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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용 별장의 거래 규모와 형태, 입지환경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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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2)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서론
국내에서는 최근 별장(別莊)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지 개발에 있어서는 전원형태의 타운
하우스(town house) 개념이 빠르게 전개되어 별장형 주택건설이 새로운 거주공간모델로 발전하고 있고, 리조
트사업에 있어서는 체류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별장지의 분양ㆍ판매 사업이 리조트사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별장에 대한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본의 실 사례를 중심으로,
별장의 실질적인 거래 규모와 형태, 입지환경을 분석해, 그 특성을 검토한 것에 있다.

2. 자료 및 방법
일본에서는 별장사업이 이미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때문에 별장에 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축
적되고 있고,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나 중간매체도 크게 발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일본에서 별장형 리조트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東急리조트」를 대상으로, 그들이 취급하고
있는 거래 물건 등을 조사했다.
본 연구에서는 東急리조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들 정보를 활용해 분석한 것에 있다. ①별장의 거래형태
에 있어서는, 각 물건별로 나타나 있는 각 물건의 상세정보(물건의 종류, 지역, 토지면적, 건물면적, 가격, 관
리비 등)를 엑셀로 정리해, 각 물건의 거래 규모 및 가격 등을 분석해 그 특성을 관찰했다. ②그리고 별장의
입지환경에 있어서는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각 지역별 정보를 이용해, 이들 각 물건이 분포하는 지역의 위
치, 기상, 지역여건 등을 분석해, 그 특성을 관찰했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국내에서 별장의 사업적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본에서 별장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사이트를 사례로, 별장의 실제적인 거래 규모와 형태, 입지환경을 분석해, 그 특성을 고
찰한 것에 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결과를 얻었다.
1) 실질적인 별장지의 취급과 거래에 있어서는 별장지, 별장주택, 리조트맨션이 기본적인 유형이 되고 있
고, 이들의 거래에 있어서는 별장(주택) 못지않게 별장지 분양판매 및 리조트맨션의 거래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특히 리조트맨션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 형식의 별장이 많이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별장
의 개발과 그의 분양 및 판매에 있어서는 이러한 중저가 중소규모의 별장이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
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단지 이들의 토지 및 건축 면적, 판매가격은 물건에 따라 상당히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별장지역의 전체적인 입지환경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는 해안지역, 고원지역, 내륙산간지역이 대
부분을 점하고, 이들은 대부분 대도시부터의 거리가 3시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리조트의 입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온화한 기후나 레저 활동 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별장지의 실제 거래나
별장지 생활을 설명하는 요소에 있어서는 이들 못지않게 서늘한 기후나 지역의 축제 및 이벤트도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별장지의 입지환경에 있어서는 이러한 거주환경(이동거리, 기상, 지역풍경 및 정서,
축제 및 이벤트)과 관련된 평가척도를 충분히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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