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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자연 경관을 담은

인천 주택
인천 남동구 도림동의 도심 속 아파트에 살던 부부가 자연을 벗하며 

지내고자 지은 주택이다. 서울에서만 줄곧 살던 아내는 산모기 등 

벌레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시골에서 나고 자란 남편의 향수를 

달래주고자 전원생활을 결심했다. 전원에 주택을 짓고 살면서 남편

보다 아내가 더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다.

글 최은지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이솝하우징

평소 남편은 바다에 요트를 하나 띄우고 말도 키우며 나무를 

가꾸는 자연생활을 꿈꿨다. 그래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에 주택을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몇 차례 찾아가 보니 겨울엔 

춥고 바닷바람이 심해 휴양을 겸해 잠시 머물기엔 좋을지 모르

지만 정착하기엔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 후 이곳저곳 돌아

다니며 전원주택지를 살피던 중 3년 전에 이 땅을 우연히 접하

게 됐다.

“이곳은 도로에 접한 땅에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 내 취

락지구에요. 처음 왔을 때 도심 속의 시골 마을이라 조용하고 

아늑한 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잘 보전된 지역에 지목이 대지

인 터를 발견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지 조건도 

좋아요. 차로 5분 거리에 아파트 단지가 즐비하고 대중교통 여

건도 양호해 각종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모두 누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전에 살던 곳에서도 가깝고요.”

도림동 주택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앉혀져 

있다. 도로보다 집터를 2m가량 성토하고 조경석으로 석축을 

쌓아 시야가 막힘이 없으며, 도로에서의 프라이버시도 보호받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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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U S E  N O T E

DATA

위치 인천 남동구 도림동

건축구조 목조주택

대지면적 363.00㎡(109.81평)

건축면적 107.42㎡(32.49평)

건폐율 29.59%

연면적 171.90㎡(52.00평)

 1층 107.42㎡(32.49평)

 2층 64.48㎡(19.51평)

용적률 47.35%

설계기간 2017년 6월~8월

공사기간 2017년 10월~12월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평기와(모니어 시그니)

 외벽 - 세라믹 사이딩(케뮤)

 데크 - 노벨스톤 서경암 오션G

내부마감 천장 - LG하우시스 베스티

 내벽 - LG하우시스 베스티

 데크 - 폴리싱타일(LG하우시스) + 강마루

단열재 지붕 -  수성 연질폼 가등급 50㎝ + 

         인슐레이션 R30

 외단열 - 수성 연질폼 가등급

 중단열 - 글라스울 1등급(크나우프)

 내단열 - 글라스울 1등급 14㎝(크나우프)

창호 독일식 로이 3중 시스템 창호(살라만더)

현관 언발란스 양개(살라만더)

주방가구 한샘

위생기구 대림

신재생에너지  지열 히트 펌프

설계 및 시공 이솝하우징 031-248-8655 

  www.aesopfactory.com

웅장하면서 고풍스러운 입면

건축주 부부는 대지를 마련한 후 주택을 짓고자 건축박람회를 다니며 여러 시공업체와 상담했

다. 그 가운데 건축구조 및 설계, 시공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 이솝하우징에 믿음이 갔

다고 한다.

“다른 시공사와 계약 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종이로 된 평면도를 보고 사인하라는데, 그것만

으로 어떤 집이 어떻게 지어질지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았어요. 계약하기 직전 우연히 이솝하우

징을 만났는데, 벽체와 지붕, 창호 등 입면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 배치와 마감재까지 3D로 작업

해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줬어요. 기둥을 넣었다 빼거나 창의 크기를 키웠다 줄이는 등 원하는 디

자인을 실물처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건축주는 웅장하면서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입면 디자인을 요구했다. 좌우로 긴 장방형 매스에 

전체 톤은 갈색과 회색으로 입히고, 외벽은 유지 관리하기 쉬운 케뮤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했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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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관은 마당과 진입 계단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포치는 유럽풍 분위기를 내기 위해 아치형으로 계획했다.

02 건축주의 취미가 수석을 모으는 것이라 계단 밑에 진열장을 뒀다. 이곳을 기점으로 우측에 게스트룸 2개를 마련했다.

03 남향으로 거실을 배치하고 통유리로 계획해 햇빛이 잘 들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당으로 이어진다. 또 천장은 2층까지 

오픈하고 상부에 하프라운드 고창 3개를 배치해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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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층 주방/식당은 거실과 부분 개방된 형태다. 주방/

식당에도 창을 내 푸른 정원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다. 지붕 역시 중후함을 더하고자 모임지붕에 흑갈색의 평기와를 얹었다. 또한, 아치형으로 디자

인한 현관 앞 포치와 2층 베란다 처마, 거실 전면 창 위에 낸 하프라운드 고창, 거실 전면을 장식

한 로마 기둥 등이 어우러져 유럽풍 주택의 분위기가 난다.

건축주는 당장 시공 비용이 더 들더라도 추후를 생각해 단열에 신경을 쓰고자 했다.

“벽체에 1등급 수성 연질폼을 14㎝ 충진하고, 지붕도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 수

성 연질폼을 50㎝ 충진한 후 글라스울 R30으로 이중 단열했어요. 유독 추웠던 지난겨울, 52평 

복층 주택임에도 월 20만 원 정도의 난방비로 따듯하게 지냈어요.”

각 층을 분리한 공간 구성

현관에 들어서면 전면으로 계단실 밑 공간을 활용해 만든 진열장에 물형석과 문양석 등 각종 수

석이 정갈하게 진열돼 있다. 이곳을 기점으로 우측에 자녀나 손님이 오면 머무르는 2개의 게스

트룸을, 좌측에 거실과 주방/식당, 다용도실이 있다. 중심 공간인 거실은 천장을 2층까지 오픈한 

구조로 하단부엔 시선이 자연스럽게 마당으로 이어지도록 통유리 창을 달고, 그 위에 하프라운

드 고창 3개를 나란히 배치해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2층은 부부 전용 공간이다. 거실에 배치한 ‘一’자형 계단을 오르면 가족실과 마주하고, 복도를 따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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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1층에 자녀나 손님이 찾아오면 머무를 수 있는 게스트룸을 계획했다. 게스트룸 맞은편엔 욕실을 배치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07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는 계단을 ‘一’자형으로 계획했다.

정면도 좌측면도배면도 우측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05 06 07

다용도실

주방/식당

보일러실

거실

베란다
베란다

현관

게스트룸

게스트룸

드레스룸

안방 가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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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들어가면 안방과 드레스룸, 욕실이 있다. 가족실과 안방의 앞 베란다에서 앞마당을 내다보며 

전원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고, 가족실에선 뒷마당도 내다볼 수 있다.

“우리 집은 앞뒤 공간이 넓어 모두 마당으로 계획했어요. 앞마당은 조경수를 심고 잔디를 깔아 

미적인 요소를 담았어요. 잔디를 깔면 관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잔디를 깎고 더 좋은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뒷마당은 과실수를 심어 가을이면 자두, 복

숭아, 감 등이 열리고 손님이 오면 바비큐 파티도 하는 공간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반기는 푸른 자연, 정원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 정답게 하는 식사 그리고 

문밖을 나서 흙을 밟으며 각종 꽃나무와 유실수를 가꾸는 재미. 부부는 도심의 아파트에서는 상

상할 수 없는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08/09 2층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안방과 욕실이 있다. 

안방에서 외부를 조망하도록 전면에 테라스를 뒀다. 

10 2층은 부부의 사적 공간으로 TV를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족실을 따로 마련했다. 옆엔 앞마당을 내려

다볼 수 있는 베란다를 뒀다. 또 반대편 시스템 창호를 

통해 뒷마당도 내다볼 수 있다.

11 마당은 조경석과 소나무가 잔디와 어우러져 아늑한 

마당으로 꾸며졌다. 건축주가 기르던 분재를 놓고 싶다

고 해 데크 앞단을 낮췄다.   

12 주택은 대지에서 2m가량 높였고 조경석으로 석축을 

쌓았다. 자연석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현관과 마당으로 

동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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