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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Order
가끔 생각한다. 내가 살고 싶은 집. 반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집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곁에 두고
싶을까. 스튜디오 아키홀릭의 정영한 소장에게
듣는 ‘9×9 실험주택’의 시작과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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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정영한
2002년 스튜디오 아키홀릭을
개소해 다수의 실험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장기
기획 전시인 <최소의 집>의 총괄 전시
기획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 시대의
젊은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최소’라는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통해 대중과의
사이를 채워나갈 공유점을 모색한다.
대표작으로는 더 라이트 컨테이너 (The
Light Container, 2003), 더 쉐이드
컨테이너(The Shade Container, 2005),
보이지 않는 벽 (Invisible Wall, 2007)이
있다. 인사동의 ‘체화의 풍경(Poroscape,
2011)’은 일본 <JA+U>와 이탈리아
<AREA 129> 등의 매거진에 게재되었고
‘2013년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9×9 실험주택’은 가로세로 9m, 높이는 6m의 2층집이다. 집 안 한가운데 작은 정원이 놓여 있고, 대부분의 가구는 보이지 않는다. 건축가는 ‘퍼니처
코리도’를 통해 각 방의 기능을 사용자의 선택에 맡겼다. 벽 쪽으로 주거에서 가구, 위생, 전기와 설비, 냉난방 시스템까지 수납하는 ‘최소 기능의 수납’ 공간을 만들었고 무빙

2014년에는 ‘6X6 주택’으로 ‘김수근
프리뷰 어워드’를 수상했다.

월이나 슬라이딩 도어의 열고 닫음을 통해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70대 여류 화가만을 위한 살림집과 작업실 의뢰로 시

인 또 다른 ‘6×6 프로젝트’에서 퍼니처 코리도는 계단과 애완견의

작됐다. 두 가지를 생각했다. 70년간 보편적인 주거 공간을 경험

공간, 조경까지 기능을 확장한다. 퍼니처 코리도에 각각 접해 있는

한 이에게 어떤 공간이 다른 경험을 줄 수 있을까. 남은 여생을 보낼

영역들은 슬라이딩 도어나 무빙 월의 여닫음에 따라 공간을 능동적

장소, 즉 라스트 하우스(Last House)로서 집은 거주자에게 어떻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파와 TV가 놓여 있으면 거실, 식탁

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설계의 초기 단서가 된 것은 동굴이다. 인

과 주방기구가 놓인 곳은 주방, 양변기와 세면대가 놓인 곳은 화장

류에게 있어 첫 번째 거주에 대한 경험은 어머니 자궁 속 10개월간

실 등 보통은 가구가 룸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다. 슬

의 경험이다. 태초의 인류가 거주 장소로 사용한 동굴이나 움막은

라이딩 도어를 열었을 때 책장이 등장하는 경우엔 서재가 되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이 원형이다. ‘9×9 실험주택’은 동굴의 평면(Burial

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이다. 집을

Cave Plan)과 닮았지만 빛도 들지 않고 식생을 볼 수도 없는 어두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어진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이의 목소리

운 경험의 원시적인 동굴과는 다르다. 건물 벽과 천장에 난 창을 통

다. 집에 살면서 건축주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한 부분은 기존 주택

해 주변 경관이 자연스레 스며든다. 때론 비와 눈이 내릴 것이고, 내

에서 경험하지 못할 외부 공간의 경험이라 했다. 내부와 외부의 경

외부의 경계가 흐려질 것이고, 태초의 원시적 거주를 경험할 수 있

계가 명확하지 않아 외부의 경관이 내부의 정원과 맞닿아 확장된 느

기를 바랐다. 인생의 마지막 장소에서 거주란 무엇인지에 대한 본

낌이 들고, 계절의 시각적인 변화를 늘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쉬

질적 해답을 이러한 경험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건축주에게 초

운 점은 천장에 난 많은 창을 통해 빛이 내부로 많이 들어와 아침형

기에 제안한 건축적인 개념이었다.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주택 설계를 발표한 후 많

건축주의 대부분은 집을 처음 짓는 경우가 많아 설계 과정에서 변화

은 분들이 우려한 단열 문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의 여지가 많다. 이번에도 처음에는 70세 노모를 위한 살림집과 작

피팅을 통해 옷을 몸에 맞추어가는 커스텀 메이드 옷과 같이 개인의

업실에서 자녀 부부와의 동거를 위한 층수와 면적이 더해지면서 요

삶에 익숙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건축가의 몫이라 생각한다. 최소의

구 사항이 달라졌지만, 초기에 설정한 건축적인 개념을 끝까지 존

건축 개입을 통해 거주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집, 공간

중해주었기에 가능한 프로젝트였다. 이번 작업에 적용한 다른 중요

이곳저곳에 일상의 풍경이 깃드는 ‘거주 후 풍경’이 아름다운 집을

한 요소는 ‘퍼니처 코리도(Furniture Corridor)’라는 장치다. 건축

디자인하고 싶다. ‘9×9 실험주택’은 이러한 나의 생각을 반영한 첫

주는 일본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한 탓인지 자신에게 맞는 군더더기

번째 프로젝트다. 어쩌면, 우리가 그간 경험한 또는 경험하고 있는

없는 적정 공간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물건을 사들여 채울

집의 대부분은 우리 삶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상

공간에 대한 욕심보다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해 최소의

상할 수 있는 집의 이미지의 폭이 크지 않다 보니 자신의 취향에 맞

물건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했다. 폭 600~800mm의 퍼니

는 집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거나 그에 맞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

처 코리도는 ‘최소 기능의 수납’을 취한 장치로 가구뿐 아니라 위생,

이 서투를 수밖에 없다. 단, 건축가와 건축주의 역할이 조화롭게 어

전기와 설비, 환기 및 냉난방 시스템을 수납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

우러진다면 상상 속 집은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
402

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