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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생활의 시작, 새로운 환경과 천천히 마주하기
단층 집들이 듬성듬성 위치한 시골동네에 나홀로 2층인 집이 있었다. 은퇴 후 귀촌을 선택한 언
니, 동생 두 부부는 이 집을 사면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깔끔하게 잘 고쳐진 집에서 마당도 가
꾸며, 바람과 햇살을 느끼는 안온한 생활을 꿈꾸는 것과 동시에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던 그들이
귀촌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지는 일이었다. 우리는
새롭게 고쳐지는 이 집이 시골생활의 적응을 위한 좋은 완충제 역할을 했으면 했다.
도시와는 달리 시골 생활이란 것은 이웃들을 내 영역으로 천천히 들이는 일 일지도 모른다. 기존
의 집은 각 층의 주요 실 들이 모두 마당으로 활짝 열려있었다. 넓은 마당과 아늑한 집도 있지만,
잠옷차림으로 거실 창을 활짝 열면 지나가는 동네주민과 눈이 마주치고,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 상
황이 종종 일어난다. 이럴때는 넓은 마당도 내 집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고즈넉
한 시골 풍경을 앞에 두고 똑같이 커튼을 치고 살 요량이면 아파트의 삶과는 다를 바가 없었다. 이
방인일 수 있는 이들이 천천히 마을에 다가가도록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이 집이 가져야할 태도는
무엇일까.
담장의 높이를 낮추고, 대문을 활짝 열어두려면 언제든 이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집과 마당의 사이
집은 마당으로 활짝 열려있고, 마당은 낮은 담을 두고 마을 길로 열려있었다. 우리는 1층 거실로
부터 2.4m의 거리를 둔 마당에 5m 높이의 벽을 세웠다. 벽은 하늘로 열려있고, 먼 산을 향해 창
을 냈다. 그렇게 집이 마당과 면하는 곳곳에 높고 낮은 벽들을 덧댄다.
이러면 집과 마당 사이에 집도 마당도 아닌 중간영역이 생겼다. 이 곳은 마을로부터 숨겨진 가족
들만의 자유로운 외부공간인 안뜰이 된다.
1층의 안방과 거실은 안뜰을 통해 마당 너머의 하늘과 산으로 항상 열려있다. 벽에 난 다양한 크
기의 개구부를 통해 거실-주방으로 바람을 들이고, 집 뒷편의 너른 논밭까지 시선이 통한다. 이를
통해 들어오는 햇볕의 궤적은 풍성한 깊이감을 만든다. 창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오롯이 하늘과
마주하게 된다. 안뜰에 단차를 두어 안방은 프라이빗한 기능을 유지하고, 벽을 통해 걸러진 빛이
내부를 적당히 밝히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 잠옷차림으로 커피잔 위에 뜬 구름을 보며 여유를 즐
기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주방-다용도실에 면하는 조그만 뜰은 지붕이 있고, 외부로는 옆마당과 통한다. 텃밭에서 기른 흙
이 묻은 채소들이 거실을 넘어오지 않아도 되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외출복으로 갈아입어야하
는 불상사도 없다.
벽을 따라 외부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빠올때 쯤 큰 창을 마주한다. 창 너머 아름드리 나무가 있
는 이웃의 한옥집이 그림같이 보이고, 2층 현관에 다다른다. 2층은 지상의 마당을 직접적으로 누
리지 못하지만, 못지않은 테라스를 두었다. 기존의 마을이 훤히 내려다보이고, 멀리 산과 하늘이
산만하던 풍경 앞에 5m 높이의 벽으로 인해 넓은 테라스 너머에 난간 높이의 장막이 생긴 샘이
다. 외부로부터의 시선은 차단하고, 그 위로 먼 산등성이가 병풍처럼 집 안으로 가까이 들어온다.

닫힘으로써 열린 집
시골 마을에 흰 덩어리의 2층 집이 새로 태어났다. 주변의 집들과는 다른 모습 때문에 마을 풍경
속의 오브제로 존재한다. “흰색은 빛이 존재하는 모든 지점에, 다르게 존재한다.” 캔버스같은 이
집이 사계절, 시시각각 변하는 마을의 풍경을 담아내는 열린 집이기를 희망했다.
앞서 시골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이웃들을 내 영역으로 천천히 들이는 일이라 했다. 마당도 집
도 물리적으로는 사적인 영역이지만, 이 영역안에서 최소한의 사적인 외부공간을 확보해 최대한
의 공적인 외부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그것이 닫힘으로써 열린 집이 아닐까. 건축
주 부부의 푸근한 마음이 이 집의 마당을 너머 시골동네에 닿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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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강판 마감
방수쉬트
THK 100 샌드위치 패널 (가등급, 난연3급)
STLㅁ-100x100 각파이프_TRUSS

드라이비트 마감
THK100 샌드위치판넬 (가등급, 난연3급)
드라이비트 마감

ㅁ - 100 x 100 PIPE
난간설치 H : 1,200

Terrac e

2,370

2F : 2,700

K i tc he n

539

폴리싱 위 강화제
THK 50 무근콘크리트(W.M) / 구배조정
THK 30 배수판 설치
THK 3 우레탄 도막방수
THK 12 시멘트액체방수 1종
THK 170 기존 CON'C 슬래브

1,600

500

7,520

1,914

THK 10 지정 강마루 마감
THK 50 방통미장
THK 50 완충재
THK 170 기존 CON'C 슬래브

THK 200 기존 1.0B 조적벽체
THK 100 샌드위치 패널 (가등급, 난연3급)
드라이비트 마감

THK 170 기존 CON'C 슬래브
THK 180 비드법 단열재 2종 3호 (가등급)

K i tc he n

Living

I nner Garden
2,136

THK 10 지정 강마루 마감
THK 50 방통미장
THK 100 비드법 단열재 2종 3호 (가등급)
THK 830 기존 CON'C 슬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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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K 10 지정 강마루 마감
THK 50 방통미장
THK 100 비드법 단열재 2종 3호 (가등급)
THK 830 기존 CON'C 슬래브

2,900

2,420

1F : 3,820

2,970

ㅁ-30x30 하지작업
THK 20 석고보드 2P
지정 벽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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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증축, 대수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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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간
시공기간

2017년 7월 ~ 2017년 10월
2017년 10월 ~ 2018년 3월

대
건
연
규

지면적
축면적
면적
모

373.00 m²
120.56 m²
195.45 m²
지상 2층

구조

조적조 + 경량철골구조

시공
가구

동성건축
CTB furniture

사진

석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