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디자인 - 9x9 실험주택

“물건 아니라 사람이
공간 결정”을 실험
안창현 기자 isangahn@cnbnews.com

아파트 공간을 한 번 떠올려보자. 평수가 정해지면
대충 그 구조가 떠오른다. 아파트 구조라는 게 대개 엇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 안방과 거실, 화장실과 주방 등
공간은 쓰임새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주거 공간이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됐다고 할 수 있지만, 반
대로 획일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아파트가 살기 편
하다고는 해도 종종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9×9 실험주택’ 전경. 사진 = 김재경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9x9 실험주택’은 이름처럼 독특한 공간 구조가 돋보이는 건물
이다. 정영한아키텍츠의 정영한 소장은 이 실험주택을 설계하면서 오늘날 획일화한 주거 공간의
다른 가능성들을 실험했다. 벽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공간의 쓰임을 미리 규정하기보다, 실제 이
곳에서 살 사람이 공간을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 이 주택은 각 공간의 구분과 쓰임뿐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경계 또한 모호하게 설계됐다. 정
원이 주택 내부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 공간을 구획하는 벽을 유리로 처리하고, 크고 작은 창문을
통해 내·외부 공간이 미묘하게 겹치기도 한다.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좀 더 자
유로운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여러 건축적 장치를 통해 획일적인 주거 공간을 탈피하고자 한 실
험이 인상적이다.
9x9 실험주택
설계: 정영한 위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77-2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195.00㎡ 건축면적:
78.32㎡ 연면적: 93.24㎡ 규모: 지상 2층 주차: 2대 높이: 6.3m 건폐율: 40.16% 용적률: 47.8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구체위스터코플렉스 마
감 내부마감: 석고보드 위 도장마감 구조설계: 티섹구조 엔지니어링 사무소 시공: 류승환 사진: 김재경 설계사무소: 정영한 아키텍츠(www.archiholic.com)

건물에 일정한 모듈로 기하학적인 다공(창문)이 뚫린 모습이 인상적이다. 사진 =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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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9m, 세로 9m, 높이 6m의 2층으로 된 실험
주택은, 1층과 2층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가졌다. 1
층이 우리에게 익숙한 전형적 주거 공간 형태라
면, 2층은 실험주택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2층엔 흰 색의 복도와 빈 공간들, 유리문 안쪽
으로 흙이 깔린 정원이 보인다. 보통의 집 구조와
는 사뭇 다르다. 공간을 구획하는 벽도 없고, 문
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없다. 그냥 복도를
따라 사방으로 죽 연결된 느낌이다.
책상이나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 생활에 필수
적인 가전이나 가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영한 소
장은 “거주 공간은 보통 그곳에 놓인 가구에 의
해 정의되기 마련이다. 즉, 가구의 기능이 공간을
규정하는 것이다. 소파와 TV가 놓인 곳은 거실,
식탁과 주방기구가 있으면 주방, 양변기와 세면
대가 있으면 화장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침대가 놓인 침실 공간. 사진 = 김재경

획일화된 주거 공간 탈피

9x9 실험주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정 소장은 이런 생활필수품들을
모두 가장자리를 둘러싼 무빙 월(moving wall) 속
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무빙 월을
열고 그곳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 무빙 월을 닫아 다른 용도
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퍼니처 코리도(furniture
corridor)’라고 불렸다. “공간을 미리 특정하게 정
의하는 것에서 탈피해 퍼니처 코리도 장치를 통
해 사용자 스스로가 공간을 능동적으로 정의하
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폭
600~800㎜의 퍼니처 코리도는 주거에 필요한
가구, 위생, 전기와 설비, 환기 및 냉난방 시스템
을 수납하고 있다.
원래 이곳은 70대 여류 화가를 위한 살림집과
큰 창문을 통해 내부 모습과 외부의 풍경이 교차한다. 사진 = 김재경

중정뿐 아니라 작은 정원 공간이 공간과 공간의 경계를 잇고 있다.

중정은 유리벽과 공간 구성을 통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한다. 사진 = 김재경

사진 =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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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이 보이는 실험건축 내부. 사진 = 김재경

작업실로 설계됐다. 정 소장은 사용자의 연령
을 고려해 많이 이동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
록 공간 크기를 조절해 최적 공간이 되기를 바
랐다. 그래서 적용한 것이 공간의 군더더기를
뺀 ‘퍼니처 코리도’ 장치였다.
주방 기구가 수납된 벽을 열고 주방으로 사
용하던 공간이라도 벽을 닫으면 쉽게 다른 용

주택 내부에 정원 같은 외부 요소를 끌어들이고, 이를 유리로 처리해 창밖의 풍경과 내부 경계가 흐려진다. 사진 = 김재경

이 들어와 있는데, 정원 공간은 묘하게 외부로 열려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또 뚫려 있는 천장과, 건물 전면에 뚫린 여러 다공(창문)은 집 안에 있어도 밖
과 연결된 느낌을 준다. 다양한 장치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전통적 거주 공간은 물리적 벽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내부의 집과 외부의 정원을 명확히 구분한다. 하지만 실험주택은 1.8x1.8m과
1.2x1.2m 크기의 다공으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했다”고 설명
했다.

도로 쓰일 수 있다. 정 소장은 가구뿐 아니라 배

실험주택은 건축가가 마련한 이런 장치들을 통해 거주자의 감각을 새롭

기 및 환기, 냉난방 설치까지 이곳에 수납함으

게 한다. 획일화된 공간이 일상의 무덤덤함을 지속시킨다면, 실험주택은 새

로써 철저히 공간을 비우고자 했다.

로운 주거 공간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감각을 일깨우는 역
할을 한다.

공간 변형의 마술사 ‘퍼니처 코리도’,
내부와 외부 잇는 유리벽 등 실험

최근 ‘다섯 그루 나무’로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한 정 소장은 전시 프로
젝트 ‘최소의 집’을 총괄 기획하기도 했다. 9x9 실험주택은 이 프로젝트의 1회
전시에 소개됐다. ‘최소의 집’은 2013년 시작해 매년 젊은 건축가들이 모여 주

실험주택의 별남은 퍼니처 코리도에 그치지

퍼니처 코리도 방식이 적용된 내부 전경. 사진 =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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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공간의 대안을 모색하는 전시 프로젝트다.

않는다. 보통 주택에서 내부와 외부는 물리적인

건축가가 미리 공간과 그 쓰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벽에 의해 분명히 구분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그 안의 거주자가 공간의 새로운 쓰임을 만들고, 스스로 공간을 정의해가는,

곳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건물 내부에 정원

낯설지만 흥미진진한 실험이 흥미롭다. CNB
기하학적 무늬로 난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불빛이 인상적이다. 사진 =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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