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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rden House

설계 De Matos Ryan

조경 Worsley Designs

위치 battersea, South London, UK

면적 179㎡

사진 Hufton+C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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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남서부 배터시에 있는 빅토리아시대 양식의 주택 후원 끝

에 설계된 면적 179㎡의 가든 하우스(The Garden House)의 

가족은 재혼을 통해서 두 가족이 한데 합치게 되었고 일곱 명

의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하는 공간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주택을 

확장하게 되었다. 원래 묘목판을 보관하는 장소와 성장한 자녀

들이 드나들 수 있는 온실을 대체할 정원사(庭園舍)를 조성하

려고 했는데, 여덟 번째 자녀가 생기게 되면서 계획을 수정했

다. 기존 본관이 성숙한 자녀들의 주거지로 사용되는 반면, 신

축된 건물은 새로 탄생한 아이와 어린 자녀 그리고 부부를 위

한 이상적인 휴식처로 계획되었다. 

건축주는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템즈강에서 매우 가까운 입지

조건으로 인한 홍수방지 시설이 필요했으며 이웃하는 건물로

부터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위한 계획이 동반되

도록 설계를 요청했다. 

신축 건물에는 다섯 개의 침실, 세 개의 욕실, 서재, 주방 겸 거

실이 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콘크리트 마당을 높이 조성

하기 위해서 정원을 지하에 설계했는데, 이는 기존 건물의 외

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바닥 면적을 늘려주었다. 이 건물의 1층

은 마당 높이에 있고 바닥부터 천장 높이까지의 통창으로 마감

하였고, 2층의 침실은 유리창 위로 우아하게 ‘떠 있는’ 깨끗한 

화이트 매스로 계획하였다. 

정원 높이에 있는 다리는 이 화이트 매스를 이등분하고 이 주

택의 입구를 표시해준다. 유리창들은 시선의 차단을 위해 측면

과 후면에 신중하게 배치되어 외부 전경의 프레임 역할을 하고 

있다. 실내 채광정(井)과 지붕창의 결합으로 침실에는 자연광

이 풍부하게 유입되고, 복도와 욕실도 화이트 매스에 연결되어 

있다. 

이국적 감성을 부여하는 흰색 콘크리트 벽과 바닥으로 이루어

진 선큰정원은 이 주택의 경계를 이루며, 슬라이딩도어는 주택

을 둘러싼 조경으로 유연하게 이어지게 하면서 이 주택의 모

서리를 완전히 열어젖힌다. 캔틸레버되어 다리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식탁에서부터 유리벽 위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축의 매스까지 현실적으로 실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익

살스러운 형태 자체가 주택 전체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며 놀

라움과 즐거움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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