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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판교동에 위치한 판교주택 현관 입구

북유럽과모던클래식스타일이조화된단독주택

다인디엠에스, 건축주가자신의생활방식을담은‘판교주택’

최근 소비자의 요구와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단독주택의 디자인도 고객 맞춤형을 지향하고 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하거나 차별화된 공간 디자인 접목 등 건축주만의 색깔을
집에 넣고자 한다.
경기도 판교동에 위치한 판교주택은 단순 주택시공사의 설계 제안에서 벗어나 건축주가 직접 디자
인에 참여해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했다. 지난 6월 완공된 판교주택은 오랫동안 아파트 생활에
서 벗어나 전원의 삶을 누리고자 희망했던 60대 부부의 꿈을 실현한 현장이다. 경기도 판교 일대 단독
주택 1필지는 231~264㎡ 규모로 용적율 70%를 감안하더라도 건축 면적은 161~184㎡ 미만이다. 흔히
정원 있는 집을 꿈꾸기에는 협소할 뿐 아니라 내부 공간을 구성하기에도 여의치 않다. 이곳은 231㎡
규모의 협소한 대지 위에 공간의 비움과 채움을 통해 지상 1~2층 규모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집
을 완성할 수 있었다.

거실과 주방을 통합한 느낌으로 갤러리 분위기를 자아낸다.

사선구조의 목재 디자인과 벽돌, 현무암 마감으로 컬러감 있는 모던스타일을 완성했다.

2층 복도

2층 방. 클래식한 느낌을 살리기 위하여 고재 원목마루와 적삼목을 사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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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북유럽스타일의 모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1층 방

판교주택은 일반 단독주택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정형화된 단일 형상을 피하기 위해 사선구조의 목
재 디자인과 벽돌, 현무암 마감으로 컬러감 있는 모던스타일을 완성했다. 외부 도로와 접하는 면은 출
입구로 활용해 건축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정원이 자리한 면 역시 2m의 산울타리와 적
삼목 파고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차단했다.
내부 공간은 건축주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북유럽 모던스타일로 꾸며졌다. 공간은 독립적이
면서도 상호 개방이 허락된 공간을 부여하고자 했다. 1층 공간은 건축주 부부가 많은 공을 들인 곳이
자 생활방식의 동선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다. 거실 창을 마주한 곳에 자리한 원목 테이블, 야외 정원
에 마련된 적삼목 소재의 파고라, 라탄가구 등이 실례다. 이곳은 거실과 주방을 통합한 갤러리 분위기
를 자아내며, 북유럽스타일의 모던한 분위기 속에서 현대적 세련미를 찾아 볼 수 있다. 방 하나와 거
실 겸 주방인 이곳은 북유럽의 전원주택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파격적인 진회색 원목마루와 블랙 톤
의 가구, 벽은 백토로 마감했다.
2층 공간은 거실, 침실, 서재로 이뤄져 있으며, 1층의 북유럽스타일과 달리 과거와 현대적 디자인이
공존하는 모던 클래식 스타일이 접목되었다. 클래식한 느낌을 살리기 위하여 고재 원목마루와 적삼목
을 기본으로 서재와 침실을 구성하였다. 2층이 메인 주거공간이므로 전체 계단을 2층 원목마루 색상에
맞추어 오크 통원목으로 일체감을 주었다. 옥상은 손자, 손녀들의 놀이터를 위한 공간으로 데크와 정
원을 마련했으며, 햇빛 차단을 위한 파고라와 넓은 평상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한다. 정원
을 가꾸는데 서투른 건축주를 위해 계절마다 꽃과 식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북유럽의 전원주택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파격적인 진회색 원목마루와 블랙 톤의 가구, 벽은 백토로 마감했다.

다인디엠에스 다인디엠에스는‘나무에 디자인을 불어넣는 사람들’이란 콘셉트로 최고의 나무전

문가들이 재미나게 함께 만들어가는 나무 전문회사다. 제품군으로 이탈리아 원목마루(살리스), 이

탈리아 원목데크(살리스, 라바이올리) 등을 직접 수입 소개하고 있으며, 그 외 목공사(파고라, 갤

러리, 루바)와, 원목가구(통원목가구, 야외용 테이블) 등을 제작하여 직접 설치, 시공하고 있다.

(070-7405-8580)

공사: 다인디엠에스 (070-7405-8580) ┃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 대지면적:

231㎡ ┃ 건축면적: 113.11㎡ ┃ 연면적: 205.46㎡ ┃ 외부 벽 마감: 라바이올리 이뻬, 벽돌, 현

무암 판재 ┃ 내부 바닥 마감: 살리스 원목마루 ┃ 내부 벽 마감: 백토 도장 ┃ 계단: 오크 통원목

야외 정원에 마련된 적삼목 소재의 파고라

옥상 전경

2층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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