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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반려 동물과 삶을 공유하는 현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주택을 계획하는 데 있어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 구성원들의 성향,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고려는 

두말할 것 없이 가장 기본일 테고, 골든리트리버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나에게는 삶을 공유하는 반려 

동물이 주요 계획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반려 동물의 종류, 낮과 밤의 성향, 주인과의 친밀도, 

용변을 처리하는 태도까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사는 집이라도 거의 모든 부분이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다. 반려견을 배려하는 동시에 사람과의 

삶을 공유할 공간으로 계획된 주택을 아직 본적이 없다. 

이 프로젝트는 애완견 펜션을 운영하는 건축주 내외, 

노모 그리고 자식들 3대와 8마리의 골든 리트리버가 

함께 살기 위한 30평 규모의 주택이다. 나는 이 주택을 

통해 가족 3대 간의 공유와 프라이버시를 가변적으로 

조정케 하는 동시에 반려견들과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유’를 중요한 개념으로 삼았다. 

가로세로 3×3의 단위 공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세대 구성원을 위한 영역들이 기능적으로 

연결한다. 모든 공간은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에 

있는데, 이 높이의 설정은 반려견인 골든리트리버의 

활동을 적절히 고려한 것이다. 3×3 공간의 연결 

부위에는 내부 통로나 외부 정원이 삽입되어 3대가 

각자의 사적 정원을 가지는 동시에 1m 하부는 모두 

연결되어 8마리의 반려견을 위한 영역과 만나게 

된다. 이렇게 겹쳐진 공간들은 3대의 가족구성원들과 

8마리의 골든리트리버들과 일상의 삶을 마주하고 

생활하게 될 일종의 ‘공유의 정원’이 된다. 글: 정영한, 

자료제공: 정영한 아키텍츠

공유의 정원

정영한 아키텍츠 + 스튜디오 아키홀릭

설계: 정영한 아키텍츠+스튜디오 아키홀릭

CG: 김보람

위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228

지역지구: 관리지역미분류(보전지역)

대지면적: 989.25m²

건축면적: 193.75m²

건폐율: 19.58%

용적률: 19.94%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골조+목구조

마감: 스타코 플렉스 

설계기간: 2012.1–4

공사시간: 2015(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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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산의 지형을 따라 빼곡히 자리 잡았을 수목들은 

자취를 감추고 그 장소에 높이와 크기가 다른 인공 

나무들이 하나둘 채워졌다. 이들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 거리 사이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잠시 머무르거나 한낮의 북서쪽 높은 고도 

위에서 내리쬐는 따뜻한 볕이 이내 고여 버리고 만다. 

높이와 크기가 다른 나무들이 드리운 음영의 공간은 

우리의 의식을 고요히 마주하게 하거나 때론 하루 종일 

굴렁쇠를 굴리며 그림자를 쫓게 만든다.

마치 미로 속을 헤매듯 수없이 연결된 골목을 쫓다 

우연히 마주친 다섯 그루의 나무가 자아내는 풍경은 

순간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아마도 그것은 

서로 다른 시간의 풍경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이 게스트 하우스가 들어설 대지에는 오래된 두 

그루의 나무와 한 채의 적산 가옥 그리고 쓰러져가는 

두 채의 슬레이트집이 있었다. 이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시간의 기억을 환기하고 또 다른 시간을 이 

장소에 이식하고 싶었다. 

다섯 그루의 나무는 다섯 채의 집을 말한다. 그중 한 

그루는 여행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건축주가 살게 

될 작은 집으로, 나머지 네 그루는 여행자들을 위한 

집으로 계획되었다. 40평 대지 위에 다섯 채는 아마도 

사람들에게는 집보다 작은 방의 크기로 다가올지 

모른다. 작은 집들이 만들어 내는 임의적 거리에는 

부산 초량의 서로 다른 시간의 풍경이 스미고, 잠시 

머물고 갈 여행자들에겐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볕을 

제공해 줄 것이다. 글: 정연한, 사진: 노경

다섯 그루의 나무

정영한 아키텍츠 + 스튜디오 아키홀릭

설계: 정영한 아키텍츠+스튜디오 아키홀릭

구조설계: TCM 글로벌 목구조 자문

모형: 유지수

시공: 이우열(TCM 글로벌)

위치: 부산시 동구 초량동 1057-74외 3필지

지역지구: 상업지역

대지면적: 138.89m²

건축면적: 76.59m²

건폐율: 55.23%

용적률: 98.04%

규모: 2–3층

마감: 벽돌

설계기간: 2014.4–10

시공기간: 20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