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 | SEASIDE

취재 신기영 사진 건축가 제공

바닷가 풍경 담은 부드러운 집

창원 피아노하우스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언덕의 한 켠.
오래된 주택가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얀 집이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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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져 조용하면서 바닷가가

3

오래된 마을 특유의 어려운 공사 여건은 사이사

1_필로티 공간인 1층은 넉넉한
주차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5

ㄱ자 모양의 매스가 필로티로 떠받혀 경사진 대

박 대표는 “순수 기둥으로만 이뤄진 필로티 공

지 위에 놓인 모습을 가졌다. 필로티로 구성된 1

간은 일반 공간 대비 약 60% 정도 시공비로 가

층은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출입은 난간이 설

능하다”면서, 지금 완성형으로 끝내기보다 살면

아름다워 많은 이들에게 드라이브나 카페 답사

이 암초처럼 건축 과정에서 도드라졌다. “진입

코스로 사랑받는 창원 귀산동 마을. 연로한 부

도로가 너무 좁아 공사 차량이 들어오기 어려웠

모님을 모시고 지낼 주택을 계획하고 있던 건축

고, 이웃 간 거리도 너무 짧았다”는 박 대표. 이

치된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 2층에 위치한 현관

서 업무공간이나 주거공간이 필요해질 때 증축

주는 마을의 구옥을 철거하고 생긴 대지를 가지

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대형 현장에 사용하는

을 통해 이뤄진다.

으로 더해나갈 수 있도록 완성된 디자인 하에서

고 작년 봄, 광성종합개발의 박준혁 대표와 스

펌프차를 동원해 원거리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필로티 구조를 갖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다듬었다. 콘센트

타일랩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응준 소장을 찾

했고, 착공 전부터 이웃과 협의해 크랙 여부를

가 있었다. 첫 번째는 대지가 언덕 위에 위치하

위치와 조명선을 미리 미래의 공간에 맞춰 배선

아갔다.

치밀하게 추적했다. 장기간의 장마와 코로나19

긴 했지만, 먼저 지어진 건물들로 인해 일부 시야

해두고, 지금은 수돗가처럼 쓰는 급배수시설도

“주먹구구식 설계와 인허가 오류를 바로잡는 게

로 인한 건축 환경도 쉽지 않은 난관이었지만,

가 갑갑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뷰를 확보하기

준비해 벽체만 세우면 바로 실내처럼 쓸 수 있게

급선무였습니다.”

결국 그 해를 넘기기 전, 건축주 가족은 하얀 피

위해서는 주거공간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

준비해뒀다.

박준혁 대표는 당시를 소회하며 그 과정의 지난

아노를 닮은 집을 만날 수 있었다.

다. 두 번째는 한정된 건축비였다. 건물을 위로

실내는 밝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인테

올릴 수 있는 용적률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건축

리어 톤을 잡았다. 현관을 통해 들어서면 왼편으

비는 층을 올리는 만큼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로는 복도를 따라 방 두 칸이 나란히 놓였고, 오

2_담백한 입면을 보여주는 주택의 서측

함에 대해 소개했다. 이전 설계사무소에서의 도
면 오류로 인해 도면 수정과 재설계가 이뤄졌고,

003

주택은 코너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라운딩 된

2

3_주택의 가장 끝 북쪽 출입구에서도 막힘
없이 바다가 내다보인다.

4_건물고가 높아 바다가 아닌 쪽에서도
산성산의 능선이 창 안에 그림처럼 담긴다.

5_부모님이 주로 이용하는 동쪽 현관에는
문턱을 낮추고 벤치를 둬 출입이 편리하게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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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안방과 거실은 3연동 슬라이드 도어를

른편으로는 탁 트인 바다 전망이 한 눈에 담긴

어려운 점은 대부분 기술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다. 바다 방향으로는 부모님이 지내는 안방과 거

민원은 현장을 멈추는 등 공기에 영향을 끼치기

실 겸 주방을 배치했고, 이 두 공간 사이는 슬라

때문. 박 대표는 “오래된 주택가라면 시공 전에

이드 도어로 구분해 줬다. 이는 개방감을 더욱

이웃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또한 공기도 약 1

7_심플하지만, 틈새를 최소화해 청소가

극대화하면서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부

개월 정도는 여유를 두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간편한 욕실

모님의 이동에 장애가 될 만한 부분을 최소화하

주택은 쉽지 않게 지어졌지만, 그 덕분에 멋진

8_주방 겸 거실. 오른쪽으로는 보조주방을

기 위한 의도였다.

카페가 많은 동네 안에서도 꽤 주목을 받고 있

양쪽에 설치해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전면부터 곡면까지 창을 크게 내 바다

PROCESS & TECH POINT

전망을 와이드하게 담아냈다.

아름다운 조망을 갖춘 집도, 기본적인 구조와 단열이 제대로 시공되어야
집이 주는 기쁨이라는 일상을 누릴 수 있다.

배치해 살림에 편의를 더했다.

다는 후문. 주택이 자리한 동네 이름이 귀산(貴
한편, 건축주를 위한 조언으로 박 대표는 여러

山)동인 만큼, 귀한 집에 사는 건축주 가족의 앞

조언 중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시공상

날에 귀한 인연이 깃들기를 바라본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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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내 배치

C

골조 시공

바다로의 조망과 대지 모양, 이웃과의 관계성을

유로폼 채결을 마치고, 옥상 슬래브 배근, 단열재

해 단층으로는 충분한 조망을 담기 어려웠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매스가 정해졌다.

취부까지 마친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졌다.

채광과 보안을 위한 창 배치

E

금속 처마

F

창호 금속 프레임

채광과 프라이버시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바깥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처마는 10cm 이상 타설

창호 틈새를 통한 침수와 외부 마감재 오염을 막

동선으로 향하는 창은 시선보다 높게 조율했다.

해 둔탁해보일 수 있어 금속처마를 적용했다.

기 위해 개구부에는 금속 프레임을 더해줬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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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착공 전 대지 모습. 먼저 자리한 다른 건축물로 인

D

6

입지 판단

옥상 방수 및 무근 콘크리트

H

외부 곡면 단열재 취부

I

창호 및 난간 시공

옥상은 방수처리하고 무근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단열은 외단열로 진행했다. 또한, 곡선이 강조되는

난간은 주택의 형상과 컬러에 어울리도록 곡선을

위해 파라펫에 구배를 맞춰 레벨 표시를 했다.

외관이기에 곡면 사이 빈틈 보강도 이뤄졌다.

살려 블랙으로 마감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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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PLAN
9_공중에서 본 주택의 모습. 마치

SECTION

① 주차장 ② 현관 ③ 거실 ④ 주방 ⑤ 다용도실 ⑥ 안방 ⑦ 욕실 ⑧ 방 ⑨ 복도

대지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그랜드 피아노를 닮은 듯하다.

대지면적 ≫ 443.00m2(134평)
건물규모 ≫ 지상 2층
거주인원 ≫ 3명(건축주 + 부모님)
건축면적 ≫ 135.89m2(41.10평)
연면적 ≫ 128.09m2(38.74평)
건폐율 ≫ 30.67%(법정 60% 이하)
용적률 ≫ 28.91%(법정 200% 이하)
주차대수 ≫ 1대
최고높이 ≫ 8.10m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열재 ≫ 비드법보온판2종1호
외부마감재 ≫ 굵은 스터코(지정 조색)
창호재 ≫ LG하우시스 PVC 이중창

PLAN

230mm, PVC 프로젝트창
에너지원 ≫ LPG
조경 ≫ THE SUP
디자인 ≫ 스타일랩건축사사무소
시공 ≫ ㈜아키우노 종합건설
설계 ≫ ㈜광성산업개발

INTERIOR SOURCE
내부마감재 ≫ 벽 – LG하우시스 실크벽지
/ 바닥 – 동화마루 오크
욕실 및 주방타일 ≫ HS-9832,
HS-66309, HS-9485
수전 등 욕실기기 ≫ 대림바스 양변기,
계림바스 샤워수전, WAVE 주방수전, SMC
욕조, KRL-040 세면기
주방가구 ≫ 제작가구
조명 ≫ T5 간접조명 등

2F - 128.09m2

계단재·난간 ≫ 19Ø 환봉난간 위
불소도장(진그레이)
현관문 ≫ 중용 방화문, 복합단열문
중문 ≫ 대성도어 922A
방문 ≫ 대성도어 ABS, 6연동 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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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디자이너 안응준 _ 스타일랩 종합건축사사무소 / 디자이너 박준혁 _ ㈜광성&아키우노 종합건설
박준혁은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목표로 설계와 시공에 임한다. 다수의 카페와 스테이, 주택 작업을 이끌었고,
현재는 ㈜광성산업개발과 아키우노 종합건설 대표를 맡고 있다. 안응준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대형 건축사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 인테리어회사 실무, 종합건설회사 현장소장 등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풍수지리를 고려한 젊은 건축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010-9098-9088│유튜브 : 건물주학교 / 055-275-4302│유튜브 : 광성&아키우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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