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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서울시립대학교는 도시연구와 관련된 기초학문과 정책연구의 중심지로서 서울시 정부의 주요목표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서울시립대학교는 도시과학을 집중육성하기 시작했
으며, 도시와 도시문명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
를 바탕으로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민간에서도 많은 지원을 이끌어냈고 2003년
이래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도시과학 분야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건축, 디자인, 도시연구, 환경공학과 시정 분야의 연구와 정책, 실천과 교육을 통합하는 다양
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건축학부는 도시특성화 사업과 대학 전체의 포괄적인 목표를 이끄는 리
더이자 그 수혜자이다. 이런 목표와 특성화 사업이 서울과 아시아 지역의 도시문제에 집중하기는 하지만, 지역
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아카데미와 실무 영역 사이, 실험적인 태도와 현실적인 문
제해결 사이의 균형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대한민국의 중심 대도시이자 역사도시라는 서울과 함께 서울시립
대학교의 교육목표는 폭넓은 학문 영역과 뛰어난 창의력을 포용한다.
건축학 프로그램은 1975년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로 시작되었으나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방향에 부응하기 위
한 대학교 조직개편 시 도시과학대학에 소속되었다. 그 후 건축, 도시, 조경, 교통을 묶어 건축도시조경학부로 개
편되었고, 1996년 건축공학과가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으로 분리되면서 이 두 전공을 묶어 건축학부로 재
편되었다.

건축학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실무 건축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건축학 프로그램은 서울시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공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고유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건축학전공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에 충실한 건축인 양성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40년간 축적된 교육경험과 우수한 교수진의 다양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건축
학교육의 기본(fundamental)을 이루는 이론과 실무의 통합을 지향하며, 전공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전문성을 강
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산업계에서 필요한 실무능력과 기술지식을 훈련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구축환경을 스스로 창의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미래 도시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변화에도 독창적인 문제해결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을 충실히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2) 글로벌 도시건축 지도자 양성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주요 도시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세계를
무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화를 중요한 교육목표로 유지해왔고, 국제적인 인적 네트
워크 형성을 통해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왔다. 국내의 건축시장에 국한된 좁은 울타리
를 넘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도시의 모습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교육목표이다. 이를 위해 건축학전공은 유럽과 북미와의 지속
적인 연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아시아 주요 도시의 여러 대학과 연구 기관과의 창조적 연대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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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성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1982

대학원 건축공학과 신설

급변하는 기술과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건축문화를 이끌어 나갈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열린 태

1983

특수대학원 건축공학과 신설

도를 갖추고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창의력을 겸비한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건축학 전공은 건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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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신설

안팎의 여러 분야들과 함께하는 다학제적 협력과 융·복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현장에 걸맞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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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조경학부로 통합개편

2000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 분리

2002

건축학전공 교육과정을 국제기준에 따라
5년제로 전환

2003

5년제 건축학전공 인증대비 모의실사 및
건축공학 전공 공학인증 준비
도시과학 특성화 사업 대상 학과 선정

교육목표와 전략

2005

건축학부(School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로 개편

램의 특수한 교수법 도구와 더 큰 목표를 연결해준다. 건축학전공은 이러한 교수법 도구를 학부 커리큘럼과 스

2007

국내 최초 건축학 인증 획득

2009

건축학전공/건축공학 전공 학부생 분리
모집

2010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학과 선정

2011

2차 건축학 교육인증 획득

2016

3차 건축학 교육인증 획득

양한 구축작업과 미디어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스튜디오와 소그룹 모임 등의
교과과정과 특별프로그램의 추진을 통해 건축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매체를 실험해볼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워
크숍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또한 도시과학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학제간 협력과 융·복합 플랫폼의 확
장을 통해 서울시립대학교의 장점을 특성화시키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목표의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서, 건축학부 프로그램은 6개의 중간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건축학 프로그
페셜 프로그램, 대학원 프로그램과 교수진의 연구과제를 통합하는 교육·연구 구조로 발전시켜 왔다.
1) 인문적 소양에 바탕을 둔 건축교육
이 실행전략은 진리를 추구하고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 철학과 맥을 함께하는 것이며,
건축학전공의 세 가지 기본 목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건축은 인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공공의 가치를 추
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과과정, 스튜디오와 이론 수업, 국제 교류 프로그램
을 비롯한 특별 프로그램, 교수 연구와 봉사 활동, 학생자치 활동 프로그램 등 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
있다. 건축학전공의 교수진은 역사와 이론에 대한 탁월한 연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은 물론 대외활동을 활발
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와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건축 교육에 임하고 있다.
2) 건축 산업계가 요구하는 체계적 전문교육
5년제 건축학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두 차례의 건축학교육 인증을 받은 이후로 교육과정은 더 전문화되고, 산업
체와 보다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학 협력의 기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건축
학전공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교과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전문 교육을 지향한다. 특히 건축설
계 현장에서 소통의 도구인 도서작성 능력과 실무 수행 지식을 비롯한 다양한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특히 건축의 구축 과정과 재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건축 설계에 적용하는 능력을 교과과정 전반에 걸
쳐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매년 시행되는 다양한 비교과 특별프로그램과 학생 주도의 활
동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주도적으로 배우고 경험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3) 다양하고 지속적인 국제 프로그램
건축학전공이 지난 십여 년 동안 개발하고 지속해온 국제 교류 프로그램은 여러 학문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교
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동·하계 방학 중에 시행하는 아시아건축
도시연합(ACAU)을 비롯해 정규 교과과정 내의 국제 설계스튜디오, 해외 교원 초빙,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및 태
국의 출랄롱코른대학과 직접 운영하는 학과단위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수많은 비정기 워크숍 등이 운영되고 있
다.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는 유학생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 ACAU의 경우 건축학전공의 학생과 교

학과소개 5

수뿐만 아니라 도시공학과와 조경학과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며, 도시공학과와 조경학과의 국제 프로그램에도 건
축학전공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한 ACAU는 매년 회원 대학이 소재한 아시아의 도시에서 성
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지난 2014년에는 7개 전 회원 대학이 이 행사를 최초로 주관한 서울시립대학교에 다시
모여 새로운 단계의 교류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국제 프로그램들은 국제화 시대에서 교육을 통해
아시아 대도시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교류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중장기적 목표에 맞추어 기획되고 있다.
4) 도시과학과의 긴밀한 협력
건축학전공은 건축공학, 도시공학, 도시행정학, 도시사회학, 조경학, 공간정보공학, 교통공학과 함께 우리 대학
의 특성화 단과대학인 도시과학대학에 속해 있다. 이 학과의 교수진은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
며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학의 가장 긴밀한 협력의 대상이 되는 전공들이 한 울타
리 안에 속해 있음으로써 학생과 교수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장할 수 있고, 건축 영역 밖의 넓은 안목을 기초로
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공동개설과목을 통해 직접적인 협력과 융복합적 교류
가 일어나고 도시과학 공동졸업작품 전시회를 통해 서로의 전공과 업무 영역을 이해하게 되어 협력의 플랫폼을
조성할 수 있다. 건축학전공은 교과과정, 특별 프로그램, 교수 연구 영역에서 상호 관련 있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교육을 권장한다.
5)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적 환경과 기술적 발전은 새로운 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상황과 건축 산업 체계도 유동적으로 변화하여 기존의 산업분류방식의 효용성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건축 산
업의 변화에 맞추어 대학의 교육목표와 전략도 새로운 미래 환경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즉, 전문
성에 기초한 기본 역량을 키우는 한편 융복합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계의 마련을 통해 새
로운 창의성을 주도해 나갈 전문 교육의 현장을 제공하는 것을 수행전략으로 삼는다. 따라서 건축학교육 프로그
램은 현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에 매진하는 한편, 미래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
과 비전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경직된 직업훈련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유연
하며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으로 삼는다.
6) 통섭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
미래에 대한 비전과 역량을 갖춘 건축인은 자신이 속한 건축영역에 안주하기보다는 그 경계를 뚫고 활동 영역을
인문학과 사회과학, 조경과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확장시켜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전문분야
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통섭과 소통의 능력이 요구된다. 즉, 전문성
을 갖추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장 기본적인 소양이지만, 그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확히 표
현하고 소통하는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 통섭과 소통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은 우리 대학 건
축학 전공의 마지막 수행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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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Inauguration of a dual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1982

Inauguration of the masters program in
the Graduate School

1985

Inauguration of the Ph.D program in the
Graduate School

1996

The Program in Architecture and the
Program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were reestablished as 4-year programs
within the newly formed Faculty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Landscape
Architecture and College of Urban Sciences.

1999

Post-professional graduate program
re-established as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

• Educate architects who are faithful to the fundamentals
• Nurture global leadership in architecture and urbanism
• Cultivate diversity and creativity to create well rounded professionals

Founding Mission of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While providing a sound general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careers not only as professional
architects but also as experts in the wider field of architecture, the department seeks to establish
a special identity that shapes, reflects, and contributes to the university's unique identity as the
public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established by and working for the great metropolis of Seoul.

University of Seoul,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s 5-year undergraduate program was the first to receive
architectural accreditation in Korea. It trains students for a career as a professional architect as
well as Master and Ph.D program in the diverse fields of history, theory, preservation, housing,
institutional issues, sustainable design, and facilities planning. While maintaining its unique civic
character as the university of and for metropolis Seoul, it places creative, intellectual work and
responsive architectural design firmly at the core of its educational goals. These programs, the
largest and the most innovative in Korea, draw strength and character from their active relation
with architectural engineering,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With a solid foundation
in design, graduates excel in the diverse fields of architectural design, interior and environmental
design, academics and research, information technology, public service, and real estate
development.

2000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established

2002

Inauguration of the 5-year Program in
Architecture

2003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established as independent programs in
the Graduate School.

2005

Reorganization into School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2007

First program in Korea to receive
architectural accreditation

2009

Independent admission process per
department

건축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학생 스스로 주제, 대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발전시켜

2010

Department of Architecture selected for
Governmental Education Fund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졸업작품 전시회와 함께 결과물을 제출한다.

2011

Department of Architecture selected for
Government Education Fund Received
5-year architectural accreditation(2nd term)

2016

Department of Architecture selected for
Government Education Fund Received
5-year architectural accreditation(3nd term)

교과목 설명 Course Descriptions
건축설계Ⅶ  41647(6.0.12)
졸업작품으로 완성한다. 졸업 작품은 건축과 도시, 문화와 기술에 대한 이해, 해석, 비판적 관점을 갖고 창의적인

Architectural Design Ⅶ

Building upon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from previous design studios, students develop their
own independent thesis projects. Thesis projects should demonstrate critical attitudes towards
architecture and the city as well as interpretation of contemporary culture and technology. Under
the supervision of faculty advisors, students are given freedom and responsibility to devise
programs and issues. Thesis projects will be evaluated on creativity, accuracy in issue assessment
and completeness of resolution. Students are required to submit complete works accompanied
by clear, detailed descriptions on the design process, for the graduation exhibition of the College
of Urban Sciences held near the end of the semester.

INTRODUCTION 7

Graduation Work
Design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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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GE²
SQUARE

합필과 건축협정을 통한 8필지 블록개발의 프로토타입 제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최근까지 민간시장에 모든것을 맡기는 형태로 펼쳐져왔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노원, 강남과 같은 계획도시와 4대문 안의 구시가지를 제외한 시 외
곽지역의 경우 7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발생한 8~10필지 규모의 격자 블록의 도
시조직을 그대로 유지한채 쳬계적인 인프라지원없이 자생적인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주거지 환경은 점차 나빠지고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 기존의 소규모 개발을 넘어서 합필과
건축협정등의 방법을 통해 개별필지가 아닌 블록단위의 개발을 시행하고 블록을 하나의
유닛으로 도시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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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필지 블록
6~8m 보차혼용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8~10필지 단위의 블록으로
서울 외곽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도시조직이다.
서울의 전체 주거형태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품고 있는 도시조직이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없이 개별 사업자의 독자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점차 난개발의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6~8m 보차혼용도로

3~4m 소로
차량 교행불가
보도블럭

3~4m 소로
차량 교행불가
8필지 ~ 12필지 구성
보도블럭

8필지 ~ 12필지 구성

38m ~ 55m

38m ~ 55m

18m ~ 26m

6~8m 보차혼용도로

18m ~ 26m

6~8m 보차혼용도로

기존의 건물들은 각종 사선제한으로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도로사선제한의 폐지로 용적률을 확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도로사선제한 폐지
90㎡~160㎡

대지면적

대지면적 160㎡ 이상의 필지는
단독 개발도 가능하지만
8필지 블록 내 대다수는
100~140㎡의 소규모 필지이다.

1: 1.2

90㎡~160㎡

세장비

다가구주택
8필지 블록 내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는 다가구주택이다.
소위 ‘반지하’를 가장 많이
도래하는 30년
제공하는 주거형태로 수요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가구주택들은 1988년경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곧 준공 30년을
맞이한다. 블록 내의 건물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지어져
큰 재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 1.2

합필개발
법의 변화, 주택의 노후화,
필지 형태의 한계,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두 개의 필지를 합쳐
개발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가로와 접하는 면이
건물과 면하는 면 보다
짧은 필지 형태로
단독 필지로 개발 시
채광의 불이익이 크다.

8필지 블록의 현황과 변화

8필지 블록의 분포
8필지 블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도시조직으로
주로 도봉, 강북, 은평, 중랑 등 서울시 외곽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강북이 가장 특징이 두드러진다.

수유, 미아동 조직형태
수유, 미아동은 8필지 블록이 가장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블록 하나에 대한 개발형태가 만들어
진다면 그것을 하나의 유닛으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시 녹지공간 및 주차장 수요도
8필지 블록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강북 등의 지역은
정부의 체계적인 인프라 지원없이 주택 그 자체만
자생적으로 개발되어 녹지공간과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sit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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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지개수 : 1
개별면적 : 153㎡
여유공간 : 12%
세대수: 8
세대별면적 : 44㎡
주차대수 : 5
주차부족 : 3

#1
필지개수 : 2
개별면적 : 146.7㎡
합필면적 : 293.4㎡
여유공간 : 29%
세대수: 12
세대별면적 : 55㎡
주차대수 : 8
주차부족 : 4

#4
필지개수 : 1
개별면적 : 160㎡
여유공간 : 11%
세대수: 4
세대별면적 : 40㎡
주차대수 : 4
주차부족 : 0

#2
필지개수 : 2
개별면적 : 146.8㎡
합필면적 : 293.7㎡
여유공간 : 30%
세대수: 12
세대별면적 : 57㎡
주차대수 : 8
주차부족 : 4

#3
필지개수 : 1
개별면적 : 146.8㎡
여유공간 : 11%
세대수: 7
세대별면적 : 46㎡
주차대수 : 7
주차부족 : 0

도봉동 개발현황 조사
도봉동의 경우 2002년경을 시작으로 합필을 통한
개발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합필개발이 이루어진 필지가 생겨날 경우 기존의 보행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골목길은 점차적으로 차량의
주차로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합필개발된 필지들을 살펴보면 주차와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대지면적의 약 20%의 여유 공간이
발생하지만 길과 면해야 하는 주차공간으로 인해
대지 경계 부근의 경계용 조경 역할이나
버려진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12

#5
#1
#4

#2
#3

#11

#6

#7

#8

#13

필지개수 : 1
개별면적 : 337㎡
여유공간 : 12.4%
세대수: 11
세대별면적 : 60㎡
주차대수 : 8
주차부족 : 3

#15

필지개수 : 1
개별면적 : 190.6㎡
여유공간 : 15.4%
세대수: 8
세대별면적 : 53㎡
주차대수 : 8
주차부족 : 0

#9

#10

#17

#26

#27

#16
#13
#15
#14

#28
#20

#21 #22

#23 #24

#29
#30

#31

#25

#14
필지개수 : 1
개별면적 : 204.6㎡
여유공간 : 23%
세대수: 5
세대별면적 : 60㎡
주차대수 : 4
주차부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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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8
#33

#32

#7

#10

필지개수 : 2
개별면적 : 128.4㎡
합필면적 : 256.8㎡
여유공간 : 22%
세대수: 11
세대별면적 : 50㎡
주차대수 : 8
주차부족 : 3

필지개수 : 3
개별면적 : 119.5㎡
합필면적 : 358.7㎡
여유공간 : 24.3%
세대수: 10
세대별면적 : 63.8㎡
주차대수 : 8
주차부족 : 2

#8

#11

필지개수 : 3
개별면적 : 132.6㎡
합필면적 : 398㎡
여유공간 : 25%
세대수: 16
세대별면적 : 56㎡
주차대수 : 11
주차부족 : 5

필지개수 : 2
개별면적 : 111.3㎡
합필면적 : 222.7㎡
여유공간 : 26.8%
세대수: 9
세대별면적 : 64.7㎡
주차대수 : 8
주차부족 : 1

필지개수 : 2
개별면적 : 94.24㎡
합필면적 : 188.48㎡
여유공간 : 20.7%
세대수: 8
세대별면적 : 45.5㎡
주차대수 : 7
주차부족 : 1

#16

#17

필지개수 : 1
개별면적 : 278.6㎡
여유공간 : 28.4%
세대수: 9
세대별면적 : 69㎡
주차대수 : 6
주차부족 : 3

필지개수 : 1
개별면적 : 257.6㎡
여유공간 : 28.3%
세대수: 8
세대별면적 : 63㎡
주차대수 : 8
주차부족 : 0

#9

#20

필지개수 : 4
개별면적 : 88.87㎡
합필면적 : 355㎡
여유공간 : 17.8%
세대수: 13
세대별면적 : 45.3㎡
주차대수 : 10
주차부족 : 3

필지개수 : 2
개별면적 : 96.75㎡
합필면적 : 193.5㎡
여유공간 : 29.9%
세대수: 8
세대별면적 : 47㎡
주차대수 : 8
주차부족 : 0

#21

#25

#12

필지개수 : 2
개별면적 : 96.65㎡
합필면적 : 193.3㎡
여유공간 : 26.7%
세대수: 8
세대별면적 : 44.4㎡
주차대수 : 7
주차부족 : 1

#22

필지개수 : 2
개별면적 : 113.7㎡
합필면적 : 227.4㎡
여유공간 : 24.5%
세대수: 8
세대별면적 : 55㎡
주차대수 : 7
주차부족 : 1

필지개수 : 1
개별면적 : 123.6㎡
여유공간 : 22.6%
세대수: 4
세대별면적 : 74.1㎡
주차대수 : 4
주차부족 :0

필지개수 : 3
개별면적 : 91.13㎡
합필면적 : 273.4㎡
여유공간 : 25.2%
세대수: 10
세대별면적 : 52.7㎡
주차대수 : 8
주차부족 : 2

#23

#24
필지개수 : 3
개별면적 : 92.66㎡
합필면적 : 278㎡
여유공간 : 18%
세대수: 10
세대별면적 : 44.4㎡
주차대수 : 8
주차부족 : 2

다세대주택 여유공간 현황
다세대주택의 주차를 뺀 나머지 공간은 전체 면적의
20~30%나 차지하지만 공간의 위치 및 접근성으로
인해 버려지는 공간이나 의미 없는 조경으로 채워져
있는 현실이다.
SONG, WON JUN 15

Merging Type

Parking plan

Merging Type

ALT 1

ALT 2

코너집중형

골목집중형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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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pace Program

Space Program

Parking plan

Merging Type

Space Program

Parking plan

ALT 3
생활가로형

SONG, WON JUN 17
SONG WON JUN 8

Merge(합필개발)

×

Merge(건축협정)

Square(작은광장)

=

Square
Parking
Square

CONCEPT

Square
Parking

단일 필지내에서 개발이 힘든 현실 속에서 합필된 4개의 필지가 건축협정을 통해
두 필지가 합필을 통해 다세대주택 건설을 하나의 단위계획을 바탕으로 저층부와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한다.
사이공간을 통합적으로 설계한다.

건축협정을 Square
통해 실현된 통합적 주차공간은
기존에 실현하기 어려웠던 보차분리를
실현하고 대지의 공유와 함께 길의 면적을
주민의 공간으로 활용, 작은 광장을 만든다.

코어 공간을 확장해 여분의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
모습을 코어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게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서로를
알아 갈 수 있다.

개발과정

8필지 모두가 한번에 개발될 수도 있지만
대지주 각자의 사정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개발되었을 때도 주차구획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기존 다세대주택의 한계
1층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필로티 주차장은 필지 내의
공간뿐만 아니라 인접하는 길의
성격 또한 주차공간으로
바꾸어 버린다.

코어 공간의 확장

최종적으로 8개필지가 순차적으로 모두 개발되었을 때
새로운 주차동선과 주민의 공간이 형성된다.

건축협정을 통해 주차공간을
건물 사이 공간으로 옮기고 여유 공간을
길과 결합시켜 주민들의 공간을 만든다.

저층부 프로그램
가장 마주침이 빈번한 입구에
상업시설과 휴식공간을 배치해서
잠깐의 마주침이 긴 대화로
이어질 수 있게한다.

주거 유닛 내부의 면적 확보만
신경쓰기 때문에 공용공간의 환경은
어두컴컴한 기피 공간이 되고
이는 주민 간의 교류 저하로
이어진다.

사이공간의 활용
기존의 버려지던 건물 사이 공간은
개방된 코어를 배치함으로써 서로를 관찰하고
알아 갈 수 있는 교류의 공간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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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의 배치
주거유닛 내부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는 주방을 코어와
연접하게 배치를 하여 서로를
관찰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ELEVATIONS

7878

7878

7878

7878

7878

7878

SECTIONS

ALT 1

ALT 2

ALT 3

ALT 1

ALT 2

ALT 3

ALT 1

ALT 2

AL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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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TUDE
PLANET

Mediateque on context none site
주변 맥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대지 위에서 시작된 설계. 시작은 공공과 개인에 있
어서 ‘Regressus Ad Originem’. 결과적으로 남은건 Form & Structure base on
Geometry. 얄팍한 Plan-Plate 위에 세워진 강력한 Geometric Form. 파도가 한 번 휩
쓸고 가면 무너져버릴 모래성과 같은 설계. 하지만 해변에서 만든 모래성들이 모두 덧없진
않았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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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ROGRAM
1500m

9F
GALLERY
& ADMIN
8F
1000m
S
T
R
E
A
M

7F

6F
500m

5F
LIBRARY
4F

3F

Development-Prearranged Area
(related Culture&Art)

2F

Nowon-Gu
Office

1F

LOBBY
& RETAIL

B1

ARCHIVE
& PERIODICAL

Chang-Dong Station
S
T
R
E
A
M

B2
B3
B4

CONTEXT NON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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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 MEDITATE

SERENDIPITY

CONTINUE & CLOSURE

FACADE (Functionality)

PARKING
& MACHIN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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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Y

make 3 layers

MAKE 3 LAYERS

make 3 layers

add 1 layer

open the middle center

ADD 1 LAYER

OPEN THE MIDDLE CENTER

add 1 layer

open the middle center

vertical cylinder

tilt for vision

reconst

reconstitute to curve

FORM

vertical cylinder

VERTICAL CYLINDER

tilt for vision

FORM
TILT
FOR VIS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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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itute to curve

RECONSTITUTE TO CURVE

o curve

reconstitute curves

make void

RECONSTITUTE CURVES

MAKE VOID

reconstitute curves

make void

set up points & lines for structure

reconstitute for usability

RECONSTITUTE FOR USABILITY

reconstitute for usability

set up in vertical positoin

STRUCTURE

set up points & lines for structure

set up in vertical positoin

STRUCTURE
SET UP POINTS & LINES FOR STRUCTURE

SET UP IN VERTICAL POSITOI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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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UP

UP

DN

D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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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DN

DN

UP

7TH FLOOR PLAN

SECTION PERSPECTIVE

LEE, CHAN SOO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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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FOR
CONNECTION

용산도서관 리노베이션을 통한 도시연결의 가능성
남산을 경계로 형성하는 소월길을 중심으로 바깥쪽은 ‘도시’, 안쪽은 ‘자연’으로 구분된다.
그 경계에 위치한 용산도서관은 녹지가 많지 않고 도로와 동일선상의 레벨에 위치하고 있
기 때문에 소음이 심하고 옹벽 위 지상 5층부만 도로레벨 위로 솟아 있는 실정이다.
건물이 옹벽에 끼어있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용산도서관은 옹벽과 건물
이 철저히 분리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용산도서관은 도시
와 자연의 경계에 위치해 있지만 그 사이에서 연결보다는 단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이
트의 지형적 특성과 기존 건물 콘크리트 자체의 물성을 드러내는 리노베이션을 통해 도시
연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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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Condition
용산도서관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30-90
준공년도 :
1969
건물면적 :
1,439.61 ㎡
연면적 :
6,945.13 ㎡

배치도 1/4000

배치도 1/4000

Topographic Feature Of Site
남산
20m
남산
20m

후암동

후암동
용산도서관

외부연결계단

소월로

옹벽

용산도서관

남산과 후암동 경계에 위치한 용산도서관은 경사가 심한 지형에 자리 잡고 있다.
소월로
두텁바위로
기존 도서관 앞뒤의 두 도로는 20미터가량의 레벨차가 나고, 용산도서관은
그로인해 생긴 옹벽에 끼어있는 상황이다. 도서관 양옆으로도 왼쪽으로 200미터,
옹벽
오른쪽으로 60미터가량의 옹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끼어있는
두텁바위로
이 옹벽은 남산과 후암동을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암동 주민들이 옹벽 위 소월길에 위치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오른쪽에 있는 가파른 야외 계단을 이용하거나 도서관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만 했다. 최근에 들어서 야외 계단 옆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이동이
수월해졌지만 옹벽 위아래를 연결하는 지점이 300미터가 넘는 옹벽 전체 길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이트 전경

사이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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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남측

사이트 남측

외부연결계단

사이트 북측

사이트 북측

Existing Building Plan & Structure
1969년에 지어진 용산도서관은 800*1000의 거대한 기둥과
구조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체를 강조하듯 드러내고 있는
입면은 건물 주위의 옹벽과 하나의 거대한 벽처럼 보인다.
기존 건물에는 세 개의 코어가 있지만 오른쪽의 외부 계단과
사용 금지된 왼쪽의 계단실을 제외하면 건물 중앙에 위치한
계단만이 도서관 이용객들이 실제로 이용 중이다.
이렇게 중앙에 위치한 계단은 양쪽이 막힌 복도공간과 더불어
닫힌 동선을 만들어낸다. 또 옹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창이 나지 않는다.
옹벽과 맞닿아 있는 사선의 벽과 거대한 구조체로 인해 도서관
내부 공간이 작게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비효율적인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건물의 복도와 옹벽 사이의
작은 공간들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평면 1/1000

기존평면 기존기둥
1/1000
기존코어
기존기둥

이처럼 기존 평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옹벽을 고려하지 않은
코어 위치와 복도공간에 있었다.

기존코어

0

0

Existing Building Facade
기존 용산도서관은 건물 앞뒤의
도로레벨에 맞춰 두 개의 출입구가
나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기존
건물에서 지상 5층 부분만이 소월로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지하 1층부도 두텁바위로 일부에서는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건물 정면에서
봤을 때 6층 전체, 후면 소월로에서는
건물의 5층 한 층의 입면만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

후암동 주거지역

후암동 주거지역

두텁바위로
10m
두텁바위로
10m

용산도서관
22m
용산도서관
22m

도서관진입로
6m
도서관진입로
6m

소월로
18m
소월로
18m

남산공원

남산공원

북측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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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ion

Design Process
COMBINING IN-OUT CIRCULATION
BY USING RETAINING WALL
Using retaining wall for
making outside circulation

Removing slab and
putting inside circulation

MAKING OPEN LIBRARY
ALONG WITH CIRCULATION

Circulation Void
Open Library

PUTTING NEW CORE BETWEEN
EXISTING AND RENOVATION MASS

New Core
Outdoor Escape Stair

옹벽과 도서관 내외부를 관통하는 동선을 통하여 기존의 단절되어
있던 옹벽 위아래의 두 길을 새롭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 만들어진 동선 주변으로 생긴 열린 열람공간은 기존의 거대한
구조체를 일부 덜어내는 동시에 남아있는 구조체를 그대로 보여
주는 공간이 된다. 기존 건물의 거대하고 거친 물성을 드러내는
이 대공간 위에 아트리움을 덧붙임으로써 내부의 채광과 외부에서
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기존 건물의 비효율적인 위치의 코어를 없애고 건물을 관통하는
내외부 램프 동선과 함께 새로운 코어를 배치했다. 단절되었던
사이트 앞뒤의 길은 옹벽과 건물 내외부를 아우르며 이어지는 램프
공간을 통해 연결된다.
기존 건물에는 건물 중앙에 있는 하나의 코어와 양끝에 있는
두 개의 피난 계단이 존재한다. 건물 중앙의 코어는 긴 복도공간과
그 끝이 막힌 동선을 만들어냈다. 또한 건물 뒤쪽 옹벽과 면한
사선의 벽은 비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34

REMOVING EXISTING MASSIVE STRUCTURE
AND PUTTING ATRIUM FOR LIGHTING
Removed part from
existing building

Atrium for Lighting

Before Renovation

After Renovation

KWON, YU REE 35

1F Plan
scale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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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Plan
scale :1/800

6 F Plan
scale :1/800

PLAN 1/800

SECTION
SECTION1/6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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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VIEW

4F READING ROOM WITH CORE

4F INTERIOR LAMP AREA WITH READING ROOM

3F READING ROOM

38

졸업이다~.~

KWON, YU REE 39

한옥 +

높은 한옥 밀집도를 가지고 있는 익선동 한옥마을은 한옥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높은 개발 압력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서울시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각 한옥을 보존하며 한옥 간 연결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고, 동시에 새로운 구조를
이용한 수직확장으로 용적률을 증가시키는 작업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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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기지정된한옥밀집지역
(평균7.45
높은한옥밀집도(30.7%)
한옥밀집지역

익선동 한옥마을
위치 : 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
면적 : 31121.5㎡

한옥밀집지역
한옥밀집도

BUT.
높은 개발압력으로
합필과 고층건물 개발에 의한
한옥멸실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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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북촌
7.3%
7.3%

한옥밀집도
서울시내 기지정된한옥밀집지역
(평균7.45%)
대비
높은한옥밀집도(30.7%)

돈화문로
돈화문로
6.5%
6.5%

인사동
인사동
7.4%
7.4%

운현궁
운현궁 주변
주변
4.1%
4.1%

경복궁
서측
경복궁 서측
7.8%
7.8%

북촌
7.3%

선잠,
앵두마을
선잠, 앵두마을
11.6%
11.6%

그러나
100년
역사의익선한옥은멸실진행中
그러나
, 100년
역사의익선한옥은멸실진행中
그러나
, 100년
역사의익선한옥은멸실진행中
그러나
, ,100년
역사의익선한옥은멸실진행中

익선동
30.7%

-높은 한옥 밀집도

돈화문로
6.5%

인사동
7.4%

익선동
익선동
30.7%
30.7%

운현궁 주변
4.1%

경
7

선잠, 앵두마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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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개발
개발대안
대안
한옥

한옥을 보존하며
한옥을
보존하며
수직증축
수직증축

44

증축부간의 연결로
증축부간의
다양한
공간연결로
구성
다양한 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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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입구

한복 샵

화장실

카운터

창고

실외정원

방
탈의실

화장실

탈의실

복도

화장실
실내정원

창고

화장실
창고

입구
방

화장실

카페

층 라운지
입구

게스트하우스
라운지
화장실

주방
계단
라운지

샤워실

평면도
평면도
1층층

46

계단

야외데크

평면도
2층
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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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지다
Aging in Place
자신이 살던 곳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 곳에서 살아가기

“노인이 사는 집은 일반적인 집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노인이 사는 집이라고 여타의 집과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
그저 노인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신체적, 정식적 특징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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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자연, 노인과 청년 그리고 이웃
도심과 자연의 경계에 위치한 이 대지는 주변에 여러 종류의 커뮤니티 시설과 학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과 병원이 있어 젊은 세대와도 같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다.
또한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많은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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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결합

노인과 청년

주민과 이웃

도심과 자연

3가지 요소

만남

전망

빛

매스
1층의 매스를 터
자연을 사이트 내로 들임

도심과 자연의
사이에 위치한 사이트

남향의 빛을 고려한
고층부 매스 배치

자연

사이트

도심

프로그램
샵

중정

카페

공용식당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로비

청년주거

교육실

이웃과 함께하는 공간 배치

주민과 방문한 가족을 위한
공용공간 배치

노인과 청년이 사는
주거공간 배치

단위공간

단위세대별 면적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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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을 면한 복도에
공동테라스 배치

숲을 면하게 단위공간마다
개인테라스 배치

단위공간 사이에
공유마당인 알코브 형성

노인주거

중정 (1F)
아이들이 뛰어놀고 동네주민,
청년, 노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노인들은 이들을 바라보기도
함께하기도 하는 거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의 공간

공용식당 (2F)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공간
노인들이 쉽게 느끼는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해결해주고 청년과 노인.
같이 사는 주민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실 (1F)
노인을 위한 교육실과
주민을 위한 교육실이 있다.
때로는 노인과 주민이 나뉘어쓰지만
때로는 사이의 벽을 없애
그들이 섞여 함께 사용하는 공간.
폴딩도어를 열어 중정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한
열린 공간.

테라스 (2-6F)
복도는 빠르게 지나치는 이동을
위한 공간에 지나지않고
같이 사는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고 살 수도 있는 일자형구조
복도 한 켠에 공용 테라스를
만들어 주어 이곳에서 주민들은
여럿이 모여 수다를 떨거나
함께 다과를 나눠먹기도 하는
만남의 장소

옥상텃밭 (2F)
동네에서 놀러온 이웃들과
주민들이 함께 작물을 키우는 곳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이들을 바라보기도,
함께 가꾸기도 한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수있는 공간

카페 및 샵 (1F)
주변의 이웃들과 이곳에 거주하는
노인 및 청년이 함께 이용하는공간.
보다 이웃들을 향해 열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웃을 건물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유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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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에 대한 배려 _ 넓은 창과 테라스
이중개폐식 슬라이딩 도어의
상단부분을 열면 문 너머 창으로
바깥의 풍경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 전체에 적절한 빛이 들어온다.
침실과 거실의 테라스에 면한
넓은 창은 실내로 풍경과 빛을 끌어들인다.
사이트 맞은편을 향해 난 테라스에서는
따듯한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기도 하고 한가로히 앉아
바깥 풍경을 구경한다.

공존하는 두가지 전망 _ 자연과 도심
복도에서의 전망
공용테라스에 모여있는 이웃들의 모습과
텃밭과 중정의 모습을 뒤로 도심의 모습이 그려진다.

개인테라스에서의 전망
작은 텃밭과 가로수의 근경을 배경으로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의 모습이 펼쳐진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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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가을

겨울

노인주거

청년주거

쉐어하우스 :

2세대형 :

1세대형 - 독립형 :

1세대형 - 친목형 :

도시형 생활주택 :

혼자가 된 노인이
다른 노인들과 함께
거실과 식당을
공유하는 유형.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는
노인 부부를 위한 유형.

자기개발 공간을 원하는
독거 노인을 위한 유형.

타인과의 사교활동을
중요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기를 즐기는
노인을 위한 유형.

필요한 요소들을
컴팩트하게 배치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유형.

슬라이딩 도어 및 문턱의 제거

핸드레일

2단 개폐식 슬라이딩 도어

알코브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주출입구

거주자
주출입구

배치도
SCALE : 1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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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정
2. 홀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3. 사무실
4. 탕비실 및 비품실
5. 노인 교육실
6. 주민 교육실
7. 창고

3

4

8. 카페
9. 샵
10. 관리실

2

11. 회의실
12. 원장실
6

주출입구

11

12

5
10
1
거주자
주출입구

9
7

8

1층평면도
SCALE : 1 / 300
1. 라운지
2. 옥상정원
3. 공용테라스
2

1

3

3층평면도
SCALE : 1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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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풍경, 풍경의 레이어
각 풍경에서 느끼는 감정 또한 서로 다르다.
내 손으로 만지며 느낄 수 있는 정말 가까운 자연
약간 떨어져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근경의 자연
그리고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원경의 자연
생동감이 느껴지는 활기찬 도심의 풍경
이 다양한 레이어의 풍경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낸다.

입면도
SCALE : 1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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滘友軒
공우헌_빗소리와 벗하는 집

서울시는 마포구 망원동, 성산동 일대에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저류시설을 갖추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망원 배수구역이라 하여 고가 아래나 놀이터 혹은 공터의 지
하에 저류시설을 두어 집중호우에 대비할 계획에 있다. 공우헌은 이러한 집중호우를 비롯
한 강수시에 단순히 빗물을 처리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개념을 제안하는 집
이다. 대상지는 망원 배수구역 안에 있는 성산동의 주택가이다.
공우헌은 빗물을 단순히 모아서 재활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집이 아니라, 빗물이 모이는 과
정을 주택이라는 공간 안에서 체험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집이다. 공우헌 안에 있는 사람들
은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지나며 재활용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한편, 재활용된 빗물은 마
당과 화장실에서 중수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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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 (集水)

지붕
박공의 지붕으로 물이 모이면 각각의 물길로 모여 빗물이 내려간다. 지붕의 끝에서
는 빗물이 선홈통을 통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빗물길을 통해 나선형으로 내려가
며 각마당으로 도달한다. 지붕에 있는 네개의 구멍을 통해 각각의 빗길로 빗물이
개인의 마당까지 도달할 수 있다.

마당
개개의 마당으로 모인 빗물은 식수를 통한 정수를 거치며 조경수와 중수로 재활용
된다. 각각의 집은 빗길이 지나는 마당을 하나씩 갖고있다. 이 공간은 개인이 갖는
중간성격의 외적공간이자 빗소리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개인의 공간
이기도 하다.

중정
각 마당을 거쳐 내려온 물과 대지에 온 빗물이 모여 중정에 모이게 되며 최종적으
로 중수와 조경수로 사용된다. 후에 용량이상의 빗물은 중수도를 통해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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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淨水)

식재를 통한 정수는 실제로 활용되는 방
법이다. 식재는 마당의 조경수로써 역할
을 하는 동시에 빗길을 통해 내려온 우수
를 조경수와 중수로 활용하기 위해 정수
를 하는 역할도 한다.

2가지 중정과 1개의 정화 시설은 중정인
동시에 정수를 위한 물길이다.

대지 내의 모인 빗물과 빗길을 통해 모인
빗물은 중정의 3가지 단계를 거쳐 간단히
정화된다. 2개의 중정을 지난 후 모인물
은 정수시설을 통해 정수되어 저장된다.
필요 이상의 양은 우수관을 통해 배출하
거나 홍제천으로 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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滘友軒 (공우헌)
박공을 따라 빗물이 모이면, 모인 빗물은 물길을 따라 각 마당을 지난다. 각각의 마당에서 간단한 정수
과정을 거치며 우수는 조경수와 화장실의 중수로 재활용된다. 건물이 아닌 대지 전반에 내린 비는 중정
으로 모이게 되며 같은 원리로 정수한 후 조경수와 중수로 재활용한다. 다만, 폭우 등 필요양 이상의 강
수가 있을 시는 초과되는 우수를 기존의 우수처리 시설로 빗물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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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배수구역
서울시는 마포구 일대에 망원배수구역을 설정하여
집중강우를 대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시의
계획은 선정된 장소에 저류시설을 만들고 물을 모
아두어 집중강우시 하천 혹은 저지대의 범람을 막
는다는 것이다.
공우헌은 빗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빗물을 자원으로써 활용하는 것
을 제안하는 주택의 형태다.

滘友軒 (공우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4번지 일대 (월드컵북로12길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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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길
대지에서 필요이상으로 모인 빗물은 정화를 거쳐 홍제천으로
방류되거나 기존에 계획되어있는 우수시설을 통해 배출된다.
총 24개의 공간에 빗길이 있고 내린 비는 이곳을 지나 각 주
택의 마당을 지난다.

64

평면도

지하 1층

3층

1층

4층

5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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滘友軒(공우헌)_물소리와 벗하는 집
함께한 친구들
영주, 영민, 용현, 재근, 기주, 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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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ING WITH
VARIOUS H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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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ING
WITH
VARIOUS
HEIGHTS
SEONGBUK-GU CHILDRENCARE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Site : 1-4, 1, Soosumun-dong, Seongbuk-gu, Seoul
2, 1, Soosumun-dong, Seongbuk-gu, Seoul
142-5, 1, Soosumun-dong, Seongbuk-gu, Seoul
District : Second-class residential area
Priority landscape control area
Historical and cultural beauty district
Building uses : Child welfare facilities
Structure : Concrete, Bearing wall
Number of stories : 1 basement, 4 ground
Site area : 2,906.4m²
Building area : 1,244.94m²
Total floor area : 5144.34m²
Floor area ratio : 42.8%
Floor space index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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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ISSUE
ISSUE: :INCREASED
INCREASEDNEEDS
NEEDSOF
OFCHILDCARE-CENTER
CHILDCARE-CENTERAND
ANDCHILD
CHILDABUSE
ABUSEPROTECTION
PROTECTION
TOPICS
Dual-income
& One-income couple
couple
Child
Abuse
Reasonsfor
for Child
Child Abuse
TOPICS ISSUE
INCREASED
NEEDS
OF
CHILDCARE-CENTER
AND CHILDChild
ABUSE
PROTECTION
Increase of: nuclear
familization
Dual-income
& One-income
Abuse
Reasons
Abuse

66.5%

4.5
2.8

4.5

2.8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66.5%

Dual-income & One-income couple
62.4%
62.13%
62.4%

Child Abuse

Reasons for Child Abuse

33.7%
33.7%

62.13%
37.87%

37.6%
33.5%
37.6%
33.5%
....... 2007 ..... 2010

37.87%
.......

2015 .......

FAMILY

DRUG

CHARACTER FAMILY

ISOLATION LACK OF

2001 ..................................................................... 2015 VIOLENCE POISON PROBLEM CONFLICT ECONOMY CHILDCARE

PROGRAM
CHILDRENCARE
CENTER
AND
PROTECTION
INSTITUTION
....... 2007 ..... 2010
.......CHILD
2015 .......PROTECTION
2000 2005 2008
1980 1985 1990 ::1995
2001 .....................................................................
2015
PROGRAM
CHILDRENCARE
CENTER
AND
CHILD
INSTITUTION

DRUG CHARACTER FAMILY ISOLATION LACK OF
FAMILY
VIOLENCE POISON PROBLEM CONFLICT ECONOMY CHILDCARE

PROGRAM : CHILDRENCARE CENTER AND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CHILDCARE
CHILDCARE
CAFE
COMMUNITY
AFTER

CHILDREN’S
CHILDCARECENTER
SCHOOL
PLAYGROUND
PROFESSIONAL
CHILDREN’S
LIBRARY
CHILDCARE
CHILDCARE
CAFE
COMMUNITY
AFTER
EDUCATION
CHILDREN’S
HIDINGPLACE
CHILDCARECENTER
INFORMATION
HOUSING
TOYRENTER
ABUSE
SCHOOL
PLAYGROUND
PROFESSIONAL
CHILDREN’S
LIBRARY
CHILDPROTECTION
PLAYTHERAPY
EDUCATION
REPORT
PREVENTION
COUNSEILING
SCRAMBLE
HIDINGPLACE
INFORMATION HOUSING
TOYRENTER
ABUSE
CHILDPROTECTION
PLAYTHERAPY
REPORT
PREVENTION
COUNSEILING
SCRAMBLE
SITE SELECTION AND PRESENT CONDITION

SITE
SITESELECTION
SELECTION AND
ANDPRESENT
PRESENTCONDITION
CONDITION
30.93%

27,524

30.93%

27,524

33 -

25 -

30 - 32

20 - 25

27 - 29

15 - 20

24 - 26
33 - 23
30 - 32
(unit ; %)
27 - 29
24 - 26
- 23

750M

750M

500M

500M

750M

750M

250M

250M

500M

500M

250M

250M

10 - 15
25 - 10
20 - 25
(unit ; 1,000)
15 - 20
10 - 15
- 10

(unit ;)%)* 100
( Facility users / Facilities

Number of kids ( age ; (unit
0 -; 1,000)
7)

Nursery, Kindergarten, Elemantery Scool

( Facility users / Facilities ) * 100
( Facility users / Facilities ) * 100

Number of kids ( age ; 0 - 7 )
Number of kids ( age ; 0 - 7 )

Nursery, Kindergarten, Elemantery Scool
Nursery, Kindergarten, Elemantery Scool

Apartments
Apartments
Apartments

Seongbuk 1

1m

Booster Station

Park

6m

(Closed in 2000)
Seongbuk
Seongbuk 11

0
6m

1m

Booster
Station
Booster
Station
(Closed
(Closedinin2000)
2000)

0
8m
0
8m

Seongbuk
Nursery

using park

0

landscape

0

landscape

8m

using park
8m

4m road
in Site

0

6m
0
6m
0

1m

1m

7m

Statue of
Peace

0
7m
0

8m
0
8m

Retaining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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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eong Univ. Station

0

CONCEPT : VARIOUS HEIGHT AND LIGHT

%

F
RE

S
MASS PROCESS

using park

landscape

using park

landscape
landscape

landscape

insided
light
insided
light

various
heights
various
heights

context entrance

GL+0

GL+0

GL+4000

GL+4000

GL+8000

GL+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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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PLAN (SCALE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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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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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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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

0

740

74

1 HALL
2 TEMPORARY NURSERY
3 CHILDCARE INFORMATION
4 CHILDCARE CAFE
5 INFORMATION DESK
6 RENTER STORAGE
7 MEDICAL OFFICE
8 SEMINAR ROOM
9 OFFICE
10 PROP ROOM
11 THEATER
12 WAITING ROOM
13 STORAGE
14 FACILITY ROOM

B8
6000

A1 A2
9500

2300

A3

B7

7200

X6

7600

X5
5300

X4

B8

B7

710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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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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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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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8500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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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1 A2
0
3990
7400

2

9500

2300

2F PLAN (SCALE : 1/1000)
1 HALL
2 EDUCATION ROOM
3 LIBRARY
4 PLAYGROUND
5 TOY RENTER
6 COUNSELING
7 STORAGE
8 CHILDCARE OFFICE

A3

7600

Y3

7200

Y2

X6
X5
7400

5300

B8

7100

B7

X2
X1

7700

0
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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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
X3

5000

6
FL+200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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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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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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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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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

1

B1

5000

6

B3

B3

7

5000

OPEN

3

B2

3000

8

5000

5000

5
3

8500

3

Y4

3F PLAN (SCALE : 1/1000)

Y2

7600

Y3

0
3990
7400

2

1 HALL & PLAYGROUND
2 EDUCATION ROOM
3 OUTSIDE GARTEN
4 ATTIC ROOM
5 PLAYGROUND
6 OFFICE
7 NIGHT DUTY ROOM
8 STORAGE

Y1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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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REHAB

종로구 사직동 매동초등학교 리노베이션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며,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의 학교가 통폐
합될 것이다. 그 후 남는 학교 부지는 자본의 논리의 따라 기업이나 특정 개인의 소유가 되
는 등 사유지로 변한다. 이런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순 없겠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
교 건물을 임대 해주며 기존 학교가 가졌던 의미, 공공성 등을 일정부분 유지해주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고민해보았다.

늘 여행객으로 붐비는 거대도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호스텔을 프로그램으로 잡고,
학교가 가졌던 의미를 되살리는 취지로, 특히 유스호스텔을 프로그램으로 설정했다. 한국
에 들어와서 대형화, 관광산업화로 잃어버렸던 유스호스텔의 본질을 다시 되찾으면서, 기
존 도시조직에 잘 녹아 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1 CONTEXT_urban
2 SCHOOL MODULE_building
3 BUIlt-IN MODULAR WALL_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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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he number of student

The number of tourists in Seoul

2016

2014

630,000
2016

2014
14,200,000

630,000

14,200,000

2025

2006

430,000
2025

2006
6,150,000

430,000

6,150,000

The changing meaning of accommodation
facilities

Suggestion

DE

JP

KR

DE

JP

KR

Youth hostel is movement that started in
Germany in early 1900s. Currently, there
are over 6,000 opertaions in 73 countries.
But in Korea, the number is significantly
lower.

The original meaning of youth hostels

=
=

RENOVATION

EMPTY SCHOOL

The number of youth hostel in Korea

+
+

YOUTH HOSTEL

How to operate
Tourist

Government

User

Corporation
Student

80

Resident

+
+

+
+

Youth hostel in Seoul
· Youth hostel in Seoul

: Youth Facilities

- International youth center youth
hostel in Gangseo-gu
youth
center
youth
- Seoul
youth
hostel
in Jung-gu
- International
hostel in Gangseo-gu
- Hi seoul youth hostel in Yeounghostel in Jung-gu
- Seoul youth
Hi seoul deungpoyouth hostelgu
in Yeoung-

: Youth Hostel

- deungpo-gu

In Korea, youth hostel lost their
original meaning and became a
tourist
industry.
In Korea,
youth
hostel lost

site

their original meaning and
became a tourist industry.

URBAN PLAN
Site condition (scale : 1/2000)
existing school

Location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9 매동초등학교, 15-2
Site area : 12,026m²
Building area : 1,162m²
Floor area : 4,448m²

new mass

Jong-ro is always crowded with
many tourists. And a school was
selected that have few students,
especially located adjacent to
the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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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f system
The roof is basically glazed and supported by
H-beam. Externally it was used to minimize the
disconnection with Inwang Mt. and internally to
light and convey a feeling of openness.
The internal louver controls the amount of light.

glass

louver

H-beam

brick

roof garden

Circulation
This building is located on a slope, and therefore
the part of facing the school and facing the city
has different level.
Through external space, it naturally flows from
the city to the inside of the building.
And to keep the logic of the small urban
organization, circulation is connected by narrow
stairs and bridge, such as an alleyway.

small path way

school

east street
south street

cross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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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 PLAN
SCALE 1/1000

5F PLAN
SCALE 1/1000

4F PLAN
SCALE 1/1000

SECTION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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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PLAN
SCALE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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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PLAN
SCALE 1/1000

1F PLAN
SCALE 1/1000

BUILDING PLAN
New mass

new layer

new floor

new layer

existing building

sunken garden

AAnew
layer
was
created
between
the the
city city
and and
the school
by placing
the new
new
layer
was
created
between
the school
by placing
the mass
new mass
along
road.
And
a new
layerlayer
was was
inserted
into the
building.
It makes
alongthe
the
road.
And
a new
inserted
intoexisting
the existing
building.
It makes
space between outside of building and inside and acts an intermediary. At the same
space between outside of building and inside and acts an intermediary. At the
time, the building has powerful facade.

patio

same time, the building has powerful fa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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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

Elements of wall-furniture
WC

sink

shoe rack

storage closet

86

Users can have a special experience to stay in
these rooms where they have existing structures
and bottoms of school.

Reference and source
Section detail 사람소스: https://kr.pinterest.com/source/skalgubbar.se
Research 학령인구 감소, 여행객 증가 그래프: 통계청
숙박업소 방문의 다양한 목적: http://www.withinnovation.co.kr/INDEX1587.HTM?p=3838
유스호스텔 이미지: http://www.leunkim.com/routine/hi-seoul-youthhostel-day3/,
http://getabout.hanatour.com/archives/61610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where_main_search.jsp?cid=1884337
pictogram: www.flaticon.com/
Unit plan: https://www.l-a-v-a.net/projects/bayreuth-youth-hostel/

UNIT PLAN

UNIT PLAN

UNIT PLAN

·
Wall
moduleconcept
concept
Wall
module
· Wall module concept

· Standard
module
Standard
module
· Standard module

2beds

2B

2B

2B

4beds

2beds

2B

6B

6beds

4beds

6B

6B

6B

6beds

2B

2B

4B

4B

4B

4B

2B

2B

2B

2B

The existing school is a structure that a
single space is modular. On the contrary, I
suggest that walls become modular. It is not
only a wall but also a furniture and inserted
into the fabric between the existing school
structure. Even though it will be used for
different purposes later, it can accept new
program flexi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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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ROWD

Cutting-edge companies are at the heart of developments and have
created their own innovative systems of organization.
Architecture must look towards and design for the future. So how can
architecture be inspired by these new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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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ATFORM

Platforms are meeting points, each performing a different funtion.
(mainly commercial ex. cafe, restaurant,...) There are a number of
slightly varying definitions for the term 'platform'. Simply put, it's
a environment built to exchange values among groups. For example, a station platform which is representative of the platform plays
a role as a meeting space between passengers and transportations.
And numerous additional value exchanges happen in there beyond
its primary function due to snack bars, commercials nearby and such like, using crowds. Likewise, the platform evolves for connections and interactions of participants, providing new values and
benefits to everyone.
The third layer 'Platform' provides supporting
facilities which is in short supply in most of
knowledge industrial centers (apartmentstyle factories) in Guro digital tanji,
drawing additional interactions
among subjects of IT Crowd
like chances encounter,
idea exchanges, coworking, etc.

4

MODULE & STUDIO

Studios and Modules stand on every other floor.
Studio is for smaller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like
one-person creative firms or freelancers which are rising
sharply. Module exist with no specific aim like some of kiosks.
Module differs in that it can be moved by users and it has a low
ceiling so that users can stand on the ceiling. Moving modules can
be combined each other and make unintended spaces between them.

90

KIOSK & CORRIDOR

2

Kiosks basically exist to provide the bare essentials
for users like toilets and lavatories, but some of them
exist with no specific aim. Users can decide the best
use as needed. To keep pace with the flexible and
unpredictable working system of IT companies,
instead of fixed use rooms, multi-purpose
kiosks stands in a wide corridor so that
they can create various narrower
corridors.

1

EXISTING OFFICE

Typical type of office building in Seoul Digital Tanji
: knowledge industrial center(apartment-style factory)
Stairways Apartment-like Plan
1parcel = 1company
Irrelevant Companies
Share Infra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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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FLOOR PLAN

SCALE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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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SCALE 1/1000

TYPES OF KIOSK (LAYER 2)

TYPE OF MODULE (LAYER 4)

94

SECTION

SCALE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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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GHT STAYS
_빛이 머무르다

마곡동은 서울의 마지막 개발지역이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주거의 수요가 증가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1인주거,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거의 형태가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의 시장논리에 따른 답답한 성냥갑 같은 집이 아닌 주거 환경에 필수적인 요소들과 외
부공간의 적절한 조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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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마곡지구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산업
- 단연구, 산업, 생활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적
지식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첨단기술(IT, BT, GT, NT)간 융
합을 바탕으로 연구와 생산이 조화된 미래 지향형 복합단
지 조성글로벌 R&D센터, 연구소의 유치 등 네트워크 기반
조성으로 국제적 클러스터 육성

주거
- 현재 발산택지개발사업으로 공항로 남측은 이미 주거지로
조성 중이므로 기계획 주거지와 연계하여 주거기능을 배치
함. 기존 주거지의 이용권을 고려하여 근린 공공시설을 공
유함으로써 효율적 토지이용이 되도록 함.

공원&녹지
- 친환경적인 개발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곡구역 주변의
녹지체계를 연계하고, 기존 자연수로를 살려 폭 40~60m
정도의 연결 녹지 조성함.
- 마곡구역 전체에 보행자를 위한 녹도를 조성하여 거점공원
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모든 지점에서 녹지 체계에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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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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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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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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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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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view

106

Section perspective

thanks to...
내가 만들어 달라는거 다 만들어준 용덕, 묵묵히 열심히 도와준 상현,
레이져 연기 마시면서 고생한 은서, 2학기 마치고 나랑 같이 군대갈 막내 민규 까지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설계하는거 보니까 설계도사들이라 졸업까지 걱정이 없다.
다들 훌륭한 설계사가 되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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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TEX
와류 渦流

VORTEX 와류 渦流
청계천은 서울의 주요 도시 속 공원이다.
그러나 빠른 성과를 보기 위한 탓에 청계천 자체의 복원은 어느정도 완성도 있게 이루어졌
지만 청계천과 같은 레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애인을 위한 설계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방향으로 가게 되는 청계천에서의 흐름을 소용돌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 흐름을 저지시키고 좀 더 풍성한 도시 단면을 digital fabrication을 이용
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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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CONCEPT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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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PROCESS

CHUNGGYE - CHUN

MAKE PLATFORM at WATER LEVEL

PUT VORTEX

PLACE PROGRAM

CROSS VORTEX for CIRCULATION

SECTION CONCEPT

DIGITAL SKETCH
(EXTRACT GUIDE VERTEX, CURVE)

GEOMETRY to PARAMETRIC MESH

MAKE PANEL &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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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치 않음에도
잘 도와준
유나,
미로
감사합니다.
익숙치 않음에도
잘 도와준
성규, 성규,
채환,채환,
경석,경석,
유나,
미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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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NTIA VILLAGE
Renaissance Housing
Revival Share House + Nusing Home

치매 노인을 위한 마을
쉐어 하우스와 요양원을 복합한 주거, 청량리부흥주택
3초에 한 명, 1시간에 1200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 그것은 전 세계 치매 인구 수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2012년에는 10조, 2040년에는 78조 우리나라 재정의 1/6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해진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은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퍼센트로 돼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고령화는 전 세계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다. 치매
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일상적인 병이 될 것이다.
현재의 격리나 보호 위주의 기존의 요양원의 형태를 벗어나, 네덜란드의 호그벡 마을처럼
‘자유’와 ‘일상’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성’이 회복되어 환자의 존엄성을 지
켜주는 쉐어하우스와 요양원이 합쳐진 주거 리노베이션을 하고자 한다.
흥인지문 밖 동쪽의 길한 위치로 명성왕후의 홍릉, 고종의 능행을 위한 전차 부설, 그에 따
른 관사를 짓기 위해 대규모 필지 구획, 한국전쟁 이후 주거난을 해소용으로 지어진 청량
리부흥주택. 현재 불법증축으로 빽빽한 골목이 생긴 기묘한 장소이다. 현재는 늙은 집주인
과 주변대학생 원룸으로 주로 이용되는 이 곳에서 치매 노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의 대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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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e

출처 : 2020 하류노인이 온다, 청림출판

Possibility
출처 : Desinging

Environments for People with Dementia, 저 U.Cohen·G.Weisman

Issue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Over 65)
among The Entire Population(%)

출처 : 통계청

로튼 박사의 환경 압박이론에 의하면, 치매환자들의 환경적 필요성에 따라
계획된 웨슬리홀에서 나이에 의한 쇠퇴는 있었으나,
치매로 인한 신체적 쇠퇴 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되었다.

Site Capacity

Working Age Population

출처 : 통계청

(Per 10000 People)

Current Stauts of Dementia in Korea

출처 : 2012 보건복지부

Program

Dementia Medical Expense in Korea
진료인원(명)
총진료비(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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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4 보건복지부

Site: Cheongnyangni Public Housing

짧은 졸업작품 기간과 혼자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행한 “청량리 일탈과 일상” 책의 자료를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History

Original Plan of BuHeung bHousing

출처: 청량리 일탈과 일상,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 홍릉부흥주택 Digital Archive
http://fieldlab.cafe24.com/wp/restoring-originals/

Original Unit Plan

Transform
출처 : 청량리 일탈과 일상, 서울역사박물관, p.158

The Past

Original Isometric
출처 : 청량리 일탈과 일상, 서울역사박물관, p.158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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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entia Design

짧은 졸업작품 기간과 혼자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치매를 공간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 U.Cohen·G.Weisman가 쓴 “Desinging Environments for People with Dementia” 책의 자료를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Desinging Environments for People with Dementia, 저 U.Cohen·G.Weisman

1 Relevant Stimulus

적절한
자극 필요

Housing Cluster
가정적인 특성 강화로
스스로 대처가능한

자극의 정도 조절

2 Safety

3 Security

4 Safety

5 Communication

122

Existing Unit Plan

출처 : 청량리 일탈과 일상, 서울역사박물관

부흥주택의 원형(왼쪽사진의 흰벽돌)이 유지된 곳이 많았고,
원형 주위에 불법증축을 하여 추가적인 실을 만들어서 원룸으로 대여하거나 추가적인 생활공간으로 사용

Renovation Strategy

1 3켜의 필지

2 비움

기존 증축부분 비움 / 원형부분 보존

3 보존

4 연결

연결하는 증축부분을 공공공간으로 사용

Renovation Unit Module
부흥주택의 원형부분은
가로 5.8m, 세로 5.2m의 직사각형 형태이다.
복도(공공공간)에서 걷는 노인이
작은 거실(반사적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지켜보거나 말을 걸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만약 불편할 경우 침실로 들어가서
피신을 해서, 치매노인이 자극의 정도를
능동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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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Direction

Occupancy Plan

Medical + Community Program

Corridor + Deck

복도나 2층 데크를 산책로로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관람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적극적으로 내려가서 활동에 참여하는것을
선택할 수 있다.
자기 결정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Continuous Promenade

Landmark
각 특성에 따른 4가지 중정과
쉐어하우스 근처에 식재된 나무
중정을 기준으로
연속적인 회유로가 생긴다.
또한 중정의 산책로를 통해
다채로운 회유로 코스가 된다.

다른 중정으로 산책을 갔을 경우,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음.
만약 길을 잃었을 경우,
자신의 집 근처의 정원이나 나무를
기억할 계기를 제공하여서 스스로
찾아가거나 주위 직원 도움을
받을 시에 도움이 된다.

중정을 가로지는 2층의 통로는
중정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된다.

Security

Sun Room

Evacuation

주거 유닛 사이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직접적인 감시:
수직동선 근처에
간호스테이션
직원에 의한 간접적인 감시:
거실+부엌+식당

기존 원형 부흥주택의 골조 이용
1F 파고다
2F 선룸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해 호그벡 마을처럼 입구는 1개 설치
나머지 입구는 2중 잠금을 통해서 직원을 통해 열 수 있도록
장치해서 응급상황 발생시 직원의 도움으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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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1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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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A-A’ Section

1:700 2F Plan

GUE.ST.ART
회현동의 3가지 기억(남산육교, 적산가옥, 한옥)과
게스트, 아트, 스타트 하우스 제안 - [외:인 마을]

회현동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왜인(일본인)들이 거점으로 머무르던 마을이다. 해방, 6.25
전쟁 이후 지역주민들이 활성화 시켜왔다. 하지만 IMF이후 관련산업의 몰락과 지역경제의
쇠퇴로 인해 공실률이 증가하였다. 점차 활발함이 떨어지는 회현동에 새로운 활력의 요소
가 들어온다. 2017년 5월 개장한 SEOULLO 7017이다. 과거 근대화의 산업적 요소(서울
역고가)를 하나의 문화로 재생시키는 이 사업은 회현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로가 시작하는 회현역 부근 남대문 시장과 남산육교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공
간이다. 따라서 쇠퇴되고 공실률이 증가한 공간(회현동)속에 존재하는 역사요소(남산육교,
적산가옥, 도시한옥)를 활용한 복합공간을 제안한다. 이는 문화요소에 발 맞춰 증가할거라
예상되는 여행객, 예술가(외부인)에 초점이 맞춰 제안되며 새로운 모습의 마을을 제안한다.
GUE.ST.ART - [외:인 마을] 이다. 이렇게 제안된 외:인 마을은 회현동 전체의 개발 방식
에 영향을 미칠것이고 순환식 개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Architectural Review 2017

강희문

KANG, HEE MOON

이충기 스튜디오 • LEE, CHUNG-KEE STUDIO

HISTORY OF HOE-HYEON DONG

PROGRAM OF GUE.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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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ANAYSIS

SITE ANALYSIS

NAMSAN BAEK BUM PARK

SEOUL SKY PARK

GREEN AXIS

GREEN AXIS
HOE HYEON STATION
SEOUL STATION

MAIN SUBWAY, ROAD

ARCHITECTURAL ASSET

PEDESTRIAN ROAD

ALLEY

TOUR ELEMENT

PEDESTRIAN / CAR

ARCHITECTURAL ASSET

SUN /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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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METRIC : PROPOSAL
NEW PEDESTRIAN / NEW FACADE / NEW FUNCTION

132

CURRENT SITUATION

VILLAGE PARCEL
ORGANIZATION

INSERT PLATFORM
CONNECT TO TOE-GYE RO

INSERT CORE
CONNECT TO FUNCTION

INSERT PLATFORM
CONNECT TO SO-WOL-RO

REACTION TO VILLAGE

REACTION TO SUN,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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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AL SECTION / PERSPECTIVE VIEW
CONECT SEOULLO 7017
WITH EACH BUILDING

A. SEOULLO 7017 AND NAMSAN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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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ECT NAMSAN BRIDGE TO SAMSUN BUILDING

C. POSSIBLITY OF PARK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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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SECTION PERSPECTIVE : PROPOSAL
NEW ALLEY / NEW FUNCTION / NEW RELATIONSHIP
BOUNDARY LINE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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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BOUNDARY LINE OF LAND

BOUNDARY LINE OF LAND

PLATFORM

BOUNDARY LINE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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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 LIGHTER
Water Ecological Experience Center &
Exhibition Hall_Eungbong Rainwater Reservoir

The rainwater reservoir is a space where the people's feet are cut off
due to the nature of the program. I introduce a new water system in this
spac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rogram and to suggest a square and
a park in th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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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Data of Rainwater Reservoir

140

About Rainwater Reserv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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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Diagram

Modl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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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ainwater Reservoir System

Process & Pedestria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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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Diagram

144

-

Arrange vatious plants in the under ground space to create 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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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THE WORK

Network of Fashion Makers /
Mali-market Renovation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due to economic development,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first and second industries has decreased
and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third and fourth industries has been
increasing. As the existing manufacturing industry is stagnating,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area and the workers are getting worse.
Urban regeneration will be needed in the area Seogye - dong needs
improvement of backward residential area, walking environment and
lack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It will be possible to revitalize the city by
regenerating the region by forming an industrial network.
If existing sewing factories, their infrastructure, and new fourth-tier
industrial technology are connected and function, existing sewing
workers and young people will work in balance.
As a result of mapping after researching Seogye-dong, several
companies were gathered, and if they put infrastructure in there, they
would form a cluster and work. And as an industrial base, Mali-market
can perform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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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WORK
Network of Fashion Makers
Mali-market Renovation

Apparel Factory
Apparel Factory
Fabric Store
Clothing Store
Transportation
Industrial Cluster
Infrastructure Area
Seogye District Unit Plan
Network with Cluster
Network in Cluster
Additional Apparel Factory
Additional Clothing Store
Additional Theater
Seoullo 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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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Chain of Apparel Fashion Industry

Network of Makers Platform

Program Process

Process of Production

Guide for Mali Maker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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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
Fashion
Maker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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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market has been built since 1968 and has been constantly changing with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It is still undergoing a lot of changes and needs different functions depending on the surrounding situation. In
the entire site, buildings with no preservation value were demolished, and the front and back buildings were
cut out to secure external space. We connected the masses between existing buildings and connected them
to each other, and widened the space by putting other masses on existing buildings. I made various circulation
lines connecting the land with many levels of buildings and several buildings. The connection of these lines
(network from outside to inside, copper inside, connection from inside to outside) forms a network of different
programs. This network can affect not only the building but also the whole of Seogye-dong as a base.

History of Mali-market
~1968

1968

1969

1973

1976~

Surrounding
road

Building

Usage

The Changes of Programs
Before Renovation

After Renovation

Mali overview
Mali-market Overview

Demolished Buildings

Connection with Surrounding

Network i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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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ovation Strategy
Square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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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come Lever Difference

Additional Space

Atrium Expansion

Structure Diagram
Connecting with School

Connection with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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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
N.E.W.STATION

Drone Station for Cold-Chain De livery
[건축·도시·조경 협력스튜디오]
서울역 고가공원 서울로 7017이 5월 20일 개장함에 따라 건축, 도시, 조경 3팀은 서울역
일대 미래도시재생계획이라는 주제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역 일대 미래도시재생을 위해서 우선, 저희는 서울역 주변의 현재 상황들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서울역의 기능 확장에 따른 철도의 확장으로 인한 동서간의 단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서 서울역의 네트워킹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각 과는 자신들의 특색에 맞게 네트워킹에 대해서 해석하고
서울역을 배경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축은 네트워킹의 요소 중에서 서울역이 가지고있던 물류 네트워킹에 주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물류라는 프로그램을 건물에 적용시켰으며, 미래라는 측면에서 미래물류 산업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을 건물에 적용시켜보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먼 미래가
아닌 2025년 정도의 근미래를 상정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기차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드론에 적용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에 존재하는 모든 물류를 담당하기에는 비현
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물류중에서도 콜드체인이라고하는 온도와 시간에 민감한 물류를 채
택함으로써 드론물류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습니다.
기찻길에서 가까운 매스는 물류위주로 담당을 하게 만들고, 인도와 가까운 매스들은 드론
에 대한 교육이나 판매와 같이 일반 사람들이 드론을 이해하고 친숙하게 다가갈수 있는 프
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건물 지붕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 해두어 사람들이 드
론이 배송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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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ine

Site Analysis

Network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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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of Drone
Non-Military Drone Market

Use

Merits

Program
Cold Chain

Grouping by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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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ncept

남북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기찻길의 흐름에 주목

162

여러갈래로 뻗어나가는
기찻길의 선형적 느낌을
형상화

Renovation Strategy

Existing building

Remove part of existing building

Remove part of existing building

Add new mass

Draw

Tw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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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Process Diagram
8. 개구부가 열리며, 물품을 실은 드론이 이륙한다.
7. 대기하고 있던 드론 밑으로 물품박스가 위치하고 드론에 장착된다.
6. 배송할 물품들이 올라오는 시간에 맞추어 지정된 드론들은 컨베이
어벨트를 통해 미리 이륙장까지 이동한다.

5. 포장작업이 끝난 물품들은 덤웨이터를 통해 드론이륙장
까지 운반된다.
4. 분류된 물품들을 포장실로 옮겨 드론배송을 위한 포장
작업을 한다.
별도의 항온항습유지 처리가 필요한 물품들은 작업실을
먼저 거친 후 포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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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품들을 꺼내 분류하고, 빈 컨테이너는 창고에 보관한다.
4. 지게차를 이용해 콜드체인 물류가 담긴 컨테이너를 내린다.
동시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빈 컨테이너들을 열차에 올린다.
1. 하역장 옆의 화물열차 선로를 통해 콜드체인 물류가 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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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북측출입구를 바라본 뷰
드론이 날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

지붕위에서 서울역을 바라본 뷰
서울역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옆으로 드론이 출입하는것을 볼수 있다.

남쪽 출입구로 들어와서 바라본 뷰
좌측에는 드론 판매시설이 있으며, 아트리움으로 전시된 드론을 볼수 있다.

메인홀 공간
드론과 관련된 전시가 이루어지고, 직접 드론을 조종해볼수도 있다.

드론 격납고 & 이착륙 공간
물류에 맞춰서 드론이 물품을 받아서 출발하게 된다.

콜드체인 물류 하역 & 분류 공간
기차를 통해 들어온 물품을 하역및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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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문규형, 원석, 선진, 다훈, 상민, 예진, 세영, 미현, 서영
모두 모두 수고많았어. 덕분에 졸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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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MILY

충정아파트 리노베이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1인주거
요즘 사회는 ‘1인’, ‘혼자’ 에 대한 관심이 많다. 혼밥, 혼행, 혼술 등의 다양한 신조어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런 관심은 건축에서는 ‘1인주거’를 통해 나타난다. 1인주거를 살아가면서 겪
는 가장 큰 문제점은 ‘외로움’이였고, 이 ‘외로움’을 반려동물을 통해 해결해주고자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정하게 된 곳은 충정아파트로 중정형 아파트로이며 1937년에 지어졌다
고 기록되어있다. 충정아파트는 전면에 위치한 충정로 확장으로 건물일부분이 잘려나가게
되면서 복도와 계단이 하나 더 생겨났고 그 결과 특이하고 비합리적인 모습이 되었다. 이
런 충정아파트는 재개발과 문화유산 지정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약
80년이 지난 충정아파트의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가 1인주거에서 사람들이 겪는 외로움과
많이 닮아있었고, 이해적이고 경제적인 여러 갈등으로 별다른 대안없이 그저 남겨진 곳이
었기에 안타까웠다.
기존의 충정아파트만으로는 공간적 제약이 많았고 중정을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
에 주변 대지를 포함하였다. 중정을 확장하고, 다양한 진입 동선을 만들어주었으며, 중정을
따라 생긴 복도에 램프를 추가해 반려동물에게는 산책의 공간을 만들어주었으며 사람들에
게는 다른 사람들과 더 접촉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기대하였
다. 또한, 동물과 관련한 시설들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고, 반
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과 주거 사이 사이
에 필수적 혹은 선택적 SHARE SPACE를 배치하면서 주민뿐만 아니라 이 곳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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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hospital

Pet hospital

Pet hotel

Pet hotel

Pet cafe

Pet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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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LD SUIT
SOGONGDONG HOTEL PROJECT

SIX OLD BUILDINGS,
LOCATED IN THE HEART OF SEOUL.
ONCE,
STREET WAS LINED WITH TAILOR SHOPS.
BUT, NOW,
PLACE WHERE NOBODY VISITS.
NOW,
I NAME THIS PLACE AS ‘THE OLD SUIT’
AGAIN,
I AM TAKING OUT ‘THE OLD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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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LOCATION

SITE ANALYSIS & MISSION

SOGONG-DONG 112, JUNG-GU, SEOUL
1 PEDESTRIAN PASSAGE

2 MODERN BUILDINGS

3 DAEGWANJEONG RUINS

180

BASIC CONCEPT

1

1 IMPROVE OF NARROW 1.5M
WIDTH PEDESTRIAN PASSAGE
CONDITION.

1. STREET

2 CONNECTING SIX BUILDINGS
AND DESIGNING AS ONE WHOLE
PROJECT.

2

2. ADD
3 OVERCOMING LEVEL DIFFERENCES
BETWEEN FRONT AND BACK YARD.
REACTING TO SUBSEQUENT DESIGN
PLAN OF BACK YARD.

3

3.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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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 PILLOTI

2. SUNKEN

3. UP

4. ROOF

5. ATRIUM

DAEGWANJEONG RU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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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OVARION DESIGN

1. DEMOLISH
0. IDEA
OLD UIT & NEW TIE

184

2. FACADE LINE

3. ADD _ I

4. ADD _ II

5. ATRIUM

6. PI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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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1.5

PLAN 1

EXISTING PLAN
186

PLAN 7

PLAN 4

PLAN 3

PLA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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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USE:YOUTH
Saint Josep Apartment Renovation project

성요셉아파트 리노베이션;
도시형 장터와 청년 창작 레지던스
성요셉아파트는 1971년 완공되, 지금까지 약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
는 1세대 아파트이다. 1971년 약현성당의 발주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세운상가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상가형 아파트의 시초로,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 들과는 다르게 길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는 선형의 아파트이다. 이런 성요셉 아파트의 요소들을 활용해 기존의 가치를
없애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성요셉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중림동이다. 이곳은 최근 서울로 7017의 개발에 맞물려 중
림동 도보여행길 등의 계획들로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는 동네이다. 이런 계획에 있어서 성
요셉 아파트를 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아파트라는 단일한 프로그램을, 저층부는 플리마켓, 주민 도서관 등 지역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한 프로그램으로 채웠다. 상층부는 청년 창작자 들이 사용할 수 있
는 레지던스로 바꾸었다. 이때, 경사지의 레벨차를 활용해 단면적으로 새롭게 연결될 수
있는 수직적 연결들을 만들었다. 또한, 건물 뒤편의 약현성당으로 연결을 고려해 성당과
건물 사이에 수직적 동선을 만들어 연결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도시 속에서 단일 오브제로 존재하던 건물이 도시의 확장 역할
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건물로 바뀌는 것을 상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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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1971

Firts generation apartments

2017

Linear market

Junglim street market

Seoullo 7017

Youth + Flea market

Old Apartment need New Idea

주변개발로 인한 유동인구 유입

190

주변개발로 인한 유동인구 유입

주변개발로 인한 유동인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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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192

Perpendicular

Urban Scalability

2017

Seoullo 7017

Yackhyeon Catholic Church

2017. 5.25
2017. 2 - 6.5

Reuse ; Youth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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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ncept

Saint joshep apartment DNA

194

role of saint joshep apartment

Renovation Process
STEP 1

Current

Extract

New program

Current

Divert the corridor

Attach a polycarbonate facade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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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perspective

196

Plan - GL+15650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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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ART MARKET

해방촌 신흥시장 리노베이션
HBC SIn-Heung Market Renovation
How to Renovation?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 또는 리노베이션 방식은 대지 내 구성원들의 지속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현재의 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리노베이션을 위해 프로그램과 건축매스에서
기존의 부분에 새로운 부분이 덧대어지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새로 추가되는 부분들은 기존
의 부분들이 융합 또는 재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Why Renovation?
해방촌 신흥시장은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예술가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변
화와 함께 분위기 또한 변하려고 하고 있다. 예술가들의 유입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인 공방에 적합한 좁은 폭의 실내 구조들, 공방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는 복층구조들,
작은 마을같은 독특한 분위기등의 장점을 주요 이유로 생각하였다. 현재의 평면 및 단면들
은 예전 프로그램에 맞게 설계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방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이끌어 내지
못한 건축적 잠재력이 많다고 생각하였고, 리노베이션을 통해 건축적 잠재력을 최대한 이
끌어 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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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Sketch

200

Concept from HBC

NODE in the HBC

SCENE on the STREET
LEE, KYEONG JAE 201

Mass Develop

MASS PROCESS

NODES into Art Market

TWO AXISES

Explode

To produce activation, Apply
NODE to Art Market. Nodes in
the HBC have character that
meet many different programs.
In the Art Market, there are
many different programs. And
to exchange Programs, bring the
NODE into the Site.

Existing buildings boundary
looks like
catle that disturb infow into the
inside market. Using NODES,
make Entrace and Meeting
place against Road to produce
activation.

There are two AXISES in the
Outside, inside boudary. Outside
AXISES, made of Party Wall, is
boundary line of parcels. Most
of Parcels (Party walls) maintain
for residents. Some parts of
newing space between Party
walls will complment the lack of
site’s personality.

To make mass (New Mass
Sticking to existing mass), Use
Existing inside Mass. Besides
meaning of renovation, Use
for architectural interest. And
Nodes, made between Masses,
Use for meeting place.

STREET SCENE in the HBC

SCENE in the ArtMarket
202

Plan

1. Craft
2. Cafe/Pub
3. Gallery
4. Common Market
5. Experience Space
6. Market Center
7. Education Center
8. Information Center
9. Selling Point
10. Toi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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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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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TERPRETATION

TOPO-Connection

ARCADE in the today’s market

There is difference of altitude in the site,
about 5m. Making circulations between
old masses and new masses, connect
high Topography and low Topography.

LIGHT
One of the interesting thing in the today’s
market is LIGHT. There is arcade, broken
somewhere, it makes shadow and bright
space repeatedly.

REINTERPRETATION

New STRUCTURE

PARTY WALL - Extending
One of the way to reinterpretate the
PARTY WALL is the Extending.

To make new attaching mass, It need
new Structure. Attached additional Steel
Structure can make free paln, in contrast
with existing plan. Because of Party
Wall, Existing plan is made into narrow
width. New steel can make wide width,
will be large space, and corr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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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Placement

1. Craft
2. HBC Market
3. Art Market
4. Co-Working Space
5. Common Work Room
6. Studio
7. Pub/Cafe
8. Community Center
9. Selling Point
10. Terrace
11. Toilet

1. Craft
2. HBC Market
3. Housing
4. Caf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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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udio
2. Studio for Workers
3. Common Living Room
4. Terrace

1. Craft
2. Market Center
3. Communtiy Space
4.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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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UL
FARM

Hub of Urban Agriculture
한강 개발 이후 섬으로 변한 노들섬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장소가 되어 버렸다. 노들섬을
문화 예술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2번의 공모전을 거쳤지만 모두 무산되었고 임시 텃밭으
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노들 텃밭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노들섬
은 사람들이 다시 찾는 장소로 바뀌었다. 노들 텃밭은 어느덧 노들섬의 이미지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더나아가 노들섬이 도시 농업의 중심지로 제안해 본다. 기존의 도시 농사꾼을 위
한 노들 텃밭과 도시 농업 전문가들을 위한 연구센터 그리고 일반 시민도 노들섬에서 즐길
수 있는 ‘Nodeul Farm’을 제안한다. 그리고 1년내내 사용할 수 있는 노들섬으로 Green
House로 구성된 형태로 기존의 노들 텃밭의 단점을 보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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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UL TIMELINE
도심 속 시민텃밭으로 노들섬 부활

NODEUL PROGRAMS

NODEUL FARM TIMELINE

PROBLEM : 텃밭을 가꾸는 도시 농사꾼 위주의
이용자들로 이용자 범위가 한정

PROBLEM : 11월~2월동안은 사람들이 찾아 오지 않는 노들섬

PROPOSAL : 시민 - 도시 농사꾼 -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도시 농업 공동체이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노들섬

PROPOSAL : 365일 이용할 수 있는 GREEN HOUSE 노들 텃밭

210

NODEUL TIMELINENODEUL CIRCULATION
PROBLEM : 노들섬의 상단과 하단의 단절

PROPOSAL : 노들섬의 상단과 하단을 연결해주는 동선 만들기

노들섬에 진입 할 수 있는 유일한 동선인
한강대교의 LEVEL과 하단의 순환 동선이
8M 높이의 옹벽에 의해 단절되어 있음

직선적인 동선을 통해 상단과 하단을
연결해 주는 새로운 동선을 생성.

상단과 하단을 램프로 내려 갈 수 있는
동선을 한 쪽 옹벽을 낮춰서 생성.

새로 생긴 동선과 노들 텃밭 그리고 건물을
관통하는 동선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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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UL PLAN

216

AXONOMETRIC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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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L 8 바이럴 8

대학생 스타트업을 위한
청량리 부흥주택단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부흥주택은 청량리역의 북쪽에 있는 주택단지로 서울시와 주택공사(당시 대한주택영단)이
1954년에 지어낸 대량 주택공급의 결과입니다.
현재는 구조물이 많이 낡아서 단열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임기응변적인 불법증축을
반복해 거치면서 평균 건폐율이 91%에 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역시 부흥주택 단지를 청
량리 제6재개발구역으로 포함시켜 십년 가까이를 주민 의견을 모았으나 아직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합니다.
한편, 오래되었으니 다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 주장은 부흥주택단지가 가진 의미와 매력을 생
각해 보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54년에 지어진 부흥주택의 원형은 오랜 세월동
안 변화를 겪으면서도 건물의 골격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오래된 주택
단지를 미래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려 한 바 있습니다.
미래유산의 재개발이라니 아이러니한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부흥주택에서 전면적 파괴가
아닌 다른 개발 방법을 찾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Viral 8 프로젝트에서는 이 오
래된 주택단지를 둘러싼 다양한 가능성 안에서 대안적인 개발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리하여 이 오래된 동네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및 사진 / 드로잉 출처
[1]. 서울시립대학교 2016년 2학기 황지은 스튜디오 부흥주택 리서치 자료
[2]. 청량리. 서울역사박물관(간행물)
[3]. 정아선 외. 청량리 부흥주택의 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4]. 다음 지도 및 로드뷰 서비스
[5].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부흥주택 상업시설 연대기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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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 Rena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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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a new Hanshin Again ?

A New Actor: Startup Students from Universities

CHOI, KYUNG IL 221

Finding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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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for Re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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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CITY
BIG SOCIETY
Uijeongbu Female Prison

New Female Prison
This project was started with these questions, ‘Does convict never go
back to society?’ ‘Does prison always need to be dark and isolated from
society?’
Now in Korea, there are no place for increasing female prisoner and
female prisoners need different facility from male prisoners. It’s obvious
that prison facilities need to be built more but it’s hard to do because of
NIMBY.
But in the research found that design can help to solve NIMBY problem
and to provide better environtment to prisoner affects violence inclination
of prisoner a lot. Practice to change image of prison is already stated all
arount the world.
Now, this new female prison site is rice field and located close to two
different city area. Provide better environment using existing rice field
instead of demolish it both for prisoner and new type of visitors. Also
make new programs for new visitors “Residents”.
Most of Prisoners goes back to society someday. Educate them and
give a chance to communicate is not only for them but also for us.
This relationship need to be more closer. But now their relationship is
disconnected so i tried to change it with new type of correlation between
prison and society by adding new Users, Programs and Open spaces.
Architectural Review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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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PRISON ISSUE IN KOREA _ Design can help to solve NIMBY
Female Criminals are increasing but there is only one female prison in Korea.
75% of female prisoners go to normal prison which doesn’t have facilities and discipline programs for women.
We need to build more prisons but it’s hard to do because of NIMBY.
Prison NIMBY problem can be reduced by design them and help to disciplne prisoners.

< Sources>
여성수용자의 모성보호권과 노동권,손봉숙
KBS 다큐3일 http://news.1.kr/articles/?2449743
교도소 이미지, 홍성열
Ministry of Justice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orrectional facility
focused on the prison architecture lee young soo, moon young sam
Shenyang juanzhu univ.campus by turenscape
Surveiller et punir : Naissance de la prison, Michel Fouc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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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ly, prison’s circulation is closed and have no chance to communicate with society. But communication is
very important to displine prisoners before they go back to society.
Providing facilities and programs for ‘Residents’ can change the closed circulation of previous prison and some
spaces will be shared with users from inside and outside. it can give benefits to resident by giving them facilities
they can use also reducing second conviction rate.

GENERAL CIRCULATION OF PRISON
Each user’s facilities and circulations are totally
isolated

NEW CIRCULATION WITH RESIDENTS
Users have meeting point in their realtionship
and more chance to relate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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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CONNECTION FROM THE CITY AREA

Site for female prison located between two city area.
Normally prison located far from city but in the terms of having a
symbiotic relationship, this site has good connections from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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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 EXISTING RICE FIELD AND FLEXIBLE BOUNDARY ON THEM
Prisoner can go outside only for 30 mins in a day.
Better open space environment is important not only for visitor but also for
helping prisoner’s emotional reformation. In this point, using rice field and
flexible boundary, make more various open spac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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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Simplized program connection

234

Layout diagram based on connection and entrances

Start from Traditional Prison

Using Panopticon as a pattern

Locate Programs based on the

Select Units follows Program

Existing Road and Rice

Combine Location, Size and Patterns of

SIT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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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D OUT OF PRISON LAND USES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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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AND SYSTEM
Some new type of buildings are for both visitors and prisoners.
Restaurant operating under prison, performance hall for prisoner’s performing,
shops selling goods in cheap price made by prisoners.
They can communicate with society in this way before they go back to society and it
can help them to adapt to the outsid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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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CCESS CINEMA
IN JONGNO; TYPOLOGY
OF POST MULTIPLEX
RENOVATION OF SEOUL CINEMA BUILDING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영화 산업이 활발한 장소 중 한 곳이다. 예비 제작자들과 기술자
들, 작품을 고르는 관객의 수준 등 더 좋은 다양성 영화가 제작될 가능성은 크지만 이미 제
작된 독립영화들조차 상영될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대형 배급사와 멀
티플렉스 상영관은 상영 영화를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선정한다. 수익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영화관의 입장과 더 다양한 영화를 볼 기회를 얻고자 하는 관객의 입장을 동시에 생
각하면서 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이트는 한국 영화의 발전과 역사를 함께 해온 충무로의 서울극장이다. 서울극장은 현재
에도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멀티플렉스 상영관이며, 두 개의 독립영화상
영관과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상업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기존의 멀티플
렉스에서 독립영화 상영관이 어떻게 관객을 끌어들이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
그램적 제안과 함께 공공공간과 영화관 프로그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공
간적 제안을 제시 한다.

Korea is one of the most attractive spot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movies in the world.
There are many potential movie directors and artists. However, present
system and cinema doesn’t support the development of diversity of
independent movies. This new type of cinema proposes programs and
public spaces for audience and diverse independent and commercial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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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CONSTRUCTION YEAR
EXISTING BUILDING
PROJECT BUILDING

13, DONHWAMUN-RO 11GA-GIL, JONGNO-GU, SEOUL
1964
MULTIPLEX CINEMA
MULTIPLEX CINEMA WITH PUBLIC SPACE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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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OLLYWOOD

A. LOCATION : ONLY NEAR METRO ST SURVIVED
B. ROLE : REPRESENTATIVE OF CULTURE OF SEOUL
C. DECLINE : NEED FOR NEW TYPE OF CINEMA

DISAPPEARED

BLOCKING ALLEYS

DECREASING PUBLIC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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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ORS

MONSTER IN BLOCK
WRECKER OF CONTEXT

3 DIFFERENT THEATERS IN ONE BUILDING WITH SEPARATED CIRCULATION-EXISTING CIRCULATION
EXISTING CONDITION OF SEOUL CINEMA

THREE CORES WITH ENVELOP

SEOUL CINEMA

SEOUL ART CINEMA

INDIESPACE

SCREEN MONOPOLY
INCREASING PROPORTION OF MULTIPLEX
CINEMA OWNED BY PRODUCTION COMPANY

SCREEN MONOPOLY - DISTRIBUTOR AND
CINEMA

“PUBLIC ACCESS” IN MOVIE INDUSTRY
LET’S GIVE PEOPLE RIGHT TO CHOOSE WHAT THEY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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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ING SPACE
JOINT OF SPACE FRAME SLAB &
TRUSS CORE

FORMING SPACE

242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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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WORMHOLE

REHABILITATE SEOUL EXPRESS BUS TERMINAL
반포에 위치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도심집중을 완화하고 강남을 개발하기 위한 명목으
로 1981년 개장하였다. 동양최대의 버스터미널로 손꼽히던 이곳은 당시에는 1층 뿐아니
라 3층과 5층에도 버스 승차장을 가지고 있어서, 거대한 램프를 따라 건물의 상층부까지
버스가 오고다니던 장관이 벌어지곤 했다. 그러나 상층부 버스진입로가 안전문제로 철거
되며 3층과 5층의 승차장도 1988년, 1992년에 차례로 폐쇄되었다. 2017년 현재는 1층만
을 승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전에 승차장이 위치했던 3층 에는 화훼상가가, 5층에는
웨딩홀이 들어 섰다.(5층 웨딩홀은 17년5월1일 부로 영업종료. 신세계백화점 사무실 입주
예정) 또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는 3, 7, 9호선 지하철 개통과 함께 현재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하상가가 발달되었고, 바로 옆 블록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과 그 산하의 지하
상가시설로 인한 엄청난 유동인구에도 불구하고 고속터미널 건물 내부로의 사람들의 발길
은 이어지지 않고 기존 고속버스터미널에 위치했던 소규모 혼수제품, 의류상가들이 계속
해서 쇠퇴되어 가고있었다.
또한 8개의 고속버스회사가 나누어 가지고있던 터미널의 지분은 현재는 신세계그룹이 최
대주주로 있는 상황이며, 이는 언젠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제2의 신세계 타운으로 변
모할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터미널이 가진 독특한 외관의 물리적인 역사성과
개장당시부터 혼수섬유제품을 팔던 프로그램의 역사성을 지켜낼수있는 설계를 하고자 하
였고,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반포섬유소상공인 특화지원산업을 근거로하여 터미널을 단순
상업시설로써가 아닌 다른 용도의 시설과의 보완을 통해 지켜내는 안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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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INFRASTRUCTURE
DISTORTS
GEOGRAPHY
이 인포그래픽은 대상지에서
고속버스로 운행하는 지방도시와
고속버스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갈 수 있는 임의의
지역들까지의 거리와 이동시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아래/위의 막대그래프를 통해
이동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곳이
실제로 더 가까이 위치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으며,
전국 지도에서 거리 영역보다
시간효율성 영역이 작다면 이는
시간효율성이 좋은 것이고,
거리 영역보다 시간효율성 영역이
크다면 이는 시간효율성이 좋지
않은 것이다. 옆의 그림으로
고속버스가 운행되는 경부
지역으로의 시간효율성이 확연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 인프라는 거리를 왜곡한다.

STICK GRAPH
BY EXPRESS BUS
BY CITY SUBWAY
BY LOCAL BUS

AREA
BY DISTANCE
BY TIM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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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MHOLE
: IN-BETWEEN PRIVATE LAND

BIG MONSTERS’ LAND
: TERMIAL/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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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NALYSIS
: TYPES OF COMMERCIAL
OWNERSHIP
IN SMALL STORE

PERCENTAGE
OF EACH ZONE

ZONE1. COMPLETELY DEAD STORE ZONE
ZONE2. GETTING WORSE STORE ZONE
ZONE3. WELL OPERATED PROGRAM ZONE

252

SEOUL EXPRESS BUS TERMINAL 1981-2017

SEOUL EXPRESS BUS
TERMINAL MARKET PRICE

SEOUL EXPRESS BUS TERMINAL PERCENTAGE OF OWNERSHIP

(10 thousand won/㎡)

PROGRAM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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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MAKING PROCESS

① “I WANT ANOTHER
VOLUME

256

② “PUNCH THE SURPLUS
SLAB”

STRUCTURAL
SYSTEM
APPLICATION

③ “PUT NEW VOLUME BOX”

④ “MAKE IT ANCHORED
IN EXISTING CONCRETE
COLUMNS”

*Existing column size: 1400 x 1200

HOUSING UNIT

HOUSING DESIGN
STRATEGY
TAKE A GOOD ORIENTATION +FRESH AIR
BY REPEATING THE
MAKE PRIVACY

SHAPE UNITS

GESTURE WHICH DOESN’T TOUCH THE
EXISTING COLUMNS + HAVING COURT
YARD
SERVICE SPACE BETWEEN HEAVY
EXISTING COLUMNS

YONG, SANG A 257

URBAN HINGE

낙원동락희거리주변 재생프로젝트 ;
시장·문화·숙박 복합공간
서울시는 탑골공원 일대를 노인들을 위한 거리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며 거리의 이름을
‘락희(樂喜·lucky)거리’로 명명했다. 하지만 미흡한 환경 정비로 인해 취지와는 다른 도
시의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다. 도시는 저마다의 색을 지닌 동네들로 이루어진다. 동네가
서로 만나는 지역은 각 동네의 색이 만나 새로운 색을 띠는 연결지점이 되곤 한다. 그러나
락희거리는 인사동, 익선동, 종로3가, 낙원상가, 탑골공원 등 강한 색을 가진 동네들 사이
에 끼어 고립된 채 잿빛으로 물들고 있다. 동시에 잿빛으로 변한 거리는 보이지 않는 장벽
이 되어 동네 간의 소통을 방해할 뿐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고자 주변의 색을 받아들
여 섞어내어 락희 거리에 연결지점으로서의 새로운 색을 부여하려 한다.
본래 대지에 남아있었던 건물이 가지는 그리드를 이용해 이 도시의 축을 잘게 나누어 보
았다. 아치로 형성된 축들은 가판대와 상점들에 필요한 면적과 기존 건물의 그리드를 적절
히 균형 잡아준다. 이 축들은 주변 동네들과 연결된다. 탑골공원의 나뭇가지가 서로 얽혀
이루어지는 아치가 지상층 대지에 연속된 그리드로 자연스럽게 연장된다. 낙원상가의 지
하상가, 지상층 필로티에 드러난 기둥의 간격 또한 아치로 직접 연결되며 자유롭게 드나
들 수 있다. 아치는 건물 내부에서도 연장되어 수직적인 프로그램을 통일되게 만들어 주
며, 동시에 구조적인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한다. 도로에서부터 시작되는 지붕 계단은 아치
로 지지되어 내부와 연결되고, 주변 지역과도 연계된다. 락희거리에는 노인들과 관광객, 주
민들까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넓은 지붕 계단에서 휴식과 다양한 모임이
일어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관광객’이라는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켜준다. 동시에 공공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재활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의 편의시설이 된다.
지하와 지상층의 마켓은 도시의 다양한 동선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기존에 노인으로만 한
정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만들어 준다. 락희거리는 아치라는 그리드를 통해 다양
한 프로그램이 생기고, 증식하고, 소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이 지역을 향유하는
커뮤니티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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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gulation Meets at Special Planning Area

4 Types Circulation Flow Strategies

260

District Regulation Meets at Special Planning Area

Boundaries perform as Barriers to Pedestrian
1. Barrier Characteristic : Extreme Scal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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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Tapgol

Boundaries perform as Barriers to Pedestrian

262

OVERLAPPED PROGRAMS FOLLOWING ARCHES
HINIGE MARKET

TRASPASSING

COMBINED 2 (HINGE MAREKT+TRASPASSING)

COMBINED 3 (HINGE MAREKT+TRASPASSING+LIV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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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TONIC; CONCRETE ARCHES FORM THE PILED-UP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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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NGE PROGRAMS ARE INTER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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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 with Overview

4th Floor
Plan
Drawing
4th Floor
Plan
Drawing

B

A’

A

1st Floor Plan Drawing

3rd Floor
Plan
Drawing
3rd Floor
Plan
Drawing

B’

Southern
Elevation
Southern
Elevation

266

AA’ Section Plan

BB’ Se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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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AN-PYEONG
GOMISUL MARKET
RENOVATION
+
STREET
REARANGEMENT
ANTIQUE RUNWAY
Cars parked on the streets in a dizzy spot, streets where there are broken
roads, at the end of this road are the Jangan - dong antique shops
building. At one time, it boasted the largest store in the Republic of
Korea, but it is now a decadent shopping street with few people looking
for it.
However, it still retains the value of old things and valuable technology.
I wanted to understand the physical and social situation of this place and
find a way out of this situation.
As a result, I concluded that CONTINUOUS EXPERIENCE is needed here.
Piece fragments The experiences of the divided roads.
Inconsistent programs.
I wanted to create a new way to bring all these together.
And named them hoping that people could walk along the path and
discover new posibility of antiques.
It’s an ANTIQUE RUNWAY.
Architectural Review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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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 STAGNANT ANTIQUE MARKET

270

Decline In Commercial Activity

Traders' Skills: New Possibilities

Unattractive Street
Linear / Isolated

Occupyied with variety elements.

Disconnection prevents people from having a good
experience on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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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LDEN JOINERY

REARRANGING/
MAKE RELATIONSHIP WITE THE STREET

KINTSUGI: The Art of Embracing Damage

Subtract Irrelevant, Add Related Program

KIN(金)
GOLDEN

+

1. Maintain the number of
current stores.

TSUGI(繕い)
JOINERY

2. Eliminating dance halls and
retail outlets that are not
related to antique trades.
3. Place an auction for smooth
trading of antiques.

KINTSUGI Makes New Joints

4. Arrange workshops to show
the functions of antique
traders.

Program Re-Stack
GOLDEN JOINERY

INPUT

Joints Make Spaces

STEP 1

STEP 2

STEP 2

Existing wall / Structure
:Formation of existing grid

Place programs that
touch the street.

Exibition-Antique shop
covering the entire site
: Make a square

Offices are connected
to the outside space.

The newly formed gold joinery
: It penetrates the existing grid.

Separate Circulation Planning

New wall
: Give a new circulation

New space created between
existing grid and run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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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R.C + RUNWAY BRIDGE

SECTION / ELEVATION
1/500

Intrusion into existing frames

Yellow carpet system

New facade : 4 Layers

LIM, MIN YEONG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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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PAST,
TO THE PRESENT

RENOVATION OF DDM Apt.
It was in the era of sprawling developement while Dongdaemun
Apartment was under construction. Buildings were built without
consideration of how it would change throughout the time. Those
outcomes from earlier days became urban troubles for nowadays.
Now is the time to discover values from the past. Not many properties,
lands or environment are left for the new developement. Mankind will
must destroy existings to build up the new in the near future. We have
to find ways to make up the old heritage as the future possibility.
So I tried to fit this building to current condition in Changsin. First,
I defined values of DDM Apt. which are left behind but still valid, and
then diagnosed what is needed in this neighborhood at the moment.
Lastly, I wanted to make this building sustainable to respond to futur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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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ANALYSIS OF DDM Apt.

280

CURR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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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in this block have changed a lot. Changsin used
to be residential area with many small houses, but it became commercial and
public nowadays.

ACTORS IN CHANGSIN

There are three main actors in Changsin-visitors, workers, and residents.
Activity radius of each group is very separated from one another. DDM Apt.
is one of few space in Changsin where these three groups overlap.

282

DESIGN STRATEGY

PROGRAMS

Programs are located based on logic of sustainability. For commercial,
it faces adjacent streets to attract floating popultaion. For exhibition,
it does not need much sunlight so it is located in northern upper part.

LOGIC OF
PROGRAM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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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

284

SECTION CHANGES

There are 6 floors of slabs in existing building. I built up 2 more floors covering up with
new envelope to make the interior spaces energy-efficient. Pursuing sustainability
provided new spatial possibilities such as atrium, double skin where users might
customize for themselves. Also, I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of each floor to separate
and gather three groups of people here for soci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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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MODE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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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anks to

유철희, 홍치연, 오현택, 안상현,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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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PATCHWORK

The Yanji Village, which is opened by the movement of C.C.L., is a typical
Minbuk Village where characteristic of MinBuk Village is still preserved.
In addition, it is goog place for eco-tourism including the Togyo reservoir,
which is a migratory bird's spot, and the second tunnel and Woljung
station are close, so it is a place where people who come for security
tourism will pass.However, due to these advantages, pensions are being
built and planned which is easy to era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
Yangji Village, as an open Minbuk Village, has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history, ecology and agriculture.Accommodation for Yangji Village that
can see and experience these three different characteristics allow people
who comming to the border tour can remember Yangji village through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 rather than Passing by Yangji village.
So, This suggestion is Accommodation as a Framework Linking Border
Tourists and Yangji Village Through Reorganizing Surroundings ; historical
village patch, ecological patch and agriculture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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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BEYOND CIVILLIAN CONTROL LINE

Both North and South Korea maintain peace villages in sight of each other's side of the DMZ. In the South, Daeseongdong is administered under the terms of the DMZ. Villagers are classed as Republic of Korea citizens, but are exempt from
paying tax and other civic requirements such as military service. IThese features represented an unheard of level of luxury
for rural Koreans, north or south, in the 1950s. The town was oriented so that the bright blue roofs and white sides of the
buildings would be the most distinguishing features when viewed from the border. There were more than 100 Minbuk
villages. However, currently there are only nine villages with the ccl change, and the rest of the villages disappear or do no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nbuk village. The rest of the villages are now losing strategic value as propaganda villages,
rather DMZ tourism and security tourism facilities are located, and the village itself is becoming a place for tourism.

RELEASING C.C.L. DRAGS TOURISTS

290

OVERLAPPED 3 PATCHES

JANG, HONG KYU 291

RE - PATCHWORK
Accommodation as a Framework Linking Border Tourists and Yangji Village
through Reorganizing Surrou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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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AS THE FRAME FOR PATCHES

UNIT DISASSEMBLE

Surrounding patches added
LIGHT
PART

Units follow the walls

Walls amplify the grid

LIGHEAVY
STRUCTURE
PARTHT
PART

Grid come from parcel and road
break by to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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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nnection

Indirect Experience

Direct Experience

with Sorroundings

through VIEW

through PATCHWORK

a. Double Room

A. Family Room

b. Family Room

B. Group Room

C. Admin + Cafe

Agriculture

Village

Ecological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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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크리틱 심사
•심희준 건축공방 대표
•이민아 협동원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의엽 에이앤디(AND) 대표
•조성익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조교수

동문크리틱

최종 크리틱 심사
•구승회 CRAFT_design 대표
•박인수 ㈜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대표
•심희준 건축공방 대표
•정의엽 에이앤디(AND) 대표

최종크리틱

Architectural
Desig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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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희 MUN, JU HUI
Square in Harmony
해방촌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북촌은 우리나라에 얼마 남지 않은 한옥 지구이며 비교적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도시화된 서울의 고
층빌딩과 큰 필지와는 다른 북촌만의 작은 필지와 고즈넉함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르는 요인이 되었다. 한 여고
가 이전하며 새로운 용도와 주인을 맞이할 건물은 독단적인 형태로서의 특징보다 사이트 주변이 갖고있는 규모와
풍취를 이어야 할 것이다. 한옥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큰 필지와 건물을 다시금 스케일을 낮춰 주변과 더욱 맞아 들
게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한 건물은 규모가 클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하로 넣었다. 여고
에서 박물관건물과 운동장에서 공원이 된 공간은 여고에서 박물관이 된 건물과 운동장에서 공원이 된 공간은 북
촌을 들리려 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있다.

Site analysis

Members in Haebangchon

20~39
6,338

0~19
1,521

40~
3,654

외국인
1,335

(나이/외국인)
(명)

x4.1

Members in Haebangchon
SQUARE

7800
1900

x3.4

x3.3

1200
350

x3.4

3~500
150

x3.3

2000
653

x3

(명)

x3

+4000

공방, 창작활동이 일어나는 공간

x4.1

±0

-5000

생활과 밀접한 공간, 주민들의 공간
(미용실, 세탁소, 정육점, 꽃집, 경로당)
외국 음식 레스토랑, 외국인들이 모이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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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ground level

Push and pull the ground

Connect through stairs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조사한 결과 ‘해방촌’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원주민, 새로 유입되는 아티스트, 외국인, 이 세 부류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뚜
렷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흩어져있는 커뮤니티를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물리적인 접점에 위치한 신흥시장을 제안하고 시
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Open Square를 생성함으로써 유동적인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반찬가게, 니트공방, 마을학교)과 원주
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경로당, 놀이방)을 한 곳에 묶고 새로 유입되는 프로그램(공방, 식당, 상업시설) 을 광장을 기준으로 마주보게 배치하여 신흥시장이
라는 한 공간에 공존하지만 개별적으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였다.
N
+3600

UP

+3900

N

+3600
편의시설

N

+4000

편의시설

+3600
편의시설
DN

N

+3600

+3600

UP

+3900

+4000

편의시설

시설 안내소

상점

상점

상점

상점

+3600

상점

시설 안내소

상점

상점

상점

공연장

2F PLAN

UP

UP

놀이방

DN

N

D

DN

상점
경로당

DN

DN

물품보관소
경로당

공연장
UP

2F PLAN

UP

물품보관소

N

UP

+7500

+7200

+7600

+7200

UP

공연장

DN

상점

DN

놀이방

UP

N

D

DN

상점

DN

상점

+7500

+7200

+7200

UP

+7600

DN

N
+7200

공연장

+7200

1F PLAN

1F PLAN

3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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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ovation Strategy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간격 사이에 컨테이너 모듈을 끼우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Container module: Sharing Rooms

Container module: Bed Room

Container module: Sharing Rooms

Container module: Bed Room

Existing structure: Slab-Columns

Existing structure: Slab-Columns

Single person Housing
새로 유입되는 아티스트들의 커뮤니티 구축을 돕기 위해 전용공간을 최소화하고 공용공간의 비율을 확대한다.
컨테이너 박스를 통한 주거 공간의 모듈화를 통해 1층에 작업 스튜디오와 주방, 서재, 화장실을 배치하고 위층에 3개의 주거 모듈이 이를 공유한다.

ARTIST RESIDENT
1
ARTIST RESIDENT
1

ARTIST WORKING ROOM
ARTIST WORKING ROOM

ARTIST RESIDENT
2
ARTIST RESIDENT
2

RESTROOM

RESTROOM

ARTIST RESIDENT
3

KITCHEN

DINING

D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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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RESIDENT
3

KITCHEN

LIBRARY WITH STAIR
LIBRARY WITH STAIR

Programing in Square

ﬂea market

exhibition

performance
parking

ﬂea market urban farmperformance
play ground
exhibition
parking
performance
play ground

performance

art market
urban
farm

art market

Perspective view

ARTIST RESIDENT

ARTIST RESIDENT

ARTIST
WORKING ROOM

ARTIST RESIDENT
CAFE

ARTIST
WORKING ROOM

RESTAURANT
CAFE

RESTAURANT

WORKING ROOM

WORKING ROOM

ARTIST RESIDENT

RESTAURANT

PARKING LOT

RESTAURANT

PARKING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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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별 KANG, BYUL
켜켜이異;
켜와 켜 사이가 다르다
해방촌 신흥시장은 기존 원주민과 새로 유입되는 신주민이 생활하는 장소의 경계에 있다. 빈점포가 늘어나고, 물
건을 사고파는 시장의 기능은 거의 상실한 신흥시장에 해방촌 곳곳에 퍼져있는 각종 모임공간을 모아주고 신·구
주민 간 문화와 예술을 통한 교류의 장이 될 아트 레지던시를 계획하였다. 기존 건물의 외벽에서 한 켜를 물러서
내부공간을 계획함으로써 기존 입면을 보존하고 외부와 내부 사이의 전이공간을 만든다. 다양한 두께의 공간적
켜는 때로는 통로가, 때로는 실이 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유도한다.

SITE

PROGRAM

서울시 용산구 용산2가동 1-480번지 일대

신주민의 한 축을 이루지만 공간적 지지 기반이 부족한 젊은 디

대지면적 : 2,445㎡

자이너들과 외국인 아티스트들을 위한 아트레지던시를 계획한다.
예술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하여 예술을 경험하
고 배울 수 있다.

기존 레지던시 분석
시각예술 작가를 위한 공간이 다수 공간마다 수용 인원이 한정적
입주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정적인 주거공간으
로 보기 어려움
원주민
월남인, 피난민, 이촌향도민

신주민
예술가, 사회운동가, 외국인

원주민은 공동체 구성원의 집, 신주민은 빈 공간이 모임공간으로 사용되며, 공간의 단절
은 소통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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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신흥시장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주는 요소에
는 붉은 벽돌, 지붕, 그리고 입면이 있다. 여러
개의 건물이 하나의 입면을 형성하며 밖으로 튀
어나온 슬라브가 각각의 건물을 드러내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존 신흥시장 건물

연속된 면

켜 만들기

켜 만들기중앙을 비워 커뮤니티 광장 만들기

서입면도

단면도

KANG JUNG
KA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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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광장
야외전시, 무대, 마을 영화관 등 주민들의 문화공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308

주거유닛A

주거유닛B

침실과 화장실을 제외한 작업실과 주방, 거실 공유

공방과 주거공간 복층형

옥상정원

테라스
입주작가들의 만남공간

KANG JUNG
KA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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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우 KIM, KEUN WOO
RESTORE COMMUNITY
해방촌 이야기
과거 해방촌에서 커뮤니티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던 신흥시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곳곳에 시장의 빈자리를
채워 지금까지 살아온 거주민들은 현재 젠틀리피케이션에 의한 경제적 위협을 받고있다. 낮에도 노란조명을 비추
는 시장, 어두운 밤 골목과 같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특색을 살려 커뮤니티 광장이었던 과거의 역할을 되찾
고, 그와 함께 기존의 거주민들을 위한 복지주거를 제안한다.

Program

310

Process

해방촌의 지역산업이 쇠퇴하면서 한국전쟁 이후에 정착해서 살던 기존의 주거민들이 떠난다. 땅값은 하락하고 남은 빈자리
를 경제적 취약계층이 점차 채워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서 또한 인접해 있는 미군기지, 이태원의 영향으로 지금의 해방
촌은 노인, 청년, 외국인 등 다양한 거주민들이 함께 구성원을 이루는 형태이다. 이렇듯 흔히 접할 수 있는 해방촌의 특색은
최근부터 점차 외부인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들은 지금의 해방촌에 젠틀리피케이션을 야기하고 주민
들에게 경제적 위협을 가하고 되고, 주민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기에 접한다.
신흥시장은 원래 지역산업이 활발했던 시절 마을커뮤니티의 중심지의 역할을 해왔었지만지금은 노후되고 발길 없는 곳이
되었다. 최근에 커지는 해방촌을 향한 관심들 그리고 그 관심들에는 신흥시장 또한 포함되어 있어 시장은 조금씩 외부인들
에 의해 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과거 마을 커뮤니티의 중심지였던 신흥시장이 외부인들에 의해 변화되는 것보다 지역 커
뮤니티를 다시 활성화 시키기 위한 장소로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발이 아닌 재생, 현재 해방촌에는 주민에 의한 소규모의 커뮤니티와 마을 재생 활동이 존재한다.현재 시장 내부에는 마
을기록단,네평학교와 같은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그룹이 있고, 시장에서 조금떨어진 곳에는 팟캐스트 형식의
마을라디오가 운영되어 주민들간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롭게 리노베이션 되는 신흥시장에 제일 먼저 현재 여러 지역의 주민센터들이 갖고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가져온다.
현재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시행되는 교육들은 그 이용률이 저조하고 마땅한 장소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서 제대
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신흥시장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동해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 지역 커뮤니티 발전의 시발점으로서
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동아리, 전시와 같은 프로그램을 더한다.

기존의 경제적 취약개층을 위한 복지개념의 주거를 제공한다. 시세보다 낮은 집세의 주거로 거주민들은 경제적 지원의 대
가로 앞서 말한 지역 교육과 동아리프로그램의 참여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취지로
하는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의 해방촌을 구성하는 거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때, 커뮤니니티 활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스쳐가 필요하
다고 본다. 지금의 해방촌에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네평학교, 마을기록단, 마을라디오와같은 그룹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커뮤니티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를 만들고, 각 그룹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도록 한다. 그 주체는 외부 혹
은 내부의 인적자원들을 모집하여 구성하도록 한다.하나의 프로젝트는 분기 단위로 새롭게 구성되고 새로운 구성원들로 채
워진다. 각각의 팀들은 자신들이 마을에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하여 기승전결식의 마을이벤트를 기획하고 주민들과 실
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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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ing Process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내부를 두르는 길을 형성한다. 가운데 동을 철거하고 남은 구조물을 통해 내부를
노출시킨다. 그 위로 주거지를 쌓고 생활가로와 맞닿은 부분에 인큐베이팅 타워를 세워 주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창구를만든다. 실 내부의 구조는 기존의 기둥을 철거하고 내려벽으로 지지한다.

312

Flow planning & Residence

각각의 주거모듈은 개인의 공간이면서 강의, 동아리와 같은 커뮤니티의 연장선의 영역이
될 수있도록 앞마당과같은 공용공간과 주거내부에 여분의 공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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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호 KIM, DO HO
STC: SAE TEO CHON
신흥시장 레노베이션
해방촌 오거리에서 매우 근접하고 사이트 주변 도로의 결절점이 많고 보차가 혼합되어 매우 복잡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생각했다. 사이트를 중심하로하여 좌우 도로간의 단차가 매우 심하여 이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마을
의 결절점을 해소하는 길로 만들려하였다. 경리단길의 여파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있는데 이것을 적극적
으로 수용하여 마을의 자생력을 주려하였다.

SITE

HISTORY

해방촌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2가 동의 대부분과 용산 1가동의 일부가 포함되는 지역으로
용산고등학교의 동쪽, 남산타워의 남쪽, 곧 남산 밑의 언덕에 형성된 마을이다. 1945
년 광복과 함께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또 북쪽에서 월남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전
쟁으로 인해 피난을 온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어 해방촌이라 불리게 되었다. 또한 당시
에 생업의 중심지였던 남대문시장과 가까우면서도 집값이 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마
을을 만들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외국인 이태원의 관문 격
인 경리단이 젊음의 거리로 뜨면서 앞에 위치
한 해방촌까지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Mas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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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 먹거리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젠트션의 조짐이 보이며 연예인

입구 항아리 집에서부터 해방촌 오거리 언덕

및 투기로인해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꼭대기까지이다.

예상된다.

기존에 신흥시장은 매우 협소한 입구와 내부의 복잡한 길, 신흥 길과 보성 길의 단절로 인한 보행의 불편을 해결하면서 오거리의 메인 도로와 비슷한 넓이의 큰 길을 만들어 줌으로써 마
을의 길로 느끼게 하려 하였다. 사이트를 가로지르는 큰 길은 가장 중요한 동선으로 각각의 층들로 연결되는 접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 외부의 공간으로 느껴 건물 방문자 외에도 많
은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방촌 일대에 녹지와 공용공간의 부족이 마을의 문제점으로 인식하여 큰 길을 중심으로 좌우로 녹지와 광장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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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turucture plan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의 주거민을 고

Resident Unit

려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해방촌의 경우 기존 주거민은 비싼 임대료 및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떠나게되어 기존의 개성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결책으로 마을의 자립성
을 강화시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
다. 요소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생각하였다. 그중 새터민을 주제로 하였다. 현재 새터민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고있는 현실이지만 해방촌은 과거에 탈북1세대들을 중심으로 형성
한 마을로 현재 그들의 2,3세대가 많이거주하고있어 새터민수용에 거부감 및 혐오감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새터민을 중심으로하여 마을주민 및 외지인들이 모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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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KIM, TAE HOON
BUILD ‘I’ PLATFORM
해방촌 신흥시장 리노베이션 프로젝트_미혼모 복합주거시설
해방촌 주민들의 공동체를 플랫폼 속으로 흡수하고, 아이를 둔 어머니들의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마련하여 미혼모
와의 접점을 마련함으로써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형성한다. 나와 아이들(I)을 UPBUI
LD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해방촌 신흥시장 일대의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편의 시설
을 제공한다. 또한, 주체들 간에 자주 접하고 소통 할 수 있는 공간 요소를 중첩시켜, 다시금 미혼모의 사회적 인
식과 현실을 반영한 대안 주거시설의 플랫폼 및 문화 공간을 제안한다.

BEFORE LIBERRATION OF

THE FORMATIVE PERIOD OF

THE TRANSITION PERIOD OF

GENTRIFICATION OF

HAEBANGCHON

HAEBANGCHON

HAEBANGCHON

HAEBANGCHON

(~1945)

(1946~1961)

(1962~2009)

(2010~)

HABANGCHON IS THE ALTERNATIVE SETTLEMENT THAT WAS CHOSEN AFTER
THE FAMILY WHO HAD BEEN LIVING IN MIDDLE CLASS HAD COLLAPSED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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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LY VOLNERABLE GROUP
OF SINGLE HOUSEHOLDS

SINGLE MOTHER
(UNWED MOTHER)

41.5% SINGLE MOTHER HOUSEHOLDS
SOCIALLY VOLNERABLE GROUP
SINGLE MOTHERS IN KOREA
: 23,487 PEOPLES

GANGSEO-GU
(1)

SEODAEMOON-GU
(3)

MAPO-GU
(1)

~20’(1.4%)
20~29’(20.2%)
30~39’(36.1%)

YONGSAN-GU
(NEW CONNECTION)

40’~(42.3%)
~39’(57.7%)

GANGNAM-GU
(1)

SINGLE MOTHER’S RESIDENCE UNIT
FORMING A COMMUNITY BY SHARING
BETWEEN SINGLE MOTHER’S RESIDENC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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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I PLATFORM
CREATING A NEW RESIDENTIAL UNIT FROM SHAPE
OF THE EXISTING SINGLE MOTHER’S RESID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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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BANGCHON
SHINHEUNG MARKET
RENOVATION
INCREASING OF
SINGLE HOUSEHOLD
SOCIAL VULNERABLE
CLASS’S LIVING
HAEBANGCHON IS THE
ALTERNATIVE
SETTLEMENT

AWARENESS OF SINGLE MOTHERS THROUGH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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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PARK, JUNG HUN
INBETWEEN
반려견 주거
신흥시장이 위치한 해방촌은 녹사평역 쪽의 외국인 주거 지역과 남산 가까이 있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많은 반려
견 인구가 존재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려견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반려
견과 함께하는 1인 주거를 계획하였다. 해방촌 안에서 섬처럼 존재하는 신흥시장에 반려견과 2~3인의 사람들의
쉐어하우스, 유기견 임시 보호소, 동물병원으로 구성된 반려견 메스와 본래의 신흥시장 상권과 공방, 그리고 노인
주거로 구성된 주민메스를 ‘틈’이라는 요소로 연결하려 하였다.

Site features
a.신흥시장의 특징

해방촌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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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틈을 통한 진입

b.해방촌의 반려견과 유기견

c.반려견과 공동주거

용산구의 유기견 통계

소음문제

반려견 산책로

분리불안

Residential unit
강아지 생활공간을 주거의 거실로 사용하여 자연스
러운 교류와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메스들을
통해 차음효과를 얻는다.

시선 교류
강아지의 분리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
여 반층의 단차를 이용하여 주방, 방
과 강아지 전용공간의 시선 교류가 가
능하게 하였다.

소리 차단
반려견이 주로 머무는 거실을 반려견
과 분리 시켜야하는 공간의 메스로 감
싸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기 어렵도
록 하였다.

커뮤니티 유도
각 주거 유닛으로의 출입을 서로 마주
하게 하고, 옥상 데크 에서는 반려견
을 이용한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 있도
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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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Model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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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onometric diagram
느슨한 교류를 위해 신흥시장의 특징인 ‘틈’을
디자인 요소에 반영하였다.

주거 메스
반려견 1인 주거 유닛들과 본래 신흥
시장에 있던 주거를 메스 상부에 배치
하여 좋지 않았던 채광을 적절하게 하
면서, 저층부 상업공간과 분리하였다.

‘틈’과 느슨한 교류
신흥시장은 해방촌 주거지역 가운데
에 위치하고 있다. 반려견 관련 상업
공간 가운데를 가로지르도록 주민들
동선을 배치하여 불쾌하지 않은 적절
한 교류를 기존 주민과 반려견 공간들
사이에 가져오려 하였다.
주민들은 ‘틈’을 지나가며 반려견 상업
공간을 자연스럽게 내려다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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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PARK, SHIN YOUNG
HBC Art Gallery Co-Operative Cluster
해방촌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해방촌은 2012년 예술마울이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현재에는 신흥시장 내부를 비롯한 해방촌 곳곳에 독립책방, 가죽
공방, 캔들공방, 의류제작공방, 사진관, 청소년 복지시설, 소형 전시관 등 다양한 예술적 활동과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벽화나 공공시설물 디자인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게 사실이며, 실질적인 예술활동을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미술관의 부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설계는 단지 행정적 이름이 아닌 진정한 해방촌 예술마을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흥시장의 작은 공
간들을 소형 미술관의 집합체로 바꿔 하나의 단지를 이뤄 다양한 예술 전시와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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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trategy

Renovation Strategy

for actual art village; not the
administrative propaganda

Minimum change but huge influence

#1 HBC specialzed small gallery space
high rate of foreign residence and
smallness is HBC’s characteristic

#1 Unique courtyard city structure
by removing the center buildings, great public
space appears

#2 Using elevation difference into fun space
diverse spaces can be the diverse speciallized
gallery of art

#3 Short span & Low height
changeable by hoizontal or vertical or mixed merg

#4 New vertical circulation for housing
current stair is too stiff for housing usage

#3 Upper housing & Under Gallery
Space is dividing two different
program users

#2 Co-Operation for diversity and quality
Break through the limit of small galleries

#4 Providing better space to current retails
keep the living retails but rework the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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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Axnometry

Gallery Co-Operative Cluster
SIZE : Small, Medium, Large. X Large
TYPE : Straight, Box, L-Shape

Gallery 2
Small S Type - Duplex with inner walls

Housing Terrace Unit

Gallery 3
Small L Type - Duplex with inner walls

Gallery 4
Small B Type - Window & Inner Column

Gallery 5
Small L Type - 2 Doors

Terrace of Folding windows
Sharing deck & Privacy
Gallery 2
Small S Type
Duplex with inner walls

Gallery 2
Small S Type - Duplex with inner walls

Gallery 3
Small L Type
Duplex with inner walls

Gallery 3
Small L Type - Duplex with inner walls

Gallery 6
Small S Type - Duplex with inner walls

Gallery 4
Small B Type
Window & Inner Column

Gallery 4
Small B Type - Window & Inner Column

Gallery 7
Small s Type - Window

Gallery 5
Small L Type - 2 Doors

Gallery 5
Small L Type - 2 Doors

Gallery 8
Small L Type - Duplex(High level ENT) & Window

Gallery 6
Small S Type - Duplex with inner walls

Gallery 7
Small s Type - Window

Gallery 8
Small L Type - Duplex(High level ENT) & Window

Gallery 9
Small S Type - Duplex(almost)

Gallery 9
Small S Type - Duplex(almost)

Gallery

Gallery S

Gallery 6
Small S Type
Duplex with inner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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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7
Small S Type - Window

Gallery 8
Small L Type
Duplex(High level ENT) &
Window

Gallery 10
Medium B Type - Window & Inner Walls

Gallery 11
Medium L Type - Duplex & Window

Gallery 12
Medium B Type - Non Linear

Gallery 10
Medium B Type - Window & Inner Walls

Gallery 11
Medium L Type - Duplex & Window

Gallery 12
Medium B Type - Non Linear

Gallery 9
Small S Type - Duplex(almost)

Gallery 10
Medium B Type
Window & Inner Walls

Gallery 11
Medium L Type
Duplex & Window

Gallery 12
Medium B Type
Non Linear

Housing

Housing

Retail Sh

Plan

Gallery 5
Small L Type - 2 Doors

1F Plan
Gallery 9
Small S Type - Duplex(almost)

Program Legend
Gallery
Gallery Service
Housing
Housing Service
Retail Shop

1F Plan

Gallery
Gallery Service
Housing
Housing Service
Retail Shop

4F Pla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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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주 SHIN, MIN JU
STACKING IN HBC
HBC SITE ANALYSIS

PROGRAM PROPOSAL

HBC U-LINE SECTION TYPOLOGY

구간 1 한신옹기-종점약국

구간 2 종점약국-해방촌 오거리

넓은 도로, 1층 상권 발달

급한 경사, 주차 필로티

구간 3 해방촌 오거리 일대

구간 4 해방촌 오거리-그린마인드

구간 5 그린마인드-용산 02 종점

평지, 고지대, 원주민 생활

급한 경사, 좁은 도로, 소규모 공방 위주

좁은 도로, 폐쇄적, 주거, 공방

DESIGN CONCEPT

STACKING IN HBC신흥시장 내부와 그 일대는 저렴한 임대료와 특
유의 분위기를 찾아온 젊은 아티스트들에 의해 독립 출판사, 가죽 공
방, 종이 공방, 캔들 공방 등 소규모 공방들이 자리를 잡는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해방촌 아트 마켓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과정을 겪은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해방촌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젊은 아티스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 취약 계층이면서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청
년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을 마을에 낙후되어 비어져가는 신흥 시장
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제안한다. 한명의 청년 아티스트에게 생활
할 수 있는 1인 주거, 작업 공간, 그들의 작업물을 전시, 판매할 수 있
는 상업 공간을 제공하여 직주를 함께하게 한다.

STACKING IN HBC신흥시장 내부와 그 일대는 저렴한 임대료와 특유의 분위기를 찾아온 젊은 아티스트
들에 의해 독립 출판사, 가죽 공방, 종이 공방, 캔들 공방 등 소규모 공방들이 자리를 잡는 중이다. 또한 서
울시는 해방촌 아트 마켓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과정을 겪은 다른 지역들
과 마찬가지로 해방촌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젊은 아티스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주거 취약 계층이면서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을 마을에 낙후되어 비어
져가는 신흥 시장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제안한다. 한명의 청년 아티스트에게 생활할 수 있는 1인 주거,
작업 공간, 그들의 작업물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상업 공간을 제공하여 직주를 함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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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STRATEGY
WHAT WE NEED FOR HOME

대지

건물 간의 이격 거리

내부 동선

야외 공간

WHAT WE HAVE NOW

3층으로 적층된 상업, 주거 공간과 내부 동선

거대한 닫힌 매스

RENOVATION STRATEGY FOR
HOME

1인의 상업, 작업, 주거 공간의 적층

유틸리티, 동선 코어

코어 2인 공유

매스 쪼개기, 열기

코어 삽입

쪼개기

쌓기, 비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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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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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

A-202

SECTION

S+NUMBER : SHOP owned by N
W+NUMBER : WORKING SPACE owned by N
H+NUMBER : HOUSING owned by N
332
V+NUMBER : VERANDA owned by N
Every resident has his/her own number.

AA’ SECTION

UNIT ISOMETRIC

90

90

AA'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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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Design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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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 LEE , YONG HYUN
INSIDE OUT
평화시장 레노베이션
I think that Pyeonghwa market can become a fashion test bed that can be used around
Dongdaemun fashion district infrastructure such as donghwa market material market. By ipping the
current inner facing and closed storefront inside-out towards the street, I am hoping to introduce
public activity to the district. I also want to introduce designers` spaces that can make Pyeonghwa
market perform the role of a fashion testbed by promoting interaction between designers and shop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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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ASIS

I tried to capitalize on the maximum benet of the Pyeonghwa Market site.
Along with the long stream lines, I imagined the crowds moving along the
stream, looking at the stream and the interior of the Pyeonghwa Market.

BUILDING ANALASIS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was narrow.The shopping mall was concentrated on
both sides of the road, which was only about 600 millimeters wide.The dense
shops are also diversied by oors.It wa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atmosphere
was very interesting, and the atmosphere diered completely depending on the
day and night.

PROGRAM DIAGRAM

PLAN DIAGRAM

I explored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program because of the presence of designers in the Pyeonghwa Market.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opening the main hall, designer shop, joint design area, and education hub. So, I thought about how to organize those derived programs together with
the pla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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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DIAGRAM

338

There was no passage across the long arm of the
Pyeonghwa Market. So it made the city's upper oors on
the ground oor. On the rst oor, large halls of iron and
luggage were formed to carry out the ow and ease of
entry.Visitors can feel the pleasure of enjoying a variety of
rides while traveling and enjoying the road.

MASS DIAGRAM

RENOVATION
STRATAGE

EXTROVERTED SHOP
EXTROVERTED
SHOP FRONT
FRONT

VERTICAL
CONNECTOR SHOP

CIRCULATION

FREE MASS

I have adopted a strategy to make the most of the existing structure.
Therefore, only two bays and a weir were adopted to reinforce the strategy of reinforcing the steel with a steel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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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석 HONG, KYUNG SEOK
단절을 끊다.
Pyunghwa market renovation : The “Rubber”vation

그러나 평화시장이라는 거대한 건축은,

한국전쟁 이후,

청계천으로부터 그들을 단절시켰다.

실향민들은 청계천 주위에 판자촌을 이루고 살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자행되는 노동력 착취는,

전쟁 이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들에게
청계천은 삶의 터전이요.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시설 이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층을 단절하여 전태일 분신이라는 비극을 낳았다.

1958년 대화재로 판자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동양 최대규모의 의류시장이 들어섰다.

아직까지도 평화시장은 길게 뻗은 형태로, 남과 북을 단절하고 있다.

실향민들은 평화통일을 기리는 염원을 담아 ‘평화시장’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Concept
평화시장을 팽팽한 고무줄로 생각했다.
고무줄은 너무나 팽팽하게 존재하여,
긴 세월동안 단절의 역할을 해왔다.
팽팽했던 고무줄을 끊으면 양 옆으로 휘어진다.
휘어진 고무줄이 주는 불규칙하고 비정형적인 공간으로
리노베이션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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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Urban Diagram

평화시장을 끊음으로 생기는 휘어진 고무줄은, 직선성만 강조되던 도시에 새로운 물결을 가져온다.

3.Renovation Strategy

지나치게 긴 매스를 가진 기존 평화시장

휘어진 고무줄이 내부 공용공간 형성

공용공간을 감싸는 새로운 외피

외피를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

4.Program Diagram
Public
Commercial

Design

그러나 주위에는 이미 의류시장이 즐비하여

Commercial

시간이 갈수록 평화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Commercial

Commercial
Commercial

평화시장은 판매공간이 지배하고 있다.

Edu

Commercial

공용공간과 판매공간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Hall

사람들은 자유롭게 평화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디자인 센터와 공용 홀이 새롭게 나타나
평화시장에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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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lan & Details

135°

120°

170°

UP
UP
DN

DN

Office

Office

3F PLAN 400:1
160°

120°

170°

140°

UP
UP

DN

DN

Rounge

165°

Design

Design

2F PLAN 400:1

Hall

Hall

Lobby

UP
UP

Education

Education

1F PLAN 400:1
통일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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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인 KANG, JEE IN
3Floor plan

Core

Roadway Library in Pyeong-Hwa market
Pyeong-hwa market Renovation project

2Floor plan

Renovation part selection in Pyeong hwa market
Step01 : Create a network within 250 mm

1Floor plan

Step02 : Create a network within 500 mm
Step03 : Create a network triangle within 1 km
The centers of the surrounding fashion industry are formed.

Basic structure

Program

2000mm

Boundary line
Atrium
400by400 cloumn

Preservation : Dom ino system

New system

Step 01 : Change column intervals
Step 02 : Delete unnecessary columns
Step 03 : Delete Facade

2m - 2m - 2m Column

Bearing wall system
Slav

Architecture Walk road, Ramp

500m Fashion Infra

Current situation
Delete Column

500m
Walking time average 7-8 minutes

Fashion Department Store

250m
Walking time average 5 minutes
Fashion Wholesale market

Fashion Wholesale market
Department store

Renovation area

1000m
Walking time average 15-20 minutes
Bookstore street

Fashion retail store

Personal fashion store
Fashion retail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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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hwa market development

Pyeonghwa market development

Site history analysis

Record number of stores

Site history analysis

Manufactory 119

50,000 visitors

1990s

Vistors

Manufactory

Retail stores

30000 stores
300,000 visitors

Jeon tae il Bridge
Wholesales store

Retail stores

11700 stores
200,000 visitors

CURRENT

10,000 stores

Seperation
between
Retail sale and
Wholesales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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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ro 5ga `1line
50,000

1950

1960

1980 1990

1970

2000

2017

2005 2012

customers per day

U.S. army base
2000s and Current

Golden age

Since 2000, wholesalers : M.polis, Nujon
Retail : Doosan tower, APM, lotte pete
Fashion market is increasingly developed by businesses,
but the expansion of the fashion market is limited
by the backwardness of the buildings.

Time graph
Current

Human Movement line
Research issue

Section
mass
studystudy
diagramdiagram
Section
mass

83,000
54,000

Transparent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2,000
store & store

Current

Corridor

Corridor

8100

[Problem 1] Accomodate facility for seller and buyer
[Problem 2] Use Low rate

Open
to the street

4300

0m

2m

4m

6m

8m

10m

12m

14m

Waste time
1F General market, book store

Proposal
Pyeonghwa renovation

15,800

ATRIUM

12,000

Accomodation

8100
Corridor
4300

Reading room

Lecture
&
Meeting

2,3F Fashion whole sale

83,000
54,000

GL

2,3F Fashion whole sale
1F General market, book store
Acoomodate facility

Current market store number
Current Total

1 Floor plan
wear

wear

100

etc

50

accessary

etc

20
10
0

uniform

40
30

accessary

etc

wear
100

uniform

80

accessary

etc

underwear

bookstore

uniform

60
40

accessary

20
10
0

0

underwear

bookstore

50
20

20
10
0

underwear

bookstore

3 Floor plan

wear

80

60

80
60
40

2 Floor plan

Fashion show on the ramp
Library
Education and Workshop

underwear

bookstore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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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way LIBRARY in the night
User : Shopper for buying clothes, acccesaries and under wear
Store box
Master plan Store type A ; 6X2m

Casher desk

Boundary
Working place

Sta

nd

ing

me

eti

ng

are

a

Se

ati

ng

are

a&

Lo

un

ge

Ac

co

mo

da

tio

n

Inside perspective - 1:100 model

Back door to the DDP

Seating area on the Deck

Bridge for outside v

Children Library under the Ramp
Meeting room for the fashion show

First floor plan

Main entrance
▼
Reflection of ramps

6

9

Bookcases

3

8

7

▲
Side entrance

Second floor plan

Third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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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o for communication
Display Hanger
frontstage

Folding bed ( single )
Worktable for dressing

backstage

Ramp Function A : Fashion show road way
User : Model and designer

View spot & Seating area

e and Private space

Media display board

Roadway Library Board

Roadway Library Board

Inside perspective - 1:100 model

view poin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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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JEONG, BO GEUN
서울역사전시관
LINEAR TRAVEL :IN CONCRETE JUNGLE
기존의 라멘 구조에서 구조체를 밖으로 드러내고 오브제화 시킨다. 사람들이 그 사이를 다니고 세월이 깃든 텍스

서울역사전시관
쳐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한다. 기존에 존재했던 구조에서 잠재되어있던 모습, 그 멋진 공간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
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떠올리고 구현하고자 했다.

LINEAR TRAVEL

외부구조로JUNGLE
건물의 윤곽과 시간의 흔적은 그대로 살리면서 건물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부에 보이드가 곳곳에 위
:IN CONCRETE
치하여 공간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빛의 유입으로 공간에 의미를 불어넣는다.
기존의 라멘 구조에서 구조체를 밖으로 드러내고 오브제화 시킨다. 사람들이 그 사이를 다니고 세월이 깃든 텍스쳐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한다. 기존에
존재했던 구조에서 잠재되어있던 모습, 그 멋진 공간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떠올리고 구현하고자 했다.
외부구조로 건물의 윤곽과 시간의 흔적은 그대로 살리면서 건물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부에 보이드가 곳곳에 위치하여 공간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빛의
유입으로 공간에 의미를 불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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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and Beam
whole slab
Gallery of
Stairs
Gallery of
Ramp

new space
architectural promenade

exposure of structure
grid
grid
regular
regular
post and Beam
post and Beam
whole slab
whole slab

Gallery of
Stairs

Gallery of Stairs.new space
exposureofofstructure
structure
exposure
Exhibition

for

Gallery of Ram

architectural
promenade
new
space
architectural promenade

Exhibition for

modern historical pictures and articles.

various pictures and

Gallery of Stairs.

Gallery of Ramp.

Exhibition for

Exhibition for

modern historical pictures and articles.

various pictures and works.

Existing Situation

Mass design process

- arrange the mass of passage at the front from the north side. (for taking a view of outside)
- let masses of gallery take amount of 2 story volume.
- taking resting
place between the two galleries.
Existing
Situation
Existing Situation

Mass
design process
Mass design process

-get extension of passage on the ground.

- arrange
(for(for
the mass
of passage
at the
front
from
the the
north
side.
taking
a view
of of
outside)
- arrange
the mass
of passage
at the
front
from
north
side.
taking
a view
outside)
- let masses of gallery take amount of 2 story volume.
- let masses of gallery take amount of 2 story volume.
- taking resting place between the two galleries.
taking resting place between the two galleries.
- get -extension
of passage on the ground.
-get extension of passage on the ground.

roadway crossway

existing building sidewalk

cheong-gye cheon
lounge

roadway crossway
existing building sidewalk
S

cheong-gye cheon
lounge

lobby

N
S

lobby
N

gallery of ramp

gallery of ramp

gallery of stairs
passage

gallery of stairs
passage

office, auditorium, meeting room

office, auditorium, meeting room
librar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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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gallery of stairs
DOWN

DOWN
SLOPE=1/8

OPEN TO ABOVE

store

gallery of ramp

Third Level
DOWN

Third Level

OPEN TO BELOW

gallery of stairs

OPEN TO BELOW

office

DOWN

UP

UP

SLOPE=1/8

UP

gallery of ramp

DOWN
OPEN TO BELOW

UP

OPEN TO BELOW

DOWN

Second
Second
Level Level

THK 800 PLAIN CONCRETE
THK 12 WATER PROOF PLYWOOD
THK 120 INSULATION (BALLOON FRAME)
THK 30 WATER PROOFING
SPACER

SOLAR RADIATION:
43% TRANSMITED

HEAT

SOLAR RADIATION:
57% REJECTED
VISIBLE LIGHT:
62% TRANSMITED

LIGHT

150
42

VISIBLE LIGHT:
12% REFLECTED

CURTAIN WALL DETAIL PLAN
3780

GLASS MULLION
50*150
200

TRANSOM
ALUM & STEEL EMBEDMENT
2000

3RD FLOOR SLAB

60

Transparent glass 6mm
low-E glass - soft coating 6mm
low-E glass - soft coating 6mm

KRYTON layer 12mm
KRYTON layer 12mm

M12 * 60 LONG S’STL BOLT&NUT
2000

GLASS MULLION
50*150
3470
2ND FLOOR SLAB

SECTION
SECTION

1:400
1:400
+118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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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20

30 (m)

Top

+8100

Third

+4300

Second

±0

Ground

utility
meeting room

office

workshop

LIBRARY

prepation

UTILITY

SECURITY

utility

storage

utility

UP

UP

director's room

UP

Groun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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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KIM, KYUNG JIN
Edge ; 조금씩 움직이다
동대문 평화시장 Renovation
동대문 평화시장은 현재 동대문 패션타운을 만든 발상지라 할 수 있는 한때 의류산업의 주역이다. 하지만 요즘 시
대와 맞지 않는 운영방식으로 인해 주변 대형 쇼핑몰들에게 밀려 쇠퇴되어가는 중이다. 이런 평화시장에 새로운
문화의 공간들이 들어온다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평화시장이 이 새로운 문화들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기존 평화시장이 안과 밖, 위와 아래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답답하다고 느껴졌으며, 그를 보완하기 위해 평화시장
라마동의 Masterplan을 만들고 7구역으로 나누었고 그 중 평화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로터
리 부분의 구역을 맡아 Renovation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다.

Urban Analysis & Master Plan

352

Master Plan Developement Process

기존의 평화시장 ; 여러개의 unit의 점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외관에 unit이 드러나도록 각 unit을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 Flexible Entry, Roof Garden, Terrace

Selected Area Developement Process

Master Plan의 기존 모형

Master Plan의 규칙을 적용하여 형태를 조금 더 움직였다.

Concept Idea

조금씩 움직이는 층들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Atrium을 넣었다.

Structure of Building

벽의 재해석

벽 : 시각적 블록

무빙월 : 시각적 연결, 지속적인 변화

벽 : 고립된 공간

무빙월 : 확장된 공간

벽 : 고정된 공간

무빙월 : 유연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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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SECTION

SCALE 1:600

SCALE 1:500

ELEVATION
SCALE 1:500

354

PERSPECTIV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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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주 HONG, CHAN JU
LAYER FOR COMMUNITY : 켜를 이용한 공간 생성
Dongdaemun Pyounghwa Market Renovation
동대문 평화시장은 도시 내에서 약 600M의 긴 형태를 띤 의류도소매시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한때, 봉제
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이자 노동자들의 권리향상 운동이 일어났었던 동대문 평화시장의 현재는 주변에 새로 생
긴 의류시장에 비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크게 끌지 못해 젊은층의 방문이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게다가 리니어한
평화시장의 형태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시장내에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일직선으로 단조롭고 프로그램 또
한 단순하다. 또한, 보행공간의 너비가 두명의 사람이 동시에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아 협소하다고 느껴진
다. 이에 시장경쟁력을 잃어버린 평화시장의 라마동을 도시적관점에서 분석하여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였다. 마스
터플랜을 통해 층층이 쌓인 평화시장에서 켜가 빠져나가며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잇는 전이공간과 내부공간 내
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다.

SITE ANALYSIS
Urban Analysis & Master Plan

층층이 쌓인 켜가 하나씩 빠져 나오는 형태

MASTERPLAN

외부공간 형성

시선의 교차

제조업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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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판매시설

사무소
자료도서관

게스트 하우스
전시장

디자인 Studio
판매시설

공연장
카페(서비스 시설)

이동공간 형성

1F, 2F - GALLERY
3F, 4F, 5F - GUEST HOUSE

6- 2층 전시관

ㄷ-야외테라스공간

5- 2층 올라가는 동선공간과 천정전시물

ㄴ- 4층 복도

4- 보이드공간인 전시장3으로 이동하는 공간

ㄱ- 호스트룸과 야외공간

3- 전시공간2와 영상관람실

2 - 전시장 복도공간

1- 청계천쪽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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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동선

게스트하우스 동선

light

전시장 이용객별 접근방향

화물 출입

게스트하우스 이용객
전시장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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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ation
Air space

Dovetail anchors for concrete backup
Weep hole continuous ashing

Existing building's Construction (re-use)
Demolition , Set Back
New Construction (tr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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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라 KANG, YU RA
The Walls
동대문 평화시장 리노베이션 계획안
동대문 평화시장 건물 주변과 건물 내의 동선은 동-서축의 강한, 일방향의 축을 가진다. 그러나 평화시장 주변의
주요 오픈스페이스는 시장 건물을 기준으로 남과 북에 위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평화시장의 강한 축이 남-북
의 오픈스페이스와 주변을 단절하는 하나의 일률적 흐름이 된다. 이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수직으로 서는 벽체와
그 사이의 투명한 공간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화시장은 동대문 주변이 연결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며, 머무르
기도 하고 거쳐가기도 하는 다채로운 성격을 가지게 된다.

Concept Collage - 평화시장 건물 중간에 삽입된 수직 벽체와 그 사이로 보이는 남쪽의 공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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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with 1st floor - 삽입되는 부분은 청계천 나래교와 중앙에서 연결되어 남쪽의 미군기지(공원화 예정)와 훈련원 공원까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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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d, 4th Floor Plan(Scale 1:350) - 패션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평화시장에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완충공간과 프로그램을 배치했다.

삽입되는 주요 벽체들 중 가장 간격이 넓은 곳이 정
가운데에 위치하며, 이 공간은 가장 중요한 공간이
다. 이 공간에는 다양한 스킵플로어로 변화하는 동선
들과 가장 넓은 보이드가 자리한다.
가장 열린 공간으로, 양옆의 공간들과는 다르게 지붕
이 유리로 덮여있는 아트리움 공간이다.

중간부에 비해 기존 건물에 가까워지면서 정적인 성
격을 좀 더 갖게되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는 학교의
프로그램 중 워크샵, 강의실, 오피스 등과 같이 실로
구획되는 프로그램들이 배치된다.
그리고 실과 실 사이에는 복도를 포함하는 완충공간
이 놓여서 프로그램 사이의 자율적 프로그램을 수용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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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mage - 정면에서 바라본 The Walls. 건물은 벽체 사이로 북쪽의 청계천과 남쪽의 오픈스페이스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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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윤주연 스튜디오•YOON, JOOYOUN STUDIO

김태우 KIM, TAE WOO
STORAGE INSIDE TO OUTSID
PONCHO DUPLEX _ Pyoungwha Market
평화시장 프로그램의 특징, 즉 옷짐이 쌓여가는 모습을 컨셉으로 잡았고 그 컨셉이 수납장으로서 표현되었다. 건
물 내부는 여러겹의 수납장으로 구성되어 공간을 만든다. 그러한 수납장은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이어져 수
납장 형태의 파사드로 연결되고 그 주변을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축된 평화시장의 컨셉을 느끼도록 하였다.

Developing Process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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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Shape

Demolishing Diagram
Program Diagram
공적이고 사적인 두 프로그램은 입면을 따라 올라가면서 서로 영역이 교차하고, 그 사이의
공간에 보이드를 둠으로서 프로그램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했으며, 4층에서는 런웨이라는
프 로그램으로서 서로 연결됩니다.

System Detail

Section Perspective

Facade Shape

Facad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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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loor

3 Floor

2 Floor

PONCHO DUPLEX : Runway

1 Floor

PONCHO DUPLEX : Entrance

Se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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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PONCHO DUPLEX

PONCHO DUPLEX : Layers Inside

PONCHO DUPLEX : Skip Floor

PONCHO DUPLEX :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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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김소라 스튜디오•KIM, SO-RA STUDIO

김수진 KIM, SU JIN
ALICE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컨셉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몸이 커졌다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였다. 아이, 부모, 서비스 등의 공간을 나란히 배열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높이의 놀이공간에서 자율적으로 놀
수 있게 하였고 놀이공간 일부를 부모공간 사이에 관입하여 아이들이 느낄 분리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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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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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김소라 스튜디오•KIM, SO-RA STUDIO

장혜림 CHANG, HYE RIM
RABBIT HOLE
PLAY SPACE IN THE PARK
토끼의 몸통에 맞는 굴에서는 마치 까꿍놀이, 숨바꼭질 놀이가 일어나는 것 같다.
아이들만의 스케일에 맞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탐험놀이는 유능감을 느끼게 해주고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높여
준다. 땅 위 실외공간, 굴 내부공간, 굴 밖에서의 넓은 내부 공간 3가지의 공간에서 행위가일어난다.

LANDSCAPE & SECTION STRATEG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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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floor

Sunken floor

SECTION A-A’

SECTION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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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홍만식 스튜디오•HONG, MAN-SHIK STUDIO

원준석 WEON, JUN SEOK
Expansion of Possibilities
이번 주택 설계의 키워드는 가능성의 확장이다. 이번 주택 설계에서는 기존의 방 구획 개념을 벗어난 보다 유연하
고 확장된 가능성의 공간들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기존 방에서 최소한의 기능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잉여공간들을 모두 모아 합치는 방식을 택했다. H형태의 매스를 두고 각 모서리 부분에 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들을 모아 배치하고 나머지 공간들은 길고 넓게 가운데에 모아두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커다란 공간은 거실
이될 수도, 식사공간이 될수도, 공부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그 부분을 전창으로 처리한 후 앞 뒤로 담장 형식을
갖추어 시각적 공간의 확장성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확보하였다.

Expansion of Pos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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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홍만식 스튜디오•HONG, MAN-SHIK STUDIO

이미현 LEE, MI HYEON
Section play
대지의 특성을 살려 내 건물 앞으로는 기존의 실외 놀이터가, 건물 뒤로는 녹지의 무성한 나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광경들을 상상하며 만들었다. 이렇게 건물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면놀이’ 라는 키워
드를 고르게 되었다. 아이들은 두개의 단면선이 겹쳐져보이는 듯한 건물 안에서 재미있는 단면적인 동선을 보이
며 놀이를 즐기게 된다. 건물에 4개의 매쓰를 꽂으면서.내부와 외부를 오가는, 부모님과 독립되면서 자연과 소통
하는 여러 놀이공간을 만들어주었다.

배치 계획

신체적 놀이공간

376

사회적 놀이공간

전망대

조용한 놀이공간

FLOOR PLAN

MODEL SHO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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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황동욱 스튜디오•HWANG, DONGWOOK STUDIO

윤상훈 YOON, SANG HOON
배치도

계단의 집
건축주의 희망사항 중 쉬고 노는 집, 사적인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곳에 주목했다.
이에 사적인 공간이 평행하게 나열되어 있다면 시선 교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주므로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 건축주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공적,
사적 공간으로 나누어 이를 계단으로 분리했다.
그 후 계단실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사적인 공간을 파고드는 깊은
측창을 통해 계단실에 빛이 들게 했다. 측창으로 계단실에 빛이 들게 하면서 사
적인 공간을 분리해 다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었다.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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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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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황동욱 스튜디오•HWANG, DONGWOOK STUDIO

최맑은별 CHOI, MALGEUNBYUL
어린이공원 내 실내 놀이터
틈, 모험, 미완성
어린이 놀이터 설계를 시작하며 규칙이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제시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가에 대
한 생각을 하게 된다. 대지를 둘러보다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녹지에 어른과 아이들이 편의와 취향에 맞춰 만든
갈림길에 흥미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한다. 아이들은 주어진 모든 것들을 놀이에 사용할 수 있는 능
력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만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높낮이의 벽을 이용해서 틈 사이를 모험하는 미완성의 놀이 공간을 구축한다.

1:200 배치도

380

초기 컨셉 모델

구상 및 구역분석

1:100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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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황지은 스튜디오•HWANG, JIE-EUN STUDIO

신동윤 SHIN, DONG YOON
Coral
Repetition and Pattern / Light and Shadow
반복과 패턴이라는 주제에 주목했다. 모서리에서 계속해서 연결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유닛을 만들었다. 단조로
운 느낌을 피하기 위해 각 방향마다 연결된 유닛의 양을 다르게 했다. 조명을 비췄을 때, 유닛이 겹쳐진 정도에 따
라 다르게 나오는 빛과 그림자를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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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황지은 스튜디오•HWANG, JIE-EUN STUDIO

김재모 KIM, JAE MO
In to the cave
Repetition, Pattern, Light&Shadow
패턴, 그리고 반복이라는 주제에 주목하였다. 하나의 유닛도 평면 상태로 두지 않고 입체로 만들었다. 입체의 유
닛들을 연결시켜 모형 또한 3D로 제작하였다.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유닛들 사이에 공간을 두었고, 이렇게
또다른 주제인 빛과 그림자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을 보면 마치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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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의 평면상태 전개도

Unit의 입체화를 위한
연결체 (Unit당 3개)

평면태의 유닛과 결합체의 연결상태(뒷면)

평면Unit과 결합체의 연결후의 입체상태의 Unit 뒷면

Unit의 결합방식 (3개의 Unit으로 단위체 구성)[뒷면]

완성작품의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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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서재원 스튜디오•SUH, JAE-WON STUDIO

한서영 HAN, SEO YOUNG
REPETITION AND PATTERN
DIFFUSION
보석이 외부로부터 빛을 받을 때, 가공된 단면에 따라 여러 형태로 빛을 발산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다양한 단
면을 표현하기 위해 기본 유닛과 변형 유닛을 불규칙적으로 배열했다.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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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서재원 스튜디오•SUH, JAE-WON STUDIO

김경민 KIM, KYEONG MIN·임예지 LIM, YE JI
인체와 척도
Robert venturi의 Vanna venturi house를 모형으로 제작했다. 가구가 많고 곡선이 많은 까다로운 집인만큼
Vanna venturi house만의 느낌을 살리기위해 디테일에 집중했다.

제작한 모형의 사진

390

원본 사진

Main cut

제작한 모형의 사진

원본 사진

제작한 모형의 사진

원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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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전필준 스튜디오•JEON, PIL JOON STUDIO

박지영 PARK, JI-YOUNG·조서영 CHO, SEO-YOUNG
HUMAN SCALE : CONSTRUCTION MODEL
SAINT BENEDICT CHAPEL, PETER ZUMTHOR
SAINT BENEDICT CHAPEL을 1:20모형으로 재현하였다. 건축가가 실제 건물에서 강조하려 했던 점을 모형에
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목재로 지어진 건물의 재료적 특성이 잘 표현되게끔 나무 재료를 이용해 모형을 제작
했다. 공간의 분위기는 공간의 형태, 재료의 느낌과 빛이 만남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라 생각해 촬영 시 빛 표현
에 매우 신경 썼다.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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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AM

1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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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전필준 스튜디오•JEON, PIL JOON STUDIO

임성규 LIM, SUNG KYU
REPETITON and PATTERN
ORANGE BLOSSOM
오렌지를 분석하여 반복과 패턴으로 추상화하였다. 실용적 측면에서 전등의 커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빛
과 그림자의 대조가 잘 나타나고 반복과 패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작은 커버에 국한되지 않고 건물로 지어
졌을 때 내부에서도 반복과 패턴을 느낄 수 있게 제작하였다.

<유닛 제작 과정>

<유닛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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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방식>

<추상화 과정>

<모형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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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정현 스튜디오•CHUNG, HYUN STUDIO

엄다인 EOM, DA EEN
REPETITION AND PATTERN
THE PATTERN OF WAVE
파도는 규칙적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론 불규칙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파도의 움직
임에 주목하여, 한 유닛을 반복해 얻는 규칙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도의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파도를 다
이어그램화 시키고 이를 패턴으로 만든 뒤, 이를 실제 유닛으로 구현하였다.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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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정현 스튜디오•CHUNG, HYUN STUDIO

박태관 PARK, TAE GWAN·이주원 LEE, JOO WON
HUMAN BODY, SCALE
VILLA MAIREA, ALVAR AALTO
모델을 제작할 때 중점을 둔 부분은 ‘알바 알토만의 건축적 특징’ 이었다. 이에 따라 ‘자연광’과 ‘곡선벽’이라는 특
징을 선택했고, 이 두 특징을 모두 두 개의 Viewpoint 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사진을 통해 다른 시간대의 빛이
주는 분위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해 공간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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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곡선벽의 분석도(오) 와 VILLA MAIREA의 정면도(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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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SCHOOL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and Theory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B.S., M.S. in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essor / Architectural History, Theory, and Criticism
Ph.D. in Architecture, Art and En-vironmental Studies,
Department of Architecture, MIT, USA
B.S., M.U.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and Theory
Ph.D. in Architectur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M.Arch,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B.S. in Architecture,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Sustainable
Architecture
Arch.D.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Hawaii, USA
M. Arch.,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B.S., M.S. in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essor / Housing and Urban Design
Ph.D. University of Seoul, Korea
B.S., M.S.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Korea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M.Arch.,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B.S. in Architec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M.S. in Architecture, Yonsei University, Korea
B.S. in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M.Arch., Harvard University, USA
B.S. in Architecture, Yonsei University, Korea

Associate Professor / Design Technology & Informatics
D.Des., concentrated on Design Informatics,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USA
M.S., in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ersity, Korea
B.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Korea
B.S., in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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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Founder
The late Ryu, Young-Jin (고)유영진

Honorable Professor
B.S., M.S. in Architecture,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eritus
Ahn, Young-Bae 안영배

Architectural Design
Ph.D., Yonsei University, Korea
B.S., M.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essor / History of Art and Architecture
Ph.D. in Art History,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Korea
M.A., Academy of Korean Studies
B.S.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Korea
Certificate of Curater

Associate Professor / Architectural Planning and
Human Behavior
Ph.D. in Architecture, Geogia Institute of Technology
M.Arch., Geogia Institute of Technology
B.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eritus
Lee, Teuk-Koo 이특구

Professor /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Ph.D.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B.S., M.S. in Architecture,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eritus
Hong, Dae-Hyung 홍대형

Hwang, Kyung-Ju 황경주

Yoon, Jung-Won 윤정원

Associate Professor / Structural Design
Dr.-Ing.,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Stuttgart
M.Arch., in Architec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B.S. in Architecture, Kyungil University, Gyeongsan,
Korea

Assistan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M.Arch., School of Architecture, Princeton University
USA
B.S., M.S. in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KARB, AIA

Assistant Professor / Architecture & Urban Design
Candidate, Doctor in Urbanism., Polytechnic
University of Catalunya, Spain
MSAUD.,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City, USA
Superior Professional Degree in Architecture.,
Polytechnic University of Catalunya Spain

Professor / Architectural History, Architectural Design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B.S., M.S. in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essor Emeritus
Choi, Chan-Hwan 최찬환

Professor / Public Policy and Regulations, Urban
Planning
Ph.D. of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Korea
M.S. in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B.S., M.S. in Architecture, Yonsei University, Korea

Professor Emeritus
Shin, Buhm-Shik 신범식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and Theory
Ph.D.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M.Arch, Oklahoma State University, USA
B.S. in Architecture,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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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 Jae-Won 서재원

Jeon, Pil Joon 전필준

Chung, Hyun 정 현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M.Arch. in Architecture, Kyonggi University, Korea
B.S. in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Korea
KIRA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DipArch(RIBA Part2). the Bartlett, School of
Architecture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M.Arch. in Architecture, Hong-ik University, Korea
B.S. in Architecture, Hong-ik University, Korea
KIRA

Visiting Lecturer / Architectural Design
M.arch-I, Cornell University, USA
B.F.A. in Woodworking and Furniture Design, Hong-ik
University, Korea

Byun, Hyo Jin 변효진

Yoon, Jooyoun 윤주연

Kim, Hyun-Ah 김현아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Architect DPLG, France
M.Arch., in Architectur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chitecture de Paris-Belleville, France
B.S. in Architecture, Yonsei University, Korea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Mater of Excellence in Architecture, Berlage Institute
Advanced Architecture, Netherlands
B.S. in Engineering (Architecture) and Literature
(History of art),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M.Arch. in Architecture, Texas A&M University, USA
B.S. in Architec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K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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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Man-Shik 홍만식  

Hwang, Dongwook 황동욱

Jung, Gi-Jung 정기정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B.S. M.S.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Korea
KIRA

Visiting Lecturer / Architectural Design
M.Arch.,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B.S. in Architecture, The Ohio State University, U.S.A.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B.S. M.S.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Korea
KIRA

Lee, Ji-Hye 이지혜

Hong, Soon-Mok 홍순목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B.S., M.S. in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M.S. in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Columbia
University, USA
RA(NY), LEED AP BD+C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B.S., M.S. in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K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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