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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당을 향해 열린 거실과 중층의 아지트 

같은 놀이 공간.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공

간이 곳곳에 숨어 있다.

02  4대째 살고 있는 마을 안, 아담하게 자리 

잡은 주택의 모습

세 아이를 위한

양평 오솔집
-

할아버지가 손수 지은 축사가 있던 자리에 세 아이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집을 지었다. 

이웃을 위해 대지 안의 오솔길을 기꺼이 내어준 가족은 이곳에서 따스한 저녁을 맞이한다.

House 
Plan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  대지면적  377㎡(114.04평)  |  건물규모  지

상 2층  |  건축면적  82.25㎡(24.88평) |  연면적  132.44㎡(40.13평)  |  건폐

율  21.81%  |  용적률  35.13%  |  주차대수  1대  |  최고높이  6.2m  |  공법  기

초 - 철근콘크리트 매트, 지상 - 경량목구조  |  구조재  벽 - 2×6 구조목, 지붕 - 2

×10 구조목, 이중지붕(WARM ROOF)  |  지붕마감재  컬러강판  |  단열재  벽 - 

오웬스코닝 에코터치 R21 나등급, 지붕 - 오웬스코닝 에코터치 R30 나등급  |  외

벽마감재  스터코플렉스  |  창호재  이건창호 72㎜ PVC 삼중창호  |  설계 B.U.S 

ARCHITECTURE(박지현, 이병엽, 조성학)  |  시공  하우스팩토리

+ HOME FOR KIDS |  조고은 취재  |  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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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대지에 있던 오솔길을 지나 다녔다.

If

집을 짓기 위해 길을 막는다면 

마을 사람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한다.

After

오솔길은 유지되었고 집에는 

또 다른 오솔길이 생겼다.

오솔집의 건축주는 8살 첫째 딸, 7살 둘째 아들 그리고 이제 막 걸음

마를 뗀 막내까지, 어린 삼 남매를 둔 젊은 부부다. 출퇴근 등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시골에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데는 아

이들을 위한 마음이 가장 컸다. 처음 집을 짓겠다고 찾아왔을 때도 

두 사람은 ‘아이들이 맘껏 뛰어다닐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고 입

을 모아 말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유년기의 기억을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첫 미팅 후 집이 들어설 땅을 보기 위해 방문했을 때, 몇몇 특이한 점

이 눈에 띄었다. 땅 일부는 옆집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앞

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작은 길(우리는 고즈넉한 이 길을 오솔

길이라 불렀다)과 이제는 쓰임을 다한 낡은 축사 한 채가 있었다. 주

03  04  05 

풀과 낮은 담의 기분 좋은 경험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 오솔길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부를 수

정하고, 오솔길로 인해 버려지는 대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했다. 길은 집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집과 길 사이에 ‘마당 길’을 형성하는데, 이는 밖에서 끝나지 않고 집 안으로 연장된다. 하나로 길

게 이어지는 이 동선은 집의 기능과 맞물려 길이 곧 ‘실’이 되는 독특한 구조를 만든다. 집은 각각

의 기능을 둘러싼 하나의 길로 이루어지며, 그 사이사이를 관통하는 길이 형성되어 있다. 아이들

은 밖에서 집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연결되는 이 길을 따라 자유롭게 뛰놀며 한층 풍부한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길을 따라 채워진 책장과 대청마루를 만날 수 있다. 이곳

은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빔프로젝터를 설치해 가족들의 시청각실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

다. 이어서 화장실과 세면 공간을 지나면 거실과 중층으로 이루어진 아이들 방으로 진입한다. 마

당으로 열린 이곳은 가족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공간이다. 다음으로 마주하는 옷장 문을 

열면 드레스룸으로 이어지며, 계속해서 주방과 식당이 있는 길을 지나 다시 처음의 현관 앞으로 

이어진다. 달팽이 모양을 닮은 이 길은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어 계속 순환되며 2층 놀이방과 

다락방으로도 연장된다. 

변을 안내해주시던 건축주의 아버지는 이 오래된 축사가 당신이 직

접 베어온 나무로 기둥과 보를 잡고 바닥에 시멘트를 부어 지은 곳이

라고 하셨다. 소 3마리로 가업을 시작했던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아

들 내외와 손주들이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뜻밖의 요청이 이어졌다. 대지 안에 있던 텃밭과 오

솔길을 마을 사람들이 계속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대지 

한쪽을 가로지르는 오솔길이 사라지면, 이웃들은 밭에 가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야 했다. 보통은 내 땅의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

기 마련인데, 오히려 땅 일부를 마을 사람들에게 양보하겠다는 건축

주 가족의 이야기는 오솔집을 계획하는 데 큰 영감이 됐다. 한 마을

에서 4대째 살아오면서 형성된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03  대지 안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오솔

길이 나 있다.

04  집을 지은 자리에 있던 할아버지의 축사

05  예전 오솔길의 모습. 마을 사람들이 밭농

사를 지으러 지나다니곤 했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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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Source

내벽 마감재 던 에드워드 

 페인트 도장

바닥재 이건 강마루

욕실 및 주방 타일 자기질타일, 미래시스

수전 등 욕실기기 아메리칸스탠다드,  

 INUS

주방 가구 상판 - 인조대리석,  

 리빙아울렛 제작

조명 조명나라

계단재 애쉬오크

현관문 단열강화도어

방문 자작합판

붙박이장 리빙아울렛 제작

데크재 방부목

06  길을 따라 이어지는 1층 거실. 천창과 마당을 향해 낸 큰 창 덕분에 채광이 좋다. 07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실

대부분의 주택 프로젝트가 그렇지만, 오솔집 또한 예산이 넉넉하지 못했다. 좋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시공비를 절약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였다. 길을 따라 형성된 

10m가량의 벽면 책장은 저렴한 기성제품을 활용해 직접 현장에서 조립·시공했다. 일반적

인 현장 제작 방식으로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선택한 방법이었다. 또, 주어

진 예산으로는 새 가구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소파나 의자를 대신할 대청마루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 비용 절감과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동시에 꾀했다. 철제 공정을 생략하기 위해 난

간은 철재 대신 구조 목재 스터드를 그대로 노출하여 형성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그

물망을 구입하여 직접 달아매었다.

 

PLAN - 1F PLAN - 2F

08  인테리어는 목재와 화이트 컬러의 조합으로 통일하여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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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11  12

09  달팽이 모양으로 이어지는 집 안의 동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10  2층 놀이방. 계단실 너머로 안방, 욕실, 다

락방이 자리한다.

11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2층 난간에는 그물을 

설치하였다.

12  축사의 고재로 만든 좌식 테이블. 쓰임에 따

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처음 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곳에 남은 건축주 아버지의 삶과 정신을 어떻게든 지키

고 싶었다. 그 방법으로 축사에 쓰였던 구조재를 집의 노출보로 재사용하려 했지만 구조적 문제

로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고재 테이블이다. 용도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좌식 테이블을 디자인하고, 안쪽의 작은 테이블 상판을 축사에서 나온 목구조재로 만들었다. 평

상시에는 안쪽의 작은 테이블을 꺼내어 아이들을 위한 가구로 사용하고, 가족이 다 같이 식사할 

때는 결합하여 하나의 커다란 식탁으로 활용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식탁의 모양이 집의 

평면을 닮았다는 것이다. 새로 지은 집의 축소판인 테이블에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축사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그 기억 위에서 손자들이 식사를 하는 의미 있는 풍경이 펼쳐진다.

오솔집은 보통의 주택에서 시도하기 힘든 독특한 구조의 집이다. 이는 세 아이가 자유분방하게 

뛰어놀며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는 건축주 부부의 바람을 담아내고자 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감한 아이디어들을 수긍해준 건축주의 용기가 있었기에 세상에 하

나뿐인, 아이들을 위한 집이 완성될 수 있었다. 입주 첫날, 집 안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니는 아

이들의 모습을 본 건축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소감을 전해왔다. ‘집을 짓길 정말 잘

했다’고.  글·박지현·이병엽·조성학  

매니페스토, 문발소, 케이웍스 등 국내의 각기 다른 성격의 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박지현, 

이병엽, 조성학 세 명의 젊은 건축가가 의기투합하여 2014년 개소하였다. 건축물을 단순히 구축으

로 귀결되는 것에 한정짓지 않고, 오히려 출발점으로 삼아 가구, 영상, 모바일, 라이프스타일 등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으로의 확장을 시도한다. 현재 양평 고래바위집, 99하우스, 파주 글램핑 카

페, 효창동 작은집, 마포 엄지척빌딩 등의 프로젝트를 완료 또는 진행 중이다.

02-575-6000  |  http://bus-architecture.com

B.U.S(By Undefined Scale) ARCHITECTURE  건축가 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