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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주택에 들어선 카메라를 닮은 하얀 집.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듯 매일 가족의 행복을 

담아내는 중이다.

가족의 행복을 기록하는 하얀 집THE CAMERA

“집 모습을 보고 나면 ‘카메라를 좋아하시나 

봐요?’라는 질문을 항상 받아요(웃음).”

건축주인 김리형, 최영인 씨 부부는 사실 

어려서부터 살던 아파트 생활에 익숙했다. 

하지만, 은퇴 후 마당 있는 집으로 옮기신 

부모님을 찾을 때면 마음이 달라졌다. 

시부모님댁에 갈 때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집을 누비며 노는 것을 보면서, 

주택이 주는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졌다고.

택지 구매 후 깔끔한 현장관리와 완성도에 

깊은 인상을 받아 ‘GIP’를 파트너로 낙점하고 

집짓기 여정을 시작한 가족. 아이들은 

놀이로, 부부는 로망으로 집에 생각을 

보태나갔다.

그렇게 15개월이 지나 작년 5월, 부부와 두 

아이, 네 마리 반려동물까지 여덟 식구는 

그들의 일상을 담아줄 카메라를 닮은 집을 

만났다.

1 - 화이트 파벽돌의 단정한 바탕에 카메라의 

특징을 유치하지 않게 담았다. 도드라진 가운데 큰 

스터디룸 창은 렌즈에서, 우측 위 작은 창들은 

플래시에서 영감을 얻은 부분.

2 - 임대 세대의 출입구. 통행로에 면해있는 

출입구이기에 목재 루버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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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에서 내려다 본 주택의 모습. 지상에서보다 

카메라의 모습이 짙게 묻어나온다.

4 - 지붕의 박공에서 시작해 바닥까지 이어지는 

블랙 톤의 컬러강판 마감은 도로에서 바라본 주택이 

다른 주택과 비교해 지나치게 튀지 않게 다듬으며, 

메인뷰 화이트 톤과의 대조에서 균형감을 준다.

5 - 중정과 함께 1층에 배치된 알파룸. 개수대와 

화장실을 함께 두어 오랜 시간 손님이 머물러도 편히 

지낼 수 있다.

6 - 택지 지구에서 중정은 가족만의 프라이빗한 

녹지가 되어준다.

7 - 디딤돌과 자갈이 깔린 후면을 따라가면 주인 

세대로 진입하는 현관이 나타난다.

8 - 현관문과 알파룸, 계단 사이에 위치한 화장실은 

외출 후 손 씻기 등의 위생과 손님용 화장실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임대 세대와 주인 세대가 함께하는 주택을 

위해 처음에는 듀플렉스 주택도 고민했다. 

하지만, 익숙한 아파트 구조에서의 급격한 

변화와 듀플렉스의 수직적인 생활 동선을 

원치 않았던 부부는 공간을 수평으로 풀기 

위해 층으로 세대를 구별하고자 했다. 이때 

자칫 평범한 다세대 빌라처럼 보일 수 있어 

외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고, GIP 이장욱 

대표의 제안으로 지금의 카메라를 닮은 

독특한 입면 계획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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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정 물건의 구체적인 형태를 

그대로 따르면 자칫 디자인이 유치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카메라의 각 요소를 

상징화하는 작업을 거쳐 느낌은 취하되 

과하지 않도록 조절했다. 외부 시선이 가장 

많이 닿는 전면과 좌측면 상부에는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우아한 곡선 디자인을 

적용해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상자 같은 

느낌을 피해 입체감을 주고자 했다. 

POINT - 자연광을 들이는 천창 

다락과 다락 사이, 거실 바로 위에는 

카메라 셔터를 형상화한 천창이 배치되어 

있다. 천창은 거실에서 바깥의 날씨나 

하늘을 조망할 수 있는 시각적 통로 역할을 

하면서, 거실에 빛을 풀어내는 자연조명의 

역할도 담당한다.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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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내부 공간 배치 방식의 틀을 

깨고, 남측부터 4개의 레이어를 나누어 

자연광 및 바깥 조망 우선도를 차등적용해 

공간을 배치했다. 부족한 자연광은 천창과 

테라스 등 다양한 장치로 보강했다.

9

9 - 거실 천창은 자연 실내 조명의 역할과 함께 푸른 

하늘도 감상할 수 있다.

10 - 싱크대 위에는 상부장을 없애고 창을 크게 

내어 개방감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필 수 있게 한다.

11 - 오픈된 천장을 갖는 남서향의 스터디룸

12  - 스터디룸에 면한 두 아이 각각의 방은 

복층으로 구성돼 넉넉한 개인 공간을 가진다.

13  - 외부 시선이 닿지 않는 테라스에서는 티타임을 

갖거나 빨래를 건조하기도 한다.

14  - 욕실은 성별로 분리했다.

15  - 모든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드레스룸부터 

욕실과 거실을 지나 스터디룸까지 한눈에 닿는다.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면 손님을 맞아 

티타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알파룸과 중정을 

만난다. 모던한 스타일의 집이지만, 주 생활 

공간에서 분리된 알파룸은 사랑방이라는 

한국적인 개념을 재해석한 공간이다.

2층은 우선순위와 기능에 따라 아이들 

공간, 가족 공간, 프라이버시 및 위생 공간, 

작업 공간 등 4개의 레이어로 나눠 

남쪽부터 각각을 배치했다. 레이어를 

나누긴 했지만, 벽체 대신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4열의 드레스룸부터 1열의 

스터디룸까지 동선이 자연스럽게 흐른다. 

특히 ‘출입계단-드레스룸-세탁실-욕실-

주방’으로 이어지는 동선은 이 주택만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 또한 각 공간에서 

시선과 채광은 필요에 따라 열고 닫으며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입주한 지 이제 1년 반. 

부부와 아이들은 잊지 못할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는 카메라처럼, 오늘도 집 

안팎에서 수많은 일상의 인상적인 순간들을 

마음속 앨범에 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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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

● 1 st Layer   복층 침실 겸 스터디룸, 중정

● 2nd Layer  식당, 거실

● 3rd Layer  주방, 안방, 욕실1, 욕실2

● 4th Layer  계단실, 드레스룸, 다용도실

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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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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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세대  

■ 임대 세대 

①현관 ②알파룸 ③마스터룸 ④침실 ⑤거실 ⑥주방 

⑦욕실 ⑧드레스룸 ⑨스터디룸 ⑩다락
HOUSE PLAN SECTION

PLAN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면적 ▶ 255.00m2(77.27평)

건물규모 ▶ 지상 2층 + 다락

건축면적 ▶ 127.28m2(38.56평)

연면적 ▶ 223.23m2(67.64평) 

건폐율 ▶ 49.91%

용적률 ▶ 87.54%

주차대수 ▶ 2대

최고높이 ▶ 10.02m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열재 ▶ 벽 – 비드법보온판 150T(외단열), 

열반사단열재 20T(내단열) / 지붕 – 

압출법보온판 220T

외부마감재 ▶ 외벽 – 컬러강판, 파벽돌, 

스터코 / 지붕 - 컬러강판

창호재 ▶ 이건창호

에너지원 ▶ 도시가스, 태양광 패널

설계 ▶ GIP 건축사사무소

시공 ▶ GIP 하우징 031-8020-8800 

www.ecocellhome.com

내부마감재 ▶ 벽 – LG하우시스 베스띠 

실크벽지 / 바닥 – 윤현상재 1503N 포세린 

타일, 구정마루 티크러스틱 

욕실 및 주방 타일 ▶ 포세린 타일, 폴리싱 

타일

수전 등 욕실기기 ▶ 대림바스

주방 가구 ▶ 한샘 키친바흐 500번 맨하탄

조명 ▶ LED 조명

계단재·난간 ▶ 빌드매니아 

현관문 ▶ 성우스타게이트

중문 ▶ 현장 제작 및 도장

방문 ▶ 영림도어, 현장 제작 및 도장

붙박이장 ▶ 한샘

데크재 ▶ 방부목 위 스테인 도장

INTERIOR SOURCE

16 - 박공 위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주택 전력 수요의 일부를 충당한다.

17 - 다락 앞 옥상 데크는 올해 여름, 물놀이 공간이 되어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줬다. 

18 - 주택의 남동쪽 측면에서 더욱 극적으로 보이는 옥상의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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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 115.48m2 ATTIC - 76.34m2

1F - 107.75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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