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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재 YEONYIJAE 아름다운 건축상

유형이 다른 세 가지의 주택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
서울의 끝자락, 저층 저밀도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대지는 넓게 펼쳐진 도심 공원과 걷기 좋
은 정도의 경사진 골목길에 면해 있다. 대략 30-40년의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동네는 서울에 
얼마 남지않은 친근한 스케일과 높이,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요근래 다가구 주택 등의 신
축 현장이 늘고 있으며 오래된 주택들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건축주는 유년기부터 살아온 
집터에 어느새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기존 동네의 고유한 정서를 담아낸 집을 만들고자 했다.

연이재는 1.5룸, 2룸, 3룸과 작업실을 가진 집과,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반지하의 
볕이 잘 드는 소매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주택과 소매점은 각기 다른 방향의 
진입공간으로 계획했다. 도로에 면한 소매점은 남측에 반지하 선큰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계단을 통해 길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동시에 자연채광을 자연스레 내부로 끌어드리도록 계획
했다. 서로 다른 세 가구는 길에서부터 켜를 가진 진출입 영역을 두어 집에 이르는 서로 다른 성
격의 시퀀스를 구성했다. 주택의 사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집까지 이르는 경로가 아늑하
고 따스한 공간이길 바랬다.

건축주는 회화작품 활동을 하며 어린 자녀를 돌보는 젊은 부부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임대 작업
실을 새집의 내부로 들여오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다. 옥탑과 연결된 높은 층고의 작업실은 현관
과 연결된 별도의 출입 동선을 두고, 필요에 따라 주택 내부 공간과 연속되면서도 독립된 공간
으로 만들었다. 화실을 찾는 외부인은 집을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기에 가족의 사생활을 보
호할 수 있다. 또한 작업실과 거실과 연결된 문이 있어, 작품활동과 가사활동을 동시에 해야하
는 건축주에게 합리적인 동선 공간을 만들었다. 1층의 외부공간은 건축주와 세입자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대부분 조성되었기에, 마당과 같이 외부 활동을 위한 여유 공간이 부족했다. 이에 
나무와 꽃을 좋아하는 가족을 위해 옥상정원을 계획했고, 이를 통해 부족한 1층의 외부공간을 
보완할 수 있었다.

새로이 만들어진 옥상정원은 건축주가 뛰놀던 어린 시절의 마당과 같이 가족들의 추억으로 어
느새 풍성해져가고 있다. 동시에 아직 어린 두 남자 아이들이 주변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끝으로 연이재는 기존 동네의 스케일과 
재료를 존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존 동네가 지닌 풍경에 차근차근 스며들면서 이
웃과 어우러지는 주택이 되어가고 있다.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

김란, 이경민, 조금분

(주)건축사사무소 서가

(주)솔빛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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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연이재ㅣ설계사 (주)건축사사무소 서가ㅣ설계담당 오승현, 박혜선, 이민범ㅣ시공사 (주)솔빛건설ㅣ건축주 김란, 이경민, 조금분ㅣ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440-29번지ㅣ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ㅣ용도 다가구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ㅣ대지면적 297㎡ / 89평 
ㅣ건축면적 148.34㎡ / 44.9평 ㅣ연면적 397.23㎡ / 120.1평 ㅣ건폐율 49.95% ㅣ용적률 74.79%ㅣ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옥탑1층ㅣ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ㅣ주차대수 4대ㅣ내부마감 일반석고보드 위 V.P도장ㅣ외부마감 점토벽돌 치장쌓기ㅣ설계기간 2020. 02 ~ 
2020. 08ㅣ공사기간 2020. 09 ~ 2021. 06ㅣ사진 Studio Texture on texture

건축개요 

오승현

박혜선

(주)건축사사무소 서가, 소장

(주)건축사사무소 서가, 소장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건축설계를 전공했다. 우리동네 좋은집찾기 공모전 특별상, 경
기도 건축문화상 입선,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
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이외에도 아름지기재단 헤리티지 투모로우 
공모전 입선, 인천광역시 건축공모전 특선, 대한민국 건축대전 입선, 대한민국 환경디자인
대전 특선 등의 수상 경력이 있다. 정림건축문화재단 두번째 탐색, DDP 포럼에서의 강연 이
력 또한 보유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우리동네 좋은집찾기 공모전 동상, 경
기도 건축문화상 입선,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최우수상, 진주시 건축상 준공건축물 우수
상, 인천광역시 건축상 준공건축물 주거부문 우수상, 경기도 건축문화대상 입선, 행복도시 
단독주택 특화단지 설계공모 3등, 서울대학교 신약개발연구센터 우수작,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설계공모 우수작 등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홍익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아주대학교, DDP 포럼 강연 경력 또한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