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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 혹은 맥시멀

PART 2.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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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음식을 먹는지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주방을 가졌는지
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시대다. 한국의 전통 주거에서 주방은 주목받는 공간이 아니었다. 외부에 동떨어져 있는
조리 영역에서 낮은 아궁이와 부뚜막 때문에 쪼그리고 앉아 요리하고 밥상은 방까지 날라야 하는 불편한 공간
이었다. 주거가 현대화돼 입식 부엌이 등장한 뒤에도 요리가 여성의 일로만 국한되어 구조나 디자인은 여전히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증가, 가사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가족 규모 축소, 대규모 감염병 등 다양
한 사회 변화를 겪으며 주방도 달라지고 있다.
주방의 변화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작고 단순해지거나 크고 복합적으로 극화되는 것이다. 1인 가구의 보편
화로 주거 규모가 축소되고 배달 음식, 간편식 등의 활성화로 조리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많은 주방이 작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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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초라하고 부족한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작지만 흥미롭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구역을
분할하거나 이동성과 가변성이 높은 가구, 기능을 집약한 가구를 배치해 협소한 면적을 영민하게 재구성하고,
선명한 콘셉트를 입혀 주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자리한다. 반면에 요리와 식사의 의미가 확
장되면서 주방의 역할이 다층화되는 양상도 나타난다. 저녁이 있는 삶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요리를 가족이 함께하는 취미로 인식하고 식사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
을 도모하는데, 이에 조리 공간과 식사 공간 모두 확대되는 것이다. 여럿이 모여 요리할 수 있는 대형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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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식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과 팬트리 룸 등으로 조리 공간을 확충한다. 또한 주방이 거실을 대체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부상해 주방과 거실을 통합한 리빙 다이닝이 등장하고 다이닝 영역을 아늑한 휴식 공간으로
연출해 가족 간 교류를 유도한다. 외부에서 즐기던 여유를 자신만의 공간에서 누리고자 홈 바나 홈 카페를 마련
하는 트렌드도 두드러진다.
오늘날의 주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양극화되는 듯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 흐름은 결국 한 지점으로 수렴한다.
천편일률적인 주방의 공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춰 한 사람 혹은 한 가족의 라이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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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온전히 담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주방은 구조부터 디자인까지 사용자에게 특화해 나를 말하는 공
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주방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협소한 공용
공간 곳곳에 분산해 실용성을 높였다.

MINIMAL_BORDERLESS

주방의 해체

Cavour 82
Design / Pierattelli Architetture
Location / Florence, Tuscany, Italy
Area / 65㎡
Photograph / Iuri Niccolai

거주자 라이프스타일을 적극 실현한 Cavour 82는 실용성과 편안함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주거 프로젝트다. 19세기 지어진 팔라초 건물의 최상층을 개조했는데 높은
천장고를 살리고 영역 간 경계를 허물어 폭이 좁은 평면을 극복한 점이 인상적이다.
주방 요소가 흩어진 개방적인 공용 공간이 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높은 층고
를 살린 메자닌 영역 역시 유리 파티션으로 열려 있어 내부 흐름을 잇는다. 특히 울
트라마린 블루, 세이지 그린 등 차분하지만 생기가 감도는 색으로 구역마다 개성을
입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했다. 아울러 모든 면을 심플하게 정돈하면서도 나
무, 돌 같은 천연 소재를 포인트로 입혀 편안한 감각을 놓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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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요소 일부를 고급스러운 페트롤 그린으로 통일해
좌우로 길게 펼쳐진 주방과 거실에 연결성을 줬다.

*Focus on KITCHEN
작은 아일랜드가 1층 중앙을 가로지르지만 그 안도, 바깥도 하나의 주방으로 이
름 붙이기 어렵다. 주방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협소한 공용 공간 곳곳에 분산해 실
용성을 최대화한 것이다. 일반 주방과 달리 아일랜드에 매립한 싱크대와 레인지,
오븐뿐 아니라 냉장고까지도 거실 방면에 배치돼 동선이 더욱 자유롭다. 아일랜
드 옆에는 높은 천장고를 살려 긴 매립형 수납함을 설치했는데 오픈형으로 계획
해 디스플레이 장으로도 활용된다. 이처럼 주방을 이루는 요소가 흩어져 있음에
도 디자인 언어를 유지해 내부는 통일감 있다. 주방 아일랜드와 다이닝 체어, 거
실 선반장의 색을 고급스러운 페트롤 그린으로 통일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이 돋보
이는 Smeg 냉장고, 아티스틱한 실루엣을 지닌 Flos의 ‘Zeppelin’ 램프 등으로 공
간을 꾸몄다.

일반 주방과 달리 싱크대와 레인지, 냉장고
등이 거실 방면에 배치돼 동선이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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