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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피플 건축사사무소가 추구하는 건축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고객의 만족을 통한 수익 또는 가치의 창출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사무실

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축주가 원하는 것 이상의 가치, 건축주에게 도움이 

되는 디자인 및 사회적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합니다. 

사무실 고유의 시그니처를 나 자신에게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딱딱한 것은 상대방의 마

음속에 녹아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시멜로 같은 감성이 가미된 디자

인이 중요합니다. ‘시간, 감성, 담백함’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 그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

합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른 상황들에 대해 적극적인 인지를 통해 발견된 것들, 그리고 그

것을 담아낼 공간을 규정짓는 일련의 과정 다른 프로젝트나 기존에 보아 오고 사용해왔

던 익숙한 건축적 언어에 대해 때론 경계하며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

아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이앤피플 건축사사무소만의 강점과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대형건축사사무소에서의 오랜 근무와 다양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험을 통해 건축물이 

설계되고, 만들어지며,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건

축을 큰 틀에서 바라보고 일정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양질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시

스템 또한 체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아무리 작은 건축물이라도 그대

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바탕에 중소규모 건축물을 설계해 왔던 3년 이상의 시간은 잘 녹

아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을 위한 영감은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건축주와의 하모니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건축에서 참신한 것을 만들 

방법은 선입견 또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지우고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청이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인지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주며 

그 방향성은 곧 새로운 공간, 새로운 조형을 의미합니다. 결국 제이앤피플 건축사사무소

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프로젝트마다 다양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콘셉트, 배치, 공

간, 조형, 스킨 자체도 건축물의 종류 및 예산 등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중점을 두는 부

분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이런 프로세스에 앞서 목표와 방향설정에 보다 중점

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기획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히는 눈에 보이는 배치, 조형, 공간 아니면 콘셉트 등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이슈를 선명하게 만들고 재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공공프로젝트의 경우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인지하는 행위일 것이며, 중소규모 민

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주의 주변 상황들과 원하는 것을 선입견을 배제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을 때 이후의 작업인 

콘셉트,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볼륨매스, 내부공간, 조형, 구조, 설비 등의 관련 내용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흥구 중동 근린생활시설 ‘AND 637’입니다. 후문이지만 우여곡절을 거쳐 설계 및 감리

자로 선정되었고, 건축물의 시공되는 과정도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규모가 작

지 않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건축주분께서 많은 부분에 직접 관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설계된 내용에 대해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많은 커뮤니케이

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견 혹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잘 짓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누구의 것도 아닌 내 건물, 그리고 내가 직접, 

손수 짓고 있는 건물의 의미에 대해 제가 감히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갈등이라면 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AND 637은 그 퀄리티를 떠나 건축주와의 신뢰관계와 많은 소통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

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건축주분에게도 혹은 저에게도 이런 노력과 의지

의 정점을 다시금 맞이해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길의 끝에서 만난 새로운 시작 그리

고 설렘’, ‘건축주의 의지가 만들어낸 건축물’. 이 말처럼 건축물의 끝에 건축주와의 새로

운 관계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전하고 싶은 건축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십수 년을 대형설계사에서 대형건축물의 설계 전 과정에 대해 경험했고, 3년이 넘는 시

간 동안 소규모 민간 건축시장에서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규모의 

건축물 설계에 대한 미련 또는 로망은 없는 편입니다. 꾸준히 중규모의 건축물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가고, 기회가 된다면 경쟁 프로젝트도 참여해 성과를 내보고 싶습니

다.

건축직을 희망하는 후학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2019년 모교 설계 강의 때 강의를 마치며 후배들에게 남겼던 글입니다.

<강사가 아닌 선배로서 보내는 마지막 수업 메시지…>

한 학기 동안 과연 기본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봤다. 캐드를 잘하는 것? 손으로 스

케치를 잘하는 것? 모형을 예쁘게 잘 만드는 것? 3D 프로그램 잘 다루는 것? 이런 것들

이 좋은 건축의 본질일까? 주택, 관공서, 상업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사회가 요구

하는 다양한 건축물이 있고 그것들은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다. 

목표는 큰 방향을 이야기한다. 그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아무리 세부적으로 좋은 솔루션

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물론 프로젝트 혹은 상황에 따라 

목표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밖에 없고, 올바른 목표는 치열한 문제 인식과 제기를 통한 목

표설정이라는 과정을 수반한다. 어떠한 과정보다 올바른 문제 인식을 통한 올바른 목표 

및 방향설정 과정이 치열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 가지 더, 그래도 탄탄한 프로세스와 약

간의 센스(감각)는 기본이지 않을까? 프로세스는 고집이 아니다. 불행히도 이는 시간적 

노력과 무엇보다 몰입도와 집중도 그리고 수용적 자세를 수반한다. 5년 동안 꾸준히 채

워가며 나만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에 직선은 없다. 동그란 머리에 네모만 가득 채워주고 싶지 않았고 직선이든 

곡선이든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자유롭게 쓰게 해주고 싶었다. 조형적 기호를 초

창기에 너무 획일화하지 말고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볼 것을 추천한다. 때론 꼭 필요한 프

로그램과 그것을 담아내는 정직한 공간이 깊이감을 더할 수도 있다.  현실감과 깊이가 더

해질수록 조형은 단순해지고 빛과 공간에 집중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유럽에 있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양질의 건축적 내용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못했다. 각

종 인터넷 매체를 활용할 수 밖에... 하지만 명확한 목표설정과 부지런함이 있다면 콘셉

트, 공간, 조형이 다양해질 수 있고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바로  

그것이 실용주의이고 모던이 아닐까? 

끝으로 건축주의 요구와 대지를 포함한 환경이 존재하지 않으면 건축도 없다. 

소통과 순응…

Please explain the architecture that JNPeople Architects pursues.
Our goal is to create revenue or value with high customer satisfaction. This is 
also the basic reason for the presence of the office. We think together, not 
alone, to find values   beyond what the clients want, designs that help them, 
and social values.
The reason we don't stick to the office's unique signature is because we don't 
think that solid can melt into the other person's mind. A design with a marsh-
mallow-like emotion is important. We strive to find the touch point where 
'time, emotion, and simplicity' are in an appropriate harmony. We are on the 
lookout and proceed a series of processes that define what was discovered 
through active recognition of different situations in each project, the space to 
contain it, and other projects or architectural languages that have been seen 
and used in the past. I think that this creates new things naturally without 
intention.

What are the unique strengths and most confident areas of JNPeople 
Architects?
Through my long work at the large architectural office and experience in vari-
ous large-scale projects, I am familiar with the mechanisms by which buildings 
are designed, built, and used. In that context, I also acquired a system that 
looks at architecture from a big frame and produces high-quality results based 
on a certain process. This process works for even the smallest structures. I 
think that more than three years of designing small and medium-sized build-
ings are well incorporated into this basis.

Where do you get inspiration for creation?
I think the way to create new things in architecture that needs to create 
results through harmony with the client is the mindset of listening enough to 
get rid of preconceived notions or the existing methods. The listening makes it 
possible to accurately recognize the direction the client wants, which means a 
new space and a new formativeness. I think the results created at the 
JNPeople Architects are different for each project. The concept, arrangement, 
space, formativeness, and skin itself have different focus point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roject, such as the type and budget of the building, and 
above all, the focus is on setting goals and directions prior to this process.

Which thing do you prioritize in the early stage of project planning?
Often, I think of the visible arrangement, formativeness, space or concept.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larify and recognize the issues of the 
project. For public projects, I will recognize various social phenomena, and for 
small and medium-sized private buildings, I will discover the circumstances 
around the clients and what they want without prejudice. If appropriate goals 
and directions are set based on such content, I think that related contents 
such as concept, arrangement and land use plan, volume mass, interior space, 
formativeness, structure, and equipment are only meaningful.

What is your most memorable project and why?
It is 'AND 637', a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in Jung-dong, Giheung-gu. After 
twists and turns, we were chosen as a designer and a supervisor, and the con-
struction process was not general. Although it was not small, the client had to 
be directly involved in many areas within the legal framework. So, there was 
more communication than any other project about the design.

However, there was disagreement or conflict. I wanted to build it perfectly, 
but could I dare 100% understand the meaning of my building? If it is an inevi-
table conflict, I think we should focus on how to accept and understand each 
other and transform in a more progressive direction. It is clear that AND 637 
was created through a trust relationship with the client and a lot of communi-
cation, regardless of its quality. I wonder if the client or I will be able to reach 
the peak of this effort and strong mind again. A new beginning and excite-
ment at the end of the road. A building created by the client's will. We look 
forward to having a new relationship with the client at the end of the building.

Is there any other architectural fields that you would like to challenge? 
And what are your future plans?
I experienced the entire process of designing large buildings in a large design 
company for decades, and I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adapt to the small 
private construction market for more than three years. But, I do not consider 
designing large-scale buildings. I will continue to build high-quality, medium-
sized buildings, and if given the opportunity, I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and achieve results.

What is your advice to those who want to become architects?
This is an article I spoke to my juniors after finishing a design lecture at my 
alma mater in 2019.
<Last message I sent as a senior, not a lecturer >
What is a basic skill? Is it really the essence of great architecture to be good at 
CAD, good hand sketching, good modeling, good handling of 3D programs? 
There are houses, government offices, commercial facilities, apartments, offi-
cetels, and other various structures required by society, which are made by 
different needs of various subjects.
The goal tells a big direction. If the direction is set incorrectly, it is meaning-
less, no matter how detailed a good solution is provided. Goals vary depend-
ing on the project or situation, and the correct goal is accompanied by a pro-
cess of goal setting through intense recognition and suggestion of problems. 
This is why the process of setting the right goal and direction through correct 
problem recognition should be more intense than any other process. I think a 
solid process and some sense are the basics. The process is not inflexible. 
Unfortunately, this is accompanied by time effort and, above all, immersion, 
concentration, and acceptance. You should be able to build your own process 
by filling them steadily for 5 years.
And there is no straight line in nature. I didn't want to fill my round head with 
only squares, and I wanted to think freely for the goal I wanted to implement, 
whether it was straight or curved. I recommend to try various things without 
making the formative sign uniform in the early days. Sometimes essential 
programs and honest spaces with them can add a sense of depth. Higher real-
ism and depth simplify the formativeness and focus on light and space. 
Unfortunately, we are not in Europe and have not been in an environment 
where we can naturally acquire high-quality architectural content from birth. 
There is no choice but to use various Internet media. However, I think that if 
you have clear goal setting and diligence, the concept, space, and formative-
ness can be diversified and you can free yourself from unnecessary obses-
sions. That is pragmatism and modernity.
Finally, there is no architecture without the needs of the client and the envi-
ronment including the site. 
Communication and adaptation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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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길의 끝에서 만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설렘, 앤드 637

AND 637

Special: architect of the Month _ JNpeople architects

Location 637-6, Jung-dong,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Function 

Neighborhood living, Storage facility  Site area 496m²  Bldg. area 295m²  Total floor area 

744m²  Stories 3FL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Photographer Donggyu Yoon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637-6  용도 근린생활, 창고시설  대지면적 496㎡  건축면적 295㎡  

연면적 744㎡  규모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설계팀 인성희  건축주 최태규, 최형구  시공 최형구, 

김영태  사진 윤동규

END? AND!

Giheung-gu Jung-dong 637-6 has isolation at the end of the Eojeong 

Furniture Complex

AND 637 is a project to demolish and rebuild the aging one-story building 

between Eojeong Furniture Complex and Yongin Dongbaek District apart-

ments. Something representing the new beginning of the client will be built at 

the end of the furniture complex full of old buildings and at the end of the vehi-

cle entry.

A commercial building should have 'location' broadly and 'accessibility' and 

'awareness' locally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nd stores are advantageous only in places with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large floating population, and it is most impor-

tant to stand out first whether they are near or far away. That's because renting 

and selling are smooth. If not, forced attraction factors such as ‘attraction’ and 

‘anchor tenant’ are needed. However, in small and medium-sized private build-

ings, introducing these factors is easier said than done.

The definition of the recent trend in commercial facilities is 'the restaurant I 

want to go to' du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media, the Internet, and SNS. If 

there is a good atmosphere, space, and items, people will come from a dis-

tance. However, it is based on attracting an unspecified number of visitors in 

the adjacent area.

Eventually, there was a need for an architectural element that could increase 

awareness by considering the basic behavioral patterns of people, which are 

behaviors after visual recognition. Fortunately, the client was thinking about 

the necessity of architectural differentiation geographically. But, as always, the 

budget wasn't enough and cost problems were inevitable.

Solutions

1.  Efficient land use plan and floor form conforming to the heteromorphic 

shape of the site

2.  The height and size of the third floor or higher considering the long distance 

recognition from the roadside

3. Morphological dynamics + circulation dynamics through external stairs

4. Recognition from close distance and building lineup on the front of the site

5. First-floor level plan that conforms to the sloped site level

6. Differentiated colors without conforming to old gray furniture complexes

The above six main elements made the basic floor plan, which was arranged in 

a three-dimensional way with natural dynamics by stacking and changing into 

three layers. In addition, the staircase formed on the outer wall of the building 

is an intermediary space inside and outside, where you can meet a variety of 

local landscapes and the open building brings the urban landscape to life. The 

skin and color of the building was decided in the form of a plaster finish on the 

exterior insulation of white color, which could be most contrasted with the 

aging gray color of the existing furniture complexes while saving cost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increase the rental profitability, we had to con-

sider factors outside the architecture, such as what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and what space concept to set. The client was considering small attraction fac-

tors such as electric charging stations for automobiles, as well as introduction 

facilities that reflected new trends such as an unmanned warehouse. Above all, 

it is hoped that the architectural elements used will be of big help to the rental 

and the sales of the tenants 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new beginning of the 

client.

8M 도로

주출입

공공의 공지 유수지

주차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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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Front elevation

Rear elevation

Left elevation

Modeling

Right elevation

END? AND!

기흥구 중동 637-6 어정가구단지 끝자락, 그리고 고립성

AND 637은 어정가구단지와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노후화된 1층 건물

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프로젝트이다. 오래된 건축물이 가득한 가구단지, 그리고 그 

가구단지의 끝자락이자 차량진입의 막다른 곳. 그런 곳에 들어서게 될 건축주의 새로

운 시작을 의미하는 무언가가 될 것이다.

상가건물? 광역적으로는 ‘입지’, 지역적으로는 ‘접근성’과 ‘인지성’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는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어야 유리하고, 숙

명적으로 근거리든 원거리든 우선 눈에 띄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임대 

및 분양이 잘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명소화’, ‘앵커테넌트’ 등 강제적 집

객 요소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소유의 중소규모 건축물에서 이러한 요소를 말

처럼 쉽게 도입할 수는 없다.

근래 상업시설의 트렌드가 미디어와 인터넷, SNS의 활성화로 ‘찾아가는 맛집’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분위기와 공간, 아이템이 있다면 멀리서도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러

나 기본은 인접지역 불특정 다수의 집객이다.

결국 시각적 인지 후 행동이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행동패턴을 고려해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건축적 요소가 필요했다. 다행히 건축주도 입지적으로 건축적 차별화의 필요

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계신 듯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예산은 충분치 않았고 

비용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해결책

1) 이형의 대지형태에 순응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평면형태

2) 대로변에서의 원거리 인지성을 고려한 3층 이상의 높이 및 규모

3) 형태적 역동성 + 외부계단을 통한 동선적 역동성

4) 근접거리에서의 인지성 고려, 대지 전면에 건축물 라인업

5) 경사진 대지레벨에 순응하는 1층 레벨계획

6) 오래된 회색빛 가구단지에 순응보다는 차별화된 컬러

위 6가지 주요 요소에 의해 기본적인 평면형태가 만들어졌고, 그러한 형태는 3개 층으

로 적층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역동성을 가진 입체적 형태로 정리되었다. 또한 건축

물 외벽에 형성된 계단은 내외부의 매개공간으로 오르다 보면 지역의 다양한 경관을 

만날 수 있으며, 열린 건축물로 도심경관에 활기를 더한다. 건축물의 스킨 및 컬러는 

비용 면 때문이기도 했지만, 기존 가구단지의 노후화된 회색빛과 가장 대비될 수 있는 

화이트 컬러의 외단열 위 미장마감 형태로 결정하였다.

한편으로 더욱 임대가 잘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지, 어떤 공

간 콘셉트이면 임대가 용이할지 등 건축 외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민해야 했다. 건축주

도 자동차 전기 충전소와 같은 소소한 집객 시설과 무인 창고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

영한 도입시설을 고민하고 계셨다. 무엇보다 사용된 건축적 요소들이 임대와 입점자

의 매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축주분들의 새로운 시작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

해 본다.

1. Volume

2. Adaptation & Transform

3. Variation & Identity

5. Conspicuous

6. New Landmark

4. Circulation

적합한볼륨설정

어정가구단지의새로운랜드마크 & 활력소 AND 637

유니크한조형

대지형태에순응

차량및보행동선설정

인지성향상



112 113 

••• AND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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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ilet
2. Storage
3. Retail store

Cross section

Longitudinal section

1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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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tail store
2. Storage

E

오

UP

UP

186.0000

축척 : 1/120

1층 평면도
1

1

2

3

4

DN

UP
DN

186.0000

DN

186.0000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3rd floor plan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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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 시간을 담은 집, 좋음이 있는 집 재호가(在好家)

Jaeho House

Special: architect of the Month _ JNpeople architects

Location 2458-4, Namwon-ri, Namwon-eup, Seogwipo-si, Jeju-do, Korea  Function 

Detached house  Site area 1,321m²  Bldg. area 205m²  Total floor area 257m²  Stories 

2FL  Photographer Donggyu Yoon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458-4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1,321㎡  건축면적 205㎡  

연면적 257㎡  규모 지상2층  설계팀 인성희  건축주 현재호  시공 아인하우징 / 허정영, 안준우  

사진 윤동규

DN DN DN

제 1동

제 1동

제 2동
(기존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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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elevation - Couple area

Diagram

Left elevation

시간을 담은 집

지인의 소개로 서울과 가깝지 않은 사무실에 중년의 부부께서 방문하셨다. 아들인 건

축주분은 어렸을 적 제주도에서 서울로 상경하였고 어느덧 중년을 넘어 은퇴의 나이

가 되었다. 이제 다시 나고 자란 그곳, 앞으로는 서귀포 앞바다 뒤로는 한라산이 보이

는 그곳으로 돌아와 지병이 있으신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짓고자 하셨다. 건축주분의 

성함인 ‘재호’를 따서 ‘재호가(在好家)’라는 이름을 지어 드렸다.

그곳에 그대로 있던 것들

오래전 서울로 올라간 건축주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부모님뿐만이 아니다. 추억이 깃

들어 있는 집, 어렸을 적 타고 놀던 어린 비자나무, 아버지가 가꾸던 귤나무, 돌담, 학

교에 갈 때 거닐던 길… 집은 낡았지만 나무들은 훌쩍 자라 새로운 가족을 품어줄 커

다란 품이 되었다. 그곳의 많은 것들은 여전히 건축주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 그대로였

다. 

이렇듯 가족이 함께 만들어 왔던 추억과 그 추억이 깃들어 있던 많은 것들은 지켜드리

고 싶었다. 아울러, 가족을 위한 공간이 반드시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아버님이 직접 지으신 대지 좌측의 창고동은 그 위치가 나쁘지 않았고, 내부의 

팀버프레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추후 작업장이나 카페 등으로 활용할 것

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고, 이를 배치계획 시 반영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낡은 집터와 현무암, 손때가 묻은 집안의 자재들, 일어나

면 창 너머로 늘 보였던 귤나무의 모습들… 더 나이가 드시더라도 이러한 추억을 보실 

수 있게 창턱은 낮추었고 따뜻한 햇볕이 드는 서까래 밑에 툇마루도 마련해 드렸다. 

종갓집의 맏아들 그리고 맏며느리인 건축주 부부

건축주 부부는 가족 행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제사실과 충분한 크기의 물부엌을 요청

하셨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아들 내외

와 떨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적절한 공간분리도 필요했다. 그래서 부모님 동은 기존의 

집 위치에 별채로 마련하고 소통의 복도를 두어 본채 주방 쪽으로 연결하였다. 

가족의 개성이 담긴 가족 구성원별 외부공간

추후 온실로 활용될 건축주분을 위한 외부공간, 부인의 물부엌과 연계된 외부공간, 아

버님의 소일거리를 위한 귤나무 마당을 계획하였다.

추후 함께 살게 될 아들

추후 함께 살게 될 아들의 공간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2층 동쪽에 원룸형식으로 구성

하였고 별도의 진출입 동선을 마련하였다. 명절 때는 가족뿐 아니라 차례 등 집안 행

사를 위해 사람들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집이자 평소에는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와 손

자 각각의 내외부 공간이 있어 각자의 생활이 가능한 집이다.

이처럼 옛것과 새로운 것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부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가족의 시간이 담기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A House with time

After being introduced by an acquaintance, a middle-aged couple visited an 

architecture office that is not close to Seoul. The client moved to Seoul from 

Jeju when he was a child, and he is at the age of retirement. Now, he wanted to 

return to his hometown with sea of Seogwipo in the front and Hallasan 

Mountain in the rear, and to build a house to live with his sick parents. it was 

named ‘Jaehoga’ after the name of the client.

Things that remained there

It was just his parents who were waiting for the client who settled in Seoul long 

ago. The house with memories. The young nutmeg tree he used to ride as a 

child. The tangerine trees that his father looked after. The stone wall. The roads 

he walked to school. The house was old, but the trees growing and embracing 

a new family. Many things were still as they were before the client settled in 

Seoul.

I wanted to keep the memories that his family had made together and many 

things with those memories. In addition, I thought that the space for the family 

didn't necessarily have to be new. In particular, the location of the warehouse 

building on the left side of the site, built by his father, was not bad, with the 

quite impressive timber frame within it. Therefore, I actively encouraged it to 

be used as a workshop or cafe in the future, which was reflected in the arrange-

ment plan.

Father

The ground of the old house and basalt that his father has kept for a long time. 

The materials in the house that become hand-stained. The tangerine trees that 

were always visible through the window when he woke up. The windowsill was 

lowered so that he could see these memories even when he was older, and a 

toenmaru was installed under the rafters in the warm sunlight.

The oldest son and his daughter-in-law of the head family

The client couple requested a separate memorial ceremony room for family 

events and a large water kitchen. In particular, it is good for the father and son 

to live together, but since they have lived apart for a long time, proper separa-

tion of space was also required. So, the parents' building was placed as a sepa-

rate building in the location of the existing house, and a corridor for communi-

cation was arranged to connect the kitchen of the main building.

Family member-specific external spaces with the personality of the family

We planned an external space for the client to be used as a greenhouse in the 

future, an external space connected to the wife's water kitchen, and a tanger-

ine garden for the father.

His son who will live together in the future

The space for the son who will live together in the future was organized in a 

one-room style on the east side of the second floor to ensure privacy, with a 

separate access route. The family and relatives can gather for holidays and 

other household events, and usually each family member has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allowing for their own lives.

The old and the new coexist. I look forward to becoming a space with family 

time for decades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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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section - Parents area Cross section - Couple area

Longitudinal section

1. Front door
2. Living room
3. Room
4. Attic
5. Bathroom
6. Storage
7. Boiler room
8. Laundry room
9. Kitchen
10.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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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floor plan

Attic floor plan

2nd floor plan

1. Room
2. Living room
3. Dining room
4. Storage
5. Main room
6. Attic

32

2

1

11

2 15

4

6

4

4



102 103 

••• Oreum Madang House

Site plan

다름이 공존하는 집, 오름마당집

Oreum Madang House

Special: architect of the Month _ JNpeople architects

Location 883-2, Jung-dong, Haeundae-gu, Busan, Korea  Function Detached house  

Site area 418m²  Bldg. area 100m²  Total floor area 168m²  Stories 2FL  Structure 

Wood, Reinforced concrete  Photographer Donggyu Yoon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883-2 외 1필지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418㎡  건축면적 100㎡  

연면적 168㎡  규모 지상2층  구조 목구조, 철근콘크리트  설계팀 인성희  건축주 전용석, 이혜영  

시공 우리가 / 이승건  사진 윤동규

주출입

4M 도로

차량진출입

Located in the Jung-dong, Haeundae-gu, Busan, the house is a detached 

house for a family including three children. A detached house presupposes a 

spatial composition that reflects the personalities of family members rather 

than a generalized asset value like an apartment. So, it seems that the 

detached house as a pre-sale product has some contradictions in itself. It's like 

an apartment unit brought to the countryside.

Budget is also important, but building a unique house for the family requires a 

mirror that objectively reflects the family's life patterns, dreams, and needed 

spaces. Living and busy life in a generalized residential area of an apartment 

seem to blur the life we want and the space we need. Just as a lion in a zoo 

needs training to recover a lost hunting method in order to be sent back to the 

grassland, creating a space for a family's unique life takes a lot of effort and 

time. And one of the methods is to objectively look into the life of the family 

through conversation with the architect, and to regain and create the lost per-

sonalities one by one.

On the first floor are three children's rooms and a family library for study. The 

living room and the master bedroom are placed on the second floor consider-

ing the view from the top of the hill, and the family room on the first floor has 

an inner window to overlook the family room, allowing for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When the children grow up and leave home in the 

future, the first floor can be used for homestay business. The space for each 

family member is also reflected in its external form to reveal its personality. 

Although it is   about 198m2, and it is designed to have a space to respect every-

one's personality and form a community.

Detached houses require a series of processes of sufficient discussion, recogni-

tion, and empathy about the living and life patterns family members want, 

rather than presenting great ideas that go beyond the client's thoughts. It is 

hoped that the house will be a space with the unique lives of five members.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오름마당집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 3명을 포함한 가

족의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처럼 범용화된 자산가치보다는 한 가정 및 가

족 구성원의 개성을 반영한 공간구성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분양 상품으로서의 단독

(전원)주택은 그 자체로 약간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마치 전원에 가져

다 놓은 아파트 유닛처럼 말이다.

그래서 비용을 떠나 우리 가족만의 집을 짓는 일은 가족의 생활패턴, 꿈꾸는 삶, 그리

고 필요한 공간을 객관적으로 비추어줄 거울이 필요하다. 아파트 등의 범용화된 주거

에서의 거주와 바쁜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과 필요한 공간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 같

다. 동물원의 사자가 초원으로 다시 돌려 보내지려면 잃어버렸던 사냥 방법을 되찾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듯이, 가족의 개성 있는 삶을 담을 공간을 만드는 일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축가와 대화를 통해서 가족의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

고,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린 개성을 되찾고 만들어 가는 것이 그 방법의 하나라고 생

각하였다.

1층에는 세 자녀의 방과 공부를 위한 가족도서관을 두었다. 언덕 위 조망을 고려한 거

실과 안방은 2층에 배치하였으며, 1층의 가족실은 가족실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내부

창을 두어 가족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추후 자녀들이 성장해 출가를 할 경우 

1층은 민박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각각의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는 공간은 외부형태

로도 반영되어 그 개성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60평 내외의 넓지 않은 면적이지만 모두

의 개성이 존중되며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단독주택은 건축주의 생각을 뛰어넘는 대단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보다 가족 구성원

이 원하는 삶과 생활패턴에 대해 충분한 논의, 인지, 공감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필수

적인 것 같다. 오름마당집이 다섯 가족의 개성 있는 삶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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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eum Madang House

Front elevation

Rear elevation Right elevation

Left elevation Cross section

Longitudina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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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eum Madang House

1. Family room
2. Room
3. Living room
4. Main room
5. Attic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Attic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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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 on a Hill by the Sea

Site plan

추억이 담긴 옛것과 쾌적함을 담은 새로운 것의 오버랩, 바닷가 언덕 위 집

House on a Hill 
by the Sea

Special: architect of the Month _ JNpeople architects

Location 94, Baekchon-ri, Toseong-myeon, Goseong-gun, Gangwon-do, Korea  Function 

Detached house  Site area 439m²  Bldg. area 155m²  Total floor area 142m²  Stories 1FL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Photographer Sehwan Jang

위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백촌리 94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439㎡  건축면적 155㎡  연면적 142㎡  

규모 지상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설계팀 인성희  건축주 김영수  시공 건축주 직영(김윤재)  사진 장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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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 on a Hill by the Sea

Modeling

On a hill overlooking the sea of Ayajin, Goseong-gun, Gangwon-do was a 

house where the client's parents lived for a long time. His parents weren't posi-

tive about the new construction, but the client decided to build the new con-

struction because of the inconvenience of life.

A rural house has many meanings, such as housing in rural areas and housing 

with support. The definition of ‘a house that contains the life of a rural village 

and the long life of old parents’ can be the most architectural. In rural areas 

where a lot of outside agricultural activities are essential, the basic functions 

are farm equipment and granaries, outdoor toilets, outdoor faucets, and earth-

enware pots. Accordingly, I think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programs (func-

tions) necessary for the house and to simply organize the space containing 

them.

But sometimes, familiarity is more important than functionality or conve-

nience. Spatial composition, referential formativeness, and materials are also 

used and made according to functional demands, but they become memories 

with time as they harmonize with our lives. Due to time and aging, the archi-

tecture has no choice but to be rebuilt for comfort, but we tried to keep the 

emotional part with the memories as much as possible.

The long eaves in hanoks and single-story houses, and the toenmaru that 

meets after climbing the handan are functional and emotional appearances 

and spaces with traces of a long life. In addition, we tried to keep the familiar 

movement routes his parents used and the various appearances that were 

shown accordingly, such as a persimmon tree planted in the yard, the height of 

the living room on the first floor overlooking the tree, the access type to the 

entrance, and the location of the warehouse, as long as there was no big incon-

venience. Of course, we should also be on the lookout for familiarity that goes 

beyond discomfort.

In addition, on the second floor level, a spacious attic with a view of the sea was 

installed using the point of sea view of the Ayajin. It is the house where the cli-

ent couple will live after his parents live. We look forward to seeing a new life 

from another generation in the attic with a view of the sea.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 앞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건축주의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생

활해오시던 주택이 있었다. 부모님께서는 신축에 대해 긍정적이지는 않으셨지만, 생

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드님께서는 신축을 결정하셨다.

농가주택은 농촌에 있는 주택, 지원을 받는 주택 등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농촌의 

삶, 그리고 노부모님의 오랜 삶을 담은 주택’이라는 정의가 가장 건축적인 것 같다. 바

깥에서 많은 농업활동이 필수적인 농촌에서는 농기구 및 곡물 창고, 바깥 화장실, 옥

외 수전, 장독 등은 필수 기능이다. 그런 면에서 집도 필요한 프로그램(기능)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담는 공간을 담백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때로는 기능이나 편리함보다 내 몸에 익숙한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공간

구성, 우리가 무심코 참조하는 조형, 재료들도 기능적 요구에 의해 사용되고 만들어지

지만, 어느덧 우리의 삶과 어우러져 시간과 함께 추억이 된다. 시간이 지나고 노후화

되면서 쾌적함을 위해 다시금 새로이 지어질 수밖에 없지만, 추억이 담긴 감성적인 부

분은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옥 및 단층주택에서 보이는 긴 처마와 한단 올라선 뒤 만나는 툇마루 등은 오랜 생

활의 흔적이 묻어나는 기능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모습과 공간이다. 그 밖에 마당에 심

어진 감나무, 그것을 내려다보는 1층의 거실 높이, 현관 진입 형태, 창고 위치 등 부모

님이 사용하던 오랜 동선과 그 동선에서 보여지는 여러 모습도 큰 불편이 없다면 최대

한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물론 불편함을 과도하게 넘어선 익숙함 또한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언덕 2층 레벨에서는 아야진 앞바다가 보이는 점을 활용하여 바다 조망이 가

능한 널찍한 다락을 마련해 드렸다. 부모님 이후 앞으로는 아들 내외가 거주하게 될 

‘바닷가 언덕 위 집’. 아무쪼록 바다가 보이는 다락에서 다른 세대의 새로운 삶이 잘 

담기길 기대해본다.

Front elevation

Rear elevation Right elevation

Left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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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 on a Hill by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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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ORO HOUSE

'TOTORO HOUSE', a multi-family house designed in Munjeong-dong, Songpa-

gu, Seoul, was named dreaming of a magical space and house that makes 

money, harmony and memories.

It was planned as a familiar place with people and things they have known for 

decades, and as a house where they can see unique sky and make their own 

memories. It is hoped that the personalities of the families can be respected 

and they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설계한 다세대주택은 돈도 벌어주고,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추억도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공간과 집을 꿈꾸며 ‘토토로 하우스’라고 이름 지었다.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보던 것들이 있는 익숙한 곳이면서도, 나만의 하

늘을 보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집으로 계획하였다. 이곳에서 가족의 개성이 존중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법 같은 집, 마법 같은 공간, 토토로 하우스

TOTORO HOUSE

Special: architect of the Month _ JNpeople architects

Location 85-13, Munjeong-dong, Songpa-gu, Seoul, Korea

Function Urban residential housing

Site area 239m²

Bldg. area 142m²

Total floor area 476m²

Stories 5FL

위치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85-13

용도 도시형생활주택

대지면적 239㎡

건축면적 142㎡

연면적 476㎡

규모 지상5층

설계팀 인성희

1.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2. Rental space

1st floor plan

Site plan

2nd floor plan

1 1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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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st Gate

It has been difficult to develop through private use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policies to prevent difficult development by local governments. 

Nevertheless, I think creating a good space with maximum business value and 

commerciality in a given situation is a proposition that cannot be escaped in 

Korea.

In addition, it is natural that planning a building on a slope is more difficult. In 

particular, the first floor should meet barrier-free conditions such as the remov-

al of the entrance level difference, and even if it is not a legal matter, neighbor-

hood living facilities should eliminate the entrance level difference as much as 

possible to increase accessibility. On the contrary, however, the view on the 

slope is good, so I thought that if I made good use of it, it would be possible to 

create a distinctive structure.

At least it was designed to break away from the typical villa complex image. In 

addition, I wanted to make it a 'HILL VILLAGE' with a view rather than 'moun-

taintop houses' through the selection of materials with a consistent design lan-

guage and a unified sense, even though there are 8 individual plots. However, 

it was a reality that we could not do what we wanted due to problems such as 

construction costs, and it was thought that a plan for character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would create a glamorous, but unidentified building.

The lower floors was intended to revitalize by arranging commercial facilities 

as much as possible, and to realize the spatial feeling that can be found in 

Mediterranean hill towns such as Saint Paul de Vence and Aix-en-Provence. It is 

believed that the design that conforms to and makes the most of the sloping 

topography helped to establish a unique complex shape. It is hoped that after 

completion, the residents of small rental houses on the hill will be able to live 

comfortably.

언덕 위 조망이 있는 힐 빌리지, 포레스트 게이트

Forest Gate

Special: architect of the Month _ JNpeople architects

Location Cheon-ri, Idong-eup,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Korea

Function Urban residential, Multi-family housing, 

Efficiency apartment,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Site area 1,929m²

Bldg. area 1,115m²

Total floor area 3,686m²

Stories 4~5FL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용도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929㎡

건축면적 1,115㎡

연면적 3,686㎡

규모 지상4~5층 (동별 상이)

설계팀 인성희

시공 건축주 직영

Concept

Site plan

D
N

749-15 도

79.7



118 119 

••• Forest Gate

최근 지자체별 난개발 방지정책 기조가 있어 전용을 통한 개발행위가 쉽지 않은 상황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 사업성과 상품성을 갖춘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건축을 하는 한 벗어날 수 없는 명제인 듯하다.

아울러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사지 건축물 계획은 더욱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다. 특히 

1층 부분에서 출입구 단차 제거 등 배리어프리 관련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법적인 사

항이 아니더라도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진입부 단

차를 없애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경사지는 조망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잘 활용한다면 

특색 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디자인적으로는 최소한 전형적인 빌라단지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별 

필지 8개의 단지지만 일관된 디자인 언어와 통일감 있는 재료선정을 통해 ‘산꼭대기 

주택들’이 아닌 조망을 가진 ‘HILL VILLAGE’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러나 공사비 

등의 문제로 하고 싶은 대로 다르게 할 수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었으며, 특별한 이

유 없이 특색만을 위한 계획은 자칫 현란하지만 정체성이 없는 건축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저층부는 최대한 상업시설을 배치해 활기를 넣으려 노력했고 생폴드방스와 엑상프로

방스 등 지중해 언덕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공간적 느낌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경

사지 지형에 순응하며 장점으로 만든 설계방향은 자연스럽게 독특한 단지 모습을 갖

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잘 마무리되어 언덕 위 소규모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쾌적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Floor plan

1.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office)
2. Lobby
3.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restaurant)
4. Disposal site
5. Efficiency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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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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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ouse Towards the Sky

In the late summer of 2020, the client who requested a small house for his par-

ents in 2018 asked me again that he wanted to build his own house. It was a 

moment that made me realize the subtlety of human relationship.

The site is one of the plots of the single-family housing complex in Dasan 

Jigeum District, and there are bends in the shape of the land, and trees in front, 

so the client was worried whether the land was properly purchased. However, I 

did not think that the good or bad of the land could be determined only by the 

flat shape. Every land has its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possibilities, 

and how to discover and use them is important. Fortunately, securing a certain 

height provides not only a view of the Hangang River, but also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forest (nature) in the front part like a yard of my home. In addition, 

appropriate use of the level difference could make the underground like 

ground level. The biggest advantage was that it matches the slope direction of 

the Han River view, and there is no road in that direction, ensuring privacy.

In the curved form of the site, intense study was needed to create a space and 

formativeness for a couple in the creative industry, and two children that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future. In addition, rather than overlap-

ping multiple functions in the same space, we wanted to include individual 

functions in each space, so a rather large space was needed. The duplex home 

office, including a terrace and attic on the top floor, is a space for wife as a 

painter, and the attic on the opposite side will become a creative playground 

for her young son. As a container that holds the space composition, the forma-

tiveness contains the wishes of the family and proposes a unique form of feel-

ing toward the sk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ient couple who are work-

ing creatively.

The end of the mountain ridge in front of the site will present the children with 

a vast natural yard. The acorn tree like a folding screen on the front of the site 

will tell the time flow and preciousness to all of the family members in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It creates cool shades in summer, gives the chil-

dren an acorn gift in autumn, and act as a wind screen in winter. A solid rock 

will tell the whole family what consistency is, and the children what solidity is.

It is expected to be a space where work, life and memories of the family can 

coexist in harmony.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집, 하늘 향한 집

The House 
Towards the Sky

Special: architect of the Month _ JNpeople architects

Location 6233-41, Dasan-dong, Namyangju-si, Gyeonggi-

do, Korea

Function Detached house

Site area 377m²

Bldg. area 140m²

Total floor area 474m²

Stories B1, 3FL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33-41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377㎡

건축면적 140㎡

연면적 474㎡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설계팀 인성희

건축주 남궁원, 장서하

DN

DN

부출입
차량진출

주출입

Site plan

Model

Mass process

Step 1

Step 3

Step 2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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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ouse Towards the Sky

1. Storage
2. Courtyard
3. Front room
4. Dressing room

5. Family room
6. Air conditioning plant room
7. Attic

Cross sectionLongitudinal section 1st floor planB1 floor plan

3rd floor plan2nd floor plan

2020년 늦은 여름, 2018년 부모님을 위한 작은 주택을 의뢰했던 건축주분께서 이번에

는 본인의 집을 지으시겠다며 2년 만에 다시금 연락을 주셨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

이 참 미묘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대지는 다산 지금지구 단독주택 단지의 필지 중 하나로, 땅의 형태에 절곡과 앞에 나

무들이 있어 건축주는 땅을 제대로 구매한 것인지 걱정을 하셨다. 하지만 단순히 평면

적 형태만으로 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대지는 나름의 

장단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

다. 공교롭게도 어느 정도 높이만 확보된다면 필지 중 몇 안 되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였고, 전면부의 산지(자연)를 내 집 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

었다. 또한 레벨차를 잘 이용한다면 지상 같은 지하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

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경사 방향과 향이 일치하며 그 방향

에는 도로가 위치하지 않아 프라이버시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된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꺾인 대지의 형태에 창조 작업이 필요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부부 두 분과, 

앞으로 중요도가 점점 커질 두 아이에게 필요할 공간과 조형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치

열한 스터디가 필요했다. 그리고 여러 기능을 같은 공간에 중복해서 담는 것보다는 각

각 담아내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다소 넓은 면적의 공간이 필요했다. 최상층부의 테라

스와 다락을 포함한 복층형 홈 오피스는 그림을 그리시는 부인분을 위한 공간이며, 맞

은편의 다락은 아직은 어린 아들의 창조적인 놀이터가 될 것이다. 공간 구성을 담는 

그릇으로써 조형은 가족의 바람을 담고, 창조적인 작업을 하시는 건축주 내외분의 특

징을 담아 유니크한 하늘을 향하는 듯한 느낌을 형태로 제안하였다.

대지 전면 산 능선의 끝자락은 아이들에게 넓디넓은 자연마당을 선물해 줄 것이다. 대

지 전면의 병풍처럼 우뚝 선 도토리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족 모두에게 시간의 

흐름과 소중함을 알려줄 것이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며, 가을에는 아이

들에게 도토리 선물을, 겨울에는 바람막이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우직하게 보이는 돌

덩이는 가족 모두에게 한결같음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는 우직함이 무엇인지를 알

려줄 것이다.

가족의 일과 삶과 추억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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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cheon House

The middle-aged client was planning a weekend house in the site located at 

the top of a privately developed rural housing complex on a hill overlooking the 

Hongcheongang River. He wanted a space where he could relax on the week-

end by maximizing view rather than a special goal, concept, or splendor. It is 

expected that the ‘Hongcheon House’ will be a place that fits its meaning, as it 

consists of a wide terrace on the second floor with a view of the Hongcheongang 

River, a space structure that can bring nature into the interior, and a space 

where he can listen to music while looking at the nature.

홍천강이 보이는 언덕, 개인이 개발한 전원주택단지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대지에 중

년의 건축주분께서 주말주택을 계획하고 계셨다. 특별한 목표나 콘셉트, 화려함보다

는 조망을 최대한 살려 주말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하셨다. 홍천강을 바라볼 수 

있는 2층의 넓은 테라스, 자연을 집안으로 깊숙이 들일 수 있는 공간구조, 자연을 바

라보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들로 이루어진 ‘홍천가’가 그러한 의미에 부합하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내추럴 플랫폼, 홍천가

Hongcheon House

Special: architect of the Month _ JNpeople architects

Location 12-20, Bangok-ri, Hongcheon-gun, Gangwon-do, Korea

Function Detached house

Site area 427m²

Bldg. area 129m²

Total floor area 167m²

Stories 2FL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위치 강원도 홍천군 반곡리 12-20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427㎡

건축면적 129㎡

연면적 167㎡

규모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설계팀 인성희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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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ving room
2. Boiler room
3. Front door
4. Bathroom

5. Utility room
6. Dressing room
7. Storage
8. Din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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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H Town

소규모 커뮤니티가 있는 언덕 ‘힐링 힐’, 2H 타운

2H Town

Special: architect of the Month _ JNpeople architects

Location Nodong-ri, Sacheon-myeon, Gangneung-si, 

Gangwon-do, Korea

Function Detached house complex

Site area 754m²

Bldg. area 84m² (each house)

Total floor area 116m² (each house)

Stories 2FL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Wood

위치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용도 단독주택단지

대지면적 754㎡

건축면적 각 84㎡

연면적 각 116㎡

규모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목구조

설계팀 인성희

건축주 이원현

시공 건축주 직영

2H Town is a project for a client who wants to develop a complex of 4 lots for 

his own residence and sale in a secluded village located in Nodong-ri, Sacheon-

myeon, Gangwon-do.

Since the interior space was basically intended for the couple to reside, it was 

simply composed of two rooms and a living room. The roof was designed in a 

shape that could facilitate the view from the hill while bringing out the pattern 

of the inclined roof.

2H 타운은 강원도 사천면 노동리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의 안쪽에 자신의 거주와 판매

를 목적으로 4개 필지 단지를 개발하시려는 건축주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실내 공간 구성은 기본적으로 두 내외 분이 거주하시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방 두 개

와 거실을 담백하게 구성하였다. 지붕의 경우에는 경사지붕의 패턴을 살리면서 언덕

에서의 조망이 용이한 형태로 설계하였다.

Miele

Site plan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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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D PLAYER

노는 목수의 일하는 놀이터, 우드플레이어

WOOD PLAYER

Special: architect of the Month _ JNpeople architects

Location Samgye-ri, Pogok-eup,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Korea

Function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manufacturing store)

Site area 1,250m²

Bldg. area 250m²

Total floor area 499m²

Stories 3FL

Structure Steel frame, Reinforced concrete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용도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대지면적 1,250㎡

건축면적 250㎡

연면적 499㎡

규모 지상3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설계팀 인성희

The client who repairs and sells woodworking machines was renting nearby 

warehouse building. He purchased the land on the roadside for the expansion 

of the store, and planned a cafe that serves as a woodworking machine experi-

ence center and a handmade furniture showroom, rather than simply repairing 

and selling woodworking machines.

Repairing woodworking machines basically required large warehouse and 

repair space, which needed a lot of space apart from showroom and cafe. In 

the woodworking machine experience center, due to a lot of dust, such as saw-

dust, appropriate ventilation facilities were included near the repair shop on 

the first floor. The warehouse and repair space was provided with separate 

spaces in the form of the temporary building on the rear of the site, and the 

showroom was placed on the second floor, and the woodworking cafe and the 

furniture store were placed on the first floor in the roadside.

Another important elements were the facility and circulation plan that could 

easily move heavy woodworking machines between the second floor show-

room, repair space, and warehouse. The suitable hoist was planned since this 

was an important issue in the design. For the exterior, we used a sandwich 

panel with a steel plate protruding joint, which is a medium-priced material, 

and the atmosphere was created with various color plans.

목공기계를 수리�판매하시는 건축주는 인근에서 창고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계셨

다. 매장 확장을 위해 대로변에 토지를 구매하셨고, 단순 목공기계 수리�판매가 아니

라 목공기계 체험장 및 핸드메이드 가구 전시를 겸한 카페를 기획하셨다.

목공기계 수리는 기본적으로 작지 않은 창고와 수리공간을 필요로 하고, 전시 및 카페

와는 별도로 많은 공간이 필요하였다. 목공기계 체험장의 경우 톱밥 등 많은 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1층의 수리장 근처에 적절한 환기설비를 포함하여 배치하였다. 창고 

및 수리작업장은 대지 후면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별도 공간을 마련하였고 전시장

은 2층, 목공카페 및 가구판매장은 도로변 1층에 배치하였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2층 전시장, 수리작업공간, 창고 간 고중량의 목공기계를 용이

하게 옮길 수 있는 설비와 동선계획이었다. 이 부분이 설계에서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

에 적절한 호이스트를 계획하였다. 외장은 중저가 재료인 강판돌출이음이 부착된 샌

드위치패널을 사용하였고 다양한 컬러계획을 통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UP

차량진출입
주출입

농업기반시설(농수로)

부출입

(추후 가설건축물 설치)

Site plan

UP DN

UP

1. Woodworking machine trial performance hall
2. Workroom
3. Separate storage
4. Woodworking machine exhibition hall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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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ouse Towards the Yard

The license was received after completion of the basic design of a house for 

four family members in the Holzheim 2, Dongbaek district, Giheung, Yongin. 

The site has roads at the front and rear, and the rear road is about 2m high, so 

we reviewed and progressed various alternatives to make the most of the level 

difference.

1) Low level bunker parking → External stairs → House

2) Low level bunker parking → Interior stairs → House

3) High level yard parking → House

What should we do about the ‘journey toward the house for the family’, not an 

apartment or anyone else's house? At the beginning of the review, the client 

was thinking the second approach. However, after examining several alterna-

tives together, they agreed that the third approach is optimal for the spatial 

composition that fits with the present site and family.

용인 기흥 동백지구 홀츠하임2차에 네 가족을 위한 집의 기본설계 완료 후 인허가가 

접수되었다. 대지는 전�후면에 도로가 있으며 후면의 도로가 약 2m 정도 높아 레벨차

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진행되었다.

1) 낮은레벨 벙커 주차 → 외부계단 → 집

2) 낮은레벨 벙커 주차 → 내부계단 → 집

3) 높은레벨 마당 주차 → 집

 

아파트가 아닌, 그 누구의 집도 아닌, ‘나와 우리 가족만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은 어

떡해야 할까? 검토 초창기에 건축주분께서는 2번의 방식을 고민하고 계셨다. 하지만 

여러 대안을 펼치고 함께 고민한 끝에 3번의 방식이 현 대지와 가족들의 공간구성을 

위한 최적임을 공감하셨다. 

집으로 향하는 여정이 있는 집, 마당 향한 집

The House 
Towards the Yard

Special: architect of the Month _ JNpeople architects

Location 1017-41, 42, Jung-dong,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Function Detached house

Site area 210m²

Bldg. area 105m²

Total floor area 206m²

Stories B1, 2FL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17-41, 42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210㎡

건축면적 105㎡

연면적 206㎡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설계팀 인성희

1. Multi room
2. Dressing room
3. Storage
4. Front room
5. Meditation room
6. Hall
7. Family library

B1 floor plan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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