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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전통 방식의 수제 점토 벽돌과 프리패브 콘크리트 패널

이라는 첨단의 건축 시스템이 한 주택에서 만났다. 믹스 앤 매치

(Mix & Match)가 돋보이는 외관에는 재료에 대한 다양한 실험

과 디테일로 가득하다. 

콘크리트 패널의 매력CASA iA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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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양한 재료가 적용된 만큼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나는 접점, 패널이 조립되었을 때 입면에서 보이는 

부분 등에 섬세한 디테일이 반영되었다.

2 - 원형의 구멍을 내기 위해 스틸 소재의 형틀을 

짜고 벽돌은 원형 톱으로 일일이 잘라 도형에 

맞추었다. 콘크리트 부분은 사전 제작되어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다. 

3 - 대문에서부터 이어지는 캐노피와 보가 진입부와 

건물의 축을 강조한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북서쪽 작은 도시 

포수엘로 데 알라르콘에 위치한 집은 

불규칙적이고 긴 대지에 자리한다. 땅의 

형상을 따라 길게 배치되어 집 자체가 

경계의 일부를 형성한다. 매스는 대면한 

양쪽 도로를 따라 형성된 경관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프라이버시와 채광 등을 

고려해 구성되었다. 동쪽의 주택 입구에서 

지붕이 덮인 서쪽의 실외 공간까지, 

콘크리트 빔과 기둥은 하중을 받는 구조 

역할을 하는 동시에 경계를 표시하는 벽의 

역할도 한다. 

집을 둘러싼 붉은색 수제 벽돌과 흰색 유광 

벽돌, 강철 패널과 콘크리트 패널은 그 

개수에 비해 조잡하지 않게 도시 안에 

자연스레 스며든다. 2층의 콘크리트 패널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프리패브(Pre-fabrication) 제품으로 각각 

다른 사이즈임에도 2일 만에 시공되어 작업 

효율을 높였다.  

건축가는 균질한 마감 표면과 정확도, 

신속한 시공성 등을 이유로 이전의 건축 

프로젝트에서도 프리패브 콘크리트 패널을 

써왔다. 특히 이 주택에서는 회색이 아닌 

흰색에 가까운 콘크리트 패널을 구현하는 

데 공을 들였다.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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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 프리패브 콘크리트 패널 

2층 외벽을 채운 콘크리트 패널 전체와 단열재를 끼운 일부 슬래브는 

공장에서 사전 제작되어 현장에서 조립했다. 

1 3 4 5 6

2

4 - 구조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보(현장 타설)와 

공장에서 제작된 콘크리트 패널은 색상부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5 - 스페인 전통 방식으로 제작하고 시공된 수제 

벽돌은 콘크리트 빔을 프레임 삼아 벽면에 채워졌다.  

6 - 흰색 유광벽돌은 입면의 깊이를 염두에 두고 

시공되었고, 동쪽과 남쪽에 사용된 폭이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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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PLAN ELEVATION

PLAN

대지위치 ▶ Pozuelo de Alarcón, 

Madrid(Spain) 

대지면적 ▶ 610m2 (184.52평)

건축면적 ▶ 130m2(39.32평) 

연면적 ▶ 355m2 (107.38평)

구조 ▶ 콘크리트

단열재 ▶ 그라스울, 압출법보온판

외부마감재 ▶ 벽 – 유광벽돌, 수제벽돌, 

프리패브 콘크리트 패널 / 지붕 - 평지붕

내부마감재 ▶ 벽 – 수제벽돌, 프리패브 

플라스터 보드 파티션(Pladur) / 바닥 - 

콘크리트

설계 ▶ LANDÍNEZ+REY | equipo 

L2G arquitectos, slp [eL2Gaa]

시공 ▶ URIEL y DEL VALLE 

Interiorismo, SL 

1F

2F

7 - 외부에 사용된 수제벽돌과 거친 콘크리트 벽돌이 

내부에도 적용돼 말끔한 실내 벽들과 대비를 이룬다.

8 - 2층으로 올라오자마자 만나는 서재엔 계단 난간을 

따라 판을 덧대어 독서 공간을 마련했다.

건축가 _ David Landínez González-Valcárcel, Mónica González Rey

두 사람은 ETSAM-UP과 UEM-Madrid에서 건축과 빌딩 엔지니어학 석사를 마치고, 2000년 스페인 

마드리드를 기반으로 하는 설계사무소 LANDÍNEZ+REY | equipo L2G arquitectos, slp [eL2Gaa]를 

설립했다. 이들은 건축이 시스템의 동력이 되어 공간이 제 능력을 발휘하도록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많다. 그 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치수나 규모, 기술 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http://l2garquitectos.com

전체적으로는 긴 매스의 방향을 따라 남쪽과 북쪽, 1층과 2층으로 공간이 구분된다. 

욕실과 부속실은 북쪽에, 식당과 방은 남쪽에 배치하고,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은 

1층으로, 사적인 공간은 2층으로 설정해 쾌적함과 실용성을 높였다. 아이들 방은 문을 

따로 달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동시에 중간에 있는 파우더룸으로 이어져 원하면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평면을 계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