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 망능리 주택단지 조성사업 “ 리빙큐브 마을만들기 ”
양평 망능리 용문산이 펼쳐져 보이는 전망 좋은 터.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안학교인 조현초등학교 통학권인 주택부지5,045m2(약 1,526 평)를 나누어,함께 지낼 11가구를 찾고 있습니다.  

건축개요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망능리 466-17번지 외 5필지 
• 토지규모 : 5,045 m2(약 1,526 평) 
• 세대수 : 10세대 내외 
• 건폐율 20%, 용적율 100%

[지적현황표]

건축가가 제안하는 유니크한 
소형주택표준설계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텃밭 
정원

공동경작공간

리빙큐브 

11필지 



대상지의 특성

이 곳은 멀리 용문산을 마주보고 있어,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마을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어 가릴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내부도 5M 이상 레벨 차이가 나는 두 섹터로 나뉘어져 있어, 훌륭한 조망이 확보됩니다. 



교통 : 수도권 전원주택지의 강자, 양평

양평은 예전에도 수도권과 가까워 전원주택지로 각광받는 곳입니다.  
2009년 양평역을 거쳐 용문역까지 개통된 전철노선은 교통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교육 : 조현초등학교 통학권

2000년 자율학교로 지정된 이래,  
전국 최고의 초등학교라고 알려질 만큼 유명한 조현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대상지와는 3.4km 떨어져 있고, 차로는 7분 거리에 있는 통학권입니다.  

생태.문화예술이 숨쉬는 자율학교!
- 조현초등학교 - 



대상지 주변의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

양평은 전국에서 생활편의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진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지역특성



대상지 주변의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

양평은 전국에서 생활편의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진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대상지 주변의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

양평은 전국에서 생활편의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진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토지분할 및 농지전환

현재, 6개의 필지로 된 부지를 단지 내 공용도로를 포함한 11개 필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각 필지는 92평부터 147평까지 나누어졌고,  

평균 115평의 전용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현재 지목인 ‘전’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뀝니다.  

구분 사이즈

도로

도로① : 29.43㎡(8.90평) 

도로② : 132.93㎡(40.21평) 

도로③ : 196.04㎡(59.30평) 

도로④ : 110.46㎡(33.42평) 

도로⑤ : 214.23㎡(64.80평)

도로면적 합계 683.09㎡(206.63평)

구분 사이즈

공용시설

공용시설⑫ : 214.99㎡(65.03평) 

물탱크⑬ : 101.45㎡(30.69평) 

텃밭⑭ : 110.86㎡(33.53평)

공용시설 
면적 합계

427.30㎡(129.26평)

도로면적

공용면적



대지조성 및 토지이용계획

전체 면적 중 1253평은 필지분할을 통해 각 집의 전용면적으로 사용되고, 206평은 단지 내 도로로  
할애되었습니다. 그 외 공동수도, 공동텃밭과 작은 커뮤니티센터를 위해 129평이 사용되었습니다. 
공유지분은 각 토지별 면적에 따라 분담됩니다.  

구분 면적

도로면적 합계 683.09㎡ (206.63평)

공용시설면적 합계 427.30㎡ (129.26평)

필지분할면적 합계 4,144.23㎡ (1,253.63평)

총 합계 5,254.62㎡ (1,589.52평)

필지분할 합계면적표



주경야독의 마스터 플래너 

건축가 강승희 소장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졸업현
재 (주)노바건축사사무소 대표,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활
동 중이다. 
목조건축대전 대상, 제주건축문화대상 본상, 경기도건축문화상 금상 
등 목조건축으로 다수의 수상을 하였으며, 새로운 것을 만들기 보다
는 시간의 흐름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따뜻함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구축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주경야독 리빙큐브 디자인특화단지 

리빙큐브는 [건축가가 제안하는 유니크한 소형주택 표준설계안]입니다.  
수많은 좋은 집을 지어온 건축가 강승희가 이 곳을 위한 특별한 표준설계안을 선보입니다.  
ㅡ자형과 ㄱ자형 중 한가지를 고른 후,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수정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47가지나 되는 다른 리빙큐브 모델에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리빙큐브 마을의 모습은 조금씩 다른 형태 속에 통일감을 갖춘, 아름다운 마을이 될 거에요.  

디자인 중심 
특화단지 
= 

리빙큐브 
모델활용

커뮤니티 
“작은 도서관”

차별화된�

프리미엄�

단지개발�
+ =



주경야독 11가구 필지와 건축유형

각 필지별 특성에 맞추어, 일자집(33평형)과 ㄱ자집(40평형)을 제안하였습니다. 

리빙큐브 어떤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배치의 큰 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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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다락 평면도

면적표

TYPE

A

주경야독 모델 

일자형 주택  
(다락 有)



TYPE

A
일자형 주택  
(다락 無)

주경야독 모델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TYPE

B
ㄱ자형 주택

주경야독 모델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다락 평면도

면적표



그 밖의 추천모델

스타일박스 

설계저작권자 : 강승희 
규모 : 2층+다락, 3 Bedroom + 2Bath 
연면적 : 약 43평 
가족유형 : 부부 + 학령기 자녀  

기흥_동동이네 (2015.07.) 
양평_수능리주택 (2015.11.) 

시담채 

설계저작권자 : 배지영+용용식 
규모 : 2층, 2Bedroom + 2Bath 
연면적 : 약 38평 
가족유형 : 부부 + 성년기자녀 

보성_시담채 (2016.02.) 
논산_시담채@봉동 (2016.06.) 

젓가락집 

설계저작권자 : 이중원+이경아 
규모 : 1층+다락, 3Bedroom + 2Bath 
연면적 : 약 38평 
가족유형 : 부부 + 성년기자녀 

원주_젓가락집 (2015.02.) 



산.들.바람집 

설계저작권자 : 김주원 
규모 : 1층+다락 / 1 Bedroom + 1Bath 
연면적 : 18평 +  
가족유형 : 부부  

제주_조천바람집(2015.07.) 

또하나의 ZIP 

설계저작권자 : 박종혁 
규모 : 1층+다락 / 2 Bedroom + 2Bath 
연면적 : 약 26평 
가족유형 : 부부 + 게스트 

고성_오우가 (2014.11.) 

T-하우스 

설계저작권자 : 이진미 외 
규모 : 2층+다락 / 2Bedroom + 2Bath 
연면적 : 약 25평 
가족유형 : 부부+ 학령기자녀 

계획안 

그 밖의 추천모델



함께 모여 좋은 이웃으로

단지에는 공동의 “텃밭정원”과  커뮤니티 “작은 도서관”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공동시설을 반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혼자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근사한 서재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함께 책 읽고 밭 갈며 이웃이 되어 보아요. 

공동텃밭

도서관

공동수도



주민공용시설



주민공용시설



주민공용시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주민공용시설

계단과 2층 다락으로 이어지는 재미있는 책꽂이 공간. 
이곳 저곳에서 뒹굴뒹굴 책읽으며 놀아요.  

바깥 데크로 이어지는 다목적공간. 
엄마와 아이들이 따로 또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습니다. 

작은 주방이 설치된 다목적공간에서 마을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아요. 



우리가 짓고 싶은 집은  

11가구가 모여있지만,  서로 전망을 배려한 배치를 통해 모두가 좋은 전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작은 땅이지만, 또 그만큼 작은 집이지만,   

서로 배려해서 계획한다면 훨씬 넓은 각자의 공간과 조망을 갖게 됩니다.  
1 모든 가구에 

좋은 조망을



우리가 짓고 싶은 집은

낮에는 밭 갈고, 밤에는 책 읽는 삶을 꿈꾸는 이를 위한 곳입니다.  
공동의 ‘텃밭정원’과 커뮤니티 ‘작은 도서관’은 우리 마을의 상징입니다.  
이 공간이 있어, 함께 하는 삶을 온전히 누릴 거에요.  
신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모일 테고, 좋은 이웃은 그렇게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2 마음 맞는 이웃과 
함께 하는 삶



우리가 짓고 싶은 집은

마을협정을 아시나요? 
내 집이니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조화를 생각해서 미리 약속된 규칙을 지켜 집을 짓는  
것이랍니다. 너무 엄격한 규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은 조화롭고 아름다워 더욱 살기 좋고 가치  
있는 마을이 된답니다. 11가구 모두, 리빙큐브에서 제안하는 모델에서 출발한다면 아름다운 마을이 탄생할 거에요. 

3 마을 전체가 조화로운 
디자인주택단지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고 했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건축가와 건축주, 시공사가 합리적인 프로세스 기반으로  함께 합니다. 생활을 살피는 좋은 디자인과 전문성 있는 
시공,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채광과 환기, 단열과 방수, 결로 방지 등 주택의 기본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리빙큐브의 표준시방과 정품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짓고 싶은 집은

4 합리적인 프로세스로 
유쾌한 집짓기



우리가 짓고 싶은 집은

5 풍경을 바꾸고,  
사람을 가꾸는 마을

“소형주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건축가가 제안하는 소형주택 표준설계안,  
 리빙큐브를 제안합니다. 리빙큐브는 건축가가 좋은 집에 기여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터에 지어지는 수많은 집들과 이 집들이 모여 이루어낸 풍경에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풍경이 바뀝니다.”

LIVING CUBE   디렉터 김주원 | 조한준



분양대금

토지비용 
3.3 ㎡ 당 750,000원 
단지조성을 위한 옹벽, 우수관로, 도로개설 비용 포함

설계비용 
토목설계 및 개발행위 허가 비용 : 4,000,000원 
건축설계  : 10,000,000-15,000,000원 (리빙큐브 설계비 기준에 따름 ) 

공사비용 
450만원-500만원/평 수준으로 선택모델에 따라 기준 상이함. 
단지 내 커뮤니티 ‘작은도서관’ 은  준공 후 공유지분으로 공동소유 
정화조, 조경, 인입, 외부부대공사는 별도로 산정.

분양수수료 및 부대비용 
분양수수료 : 분양합계금액의 3%를 합산하여 분양총액으로 함. 
필지 내 조경공사 별도

분양가 총액 필지별 대표사례

TYPE A타입 B타입

필지 3번필지 9번필지

대지면적 92.36 평 147.88평

공유지분 24.7평 39.7평

분양면적 117.06평 187.58평

주택면적 35평 41평

부대공간 다락층/1층 데크 1층데크/2층 데크

토지비용 87,795,000원 140,685,000원

설계비용 12,000,000원 15,000,000원

개발행위허가비용 4,000,000원 4,000,000원

공사비용 1억8천만원 2억2천만원

분양수수료 850만원 1,140만원

합계 292,295,000 391,085,000원

1.정화조, 조경, 인입, 외부부대공사 별도 
2.주방가구, 붙박이장, 현관장 등 가구공사 별도



PROJECT SCHEDULE 2016년 10월부터 분양 시작하여 2017년 사업종료를 목표로 합니다. 
입주시기는 1차와 2차, 2017년 4월과 9월 착공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

단지토목조성 모델하우스 오픈 1차 분양분 착공/입주 2차 분양분 착공/입주 

2017년 4월 

2017년 9월 

2016년 10월 

2016년 2월 

단지계획 및 유닛개발 : 강승희 ㅣ 건축가, ㈜노바건축사사무소  
주택설계 : 리빙큐브 좋은집 ㅣ ㈜에이치에스플러스  
책임시공 : 장길완 ㅣ ㈜케이에스하우징 대표 ㅣ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 회장 
시행대행 : ㈜ 하우스스타일        

| 분양문의 
㈜하우스스타일 박소연팀장 
tel. 02-564-7012  |  email. hs@hausstyle.co.kr 

2016년 10월

2017년 6월

2017년 4월

2017년 9월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9-17 2층 
02-564-7012 
hs@hausstyle.co.kr(주)하우스스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