parking
(individual/ground)

01 S Attached wall Type
(4 households,3F) linear 1car/household

02 S Detached house(2F) linear 1car/household
03 S Detached house(2F) linear 1car/household
04 S Detached house(2F) linear 1car/household

05 S Attached wall Type
(2 households) linear 1car/household

06 S Detached house
(2F+attic) linear 1car/household

07 S Detached house(2F) linear 1car/household

08 S
(SW/SE)

Detached house
(1~2F) linear 1car/household

09 S
(SE)

Detached house
(1~2F) linear 1car/household

10 S(SE) Detached house
(1~2F) linear 1car/household

11 S Detached house(1~2F) linear 1car/household
12 S Detached house(2F) linear 1~2car/household
13 S Detached house(2F) linear 2car/household

14 S
(SW/SE)

Detached house
2F+1F(separated)

Cyclical
loop Type 2car/household

Table 5. Summary of Cases : Aspect, Tower Shape, Road in 

the site and Type of Parking

단지의 형태는 대지 내에서 주호배치 및 외부공용 공

간, 가로와의 관계를 보여주며 Table 6과 같다. 14개 사례 

모두 주호는 남향과 남동/남서향으로 계획되었으며, 세대

의 구성은 합벽 형태의 병렬형(row house)으로 계획된 사

례 1과 사례 5를 제외하면 대부분 개별 단독주택형

(detached house)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최근 서울·경기지

역에서 땅콩주택으로 불리는 병렬형의 계획사례가 증가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주차는 자가 개별 지상주

차 1대로 계획되었다. 공용주차장으로 계획된 경우는 사

례 4의 E, F, G블록이 있으나(Figure 2), 대부분의 사례에

서는 공용주차장이 부재하여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한 임

시주차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a) Case_03                   b) Case_04

Figure 3. Birdeye's View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INDEX
  Main Entrance
  Exterior rest 
area
  Community 
area
  Water space

Table 6. Diagram of Site plan

3.3 세대별 단위세대 계획 

제주도 타운하우스의 경우 사례 4, 사례 6, 사례 11의 

170㎡(50평형)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단위세대가 85

㎡~109㎡(20~30평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7)
타운하우스가 소형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은 수도권

의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0년~2008년까

지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공급된 타운하우스

가 병렬형이나 단독주택 형태의 중대형 평형이 주를 이

루었다면, 최근에는 듀플레스 형태(땅콩집 형태의 합벽형)

나 소형 평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소형평형의 타

운하우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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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사회경제적 침체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타운하우

스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물론 제주도에서의 소형의 타운하우스가 공급

되고 있다는 것 역시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할 수 있으며, 특히 단기간 혹은 일시적 거주 공간으로서

의 주택의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No. Area(㎡) Units Sample Image
01 84.60 21 21

Case 02 _ 111.15㎡

02

79.20 6

39

85.80 4
95.70 2
99.00 2

105.60 7
108.90 14
148.50 4

03

83.05 12

64

Case 03 _ 79.83㎡

86.06 15
87.05 19

119.90 6
114.40 9
162.48 3

04

166.57 27

35

Case 05 _ 78.08㎡

155.25 2
146.42 2
126.03 4

05 78.08 18 18

06
147.00 12

34

Case 06 _ 165.00㎡

165.00 12
166.00 10

07
66.06 6

1582.64 4
84.86 5

08
117.07 7

17

Case 09 _ 86.48㎡

102.83 10

09
65.59 25

28
93.61 3

10
110.10 1

8144.45 3
165.63 4

11
165.63 4

12

Case 14 _ 102.30㎡

152.06 8

12
75.90 4

13
59.40 9

13
75.90 7

26
82.60 19

14
82.50 19

26
102.40 7

 Table 7. Main Unit-plan and Area          

단독주택은 지하층이 없이 2층(복층) 또는 3층(다락층 

포함)으로 계획되었고, 사례 5, 6을 제외한 최상층은 다락

의 형태보다는 외부 테라스로 계획되었다. 다만, 조천의 

해변가에 위치한 사례 14의 경우에는 별채를 2층 단독형

에 포함시켜 분양한 경우이며, 각 세대마다 게스트하우스 

개념을 적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타운하우스는 접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별 세대마다 외부공간을 포함하고 있

다. 전정(front yard)과 후정(backyard), 데크(deck)와 옥상정

원(roof garden) 등으로 계획되고 전정에는 주로 개별 세

대의 주차공간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의 경우 온화한 

기후환경과 주변의 미려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옥상을 활

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단독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테라스, 즉 2층의 발코니공간을 활용하여, 

비교적 좁은 면적의 단위세대를 넓게 활용할 수 있게 계

획하였다. 단위세대는 2층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다. 1층

은 가족 공용공간인 거실과 부엌, 식당을 비롯하여 부부

공간(master bedroom)으로 사용되고 2층은 1~2개의 방과 

소규모 거실공간, 반(半)외부공간인 테라스로 계획되어 있

다. 소형 주택의 경우 세대 내부에 수납공간은 충분하지 

않았으나, 전정과 후정 등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수납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Table 8)

Type no Application Image

A
Front 
yard

01 A

<Type : A>

<Type : A+D>

<Type : C+D>

02 A+D
03 A+D
04 A+D

B
Back
yard

05 A
06 C
07 A+D

C
Front+

Backyard

08 A+D
09 A+D
10 C+D
11 C+D

D
Deck

(Terrace)

12 C+D
13 A+D 또는 B+D
14 C+D

Table 8. Exterior Space Types

3.4 외부 공용공간 및 시설계획

본 연구에서는 외부 공용공간을 공용시설(Community 
Facility)과 커뮤니티공간(Community Space)으로 구분하였

다. 외부 커뮤니티공간은 오픈스페이스로 광장이나 수공

간, 조경공간, 휴게공간,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텃밭 등으

로 세분화될 수 있다. 공용시설로는 근린상가와 커뮤니티

를 위한 부대복리시설, 거주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

용주차 공간 등이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례별로 

조사한 것이 Table 9이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와 같이 외부공간 계획은 일부 사례에서만 확인할 수 있

었다.

No. Community 
Space

Community 
Facilities No. Community 

Space
Community 

Facilities
01 Play ground - 08 Landscape

02 - - 09 Pagoda, 
Landscape -

03 - - 10 - Community 
Center

04 - - 11
Swimming Pool

Community 
Center

05 Pagoda - 12 - -
06 Central Park - 13 Pagoda -
07 - - 14 - -

Table 9. Exterior Community and Communit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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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다수의 사례가 자연취락지구 인근한 곳에 위치

하고 있기에 개별주택의 마당에서 바다가 보인다던지 환

경적 여건이 뛰어난 제주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례 1에서 유일하게 놀이터가 계

획되었는데 이는 영어교육도시 인근의 입지로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며 분양당시에는 이 위치에 수

영장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놀이터로 변경

설치 되었다.(Figure 4)

  a) Case01 Block Plan(Old)       b) Case01 Playground(Now)
(source : http://brittany.co.kr)

      c) Case06 Block Plan           d) Case06 Central Park
(source : http://www.spjj.co.kr)

    e) Case10 Community Center      f) Case11 Swimming pool
                                      & Community Center

(source : http://www.browntree.co.kr)

Figure 4. Exterior Community and Community Facilities

사례 6은 단지 중앙공원을 계획하였으며 휴게공간의 

기능을 가진 파고다를 설치한 사례는 사례 5, 9, 13이 있

다. 이들은 단지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커뮤니티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사례 8

과 사례 9는 단지를 상징하는 조경이 계획되었다. 

3.5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한계인식

3장에서 제주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국내 타

운하우스와는 달리 단위세대 규모가 축소되어 20평~30평

형의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단지 규모도 20세

대 내외의 세대규모가 약 67%를 차지하여 소규모 단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대형보다는 중소형의 주택이 선호되는 주택

시장 전체의 경향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지만, 제주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타지인의 유입이 확대

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9년 

6월 23일에 배포한 보도자료(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09)에 따르면 제주시의 인구는 증가 추세(증

가율 0.4%)로 특별자치도 출범전(2006년)과 비슷했지만  

특히 도내 체류 외국인은 최근 4년간 262%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 관광객은 2008년 이후 7%이상 증가하였으며, 외

국인 무사증 입국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2004년 138천명

에서 2008년 267천명으로 증가) 이와 더불어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 내의 외국인 소유 건축물은 총 2,245

건(328,815m2)이다. 이는 제주도 내 총 건축물(156,986동, 

44,260,770m2)의 면적 기준으로 0.7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외국인 소유 건축물의 증가율은 지속

적으로 높아져서, 2010년 이후 증가된 외국인 소유 건축

물이 2,133건( 313,674m2)로 전체 외국인 소유 건축물의 

95%이다. 그 중 숙박시설이 65.8%(1,403건, 210,373m2), 주

거용이 26.5%(565건, 59,539m2)이며, 중국인이 외국인 소

유 건축물의 74%를 차지하고 있다.(Table 10)

Year Division
Total DwellingAccomm

odations
Commerci

al 
Facilities

Officete
l

(Studio)
etc

Number (area, m2)

Total

Foreigner 2,245
(328,815)

648
(67,356)

1,407
(210,705)

91
(37,403)

68
(5,224)

31
(8,127)

Chinese 1,661
(249,568)

238
(26,290)

1,339
(201,564)

32
(17,068)

48
(3,954)

4
(691)

20
15

2nd
Foreigner 129

(16,016)
32

(3,664)
85

(10,483)
5

(1,140)
6

(545)
1

(184)

Chinese 109
(13,701)

20
(1,844)

82
(10,385)

4
(1,104)

3
(367) -

1st
Foreigner 275

(32,749)
50

(5,225)
198

(23,521)
5

(2,125)
19

(1,549)
3

(329)

Chinese 242
(29,138)

28
(3,044)

195
(22,800)

4
(2,042)

14
(1,185)

1
(67)

2014
Foreigner 814

(121,496)
200

(22,104)
563

(84,370)
25

(10,596)
18

(1,377)
8

(3,049)

Chinese 689
(100,581)

104
(11,683)

555
(82,952)

13
(4,601)

15
(1,192)

2
(154)

2013
Foreigner 524

(75,920)
152

(13,947)
335

(51,203)
19

(9,000)
16

(1,234)
2

(536)

Chinese 389
(59,268)

53
(4,495)

317
(49,355)

5
(3,893)

13
(1,055)

1
(470)

2012
Foreigner 276

(48,308)
74

(9,130)
187

(35,338)
6

(3,241)
6

(410)
3

(189)

Chinese 194
(39,142)

24
(4,226)

165
(32,528)

3
(2,272)

2
(116) -

2011
Foreigner 82

(14,292)
39

(3,789)
28

(4,890)
9

(4,615) - 6
(998)

Chinese 29
(6,895)

5
(657)

22
(3,165)

2
(3,073) - -

2010
Foreigner 33

(4,893)
18

(1,681)
7

(568)
6

(2,557)
1

(39)
1

(48)

Chinese 6
(601)

2
(182)

3
(380) - 1

(39) -

before
2009

Foreigner 112
(15,142)

83
(7,817)

4
(332)

16
(4,128)

2
(71)

7
(2,793)

Chinese 3
(241)

2
(157) - 1

(85) - -

Source : Department of Design, Architecture and Land registration, 
Status of a foreign-owned Building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5.07.30

Table 10. Status of a Foreign-owned Buildings

더불어 타운하우스의 개발주체는 중대형의 건설사가 

아닌 소규모 시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하

나의 단지를 개발 및 분양하고, 분양이 성공리에 이루어

지면 이후 1, 2, 3차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분양하여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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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 단지라고 하더라

도 대부분 소규모이며 ‘아일랜드힐’처럼 하나의 대규

모 필지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나타

나고 있어 부문별한 타운하우스의 확산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상황과 타운하우스의 계획적 

특성을 고려할 시 주택단지로서의 제주도 타운하우스의 

문제점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위평면에서는 거주자의 특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 앞서 제주도의 타운하우스의 중소형 중심으로 분양

되는 것이 타지인의 유입과 관계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타운하우스와 내국인이 살고 있

는 타운하우스의 차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4) 또한 제주

지역의 기후와 거주형태, 전통적인 와가, 민가 등 주택 

고유의 특성이나 재료 등을 반영한 사례보다는 일반적인 

형태의 단독주택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단지로서의 측면에서 단위세대의 소형화와 대지

규모의 축소로 외부 커뮤니티 공간 및 공용 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 확산되고 있었다. 제주국제영어도

시 인근에 위치한 아일랜드 힐과 같은 대규모 단지의 경

우 7개의 소규모 단지로 나누어 분양을 하고 있어서 전

체 단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일부 포함한 커뮤니티시설을 

함께 계획하여 거주민들 간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호교류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외 사례들은 수도권 근

교 동호회 주택단지나 전원주택단지와 유사하여 커뮤니

티 시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기존 

마을과도 거리가 있는 곳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과의 유

대도 어려운 상황에 있기에 단지 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

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보안이나 공동관

리 등에 대한 고려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 타운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제안

본 장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계획적 한계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의 블록형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

인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 경관 및 지역고유의 문

화를 고려하여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단지가 조성되지 않

도록 적정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게스트하우스나 수영장 등과 같은 커뮤니티시설

의 확보는 타운하우스 단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해담허브하우스 단지에서 

개별 소형 평형 세대에 별채를 포함시켜 게스트하우스 

4) 외국인 거주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중국의 단독주택

은 일반적으로 부엌과 대청, 침실, 식당, 거실과 정원 등을 포함

하하고 있다. 최근 대청의 공간이 통로의 기능만을 갖되 넓어지

고 부엌과 공간이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다. 공간의 용도 별로 깊

이 차이를 주어 기능을 해결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제주도에 계

획되는 타운하우스 사례의 경우 이러한 중국의 단독주택(또는 

농촌주택 등)의 특성과 무관하게 국내 수도권지역의 사례와 유

사하게 계획되어지고 있다. 

개념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 단지차원에서 게스트하우

스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이후 확산

되었던 서울·경기 지역의 중대형 평형의 타운하우스 단

지들은 주민공동 운동시설 공간 및 휴게공간 등 옥외 커

뮤니티공간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커뮤니티 

시설계획이 함께 이루어졌었다. 대지면적과 세대수 규모

가 큰 경우도 있었지만, 30세대 미만의 세대를 포함하는 

단지도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도에서 최근 분양되고 있는 타운하우스 

단지들은 외부 공용공간은 물론, 커뮤니티 시설 공간 또

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거주민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30-50 세대 이상일 경우, 공용 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는 공간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타운하우스가 일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과 차

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안, 공동관리의 편의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의 사례가 기존의 단독주택단

지나 전원주택단지와 같이 개별세대 분양 이후 관리시스

템이 부재하였다 공동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안전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본 연구에 논의된 제주도의‘타운하우스’사례는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이 법적용어는 아니며, 계획상의 용

어로서 블록형의 단독주택지에 계획되는 단독주택이 주

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들로 이루어진 단지라 

할지라도 제도적 기준보다는 단지화된 타운하우스의 계

획적 측면에서 권장되어야 할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새로 이주한 거주자 특성을 고려한 계획방향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계획 지역에 따라 교육중심의 

30~40대 가족형 이주자가 있는 반면, 은퇴 후 고령자를 

고려한 휴양형 이주자, 중국인 등과 같은 외국인 거주자

들도 있다. 따라서 거주자 특성에 따라 단위세대 공간계

획이 변형 가능하도록 제안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휴

양형의 경우 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의료시설이나 공항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주 수

요자의 연령을 감안하여 무장애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침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발표된 농지법과 제주도의 각종 심의 및 

규제강화는 사업부지 선정에서 부터 분양단계까지 영향

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5년 7월 이후 인허가 사항을 진

행하는 사업은 세대수의 제한, 주택유형, 규모 측면에서

도 제한을 받게 되며, 타운하우스는 궁극적으로 단독주

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규모에 따른 법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도시형 생

활주택과 같이 타운하우스만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5) 

5)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는 2014년 9월, 도시 및 건축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

데, 그 일환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 및 임의기준 등 숨은 건

축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지자체에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대와 여건 변화 등을 감

안, 유권해석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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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주도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고 소

형 평형(60~85m2)의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어, 무분별하

게 단지화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Year(2010)
Floor area Total Detached

Dwelling Apartment Row
House

Apartment 
Units in a 

Private House

Non-hous
ing Units

2010 151,347 75,781 44,388 10,147 18,154 2,877

20m2 and under 323 169 22 7 73 52

20-40 11,791 3,706 5,570 517 1,673 325

40-60 36,790 14,353 16,028 2,253 3,788 368

60-85 56,006 22,808 18,522 4,632 9,436 608

85-100 18,492 13,445 832 1,396 2,397 422

100-130 12,169 7,619 2,521 1,014 633 382

130-165 9,978 8,340 866 208 127 437

165-230 3.,873 3,515 27 120 27 184

230m2 and over 1,925 1,826 - - - 99

Sour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2013 / Note : The overall figur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able 11. Housing Units by Floor Space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개념이 부각

되는 형태로, 구매와 재판매 등이 쉽지 않은 유형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영어국제도시와 해안가를 제외한 지

역은 타운하우스의 확산을 장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속

적으로 타운하우스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조

합의 활용, 구매 및 투자비용 보증 및 단기 순환형 거주

가 가능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6) 제주지역은 

전세(2년 기준) 비중보다는 매달 지불하는 월세의 1년 치

를 한꺼번에 내는, 변형된 월세 형태의 비중이 매우 높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새로운 바우

처(housing voucher) 제도7)의 도입도 고려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경기·수도권 지역의 타운하우스와 

달리 최근 제주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타운하우스 사례

를 분석하여 단지계획 및 건축 계획적 특징을 분석하고, 

6) LH 주거공유형 네트워크 도시사업에서는 ‘자산과 거주의 분

리’개념을 통해 기존 도심 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지 않고, 
전제 주택 재고를 리츠, 조합 등이 관리하여 공유함으로써 다양

한 지역과 유형의 주택에 거주기간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임대 

거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7) 주택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료 보조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기소득의 일정 수준(보통은 25∼30%)을 넘는 임대료

에 대해 그 차액을 정부가 쿠폰 형태의 바우처(교환권)로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10년부터 주택바우

처를 시범 운영, 가구당 월 4만 3천원~6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

다. 지원 기간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을 제외하고는 2
년 내외다. (SH Coorporation)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타운하우스

는 계획되는 지역(택지개발지구 해당 여부)과 공급의 목

적 및 공급하는 시행자(도시농부, 하니홈스와 같은 단독

주택공급자나 LH와 같은 공기업), 제도권 내의 주택유형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거주방식(임대, 자

가, 세컨드하우스로 활용 등)에 따라 계획 방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타 지역과 달리 자연·기

후환경 및 대지조성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

고, 외지인의 이주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주거

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 결과, 획

일화된 주택 유형과 커뮤니티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

선책으로 단지 및 건축계획 지침 마련, 커뮤니티 공간계

획을 위한 지침 마련과 공동 관리시스템 구축, 거주자 특

성을 고려한 가변형 계획방향 모색, 단기 순환형 거주시

스템 및 협동조합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타운하우스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

재(不在)한 상황에서 기초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향후 

경기, 수도권지역 등의 타운하우스와 지속적인 비교연구

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해야할 것이다. 또한 

커뮤니티의 계획 및 공동관리 부분의 문제점과 필요성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 거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설문

조사를 통하여 면밀히 청취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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