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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975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신설

2) 글로벌 아시아의 리더

서울시립대학교는 도시연구와 관련된 기초학문과 정책연구의 중심지로서 서울시 정부의 주요목표를 결

1982

대학원 건축공학과 신설

서울과 아시아의 주요 도시가 세계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부상하는 것에 발맞추어, 서울시립대학교 건축

1983

특수대학원 건축공학과 신설

1985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신설

1996

건축·도시·조경학부로 통합개편

정하고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서울시립대학교는 도시과학을 집중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도시와 도시문명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장단
기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민간에서
도 많은 지원을 이끌어냈고 2003년 이래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도시과학 분야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건축, 디자인, 도시연구, 환경공학과 시정 분야의 연구와 정책, 실천과 교육을 통합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건축학부는 도시특성화 사업과 대학 전체의 포괄적인 목표
를 이끄는 리더이자 그 수혜자이다. 이런 목표와 특성화 사업이 서울과 아시아 지역의 도시문제에 집중하
기는 하지만, 지역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아카데미와 실무 영역 사이, 실험

건축학 프로그램은 1975년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로 시작되었으나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방향에 부응
하기 위한 대학교 조직개편 시 도시과학대학에 소속되었다. 그 후 건축, 도시, 조경, 교통을 묶어 건축도
시조경학부로 개편되었고, 1996년 건축공학과가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으로 분리되면서 이 두 전공
을 묶어 건축학부로 재편되었다.

건축학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실무 건축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
립하였다. 건축학 프로그램은 서울시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공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제적 무대를 이해하고 이 속에서 일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세계화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야만 한다. 한편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전공은 소수의
유명 건축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스타-시스템이 독점하곤 하는 획일화되고 상업화된 실천 모델을 단호
하게 거부한다. 건강한 서양의 전통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이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전공은 아시아 주요

2000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 분리

2002

건축학전공 교육과정을 국제기준에 따라
5년제로 전환

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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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축성, 미디어, 역사가 통합된 창의력

적인 태도와 현실적인 문제해결 사이의 균형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대한민국의 중심 대도시이자 역사
도시라는 서울과 함께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목표는 폭넓은 학문 영역과 뛰어난 창의력을 포용한다.

학전공은 국내에서 건축교육의 국제적 환경을 제공하는 선두주자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다. 건축가는 국

도시-상하이, 베이징, 홍콩, 싱가포르, 도쿄, 방콕, 쿠알라룸푸르, 하노이-의 대학과 연구 기관과의 창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전공은 구축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그리고 역사적 상상력을 통합하는 교육 프로
그램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 프로그램은 건축물에 관한 기술적 지식, 컴퓨터 미디어와,

2005

건축학부(School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로 개편

2007

국내 최초 건축학 인증 획득

심이 되는 다양한 학과들, 특히 건축공학전공, 도시공학과, 조경학과, 도시사회학과와 긴밀한 협력을 모색

2009

건축학전공/건축공학 전공 학부생 분리
모집

하고 있다. 또한 교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사적 연구와 이론적 탐구와 디지털 정보 기술을 통
합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지어질 건축물의 물질적 속성과 실제 크기 작업을

2010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학과 선정

강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2011

2차 건축학 교육인증 획득

역사와 이론에 관한 비판적 이해가 생산적 이해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태도와 실천을 개발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이고 실제적인 목표를 위해 건축학전공은 대학의 도시과학 특성화 사업의 중

교육목표와 전략

고유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건축학전공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교육목표의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서, 건축학부 프로그램은 6개의 중간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건축학

같다.

프로그램의 특수한 교수법 도구와 더 큰 목표를 연결해 준다. 건축학전공은 이러한 교수법 도구를 학부
커리큘럼과 스페셜 프로그램, 대학원 프로그램과 교수진의 연구과제를 통합하는 교육·연구 구조로 발전

1) 대도시 건축을 이끄는 건축가

시켜 왔다.

디자인 스튜디오, 강연 시리즈, 특별 프로그램, 교수진의 연구를 통해, 건축학부는 도시 공동체와 공공의
가치에 대한 건축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지

1) 공동체 의식의 고양

향하는 커리큘럼은 서울, 아시아, 세계 대도시의 역동성과 복합성에 대응해, 인문학과 사회과학, 랜드스케

이 목표는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 철학에서 나온 것이며, 건축학전공의 세 가지

이프 디자인과 도시계획 분야의 다양한 교과목을 아우른다. 대도시 서울의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기본 목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건축은 공공적인 예술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본 전제이다. 이

활동의 지원을 받는 건축학부 프로그램은 건축학전공 학생들의 경력과 진로를 확장시키는 포괄적인 교육

철학은 스튜디오와 수업, 국제 교류 프로그램, 커리큘럼 외 프로그램 등 교육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반영

목표에 부합한다. 설립 이래 굳건하게 내려오는 학과의 전통에 따라, 건축학전공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개

되어 있다.

별 건축가뿐만 아니라 도시 공동체에 기여할 공공부문의 주역을 키워내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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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하고 지속적인 국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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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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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que
identity as the public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established by and working for the great
metropolis of Seou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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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of Seoul, Department of Architecture

건축학전공이 지난 십년 동안 개발해 온 국제 교류 프로그램은 다각적이고, 서로 다른 학문들을 넘나들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다. 아시아건축도시연합(ACAU), 싱가포
르 국립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이 운영 중이며, 이는 건축학전공 학생과 교수뿐만 아니라 도시공학
학과와 조경학과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국제화 시대에서 아시아 도시의 잠재력을 고취시
킨다는 큰 목표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3) 도시과학과의 긴밀한 관계
건축학전공은 건축공학, 도시공학, 도시행정학, 도시사회학, 조경학, 공간정보학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도시과학 대학 안에 속해 있다. 이 학과들의 많은 교수진들이 건축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건축학전공은 커리큘럼, 스페셜 프로그램, 교수 연구의 모든 층위에서 다양하며 상호 관련 있는 프
로그램과 연계 교육을 모색하고 권장하고 있다.
4) 만들고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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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학부과정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7

First program in Korea to receive
architectural accreditation

6) 역사와 이론에 기반을 둔 건축교육

2009

Independent admission process per
department

2010

Department of Architecture selected for
2010 Governmental Education Fund

2011

Department of Architecture selected for
2011 Government Education Fund
Received 5-year architectural
accreditation(2nd term)

디지털 기술이 지배적인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테크놀로지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생
들이 건축의 물질적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로그램, 재료, 건물의 크기 등 여러 제약이 뒤따
르긴 하지만, 1:1(Learning by Building), 집짓기 프로젝트 등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지 교육과정
일 뿐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능력과 욕구를 표출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5) 통합적인 교육자원 시스템
도시과학대학에서 연구와 실천의 중심이라는 특별한 위치를 이용하여, 건축학전공 프로그램은 베세토
(BeSeTo) 아카이브, 디지털 도시 시뮬레이션 연구소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 자원을 개발하는 데 힘써 왔다.
건축학전공 프로그램은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도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
과 정보의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이런 몇몇 선구적 시도는 개발 초기단계에 있으며,

교수진의 특별한 장점은 역사와 이론에 강한 관심을 기지고 있다는 점과(전임 교수의 절반이 역사와 이론
에 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으며, 계속해서 연구 성과물을 생산하고 있다.) 협업을 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는 점이다. 시각적인 면에서 아방가르드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지식과 연구에 기반해서 건축설계
에 접근하는 데에 건축학전공 프로그램의 강점이 있다고 확신한다. 건축학전공 프로그램은 역사와 기술,
사회에 대한 비판적 감각에 바탕한 창조 과정으로 건축설계에 접근하며, 개인의 재능만큼 공통적인 기율
을, 감각만큼 지식을, 결과만큼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6

�Prepare students to address the complexities and challenges of architecture in the urban
metropolis.
�Provide global leadership in the architecture and urbanism of the Asian Arena.
�Nurture creativity based on sound building, innovative media, and historical insight.

Founding Miss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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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s and Ph,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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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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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의 업무영역 확대의 방안으로서 건축특허의 이용과 가능성
건축분야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이고 신축부지는 이미 포화된 탓에 국내건설경기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가는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건축설계는 주문생산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에서 진행과정이 이르기까지 상당부
분 시간을 할애하고도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중간과정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건축가의 아이디어와 창작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산물을 건축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을까?
그 한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권을 얻는 방법이 있다. 특허권은 발명을 그 대상으로 하
는데, 건축분야는 디테일한 부분에서부터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두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건축가가 설계를 하는 과정은 발명가가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껴 발명을 하는 과정과 상
당히 닮아있는바 건축가가 발명가로서의 자질을 가짐은 분명하다. 등록받은 특허는 사업성을 갖출
경우 무형의 가치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김 강 KIM, KANG

요동치는 건축시장

건축관련 발명의 카테고리
물건발명 - 건축물의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

물건발명 - 건축물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항

청구항

통상의 공동주택에 있어서, 독립된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공간 중 독립된 방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의 바닥과 천정의 높이를 나머지 면적의 바닥과 천
정의 높이와 다르게 하여 서로 다른 공간 높낮이를 갖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독주택의 단위세대구조.

한 개 층당 2세대를 형성하되, 각 세대들은 사각형상의 제1공간, 거실, 제1침
실, 제2침실을 순서대로 단차를 두어 수평으로 배치하고 두 개의 세대를 코어
의 중심수직축을 중심으로 상호 대칭인 4-BAY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상형 아파트.

물건발명 - 건축물의 집합을 청구하는 경우

방법발명 - 물(物)의 생산방법

청구항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구별

양측면이 도로에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의 양측 도로변 안쪽에 1.5m 이상의
둔덕이 형성되고 상기 둔덕 위에 조경수가 식재되고 둔덕의 단지측 방향에 도
로와 수평으로 제1판상형 아파트 동이 형성되고 상기 수평으로 형성된 제1판
상형 아파트동의 안쪽에 도로와 수직으로 제2판상형 아파트 동의 안쪽에 도
로와 수직으로 제2판상형 아파트 동이 형성된 소음저감형 아파트 단지.

발명의 실체가 時의 요소를 발명구성상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방법발
명으로 보고, 이와 같은 時의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 때에는 물건발명
으로 본다.

경기종합지수 변동율
건축허가면적 증감율

건축가는 준비된 발명가

청구항
노후화된 아파트의 상호 마주보는 동과 동 사이에 주차장 건축공간을 형성하
는 제1단계; 상기 주차장 건축공간에 1층 이상의 주차장을 신축하는 제2단
계; 상기 신축된 주차장의 각 층과 그 각 층과 인접하는 동의 해당 층간에 연
결통로를 형성하는 제3단계; 상기 신축된 주차장의 옥상에 공용공간을 형성
하는 제4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후화 아파트의 주차면적 증
대를 위한 개축 방법.

Se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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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y
Green Secure

Sequence,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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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특허의 가능성 검토: 동 졸업전시 작품 중 학생 아이디어
다세대 주택 고쳐쓰기

패치워크: 창신동 자투리천 순환시스템

module

탈학교의 사회: DeSchooling Society

14

스스로 건축하기

KIM, KANG 15

발명자 인터뷰

지식재산과 건축
기업의 이윤창출 수단
1. 평소 특허에 대한 생각은 어땠나요?
건축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고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건축분야에서 내가 하는 일, 또는
할 일에 대해 특허나 지식재산과 관련된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

발명자 이 상 명

2. 설계하는 과정에서 특허로서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본인의 설계에 영향을 끼쳤나요?
특허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특허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점인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신규성에 대해서는 한명의 건축가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아이디어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전부터 했지
만 내부적인 판단이었지 객관적인 판단은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의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좀 더 명확
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진보성에 대해서도 설계만을 생각했을 때 보다, 제3자가 보았을 때도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3. 건축특허의 사업상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얘기를 나누고는 건축가가 하는 행위도 충분히 발명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건축가들이 오로지 건축에 파묻혀서 주변의 다른 것들과 잘 섞이지 못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 분야
도 마찬가지 인 것 같아 앞으로 건축분야에서 특허가 좀 더 널리 알려지고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4. 본 작업이 본인의 특허나 지식재산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전에는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않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건축가들이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1. 평소 특허에 대한 생각은 어땠나요?
독창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지키는 권리? 갖고 있으면 좋은 연금 같은 거?
나와는 거리가 멀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야 갖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
발명자 송 재 욱

2. 설계하는 과정에서 특허로서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본인의 설계에 영향을 끼쳤나요?
기존에도 ‘남의 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특허’의 개념이 들어간 후에는 ‘나
만의 것’을 만드는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특허출원이 되어있는 유사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본인의
설계 작품의 고유성, 유사성 등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3. 건축특허의 사업상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분쟁의 소지가 많고 실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유망한
분야가 될 것 같다.
4. 본 작업이 본인의 특허나 지식재산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개인적으로 특허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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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ing particles

물질의 결정화 현상은 포화용액 속 입자들의 무작위한 움직임과 에너지에 의하여 결정핵을 중심으
로 석출되는 과정이다. 그것은 일련의 자가조립Self-assembly 으로 볼 수 있다.
자가조립은 생화학 분야에서 DNA 나노 테크놀로지 등으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특정 환경에서 정
해진 형태로 재조합되는 유기물의 물성에 의해서 체내에 없던 물질을 자체적으로 조립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된다. 소금 결정화는 무기물의 물성에 불과하지만, 특정 환경 변수에 의한 결정성
장의 제어가 가능했다.
프로젝트는 자연물의 결정화 과정처럼 어떤 형태를 구축함에 있어, 변수에 의한 button up 방식
의 구축도구에 대한 생각이다. 나의 작업은 일상 스케일에서 결정화되는 입자 프로토-타입과 그것
을 예측 가능하게 다룰 수 있는 변수적 인터페이스를 찾는 과정이다.

고민재 KO, MIN JAE

Crystallization Experiments
Inherent actors

Probabilistic form

Diffusion limited aggregation

Experiments with Line nucleus

Crystal Seeds

Crystal growth

Crystals

Material: Salt(NaCl)
Parameter: Density, Thickness, Temporature
Duration: 4-5 days

Environmental Factors

Fuzz of Threads

Experiments with Point nucleus
Material: sodium acetate(CH3COONa)
Parameter: Position, Number of nucleus
Duration: for several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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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y particles /
Physic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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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ent Factors

Physical experiments

Environmental Factors

일상적 규모의 자가 조립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수는 크게 거시적 스케일과 미시적 스케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시적 스케일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입자는 불특정한 힘들이 주어지는 환경에서 특정한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입자 수준
에서 자가적 결합의 기회를 얻는다.

Particle을 움직이게 하는 비물질 에너지 중 밀고 당기는 힘에 의한 필드를 환경변수로 하여 입자들의 경향성을 파악한다.
입자에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당기는 힘만 존재할 경우 입자들은 그 Geometry와 초기위상에 관계없이 합력이 가장 큰 부분
에 구형으로 정착한다.

거시적 수준에서 자가 결합이란 물리적으로 안정적인 위상을 유지하는 정착의 수준으로 가정한다. 물리적 입자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주변의 힘의 분포와 관계되어 있다. 미시적 수준에서 입자간의 관계는 개개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거시적 수준의 결합이 만족되는 상태에서 유효하다.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입자는 역시 Geometry와 초기 위상에 큰 영향 없이 특정형태로 정착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입자들의 거시적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Particle이나 Seed의 물리적 Geometry와 무관하다는 판단 하에
Seed의 Force field만으로 구축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Microscopicfocus

Microscopicfocus

Particles vs Particles

Seeds vs Particles

Geometry : Tetrahedron + Sphere
Force: Magnetic force(Attraction)

Particles

Assembly Phase

Force: Shaking it

Repulsion

Actuatoe(Seeds)

Flow / movement

Attraction

Condition

Attraction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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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s

Attraction & repulsion

KO, MIN JAE 23

Organizing tendency Simulation
Process

Force fields

30 Force points
Random arrangements
15 Attractive forces / Value 2000
15 Repulsive forces / Value-2000
1728 Particles

20 Force points
Random arrangements
10 Attractive forces / Value 2000
10 Repulsive forces / Value-2000
1728 Particles

10 Force points
Random arrangements
5 Attractive forces / Value 2000
5 Repulsive forces / Value-2000
1728 Particles

Influence 1 by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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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Tendency Simulation
- Attraction

force와 Repulsion force는 입자의 흐름을 만든다.
입자는 Force field의 흐름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하려고 한다.
- Attraction과

Repulsion 간의 거리나 위치는 일방향 실험과 랜덤한
force field 에서 추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 점형의 힘들에 의한 입자 morphology는 점으로부터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의 가지수(1, 2, 3, 4 Direction)와 각각의 뻗어나가는
angle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 유도하려는 형태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성을 갖는다.

Analysis
limitation
Attractor

distance

Repulsor
Intensity
Particle movement

Pair
force fields flow

직관적인 힘에 의한 예측은
Attraction과 Repulsion을
1대1로 매칭시킨 뒤,
방향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면
가능하다.

Setting of standards
Repulsion Force +2000
Attraction Force -2000
Particles 512~8000

60도는 중심으로 매우 쏠려
삼각형에 가까워짐.
확장하기 어려움.

26

KO, MIN JAE 27

황지은 스튜디오 • HWANG, JIE EUN STUDIO

New senior center

강한울 KANG, HAN WOOL

Architectural Review 2014

New type of senior center in Dongmyo
physical weak. But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change
of perception by themselves, new senior group-the Active Senior- comes.
But we still treat them just like weak persons and we don’t agree that the
existence of active senior group.
Also Existing senior center was designed not for the convenience for
them, just for the convenience for system. And most centers are only for
the weak person who cannot control their body by themselves and people
with Dementia. Now, we have to consider the desire not only about
survive,
I suggest that the senior center with communication center for the active
senior.

Site Analysis about the dispersion of residence
Most people think that Dong-myo is just a commercial area. But near the Dong-myo, lots of small residents are also existed.
Streets are the only which for the rest, but they are also occupied by the people who enjoy the flea market.

Commercial Facilities

Residential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but people live in

Lots of Residential Facilities but no empty space

30

My site is soongsin-elementry’s movedarea, and it is the only area which have a chance to be a park or large empty space.
Also near the site, lots of senior visit so we can expect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senior patient and vis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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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nalysis

Design suggestion

In senior hospital, lots of program are isolated from the public because we misunderstand the senior’s desire. Senior generation is changed,
so they need and want to meet the other people. Most programms in hospital are very similar to our normal community center’s programms, so if we can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senior hospital, lots of people also can visit the hospital.

Existing site is the only space to open the big park for the public near the Dongmyo. But sudden green area also can be considered
the buffer zone to the visitor. I suggest the new type of landscape way to enhance the visitor’s accessbillity.
Grid type of green zone is very similar to Dongmyo’s pathway, so visitors can be enter the open public space naturally.

Outdoor
exercise treatment

walking path

Outdoor
courtyard

meeting point

Senior hobby
treatment - book

Library

Senior hobby
treatment - crafts

Handicraft
workshop

Senior hobby
treatment - ability

Human Library

Hospital
Restaurant

Restaurant

Roof Garden

Park

Treatment
of Plants

Garden

Medical
Office

Hospital
Physical

Medical
Office

Hospital
Psychological

Medical
Office

Hospital
Ordinary

Nursing
Home

Nursing
Home

Treatment
Room

Treatment
Room

Existing site condition

Mass level intervention

Making park on the roof

Enhance the accessibility

Adding new programs

New hospital suggestion

Senior generation is changed, so they need a new type of hospital

But most people don’t want to enter the senior center because of the center’s
bad image. To overcome the ‘bad image’ of senior center, i suggest a new way
to enjoy the programs which are situated in the center.
Each program isn’t a normal room, they can be treated like a mass.
To enter the program, visitor don’t have to follow the inner circulation, they
can choose the way by using the outer circulation - park.

32

Different circulation between senior and visitor
KANG, HAN WOOL 33

Elevation Suggestion
Most programms in hospital are treated like a place which
have to be isolated, but it is not a good way to care the senior.
By using the unique louver system, i want to open the rooms
which are usually closed to keep the privacy.

Senior center is not an isolated place anymor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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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y Results - Dra

Special thanks to
무리한 모델에도 아무 불평없이 작업하던
3학년 소희
2학년 슬이, 유나
1학년 신우
너무 너무 고맙다.
이제는 선후배가 아니라 파트너로 다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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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ch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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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자투리천 순환 시스템
오랜 습관이 녹처럼 슬어있는 낡고 예민한 동네에서 건축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건축적 제안’이란 미시와 거시적 가능성 사이에서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가?
봉제공장 밀집지역인 창신동에서는 매일 옷을 만들고 남은 원단 쓰레기가 대량으로 폐기된다. 이
러한 자투리 천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재활용 산업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새로운
업사이클링 상품을 만드는 아이디어들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주자원’이
라고 할 수 있는 자투리천 자체를 수거하고 관리하는 인프라는 전무한 상황이다.
‘패치워크’는 자투리 천이라는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며,
없던 무언가를 만들기보단 기존의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잘 엮어내는 것에 집중한 프로젝트
이다.

송재욱 SONG, JAE WOOK

등고선

도로조직

경사로와 계단길

건물과 유휴지

상업시설

봉제공장

오토바이 교통량

낙산 자락을 따라 종단면으로 약 100m의 고저차를 보이는 급경사 지대인
창신동은 지형이 가파를 뿐만 아니라 도로망이 정비되어있지 않아 차량 및 보행이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남쪽 왕산로 부근에 밀집한 상업시설과 봉제 공장은 자연스럽게
지역을 생활 영역, 생산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주요 이동수단인 오토바이의 교통량은
이러한 영역변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보행자 통행량

주 도로 창신로를 따라 분포한
종량제 및 마대봉투 판매처의
현황은 자투리천의 폐기와 수거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공장 앞에
투기된 원단 쓰레기는 지형적
특성상 도수수거부터 1톤, 5톤,
24톤 트럭까지 모든 운송수단을
동원하여 수거한다.
이런 노동은 매일수거가 아닌
격일수거로 할 수 밖에 없어
동네 미관을 악화시킨다.

종량제 및 마대봉투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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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천 수거 경로

자투리천의 이동

자투리천 수거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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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CH #1
REMNANT
RECYCLE BIN

자투리천의 운명은 두 종류의 봉투로 결정된다. 종량제
봉투와 PP마대는 자투리천이 일반 쓰레기와 섞여 [쓰레
기]가 된 후 폐기될 것인지, [재활용]으로 분리수거 될 지
결정한다. 창신동에서는 현재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겨
져 폐기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자투리천은 마대에 담겨
져 재활용 분류 과정을 거치는데, 원단의 종류에 따라 재
활용 공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각기 다른 색으로 제작된
마대를 항시 종류별로 갖고 있어야하는 비용적 부담과
번거로움이 있다.

자투리천 함

PATCH #2

종량제 봉투

POINT COLLECTING
거점수거

자투리천 함

자투리천 경로추적
공장 문전 투기

거점 투기/수거 제안
골목길 이동

블럭 이동

PP 마대
종량제 봉투
재구매 비용 부담

문전수거
주변 환경 악화
이웃간
이웃간 관계
관계 마찰
마찰
투기일
투기일 불이행
불이행

도수운반 수거(가중업무)
운임비 증가
수거범위 한정

수거함 재사용으로
배출비용 절감

주변 환경 개선
동종업 내 정보공유
재활용 함 교환

거점

업무량 감소
운임비 감소
관리공간 한정

면
Cotton
폴리계 섬유
Poly-

자투리천의 운명을 결정짓던 두 종류의 봉투들은 각각 공통점, 차이
점을 갖고 있는데, 이 요소들 중 좋은 점을 취사 선택하여 새로운 자
투리천 수거함을 만든다.

42

영세공장들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투기와 수거 과정에
서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전체 프로젝트의 세포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모듈의 형태를 띈다.

세포가 조직되는 과정, 즉 자투리천이 담겨진 수거함이 모이는
과정을 변화시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이는 이 동네에
숨겨진, 혹은 배어있는 불편과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가
배양될 수 있는 뼈대가 된다.
차량 이동이 제한적인 지역의 특성을 이용해 자투리천이 수거되
는 경로를 추적하고 기준 이상의 규모 형성 지점에 투기장소를
만든다.

SONG, JAE WOOK 43

PATCH #3
REMNANT
RECYCLE FACILITY
자투리천 천 자원 생산소

자투리천 흐름도

아카이브(창고) + 공장

교육체험실

디자인 랩

카페 및 샵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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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좋아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좋아하지 않으셨을지라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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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학교의 사회
Deschooling Society

Architectural Review 2014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철길, 동해남부선은 부산과 포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1935년, 동해안의 자원
과 부산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 위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기차가 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원거리의 망을 연결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근거리 내에서는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동해남부선의 복선화가 추진되면서 해운대 지역의 노선이 장산의 터널을 지나도록 변경되었고
2013년 말 기존의 해운대 지역을 관통하던 기찻길은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토록 했고 이를
위한 방안이 수립중이다.

국민교육헌장
학교, 즉 공교육 체계는 산업화시대에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노동자 생산과 시민계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형화된 가치를 지닌 상품을 출력하는 제도적 기계장치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는 ‘보호’보다는 ‘통제’를, ‘학습’보다는 ‘훈육’을 그 도구로 사용하여 이에 적합한 학생
을 선별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도태시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체계를 가진다. 이런 교육 속에
서 학생들은 수업을 공부라고, 학년 상승을 교육이라고, 졸업장을 능력의 증거라고 혼동하게 된다.

이재필 LEE, JAE PIL

즉, 과정과 실체를 혼동케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중학생의 장래희망 ‘없
다ʼ의 비율이 초등학교(11.2%)에 비해 급증(33.4%)하여 고등학교(32.3%)까지 지속되고 있다.

탈학교의 사회
학교는 관심을 갖는 사물을 접하고, 공통된 관심을 가지는 동료들을 만나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는 망이어야 하며 공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업이 아닌 참여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수업은 계획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원하는 사물과 동료를 접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해주고 그 곳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활동 방
식과 인원에 따라 공간의 규모가 결정되고 내용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망이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져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꽃

해운대 지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 규모의 여름철 관광지 중 한 곳
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와는 다른 성격의, 부산 최대의 주거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은 문화·예
술·관광·상업 지역과 주거단지를 바탕으로 한 학교가 병치되도록
하였는데, 그 한가운데를 동해남부선 철로가 통과하면서 동북 방향의
주거지역과 남서 방향의 기타 상업지역을 뚜렷하게 갈라놓고 있다.

해운대구간 폐선화

이는 (구)해운대역 부지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새로 조성된 신
시가지, 마린·센텀시티 등의 주거단지와는 달리 (구)해운대역 부지를
중심으로 철로 북면에 위치한 주거지역은 장산 비탈면에 과거 형성된
주거지역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낙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8개의
초·중·고교가 밀집되어있고 이어지는 철로를 따라 반경 2.5㎞ 이내
에는 36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반면 (구)해운대역 부지 남쪽으로
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구남로가 최근 조성이 완
료되면서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운대역, 앞 뒤

부산, 동해남부선

도심
철거

1:3000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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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철거

수변

교외

존치

철거

1:1000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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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생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나

(구)해운대역 부지 북쪽의 8개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지하철, 버스, 봉고를 이용하여 통학하는데 (구)해운대역 부지 전면에 해운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다. 게다가 철길 북면의 지역은 대부분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좁은 길에 복잡하게 연결되
어있어 등하교 시간에 차량이 지역 내로 들어올 경우 심한 정체가 이어져 학교 측에서는 철로 북쪽으로 차량이 올라오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이에 철길을 따라 놓인 큰 길 선상에서 철로를 건널 수 있는 건널목 주변에서 하차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다.

체벌
시선

시험

학칙
1. ... 금지한다.
2. ... 하지 않는다.
3. ... 제한한다.
4. ... 못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공간은 1차적으로 (구)해운대역 북면의 8개 학교, 2차적으로
원화된 폐선부지를 통해 연결되는 2.5㎞ 이내에 위치한 36개 학교의 학생들을
상으로(모집단이 커질수록 학생간의 공통된 관심사를 더욱 구체화 할 수 있다)
로 시행되는 자유학기, 특별활동, 동아리, 방과 후 수업시간 등을 통해 활동할
있는 대안적인 교육공간이다.

나는 장래희망이 없다.

11.2%

자유학기

150㎞/h

3㎞/h

이 철길, 동해남부선은 부산과 포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1935년, 동해안의 자원과 부산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 위를 빠른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가 망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런 원거리의 망을 연결하기 위
해 필연적으로 근거리 내에서는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동해남부
선의 복선화가 추진되면서 해운대 지역의 노선이 장산의 터널을 지나도록 변
경되었고 2013년 말 기존의 해운대 지역을 관통하던 기찻길은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토록 했고 이를 위한 방안이 수립중이다.

이런 활용방안 수립 중에 (구)해운대역 부지와 달맞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공
원화를 준비한다는 명분하에 모든 철로가 철거되었으며 그 부자재가 (구)해운
대역 부지 인근에 야적되어있는 상태이고 빠른 속도로 달리던 기차가 멈추자
자연스럽게 (구)해운대역 부지에 남겨진 철로를 넘나드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느리게 움직이는 동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대
표적 물리적 형상 중 하나인 철로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드러나는 것은 산업화
라는 가치 아래 배제되어왔던 작은 가치들이다.

텍토닉

공
대
새
수

어둠 속에 사는 인간이 어둠 속에서 친구를 얻는다면,
어둠도 흥미롭지 않은 게 아니다.

34.4%

교내 모집단 :
1개 학교 1개 학년 300명

32.3%

특별활동 및 동아리

1,600개/㎞×5㎞ = 8,000개
철거 후 해운대역 인근에 야적
326㎏/개
450㎏/㎠
포스트텐션 PC강봉 R 11㎜×4

해운대역 북면 모집단 :
8개 학교 7,000명

2.5㎞ 이내 모집단 :
36개 학교 30,000명

방과후 활동

동해남부선 폐선화
구간 중 약 5㎞에
해당하는 구간은
이미 철거되어
해운대역 인근에
레일과 콘크리트
침목이 야적되어있는
상태로서
구축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산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공물로 둘러싸이게 해왔다. 그 인공물의 내
부 작용은 오로지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비전문가는 만약
비전문가가 손을 대면 고장이 난다고 경고하여 무엇이 시계를 가게하고,
전화를 울리게 하며, 전동식 타자기를 움직이게 하는지 알 수 없도록 만
든다. 그는 트랜지스터라디오의 작동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만 스스로 그
것을 알 수는 없다.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은, 전문가가 그들의 전문지식
을 더욱더 쉽게 숨기고 타인의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창조
성을 억제하는 사회로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의 인공물을 비학교화
하기 위해서는, 그 인공물과 제조과정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Ivan Il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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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마네킹
실험대

스피커

제본기

작업대

프로젝터
물레
망원경

석고상

지구본

집진기

악기
컴퓨터

식물

매트리스 작업대

개수대 작업공구 작업공구 가스렌지 재봉틀

화로

냉장고

지도

턴테이블 거울

교실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칠
판, 사물함 등이 놓이는, 학습기
자재나 특별 학습을 위해 설치되
는 설비들이 형성하는 ‘벽’이다.
이런 벽은 학생들에게 방향성을
주고 그에 따라 책걸상 등이 배치
됨에 따라 그 벽을 가진 공간 내
에서의 구체적 활동을 불러일으
킨다.

서가를 위한 벽과 사물을 위한 벽
은 사이에 통로 또는 책걸상을 위
한 공간을 두고 하나의 유닛을 이
룬다.

서가
십진분류법에 따라 나눠지는 서
가는 같은 번호를 가진 곳에 공통
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모이게
하며 포괄적인 지적학습의 도구
로서 존재한다.

유닛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파사드

두개의 유닛 사이에 만들어지는 교실

54

서가와 설비·기자재를 가지는 벽이 마주하여 형성되는 공간이
하나의 교실을 형성하며 두 개의 벽에 의해 규정지어진 성격의
공간은 철로 위에 놓인 유닛의 유동성과 가변성을 통해 그 활동
규모와 활동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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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모형

1:50 모형

두 개의 벽 사이에 형성된 교실에서 하나의 주제 하에 만들어지는 학생들 간의 공동체는 지역 내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을 거치며 이어지는 학년상승을 통해 지역 내의 선후배관계를 형성하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교육적 관계에 대해 새로운 방식이 구축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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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ke & Ride
SangBong Bike Transit Center

Architectural Review 2014

녹색물류 성장을 위한 자전거 환승센터 제안
새로이 교통의 요충지로 주목받고있는 상봉역 일대에 자전거 환승센터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교통시설과 연계된 자전거주차장은 Bike and Ride 형태로, 자전거 이용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자
전거를 주차장에 보관하고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전환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한 뒤 주차장에 보
관된 자전거로 최종목적지까지 통행하게 된다. 이러한 자전거 주차시설은 수단에 따라, 역이나 정
류장의 형태나 규모 또는 운영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시설이든지 기본적으로 도난과 파손에 안전하고,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며 신뢰성 있
는 자전거주차용량의 산정방안을 통해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시설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논문에 기반한 필요주차대수를 확충하였고 그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객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환승동선과 필요 인프라를 갖추었다. 또한 활동적인 공간이 창의적인 공간이 되도록
Start-up을 위한 Co-UP Place를 제안하였다.

이규동 LEE, KYU DONG

2010년 전국 교통수단별 수단부담률

Co-up place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환승 횟수

전국 기준 2010년 교통수단별 수단 부담률은 승용승합차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보도, 벗, 철도 순으로 높았다. 자전거의 수단 부담률은 2.2%로 2006년 1.2%에서
약 1%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환승 횟수

Seoul

최근 10년간 자전거의 수단 분담률 및 연령별 자전거 이용률 변화
최근 자전거 교통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자전거 교통환경의 개선 및 자전거의 생활
속 스포츠 인식에 따른 이용자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되며 최근 10년간 자전거
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용하던 30~40대의 자전거 통행이 눈에 띄게 증
가한 것은 자전거 정책의 방향이 옳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Jung-Rang Gu

Sangbong Station

상봉역은 경춘선의 시발점으로 일평균 3만5천여명의 많은 인구가 이
용한다.

지하철 수송량 현황

2010년에 새로 생긴 환승역은 주중에는 도심과 강남으로 출근인원을
수송하며 주말에는 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하여 외곽으로 수송한다.
3

상봉

8,826,374

45,674

각 도시별 자전거의 교통수단 수단분담률 변화

※상봉역 7호선 32,000명 / 일

korail 통계표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상봉역 역사와 연계하여 ‘자전거주차시설 +협
업공간을 제시하려고 한다. 자전거를 타는 인구들과 Free lancer들이
머무를자리를 찾아 헤매는 nomad적 성향에서 공통분모를 찾았다. 그
래서 자전거를 타고 빌딩 내의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Ramp로
만들었다.
저층부는 자전거를 위한 공간으로 대여, 구매 보관, 안내, 수리 등이 가
능하게 하며, 상층부는 오피스를 위한 공간으로 Lounge와 Seminar실,
개인공간, 강의 등이 ramp에 자유롭게 엮이도록 디자인했다.

연령별 자전거 이용률 변화

주거지역 지하철역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자전거 vs 보행

도달거리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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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동거리

※교통 기술과 정책 - 자전거 연계교통의 잠재력 및 활성방안(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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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Co-up place

1. Worthless Sangbong office

Parking system

3. Weekday vs Weekend
Current Office
<Weekend>

<3/8 Daytime>

<3/18 Nighttime>

2. Lack of bike parking area

<Weekday>

<Weekend>

4. Lack of Green area

Future Office

5. Disconnected

History of the Sangbong

1985. 09 - Opening of Bus terminal

62

1996. 10 - Opening of Metro 7

Concept Diagram

2005. 12 - Opening of Jungang Line

2010. 12 - Opening Gyeongchu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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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The site condition

Site Plan

64

Sunken Garden

Make barrier

Expand volume

Green flow

Passade

Axono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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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Model
1. Public Gallery
3. Electrical Room

2. Machine Room

1. Bike Shop
3. Retail
5. Retail
7. JungAhng Line

2. Bike Display
4. Retail
6.Retail
8. Sunken Garden

1. Bike Shop
3. Retail
5. Retail
7. Fixing Area

2. Retail
4. Retail
6. Lounge

1. Seminar Room
3. Study Room
5. Study Room
7. Terrace

2. Study Room
4. Study Room
6. Cafe

1. Co-UP place
3. Study Rooms
5. G.X Room

2. Study Lounge
4. Fitness center
6. Shower Hall

1. Co-UP place
2. Study Lounge
3.Conference Room 4. Terrace

Section

Thanks to..
항상 밝은 엔돌핀같은 소현이,
우리 긍정왕 울림이,
그리고 1등 공신 윤재까지.

1. Co-up Place 2. Study Lounge 3. Confernce Room 4. Seminar Room 5. Seminar Room 6. Public Gallery 7. Terrace Garden
8. Fitness Ceanter 9. Bike Lounge 10. Jung-Ahng Line 11. Shower Hall 12. Sunken Garden 13. Short-cut Valley 14. Metro no.7

66

너희 덕분에 졸업하는구나. ^^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도움주신 교수님, 친구,
선배님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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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관계성 회복
미혼모보호시설 계획안

Architectural Review 2014

용산구 용산2가동 1-1485 미혼모보호시설 증축 계획안(현 모자보호시설)
기존 한부모가족시설의 목적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결손가정을 지원하여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재활의 성격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폐쇄적 성
격을 취하여 지역 사회와 단절 되어 있다.
대상부지는 용산2가동 해방촌의 모자보호시설 부지로서 옛 일본신사 터 자리이다. 기존 경사지를
절토하여 부지로 활용함에 따라 옹벽을 축조한 상태로 오랜시간 지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옹벽이
만드는 물리적 경계와 프로그램이 갖는 폐쇄적인 성격은 이러한 시설을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지속
적으로 단절 시켜왔다.
따라서 시설의 보호 대상자의 심리적 대상 구분을 통해 시설의 프로그램을 다시 재구성하여 배치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지역사회와 융합되어 더 나아가 미혼모의 사회성 자립에 기인할 수 있도록,
주거 제안,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마을 커뮤니티화, 상점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규은 LEE, GYU EUN

Site analysis

Housing plan
Long term housing

출산 이후 신체적으로 건강한 양육모를 대상
사회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열린성향을 갖고, 시설이 아닌 일반주거
의 성격을 갖도록 길에서 직접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관계
를 맺고 일반 주거들과 융합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사회성 자립의
가능성을 갖도록 구성
2-3인의 쉐어하우스형을 통하여 가족형성형 주거를 제안하며 독립
된 입구성을 갖는 주거로서 1인 가구와 함께 구성하여 필요시 일반
임대주택으로 변용하여 시설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활용

길 - 주거독립 입구 - 계단코어 - 개별주거
Long term housing scale 1:300

용산구 용산2가동 1-1485 모자보호시설 부지

기존 모자보호시설과 시설이 운영하는 다세대 주택 1채, 일반 주거로 사용되는
다세대 주택 1채의 세개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부지이다.
기존 모자보호시설의 프로그램적 특징인 폐쇄적인 구성과 대상 부지의 옹벽과 경사로,
담이 만드는 물리적인 경계는 시설을 성역화하여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길을 따라 놓여진 작은 집들과 저층부 상점들이 만드는 생활가로의 연속성을 끊고
시설과 지역의 관계를 단절 시키고있다.

Direct access from street

Short term housing

Retaining wall(height 12m)

Steep slope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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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rson share housing

기존 미혼모시설의 출산 전후 미혼모를 대상
주로 출산 후유증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혼모
사회심리적으로 폐쇄적인 성향을 갖는 미혼모를 위한 주거로서 개
인의 공간과 공용공간을 분리하고 기존의 폐쇄적인 접근성을 유지
하여 구성하며, 장기 거주 주거로 점진적으로 유도
성향이 비슷한 다른 미혼모들과 자족적인 모임이 가능하도록 공동
체형 주거 제안(Collective housing)

Fence & closed facade

중정 - 주거 동 외부 공간 - 홀 - (산후회복실, 어린이집) 복도 - 개별주거

Mass process

Fence & retaining wall
& closed facade

1person & 2person share housing

Short term housing scale 1:300

Demolish existing
housing

Planning a three-building
(long term housing)

Partial demolition
(sunlight for housing) &
planning short term housing

Planning vocational
education center & connecting
housing to center

Access through courtyard
Collectiv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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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tional education program plan

Commercial & stair public open space plan

Existing program arrangement

Class(studio) operation
Facilities

?

Program
Program
Program

Mixture of housing and sub-programs
Lack of independence of housing
Disconnection of local community

Existing facilities





Seperating housing and sub-program

Difficult class operating(minority)

Local community
Class



Facilities



Class
Studio

Collective housing

Vocational education facilities

Housing & housing community
program

Sharing vocational education
facilities with local community

Seperating housing and sub-program
Making independence of housing
Communitization of partial facilities

Class operating(majority)

Program approach route

main hall

Long term resident route
Local resident entrance(main entrance)
Long term resident route

Vocational education facilities

Long term resident route
Short term resident route(bridge)

Commerical street extension
72

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직접 상점을 운영하도록 제안한다.
주변부 저층부의 상점가들이 만들어내는 생활가로의 연장선에 배치하고
전면부 계단, 데크 공간을 확보하여 기존 급경사공간의 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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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Elevation &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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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image

Model image

Thanks to..
일단 마감을 한 내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해주고 싶고, 한 학기 수고 많으셨던 황지은 교수님, 그리고 우리 반한테 감사드립니다.
사실 순서는 마지막이지만 가장 고마웠던, 자기설계보다 재밌다던 상원이, 별 말없이 해달라는거 묵묵히 다해준 재근이
농구하지말래도 꼭 했던 경석이, 大자 하진이. 마지막으로 모델 트집 잡던 재원이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고 하고 싶습니다.
모두 몸 건강히 졸업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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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Complex ;
River & City Link

김 인 KIM, IN

Architectural Review 2014

Sports complex for Office & Residence people
Seoul is a city that has a lot of mixed office and residential. Roads
and rivers around the city with the waterfront park to be split. In this
environment people are living in Seoul uncomfortable with the concept
of the park made. And that new indoor and outdoor sports, as well as the
park began to require a lot of space.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deal with that as architectural thought. In
particular, the best sports facilities in Seoul Mapogu poor areas, and mixed
residential and office is in being overcrowded. Many people use the gym
in the new movement does not meet the demand for more traditional
only take the form of rent.
Mapo public Parking Lot to solve this fit the position.New Sports Complex
in place so as to creating a more comfortable environment for office and
residents were designed to create a cycle.

Prologue

Site Analysis
서울은 과밀화된 도심 사무공간과 주거
를 위한 아파트들의 혼합 속에 있다. 그리
고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은 점과 같이
존재하고 강변을 따라있다. 강변공원들은
고속도로에 막혀 분리되어 있고 띠와같이
존재한다.
웰빙에 대한 관심과 건강의 중요성, 그리
고 소득수준 증가로 인한 새로운 스포츠
의 발달은 새로운 운동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마포 지역은 예로부터 한강북단의 중요한 요충지로 존재하던
지역이다. 과거의 나루터의 역사에서부터 지금의 여의도와 마
포의 오피스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대기업의 본사들과 최근의
마포동의 한강변 재계발로인한 인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한
강변의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하여 6000세대 이상의 주
거단지가 계획되었다.
오피스와 주거가 혼합된 지역적인 특성과 홍대, 신촌과 가까
운 특성으로 교통의 요지로 발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덕역까
지의 마포대로가 새로운 도심지로 발달하고 그 주변 먹거리골
목형성과 유흥시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공원이나 주
민 편의시설의 경우는 기존의 마포 지역으로 몰려있어 주민들
의 이용이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적 특성을 시작으
로 마포의 문제를 찾고 그에 필요한 시설을 찾아보았다.
위치: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6-1 유
마포대교 북단 마포공영주차장부지
면적: 26345㎡
지목: 주차장

Site Locatio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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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o

Mapo Public parking Lot

Mapo retarding basin
KIM, IN 81

Plans

1. Hall
2. Running track
3. Fitness
4. Spinning Room
5. G.X Room
6. Locker & Shower
7. Rounge
8. Taekwondo Room
9. Ballet Room
10. Coach Room

1. Bowling
2. Locker & Shower
3. Reception
4. Hall
5. Running Track

Site plan

Lv+5.0 plan

Lv+8.0 plan

1. Restaurant
2. Clinic
3 Hall & Core

Lv+11.0 plan

Image of glance

82

KIM, IN 83

Diagrams

Divide

Insert

Put on

Distort

Divide

Weave

Section
+20.0

+14.0

+8.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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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er Shot

Thanks to..
Yongsung Ji
Changwon Ha
Chanhee Hwang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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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youth center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필승남 BI, SHENG NAN

Architectural Review 2014

Sports & Housing & Studio
Foreigner recently was in a state where foreigners come to or come to the
tourist, cultural experiences, the study of language is increasing. Space
that can interact with foreigners and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lso
seems to lack Korea to do so.
Dongdaemun is one in the area of most foreigners. Are three cows near
University of [Finish]. It was more Confusian scholar in many cases.
There are a lot of super-owned university in the vicinty of the cool village,
but because foreign students dormitory also insufficient area for activities
and cultural exchange for youth is insufficient, as well as students of
puberty in the country, the youth's target foreign I want to provide a
community space for cultural exchange for.
There is also proposed redevelopment of the Finish soft, it intends to issue
a proposal of International Cultural Youth Center, which can in youth and
cultural exchange Gonganruru enjoy more in this site.

Site analysis

Gyeongbok
Palace

Taking into account the approaching road,
so set up a layer of commer cial facilities,
cafes and restaurants.

Sin chon

Hongik
University

Myeongdong

Namsan

Heungingimun

Beacause it is one of the access roads,
pedestrian and vehicle distinction,
so the position of the car park is set out in here.

Natural ventilation and surrounding residents
to keep their daily activities designed atrium.

Comfortable facilities in the vicinity

Status and issues surrounding

program space
1. Cafe
2. Bakery
3. Core
4. Outsade deck
5. Counter
6. Guardroom
7. Information
8. Shop

90

9. Waiting room
10. Warehouse
11. Foyer
12. Main entrance
13. Kitchen
14. Restaurant
15. Parking road
16. Main courtyard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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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ubjects

Culture. Educational Exchange

+ Residence

site mass

mass relationship and road

at the entrance of the mass

mass impartial

Exercise

Architectural Overview :
Location : Cheongryangridong, Dongdaemun-gu, Seoul
Land Area : 7307.1sqm
the total floor area : 13728.4sqm
Construction area : 3567.2sqm
Scale construction : F6 B1
Unit : 3, 4, 5, 6floor
Unit area : 2000sqm

SPACE DIAGRAM

Natural ventilation and natural light through the courtyard

program for the each follr

basketball

92

badminton

volley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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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YPE : 기본유닛형(36㎡) + 공용유닛형(48sqm) 1개
문화교류 위주 중, 단기 국내외 학생 대상으로 언어 및 문화 이해를 증진
시키는 향으로 4개 유닛같은 공간을 이용하며 서로 도와주면서 타국 친구
도 사귀는 목적이다.

C TYPE : 2인실(75sqm) 3개
친구와 같이 단기나 장기여행자나 대상으로
일상 삶은 공간

B TYPE :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조합형

유학생

기본유닛형(36㎡) + 공용유닛형(48qm) 1개

단체여행자
장기여행자
문화체험여행자
외출

집돌아옴 - 쉬는공간 - 공부하는 공간 - 잠자는 공간

학생은 하루에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상 행위

D TYPE : 2인 2실 기본유닛형 조합(83sqm) 10개

E TYPE : 2인 1실(23sqm) 28

장기여행자나 한국에 살고있는 유학생 대상으로 기숙사가 아닌 주
택같은 공간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늘마루는 다공능 공간으로써 옆
집 친구랑 얘기하거나 잠깐 앉아서 쉬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
는 등 여러기능을 이룰 수있다.

단기여행자나 단기 거주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유닛 잠자는 공간만 제공하다.

BASIC(A)UNIT TYPE : 36sqm 14개 “ㄱ”자형 1인실

D TYPE : 2인 2실 기본유닛형 조합(83sqm) 10개
외출

Public Unit
4Unit Combination

집돌아옴 - 쉬는공간 - 공부하는 공간 - 잠자는 공간

Together study

Together Party with friends

Talk about somthing Together look the movie or TV

Together study

외출

집돌아옴 - 쉬는공간 - 공부하는 공간 - 잠자는 공간

외출

집돌아옴 - 쉬는공간 - 공부하는 공간 - 잠자는 공간

Together Party with friends

Public space

E TYPE : 2인 1실(23sqm) 28

다양한 유닛단위의 중정공간
빨래하기/빨래말리기/수다하는 공간/커피마시면서 책을 보는
공간 등의 기능으로 사용함

입주

휴식/잠자기

외출나감

Bedroom1

C TYPE : 2인실(75sqm) 3개

Public Living room
외출

집돌아옴 - 쉬는공간 - 공부하는 공간 - 잠자는 공간

Together study

Public toilet

Together Party with friends

Talk about somthing Together look the movie or TV

Bedro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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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A-A’
Spac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central atrium and part of the facade materials.

About Facade Material :
Wall with exposed concrete material,
and glass curtain wall and glass.
The glass curtain wall
impact resistance, resistance to beat

Glass building materials using floor-type
windows,convenient for lighting and open
horizons

Exposed concrete material in
order to ble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use of
building materials close to the
natural environment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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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고쳐쓰기

다세대주택은 다른 주거유형과 구분되는 독특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외부계단, 반지하, 옥탑방
등이 그것이다. 이는 법규 안에서 면적을 최대한 넓히려는 움직임, 당시의 시공 수준, 재료 등의 요
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낸 결과이다. 실제 사이트를 선정하여 이 어휘들을 중심으로 원래의 쓰
임을 회복하거나 현상황에서 필요없는 요소는 없애거나 또는 이 요소들의 새로운 쓰임을 찾아보려
한다.
사이트는 대학교 부근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다세대주택이 신축 원룸으로 빠르게 바뀌는 곳이
다. 신축 건물에 비해 다세대 주택은 획일화되지 않은 공간, 풍부한 외부공간, 스케일 등에서 집의
모습 가깝다고 생각한다.
원래 가지고 있는 요소를 이용해 다세대 주택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보려 한다.

이상명 LEE, SANG MYEONG

다세대주택 어휘사전
1. 반지하
전형

2. 외부계단
휘경동 294-000

대응

전면

7. 담
휘경동 294-000

전형

복합

8. 벽과 건물 사이
휘경동 294-000

전형

대응
1. 기존 외부계단 유지

옥상계단

홈통

2. 외부계단 추가

•위험하고 불편함

휘경동 294-000

전형

나무가지를 위해
담을 뚫음

대응

•전형적으로 키높이 보다 높은 담

담 높이 약 2100㎜

•건물 전체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주로
반지하, 1층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해준다.
•가로를 향해서는 닫힘

주거
상업
주요동선

•채광, 시선에 취약

•취약한 전면부를 상업으로 사용
•담 위로 철물, 발, 병조각 등
다양한 재료를 올려 둔다.

중정

후면

•경사로 인해 1층
과 같음

•동선 사용자가 많음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한 경우
프라이버시가 줄지만 다세대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고 대체로
거리 풍경이 좋아진다.

•불법 구조물 다수(건축선 침범,
너비부족, 경사도 초과)
•중정을 통해 채광과 통풍 개선

•계단 아래, 위를 막아서 쓰는 경우

3. 발코니
전형

•전면을 카페로 사용하면서 담장을 열음

4. 옥상(옥탑방)
대응

휘경동 294-000
1, 2, 4 : 벽을 터서 거실로 사용. 사실상 내부.
3 : 샤시로만 막음.

•기존 중문은 계속 주거 출입용으로 사용되
므로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뒤로 후퇴

외부계단

•동선을 분리시켜 주고 전이공간
으로써 소통의 여지를 제공
•채광에 취약

•도로에 직접 면한 곳이 많아
전이공간 없음

대응
기존 화단 확장
수목 보존

•채광, 시선에 취약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

•보통 반지하를 끼고 있는데 대부분
어둡고 여러사람이 동선으로 사용
하여 활용도가 떨어짐

•대체로 가로에 폐쇄적. 반지하
세대는 가로와 맞닿아 있어 거의
가림막으로 막혀있다.

전형

•양 옆과 뒷쪽이 넓은 편이지만
동선으로 쓰이고 있어 활용도
가 떨어진 다.
중문 뒤로 후퇴
낮은 문으로 교체

대문 없앰

대응

휘경동 294-000

1. 샤시 철거하고 외부공간으로 활용
2. 시선 막기

휘경동 294-000

전형
계량기

1. 기존 옥탑방 철거

홈통

•담장을 허문 경우 주차공간이
늘어나고 점유성은 떨어지지만
골목 풍경은 좋아짐

중문 뒤로 후퇴
낮은 문으로 교체

9. 가스배관, 계량기, 홈통, 실외기

10. 공용
대응

전형

휘경동 294-000

배관을 이용한
외부 조명설치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법 제84조,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난간 등의 설
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
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
입한다.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무허
가로 지어진 것이 많아 화
재에 취약, 주거 환경 열악

시선 차단

•외부공간으로 쓰기에 외부 시선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무리하게 수직동선 삽입하
여 위험한 계단 다수

우편함

•한집이 옥상 전체를 전용

후면 3, 4

•각자 베란다와 공동 베란다를
구분

6. 출입구
휘경동 294-000

대응

제한선 침범

무허가

전형

•방마다 신발장이 따로 없어서 남는
공간은 주로 수납으로 활용.

2. 감추기

대문

에어컨 실외기를 둘 수 있는 공간
확보, 계량기 가리기

실외기

뒷 마당을 막아 창고 및
보일러실로 사용

중정 마루

•공용의 가능성이 있는 옥상은 옥탑방
주인이 전용.

2. 복합

가림막

•이 설비들이 나중에 설치되면서
계량기, 배관, 실외기 등이 건물
밖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다
세대 주택의 입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계량기 배관, 홈통 등이 밖으로
노출

주거
상업

밤, 주말 시간에 카페 지하층 공유

11. 난간
휘경동 294-000

1. 기존 창고 철거 및 발코니 아래로
이동

대응

전형

12. 주변건물
휘경동 294-000

대응

전형

철거 및 설치

1. 그대로 사용

휘경동 294-000

대응
후면

중정

외부공간으로 쓰기에 외부
시선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경사지여서 2층부터는
전면에 건물이 없다.

2. 옥탑방 철거 및 도로사선 및 북측
일조사선에 맞추어 신축

도로사선 침범

•복도와 방의 레벨이 같고 장판이
깔려 있어 어색하다.

•발코니, 반지하, 외부계단 등 외부
공간이 많아 소통의 여지가 있으
나 외부로 부터 닫힌 정도, 문의
배치, 햇빛 등에 따라 공간의 쓰임
유무가 갈린다.

•198,90년대 연와조 다세대 주택이
대거 들어서고 그 이후 에어컨이
상용화되고 도시가스가 들어왔다.

•위험하고 불편한
옥상 계단

•구획이나 구분이 없어 쓰임이
모호

5. 불법
전형

계량기

•과거 필요 없어진 물탱크실
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사
용한 것이 유래

전면 1, 2

•피난, 공간의 질 향상, 공중
보행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생긴 법규였으나 내부화가
확산되면서 본래의 의도가
퇴색되었다.

화분 우편함

•기존 물탱크실에 샌드위치
패널을 덧붙여 세움

옥상

•무분별하게 수리해서 복도에 공간의
낭비가 많고 어색한 공간이 많다.

•경사지라서 좋은 전망을
가짐
관련법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시행(2006. 2. 9, 2014. 1.
17) - 옥탑방 양성화 유도

대응
1.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좁은 복도에 나무 문으로 서로 닿아
있어서 복도가 마주치기 어색한 공간
이다.

1. 드러내기

2. 옥탑방 증축

•동선을 분리시켜 마당을 사유
화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정을 통해 채광과 통풍 개선

전면
•입구가 세개여서 동선이 분산될 수 있다.

3. 면적

면적 초과
•다세대 건축은 볼륨이 균일하지
않다. 따라서 요철 부분을 막아
서 쓰려는 경향이 강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면적을 늘리거
나 건축선을 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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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109.36㎡(5.8㎡ 초과)
창고(8.41㎡)때문에 넓어짐
•연면적 271.24㎡(12.34㎡ 초과)
창고(8.41㎡), 옥탑방(16.34㎡) 때문에 넓어짐

•허가 없이 내력벽을
수선하고 용도를 임대용
으로 변경
•옥탑 불법으로 증축 후
벌금 완납하고 양성화
했음

•건축면적: 109.36㎡
> 103.16㎡(최대 103.56㎡)

•아랫층의 경우 도로에 맞닿아 있
어 시선에 취약

•연면적: 271.24㎡
> 255.76㎡(최대 258.9㎡)

•보통 2, 3개 다른 방향으로 출입
구가 있음

•4층 이내의 비슷한 볼륨의 건물
들이 밀집해 있다.
•시선에 제약을 많이 받고 저층부
의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다.
•입면에서 조적과 대비되어
두드러짐

•알루미늄 재질로 건물과 대비되어
두드러짐

후면

전면
맞은 편에 19m의
거대한 원룸 건물이
들어서서 1층 이하에
그늘이 지고 창문을
열 수 없다.

시선 차단

•재료: 조적, 대리석, 알루미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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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평면도(전)

1층 평면도(전)

2층 평면도(전)

옥상 평면도(전)

scale 1/200

scale 1/200

scale 1/200

scale 1/200

지하 1층 평면도(후)

1층 평면도(후)

2층 평면도(후)

옥상 평면도(후)

scale 1/200

scale 1/200

scale 1/200

scale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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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상세도

주거용
출입구로 카페를
아래 층으로의
출입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시선을 떨어뜨리는
못하도록
화단 문으로 인지되는
프레임과 낮은 대문을 설치

기존 수목을 보존하고
화단을 확장하여 벤치
와 함께 공공 조경으로
사용.

카페와 주거 출입구의
시각적 분리를 위해
기존 투시형 난간을
철거하고 조적벽 쌓음.
기존의 대문과
담을 철거하여
카페의 진입성을
높여준다.

완전히 막혀있는
담이 아니라 깎인
부분과 화단을 통해
적당한 거리감 만듬.

주거용 출입구로 카페를
출입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으로 인지되는
프레임과 낮은 대문을 설치
옥상으로 부터
시선을 막아
주는 수납장

기존 출입구 모습
복도로부터
시선을 막아
주는 돌출 차양

카페와 중정
사이는 불투명
창으로 시선 차단

주거용 출입구로
기존보다 후퇴시켜
카페 출입구에 비해
프라이버시를 확보

A. 입구 상세도(1/100)

스케치

D. 복층 계단 상세도(1/60)

E. 중정 창문계획(1/100)

I. 베란다 상세도(1/100)

기존의 난간이 낮
으므로 높여주고
전면에 시야가 트
여있으므로 투시
형 난간 설치.

전면이 다른 집의 출입 동선으로
쓰이므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실 역할을 함.

외부공간이지만
위가 2층 복도로
막혀있어 비를
피할 수 있다.

F. 유리블록 프레임 상세도(1/100)
카페 쪽 시야를
막아주는 벽

다른 방에 비해
방이 좁아 옷장을
놓을 만한 곳이
없어 계단 하부를
수납장으로 활용.

불투명 유리로
출입구와 앞 집의
프라이버시를 서로
지켜준다.

기존의 발코니를
출입 동선으로 전용.

하부는 수납으로
활용

B. 중정 마루 상세도(1/100)
104

상부는 신발장으로
하부는 계절용
가구인 선풍기나
큰 짐 등을 보관할
수 있다.

C. 전이공간 상세도(1/100)

신발 갈아 신기
편한 의자

틈을 이용해 에어컨
환풍기 자리로 활용

G. 계단 하부 상세도(1/100)

H. 발코니 상세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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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도 2
scale 1/200

정면도
scale 1/200

Thanks to..
찌주노, 나규, 경일옹, 수헌이 앞으로 내 업이라 생각하고
은혜는 두고두고 갚을께. 뒷풀이 할꺼니까 고만 좀 보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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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도 3
scale 1/200

우측면도
scale 1/200

횡단면도 1
scale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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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밝히는 등대 :
도시천문대

Architectural Review 2014

대도시, 서울에서 느끼는 별, 도시천문대
우리나라가 현대사회로 급속도로 접어들면서 저출산시대 문제로 대두되었고 실제로 69년 이후 가
장 최저치를 경신하며 초등학생의 수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수는 대체적으로
그대로인데 그로인해 초등학교 빈교실문제는 단지 농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그러한 현
상이 잘 나타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bedtown의 끝자락 동네에 빈교실이 많 이 늘어난 초등학교
를 지역주민과 학생들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자하였다. 이 지역
은 밀집된 학생 수 대비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으로 단 하나의 작은 문화정보센터만이
그 역할을 맡고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건물 안밖을 모두 이용하며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교육
적인 문화공간의 제공으로 상대적으로 문화적 낙후지역이었던 월계동을 노원의 교육메카인 상,중,
하계동과 맞춰준다. 또한 이 초등학교의 부지의 큰 문제중에 하나는 학교들이 모여있고 그 학교들
은 아파트단지에서 떨어져 섬처럼 되어있어 학교와 아파트사이의 도로들은 어두워지면 그 길을 따
라 우범지대가 형성되고 그 길에 붙은 놀이터와 동산쉼터는 청소년범죄의 거점이 되고있다. 그러
한 밤이면 어두워지는 길들을 밝혀주고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낮만큼이나 활발하게 사용될 프로그
램으로 도시천문대를 선택하였다.

이은혜 LEE, EUN HYE

Site

Program

Multi-Use Auditorium

낮

밤

부족한 문화시설의 보충

우범지대 경계

즐기는 교육공간

밤에도 활발한 운영필요

Observatory - Planetarium

도시천문대

10min by car

하층에 부피가 큰 전시물 혹은 특정한 테마의 공간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단의 등 뒤를 제외한 5면에 영상을 쏘아 우주적
공간을 연출한다.

Lighting Control

3hours by car

Location :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 26길(현 신계초등학교)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천문대의 특별활동 또는 근처 학교,
단체등에서 필요시 임대를 통하여 사용한다. 때문에 하층에
서도 접근이 가능하기 되어있다.

학교, 주택가 밀집지역 + 야산밑자락 → 야간 우범지대형성
주거인구 대비 밀집된 초등학교 → 적은 학생 수로 인한 빈교실 양성
중,고등학교 → 학교 수 대비 문화, 교육시설의 절대적 부족

Design Element

Design Element

30년 이상의 낡은 구교사를 철거하여

높은 대지위에 있는 건물의

완만한 경사에서 쉽게 접근할

도로축에 맞춰 돌리고 편의

트여있는 방향을 넓게 한다.

진입을 위하여 절토한다.

수 있도록 지하층을 내린다.

시설을 앞으로 더 빼준다.

각 축에 맞게 기둥열 넣는다.

상징성의 큐브를 두어 지하와

상부에 모든 매스들을 잇는

남동쪽에 망원경돔과 상부를

+ 학교의 구조는 그대로 이용한다.

학교건물을 연결한다.

새로운 매스를 삽입한다.

연결하는 동선을 설치한다.

110

창을 정북량으로 꺾어 최소한의 빛이 들어오되, 환기와 빛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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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평면도
Scale : 1/800
1
2
3
4
5

HALL
공연장
의상실
분장실
휴게실

6
7
8
9
10

CAFE
회의실
소모임실
강당
사무실

2F - 큐브HALL, 사무실, 강당
1F - 공연장, HALL(주출입), CAFE, 회의실, 소모임실
B1F - 공연장(하층), 의상실, 분장실, 연습실, 휴게실
1층 평면도
Scale : 1/800

2층 평면도
Scale : 1/800

플라네타리움
망원경실

학교 - 플라네타리움 단면
Scale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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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플라네타리움 단면
Scale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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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평면도
Scale : 1/800

11
12
13
14
15

휴게실
연구실
장비실
공작실
강의실

16
17
18
19

플라네타리움
망원경실
컨트롤실
창고

5F - 큐브HALL, 사무실, 강당
4F - 전시HALL, 영상전시실, 공작실, 강의실1, 2
플라네타리움, 망원경실
3F - 휴게HALL, 연구실, 장비실

4층 평면도
Scale : 1/800

5층 평면도
Scale : 1/800

망원경실

학교배면도
Scale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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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Scale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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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지원해주신 부모님
지도해주신 교수님
너무 많이 수고해 준
쾌속리터칭 민규오빠
플라네타륨 솔비언니
왕복 500㎞ 경동이
흰나무장인 인준이
And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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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창고 _3rd virsion

Architectural Review 2014

Suggestion of partners facility for leather manufacturers
in Seongsu-Dong
성수동 영세 가죽피혁 제조업자들을 위한 파트너스 시설 제안
도심 내의 준공업지역은 기존의 산업의 쇠퇴와 도심의 확장으로 인해 새로운 모습으로으로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영등포, 구로가 그랬듯 성수동 또한 서울숲 개발과 맞물려 그 변화의 요구에
발 맞춰 급속도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그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로 초고층 아파트들이 계획되
어지고 있고 기존의 공장을 대신해서 아파트형 공장들이 들어서며 준공업지역의 새로운 경관을 만
들고 지식산업이라는 기존의 없던 새로운 산업의 형태가 들어서고 있다. 과연 새로운 경관, 새로운
산업이 새로운 모습으로의 성수동의 올바른 미래의 모습인가 의문을 가져본다.
성수동은 1970년대 후반부터 서울 도심의 중심부로부터 이동해 온 구두로 대표되는 가죽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현재에도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죽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그치거나 지가 상승에 의해 기존의 사업
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죽피혁 제조업자들은 조합
을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징이 큰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에 맞춰 수제 가죽피혁제품의 경쟁력을 다시

류재훈 RYU, JAE HUN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수동에 자생했었던 수제 가죽피혁제조업은 새로운 아파트형공장
으로 대두되는 지식산업보다 성수동에 맞는 산업이라는 판단과 함께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고민하고 이에 맞는 공간과 경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았다.

Deduction of Issue
1970년대에 국토 계획에 의해 지정된 준공업지역은 도심의 확장에 의해 기존의 공단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필요해졌다.
서울의 3대 준공업지역인 성수동, 영등포, 가산&구로 중 영등포는 상업과 아파트로 가산&구로는 국가가 개입한 디지털산업단지로 변화하였다.
성수동은 아직 과거의 모습에서 변화가 뚜렷하진 않지만 최근 서울숲 개발과 맞물려 크게 변화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성수동이 준공업지역으로써
변화에 취해야하는 자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

Condition of Seongsu
Metamorphosis Seongsu

Industries of Seongsu

Leather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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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Proposal

Site Proposal

(Partners House)

가죽피혁부자재 거리와 성수역에서 주거단지로 향하는 사
차선 도로를 면하며 위치한 대림창고는 조적과 박공의 형태
를 지녀 성수동 고유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 이 공간은
처음 정미소로 시작하였지만 창고를 거쳐 지금은 일시적인
행사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대림창고의 예전의 준공업지역이 갖던 인더스트리얼한 분
위기와 제안하는 성수동 수제 가죽피혁제품을 위한 파트너
스 하우스는 그 분위기가 잘 어울린다 생각하였기에 사이트
로 선정하여 수제 제품만의 느낌과 성수동의 장소성을 이
공간을 찾게 될 바이어들과 대중들에게 어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공간에서 기존에 행해지던 일시적인 행사는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이 프
로그램과 공간을 존중하고 이와 공존할 수 있는 파트너스
시설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한남동 서울파트너스 하우스는 서울시 중소기업들이 바이어들을 만날 때 사업
장의 열악한 환경을 대신해 쾌적한 공간을 홍보 및 계약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
준다. 성수동의 가죽피혁 제조업자들 또한 대기업의 하청에서 벗어나고 성수동
수제 가죽피혁제품을 홍보와 바이어들과의 컨택의 용이함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였고 조합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또
한 그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파트너스 하우스는 기존의 서
울시 파트너스 하우스보다 한가지 산업에 특화되어 있기에 서울 파트너스 하우
스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공간적인 구성 또한 보편적인 구성에서 벗날 수 있다.

Existing Building Analysis

Time Flow of Darim warehouse & Plan Strategy
(Partners House)

(Darim Warehouse)

(New Darim ver 3.0)

(Darim ver 1.5)

(Darim v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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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ing Massing process

Elevation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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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mage Making
(Darim ver 2.0’s Image)

(Darim ver 3.0’s Image)

Thanks to...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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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이선영 교수님,
그리고 류작의 현진, 민규,
의성, 아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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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al Market
Transformation

Architectural Review 2014

시장, 일상으로 돌아오다
재래시장은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사라져서는 안될 지역상권이다. 하지만 지금의 재래시장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예전의 판매방식을 답습하면서 대형할인점에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지
자체에서는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상품권을 만드는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 시장 활성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마저도 시도해보지 못한
수많은 시장들은 상권의 기능을 잃고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현대 도시민들에게 장을 보는 행위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고 어딘가로 가야 하는 또 하나
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기에 복합 쇼핑몰과 대형 할인점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
록 소비공간을 최적화 시켰고, 다른 대안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정
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은 재래시장을 대형마트 같이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일념 아래 또 하나의 개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시장이 나아가야 하는
방법 또한 공간 최적화가 답일까?
나는 대안적 방법으로 ‘일상 속에 시장을 넣는 방법’과 ‘시장 속에 일상을 넣는 방법’을 통한 새로
운 시장을 제안한다. 소비자의 집 앞에서 손쉽게 시장의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Vending

이용현 LEE, YONG HYUN

Machine Store와 그 시스템을 위한 기반 시설인 Local Logistics Center, 그리고 기능을 상실한
기존의 시장에 일상을 담는 Community Hub가 구체적 Program이 될 것이다.

SSM’s Grocery Distribution channel

Local Market’s Grocery Distribution channel

distribution channel

producing area

distribution channel

producing area

logistics

SSM

local dealer

retailers

대형마트의 경우 가격 최소화를 위해 기업을 주체로 소수의 생산자와 1:1 계약을 해서 밭을 통째로 가져와 판매하는 유통구조로 식재료의
공급을 독점하는데, 이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이 없으며 소수의 생산자만 살아남는 구조이다. 반면에 재래시장은 시장 안의 소매상인들이
자기만의 유통경로를 가지고 다양한 산지의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에 따라서 유통구조에 얽혀있는 관계자들과 다수의 생산자가 함께 공존
하며 소비자도 다양한 산지의 신선한 음식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ISSUE
- 소매업태별 이용자 비율

Local Market

SSM

- 소매업태별 주 이용 연령층

- 연도별 소매업태 매출 추이
Local Market

Local Market

나는 이점이 재래시장에서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재래시장의 소박한 인심과 정취가 아니
라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재래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극대화되어 상거래가 활성화될 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고, 나아가 우리 도시 또한 건강해질 수 있다.

SSM

SSM

20’s ｜ 30’s ｜ 40’s ｜ 50’s ｜ 60’s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하며, 매출은 해마다 줄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소비자층의 유입이 없는 재래시장은 향후 2~30년 안에 대부분 사라질 전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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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Market’s Present Sale System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속에서 ‘장을 보는 행위’는 시간을 들여 어디론가 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달라진 그들의 일상 속에서 쉽게 장을 보는 방법을 지향해야 하며
그것은 기존의 대형마트나 시장 같은 도시 스케일의 소비공간이 아닌,
우리가 항상 지나다니는 집 앞이나 동네 골목같은 작은 스케일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SSM’s Grocery Distribution channel

People’s Life sequences

Someone’s Life sequence
+ Doing grocery shopping at SSM

People’s Life sequences
+ Doing grocery shopping at SSM

Someone’s Life sequence
+ Doing grocery shopping at ideal location

People’s Life sequence
+ Doing grocery shopping at ideal location

doing grocery shopping

132

town

residence

transportation

누구나의 집 앞에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Vending Machine Store 시스템과 이를 위한 물류센터가 포함된 새로운 유형의 시장을 제안한다.
시장의 상인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식재료를 공급받고 각자의 판매 전략에 따라 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각 지역에 퍼져있는 Vending Machine Store로 배송해
판매한다.
적은 유지 관리비와 설치의 용이성, 모듈화 등의 장점을 가진 Vending Machine과 Container는 기존 도시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과거 재래시장 상인들의 삶과
변화한 현대 도시민들의 삶을 연결하는 현실적인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해진 시장에는 어린이집, 헬스장, 문화센터같은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담은 커뮤니티 허브를 구축해 시장의
일상화를 유도하며 시장이 새로운 커뮤니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Local Market applied to Decentralized Sale System

life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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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논현종합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27-4
1979년 개설
약 60개의 점포
강남 개발 이후 쇠퇴하여
상권이 사라진 상태
: 반경 2㎞내 대형마트 분포

- 연도별 맞벌이 가구수

- 가구주 연령대별 맞벌이 비율

- 연도별 1인 가구수

Vending Machine Store
: Container Module

: Cafeteria for inventory handling

2.4m
2.6m

3일을 주기로 하루씩 반복되는
Logistics Process는 효율적인
물류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Vending aMachine Store로
매일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으며 팔리지 않은 식재료는
수거해서 시장에서 떨이 판매를
한다든지 Container 모듈을 이용한
작은 식당을 추가해 재고를 관리하는
등 상하기 쉬운 식재료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현실성을 높여준다.

6m

x2

x3

Logistics Process

day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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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6

12

18

24

06

day2
12

18

24

06

day3
12

18

24

06

12

18

24

06

12

18

24

06

12

1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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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ading dock 2. Distribution Center
5. Logistics Office 8. Community Hub Hall
3. Keeping Center
6. Market Office 9. Community Hub Office
4. Cold Keeping Center 7. Staff Lounge

12. Market Area

10. Information Center
11. Customers Locker Room
12. Market Area

13. Community Program(for Education)
14. Locker Room
15. Community Program(for Fitness)

- Mass Design Process

16. Community Program(for Childcare)
17. Office
18.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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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ater Tsunami Shelter
+ Coral Aquarium Factory

이준영 LEE, JUN YOUNG

Architectural Review 2014

Prologue
Q: What do we have to do when Tsunami comes?
A: Everybody has to escape to ocer 20ms height.
Q: Then, What if there is no over 20ms of height mountain?
A: During tsunami, it is rather safe to be in the water that is deep than to
be outside the water. Since there is no upland in Taiwan going Underwater Tsunami Shelter is the only way to survive.
Q: Then, how will the structure be used when tsunami is not coming?
A: Coral Aquarium Factory. And it is used to reduce damage in tsunami.
Q: ???
A: Coral reefs act ac natural levee. Just as we plant trees to prevent
landslides, to minimize the damage of a tsunami coral reefs need to
be planted. What I propose is a structure that can be used both as a
tsunami shelter and an aquarium where coral reef is grown. Normally it
will be a place where people enjoy the view of growing coral, whereas
in desperate times it will house refugees.

Prologue

Site Issue
Coastal Plain

Program
Expected Flood Areas

Number of Earthquakes

SHELTER OF EMERGENCY

TEMPORARY HOUSING

TSUNAMI
Destruction of Coral

RICOVERY

Destruction of Coral

UNDER-WATER TSUNAMI SHELTER

There is no place safe from natural
disasters. They are never predictable.
The tsunami which hit Indonesia in
2004 made people realize how cruel
they can be.The minimum height for
safe evacuation from a tsunami is 2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means
that a coast without any hills is the
worst place you can be.

Located on the border of the Pacific rim, Taiwan has a lot of earthquakes.
Its northeastern part has more than 4 earthquakes that have a magnitude of over 5.0 nearly
every year, and it has had 6 officially counted tsunamis so far.
It is quite clear that Taiwan is vulnerable to tsunamis.
Taiwan is also facing a rapid decrease in the number of coral reef.
This is not just a sad thing for the eco system.
Since there is less coral to act as natural levee, now Taiwan is even more in danger of being hit
by a tsunami.

Scenario

Sunlight
Habitation

Destruction of Coral reefs

Coral Farm

Organic

Strategy
Coral Factory

Tsunami Shelter

THE MOST DANGEROUS ZONE

A LONG DISTANCE A

SAFETY ZONE

A MODERATE DISTANCE

140

Man-made Coral Island
(Natural lev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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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PLAN

1F PLAN

1 MEDICAL ROOM
2 NURSERY
3 OFFICE
4 KITCHEN
5 CAFETERIA
6 GIFT SHOP
7 LOCKER
8 STORAGE
9 MULTIMEDIA ROOM
10 REFERENCE ROOM
11 AUDITORIUM
12 MULTIPURPOSE ROOM
↔ EMEGENCY ROOM
13 LABORATORY
14 RESEARCHER’S OFFICE
15 STAFF LOUNGE
16 LAUNDRY ROOM
17 DRESS ROOM
18 SHOWER
19 FLOATING DECK
20 DOCK
21 TEMPORARY SHELTER

2F PLAN

4F PLAN

5F PLAN

6F PLAN

Hierarchy
응급
대피공간

휴게실

관리실
상담실

공동
집회공간

142

공용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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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Section

Structure

A’

farming

A

144

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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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ugee Camp

A Coral Aquarium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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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ETWEEN

Architectural Review 2014

사이공간의 활용화 방안
1950년대 이후 빠른 발전을 위해 진행된 재개발은 지역의 불균형을 야기시키며 서울의 양극화현
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개발은 공간의 분리를 만들었으며 그 사이에 남겨진 지역은 낙후되어져 왔다.
그 버려진 지역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
는 건물과 건물사이의 사이공간을 이용하여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소규모 개발로 서울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박진우 PARK, JIN WOO

‘60

‘70

‘80

‘90

About Building Law

‘10

Invastgating causes and forms of between space in the urban organization,
I would explore how it can be played as part of the city drganization not discarded space.

About Building Law

200㎡

7600㎡

30m

91m

Mass diagram

Process of Pattern Formation
33.6%
33.6%

31m
Original form of old City

Development of City

20m

53.2%
53.2%

Occupation
Disability
Public Establishment

Pattern of City

150

13.2%
13.2%

Edge of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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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DIAGRAM

IN BETWEEN
GAROSU-GIL

ITAEWON

HORIZONTAL EXPANSION
SAME

DIFFERENT

VERTICAL EXPANSION

PATH EXPANSION

GANG-NAM

HONG-DAE

사이+주차장

사이+상업

사이+통로+주차

사이+쓰레기

사이+통로+데크

사이+상업+2층입구

사이+디스플레이+2층입구

사이+1층의 확장

사이+주차장

사이+상업

사이+통로+주차

사이+쓰레기

사이+통로+데크

사이+상업+2층입구

사이+디스플레이+2층입구

사이+1층의 확장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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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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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MAP

4F

PLAN
기존 건물의 평면

1F

1F
첫번째 건물

1F

154

두번째 건물

1F
첫번째 건물

1F

두번째 건물

3F

1F
세번째 건물

1F

네번째 건물

2F

1F
세번째 건물

네번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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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ICTURE

PICTURE

Thanks to..
우선 5년간 묵묵히 지켜봐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졸업작품 기간에 노력이 부족해 답답해하셨을 이선영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작품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여러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옆에서 많은 도움주었던 같은 설계반 친구들과
동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못난 형 만나서 고생했던 박재옥, 지용성, 조효재량, 이태형, 박재욱, 주은지, 이미로, 조소현, 그리고 우리 1학년
재은이 너무 고맙다.
더욱이 바쁜 시간 쪼개서 도와준 남주형, 노현우, 김인수, 김용순 졸작선배라는 이유로 와서 맛있는 야식 사준 송민섭.
진심으로 다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많이 아쉽고 노력이 부족했던 작품이지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으로 잘 끝난거 같아서 아쉽지만 한편으론 너무 기쁜 졸업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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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ITUTION OF
CHUNRYANG-RI MENTAL HOSPITAL

청량리 정신병원과 커뮤니티 융합형 주간보호센터의 조합을 통한 새로운 정
신병원 구성
정신병원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정신병원의 수용소같은 입면과 주변과
조화되지 못하는 모습은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한다.
또한, 정신병원의 치료환경 역시 치료시설을 위한 공간이 아닌 관리를 위한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
다. 따라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정신병원의 모습과 치료를 위한 공간이 제시되는 정신병원의 모
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정신병원의 설계의 시작으로 우선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모습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주간보호센터
와 정신병원의 연계로 정신병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정신병원내 공간의 설계를 통
해 환자에게 쾌적한 치료 환경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정신병원의 모습을 탈피한 모습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정수 LEE, JEONG SOO

ANALYSIS

청량리 정신병원(CheongRyang-ri Mental hospital)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46번지 일대(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 정신병원 + 주간보호센터
대지면적 : 6950sqm
건축면적 : 3450sqm
연면적 : 12000sqm
건폐율 : 49%
용적률 : 200%

주변 건축물보다 높게 솟아 있는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사이트는 바로 청량리 정신병원이다.
다른 정신병원은 시외곽 혹은 교외지에 있지만, 청량리 정신병원은 도심지와 연계되어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청량리 정신병원은 다가구 주택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골목길은 현재 정신병원의 높은 장벽과 그리고
높은 건물로 인해 어둡고 활기차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롭게 제안하는 정신병원은 보다 주변과
조화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신병원의 이외의 프로그램을 저층부에 배치하여
새로운 정신병원의 유형을 제시하고자한다. 그 프로그램은 바로 치매 보호센터와 정신병 예방 시설이다.
보다 저층부에 접근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정신병원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 하고자 한다.
사이트 주변 주요도로
정신병원과 주변지역을 가로막는 울타리

THEME

PROGRAM

정신병원 내 부정적 인식의 원인

PLACEMENT

정신병원의 부정적 요소

메인도로

메인도로에서의 폐쇄성

폐쇄적인 정신병원

60%

33%

11%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비율

정신질환자 비율

정신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비율

수용소 같은 치료공간

사람도 다니기 힘든 협소한 골목

골목길을 확장 시키면서
성큰 공간 조성(개방감 확장)

골목길의 확장과 볼륨의 표면적을
감소시켜 위압감 해소

정신병원과 보호센터의 연계를 통한
정신병원의 인식변화

치료공간의 공유

주변 지역과 병실을 위한 입면구성

보호센터를 배치하여
개방성 증가

RECONSITUTION
병실 환경의 개선
병동부 사이의 치료공간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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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다니기 힘든 협소한 골목

주변 지역에 대응하는 형태

MENTAL
HOSPITAL
INTERIOR

메인도로

주변에 대응하지 못하는 외관

외부공간의 공유

EXTERIOR

정신병원 대지 내
커뮤니티형 보호센터 추가

협소한 골목

정신병원의 재구성
정신병원과 보호센터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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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WARD SPACE
기존의 정신병원

청량리 정신병원의 새로운 유형

ELEVATION SYSTEM
Horizontal Window

병동 사이 공간

Vertical Door

Skin Facade

소규모 공용공간

채광과 환자 치료를 위한 아뜨리움 형성

병동부 사이 치료와 재활 공간 형성

간호단위 따른 병동 계획

주광률(실내의 인공빛 비율) - 1% 이하

환자 통제시

환자 심리를 위한 수평창

발코니 이용시

채광효과를 위한 발코니설치

안전을 위하여 발코니앞 스킨 설치

병실크기

간호단위당 맡는 환자수
이상적인
면적

1인실

기존 면적

4인실

정신병원에서 생기는 소음 차단

기존 간호단위가 맡는 환자수

이상적인 간호단위가 맡는 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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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동

폐쇄병동

주광률과 환자심리를 위한 수평창

통제와 채광효과를 위한 수직문

채광효과와 소음차단을 위한 스킨

1인당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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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1. 응급진료실
2. N/S
3. 응급병동 1인실
4. 외래진료부
5. 메인 홀
6. 접수처
7. 조제실
8. 식당

9. 상점
10. 행정실
11. 원장실
12. 전산실
13. 목욕탕
14. 체육관
15. 소규모 운동장
16. 녹지 외부 공간

1. 중앙진료부
2. 카페
3. 낮병동 메인홀
4. 집단치료실
5. 상담실
6. 치료실
7. 정신 치유부
8. 도서관

Ground Floor Plan

ELEVATION

9. 소강당
10. 미술치료
11. 보호센터 메인홀
12. 행정실
13. 체육관

1. 개방병동 4인실
2. 개방병동 1인실
3. N/S
4. 배선실/세탁실
5. 소규모 공용공간
6. 공용공간
7. 재활공간
8. 상담실

1. 폐쇄병동 4인실
2. 폐쇄병동 1인실
3. N/S
4. 배선실/세탁실
5. 소규모 공용공간
6. 공용공간
7. 재활공간
8. 상담실
9. 아뜨리움

3rd Floor Plan

2nd Floor Plan

HOSPITAL ELEVATION

9. 아뜨리움
10. 보호센터 주거
11. 주방
12. 공용공간
13. 이용원
14. 대규모 재활공간

SECTION

5th Floor Plan

SECTION A-A

1. 메인 홀
2. 식당
3. 응급부
4. 중앙진료부
5. 낮 병동부
6. 도서관
7. 개방병동 4인실
8. N/S
9. 폐쇄병동 4인실
10. 폐쇄병동 1인실
11. 아뜨리움
12. 공용공간
13. 재활공간
14. 소규모 공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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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아버지, 어머니, 동생 우리 가족한테 감사드리고, 병원이라는 주제 특히나 정신병원이라는 특이한 주제를 함에도 격려해주신 이선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병원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서현보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졸작 하는데 도움을 주신 선배, 동기, 후배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못난
선배를 만나 정존쎄때를 외치던 우리 도우미들, ROTC에 학회장까지하면서 바쁜 종서, 군대 갔다오자마자 도와준 본엽이,
휴학생임에도 와서 도와준 유리, 동아리 회장하면서도 도와준 중민이, 알바에 과대에 바쁜 은아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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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ocket Park + ing

Architectural Review 2014

고밀도 도시 속 분산형 버스차고지의 프로토타입 제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증가하는 인구와 이를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시설 등에 의해 밀도가 증가하
고 영역 또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밤에는 도심이 텅 비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
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도시는 우리에게 고밀도 도시 속 물리적 문제에 대한 시간적 대안을 요
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고려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결합은 시간에 관계없이 땅의 가치를 유
지하게 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결합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낮 동안 버스의 운행으로 인
해 도시 속 거대한 보이드를 만드는 버스차고지이다.
본 프로젝트는 도시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교통 인프라시설이지만 차고지 주변 거주민들에게는 혐
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버스차고지를 도심 가까이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낮 동안 비워지는 공간을
공공에게 온전히 환원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버스차고지는 시간에 상관없이 유
용하게 쓰이는 공간이 되어 주민들이 반기는 시설이 되며 더불어 도시민들에게는 도시 속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게 된다.

이창준 LEE, CHANG JUN

Awareness of Ironic Urban Issue
Physical Expansion of City

1394 ~ 1935

1936 ~ 1948

By...

1949 ~ 1972

1973 ~ Now

Ironically...

Population growth

Too close to residential area

Essential But unwanted facility

'Doughnut Phenomenon'

Increase of Unban-Infra

1960년대 급격히 증가한 운수기업의 대부분은 당시엔 도시 바깥에 위치하였으나 서울의 영역이 확장되고 차고지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레 차고지
가 주택가 안으로 들어온 듯한 모양이 되어버렸다.

My Proposal

Possible Solution

- Urban Dispersal Type
시간과 공간 모두를 고려한 서로 다른 프로그램간의 결합은 시간에 관
계없이 일정한 공간의 밀도를 가능하게 한다. 결합되는 프로그램은 낮
동안 거대한 보이드를 형성하는 버스차고지로서 낮 동안 비워지는 공
간을 공공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는 도시 외곽 주거지의 틈바구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버스차고지를 도심
가까이로 가지고 들어오고자 한다. 하지만 커다란 하나의 버스차고지가 도심
으로 들어오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차고지를 나눈 후 관리상 멀지 않은 세 군
데에 분산하여 낮 동안 오픈스페이스의 요구가 있는 시설에 배치한다면 차고
지가 비워지는 낮엔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밤엔 버스차고지로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0. Existing System

1. Draw the bus depot from Uptown to Downtown

2. Split into 3 small Bus depots

3. Disperse closely and Combine with Program or
Facility which wants Open-space in daytime

4. At night, Open-spaces play a original role
as a Bus depot

Uptown
Downtown

Possible Solution
버스차고지는 도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프라 시설이다.
하지만 버스차고지는 낮 동안 버스의 운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간이 비워진 채 공허함만을 준다.
주거지와 밀접해 있는 대부분의 버스차고지들은 소음, 매연, 안전 문제로 인해 높은 교통분담률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다.

04:00 ~ 23:00

1/4

23:00 ~ 04:00

Full

AVG Area : 4300 m²/ Garage
AVG 17+2 Buses /Line

261 garages 929,480㎡

170

130 soccer fields 400 lines

7512 b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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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 of New Urban Bus depot

Give Switch-space to Facility
Switch-space : Open-space

Bus depot

Type 1. Building New
: For Bus headquarter + @

Premise

Type 2. Renovation
: Addition

Type 3. Renovation
: Program Change

버스차고지가 수용하는 버스대수는 서울
시의 버스 한 개 노선의 평균대수인 19
대 가량으로 규정하며 각각의 차고 지에서
10대, 5대, 4대로 나누어 수용하는 것으
로 전제한다.

1. Buy 3 small sites locally

04:00

04:00~23:00

2. Establish a New bus corporation

3. Distribute

23:00

23:00~04:00

1 Line operation : 17+2 Buses
(average number per 1 line)

Application of My Proposal

Bus depot 2
야외 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에
놀이터 만들어주기
+ 계단식 어린이 도서관 증축

Bus depot 3
자양사회복지회관
옆 건물의 저층부를
주민편의시설로 전환

현재 자양사회복지회관엔 외부 행사를 할 수 있는 외부공
간이 부족하여 모든 행사를 인도 위에서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회관 옆 건물의 저층부를 주민시설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 옆엔 주민들이 다양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공
간을 마련해주어 작지만 유용한 공공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

172

+ 복지회관과 주민
들의 다양한 활동
을 수용하는 공간
만들어주기

Existing state & design direction
Bus depot 1
화재로 인해 사라진 자양종합시장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 낮 동안 버스의 순환과 관리를 담당
하는 운수기업

‘ㅅ’ 어린이집엔 야외놀이터가 없다. 따라서 기존
어린이집 건물에 계단식 어린이 도서관을 증축
해줌과 동시에 야외 놀이터 겸 버스차고지를 만
들어줌으로써 밤에는 버스차고지로 쓰지만 낮에
는 아이들이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밖에서 뛰
놀 수 있는 고마운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

‘자양종합시장’은 2001년 화재를 겪어 현재 재난위험
등급 D등급이 매겨진 채 1층 일부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운수기업을 포함하는 시장을 신축하여 낮에는
상인들의 Market square로, 밤에는 운수기업의 버스
차고지로 활용되도록 한다. 다시 돌아온 시장은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삶의 터전으로 되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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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1
Plan

Market square

Site study

Bus depot

다시 자양동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자양종합시
장의 앞마당에는 낮 동안 상인들의 장터가 열리고
밤에는 운행을 모두 마친 버스들이 그 자리를 대
신한다. 대지는 시간에 관계없이 그 가치를 유지한
채, 유용하게 쓰인다.

Place

Road

Pedestrian

Entrance points

Zoning

Massing process

4F Plan(GL+12500)
1
2
3
4
5
6

SHOP
ENTRANCE
SLEEPING ROOM
CAR WASH
CAR LIFT
SQUARE & PARKING

B1 Plan(GL-4500)

2F Plan(GL+4500)

3F Plan(GL+8500)

1
2
3
4
5

1 SHOP
2 LOUNGE
3 CAFETERIA

1 SHOP
2 EDUCATION
& TRAINING ROOM
3 OFFICE
4 OFFICE PANTRY

PARKING(45 LOTS)
SEPTIC ROOM
MACHINERY ROOM
GENERATOR ROOM
ELECTRIC ROOM

매스의 구성 원칙은 1. 버스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과 2. 비워지는 공간을 시장 상인들이 보다 효율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마지막으로, Market square의 흐름이 상층부로 연장되도록 하는 것
이었다.

1. Checking traffic circulation

2. Division of area

4. Split into 3 mass

5. Extension of square flow

; industrial products or not /
bus corporation

174

6. Set the boxes
; glass box & landmark

Section

Elevation
West-side view

3. Wrap up the square
by parking system(45degree parking)

North-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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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

Type 3

Plan

Playground
1F Plan(GL+0)

4F Plan(GL+13200)

1 Library
2 P layground
& Bus parking
3. Sink & Water

1 Library
2 Existing child care center
3 Evacuation stair

Bus depot

Multi-purpose space

용도에 맞는 다양한 재료로 조직된 차고지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재질감을 경험하게 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된다.

3F Plan(GL+9900)
1 Library
2 Existing child care center
3 Evacuation stair

Elevation

Bus depot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인도위에서 각종 야외
행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낮 동안 완전히 비워진 버
스차고지는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게 되며 행사가 없을 때에도 주민들의 포켓 공원으
로서 야외 활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저층부의 프로그
램이 주민편의시설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의 보다 쉽고
편하게 야외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Plan

East-side view

Sand
Green

Elevation
South-side view

Section
West-side view

2F Plan(GL+3300)
1 Community facility

Wood

Variation

A-A'

Urethane rubber
Asphalt
Resin concrete

Basketball

Outdoor exhibition & performance

Futsal

Bazaar

TYPE 1, 2, 3은 하나의
SET로써 동네 속으로 들
어와 버스차고지를 혐오
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선
호시설로 변화시키며 도
시 속 새로운 풍경을 선사
한다.

Thanks to...
이선영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잘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잔소리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도와준
준섭, 혜린, 창원, 대환, 완. 고마워 ^^
+ 환, 민하
+ Rieh 스튜디오 사람들 모두
고맙습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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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누비

Architectural Review 2014

ReInfill in Chung Mu-Ro
충무로는 한국 영화산업의 상징이다. 1980년대 이후 강남의 발전으로 충무로를 견인하던 영화
사들은 도산대로로 옮겨갔다. 또한 일제시대 때부터의 시간성을 갖고 있던 저층 단일 상영관들은
모두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의해 철거되거나 멀티플랙스가 되었다. 현재의 충무로로 지정된 길은
2010년도에 본래의 충무로 1가, 2가, 3가 등 법정동과 다르게 돈화문로의 중간부분을 분리하여
충무로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현재의 충무로는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상실한채로 한국 영화
산업의 메카라는 명패만이 존재한 곳이 되었다. 이곳에 시네마테크를 제안하여 영화컨텐츠로써 충
무로의 기억과 도시조직을 이어 충무로의 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자한다.

조대진 CHO, DAE JIN

Programs

Current State
영화상영관

영화박물관

아카이브

필름 / 포스터 / OST / DVD
비디오 테이프 / 극장간판
각본 / 월간지 / 고기자재
논문 / 관련 문헌

필름 영화관

OST 열람 / DVD 열람
각본 열람 / 월간지 열람
개인 상영관
강당 / 세미나 실
강의실 / 워크샵 실

교육시설

Block Analysis

시네마테크 전용 상영관
애니메이션 상영관
무성영화관
상설전시장
특별전시장

Problem

전용상용관의 부족

아카이브의 부재

어려운 접근성

유지의 어려움

Cinematheque

충무로 영화의 거리는 과거 영화지망생과 영화 종사자들의 만남의 장소인 스타다방과
청맥다방이 있던 거리고 2004년 영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었지만 영화에 대한 컨텐츠는
전무하고 인쇄소들과 사진관, 음식점, 카페 등 의 프로그램들 밖에 없다. 대부분 60~80
년대의 노쇄한 건물들이며 신축된 건물이 별로없고 거리에 맞춰 입면만 정비되있으며
간판이 즐비하다.

현재의 시네마테크는 강북에 많이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네마테크라기
보다는 인디상영관이나 비상업영화를 상영해주는 독립영화관에 가깝다.
한국 영화 시장은 1000만관객을 돌파하는 영화를 갖을 정도의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으나 김기덕 감독의 작품처럼 예술, 비상업영화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영화 산업의 질적인 증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네마테크로 이러한 영화지원과
세미나, 워크샵등을 통하여 한국 영화산업의 질적인 발전에도 이바지 하고자
한다.

Spectator Figure of Film Market

도로폭 7.5m

연속형 계단 코어

180

좁은 건물 폭

저층건물

방치된 외부공간

Comparison of Spectator ﬁgure

과밀화 억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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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Three Layer Street

Insert Artrium building

현재

가운데 건물 철거

아트리움 넣기

한층 증축

옆 건물과 잇기

Using one story
혼합된 프로그램

프로그램 분할

흩뿌리기

가로에 배치하기

프로그램 연결하기

지층 가로

지하가로

공중가로
현재

영화의 거리는 아직 경제적 관점에서의 개발이 일어나지 않아 충무로의 옛 도시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조직은 충무로 과거의 흔적이며, 기억이며
저장고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충무로 영화의 거리는 정비가 필요하다. 정비 방법에 있어서는 충무로의 조직을 유지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
다. 시네마테크는 한국영화의 역사성을 담는 프로그램이지만 큰 부피를 갖는 프로그램이다. 때문에 고층의 단일건물로 된 시네마테크가 아닌 흩뿌림을
통해 거리 배치하고자 한다. 시네마테크는 복합 프로그램이므로 프로그램별로 분할을 하고 이를 거리에 엇갈리게 배치하여 가로 경관에 도움이 되고
배치된 프로그램을 다양한 높이에서 연결 시킴으로서 유기적인 건물로 구성하고자 한다.

Making Pocket Public Space

연결 스킨

면적 : 391.2㎡
층수 :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가구식 구조
유지 : 코어 / 기둥 / 입면
철거 : 지하 1층 / 지상 5층 / 옥상
신설 프로그램
: 영화 지망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성큰 가든

면적 : 183 + 204㎡
층수 : 지상 2층 + 지상 4층
구조 : 벽식구조 + 가구식
유지 : 입면 / 기둥 / 코어
철거 : 작은 건물 철거후
옆건물과 합필
신설 프로그램
: 복원실
사무실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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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263+189㎡
층수 : 지상 5층 + 지상 4층
구조 : 콘크리트 벽식구조
유지 : 없음
철거 : 철거후 지하 증축
두 건물을 합필하여 신축
신설 프로그램:
: 한국영화 연구시설
상설전시
영화 지망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면적 : 452㎡
층수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벽식구조
유지 : 벽일부 / 화장실
철거 : 입면 / 계단실
신설 프로그램
: 세미나실
워크샵실
카페

옥상차양

미디어 파사드

야외극장

고밀도

면적 : 543㎡
층수 :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가구식구조
유지 : 기둥
철거 : 입면 / 연속 코어 계단
신설 프로그램
: 상설전시관
소매점

면적 : 358+925㎡
층수 : 지상 6층
구조 : 벽식구조
유지 : 벽일부 / 화장실 /
철거 : 입면 / 계단실 / 건물 1동
신설 프로그램
: 아카이브
특별전시관
일반인을 위한 교육시설

지층 부분 비워내기

공공 휴게공간 만들기

면적 : 45+206+279㎡
층수 : 지상 2층 + 지상 2층 + 지상 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가구식구조
유지 : 없음
철거 : 철거 후 신축
신설 프로그램
: 영화도서관
상영관
레스토랑
북카페

면적 : 498.1㎡
층수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가구식 구조
유지 : 코어 / 기둥 /
철거 : 지상 4층 / 옥상
신설 프로그램
: 특별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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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f Plan

1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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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 Plan

5F Plan

6F Plan

B1 Plan

2F Plan

3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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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 Ground
끼워넣기의 개발방식은 역설적으로 끼워넣지 않은
부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 두 건물은 보존하여
과거의 층을 보존하고 시네마테크는 개발 당시의 시
간의 층을 형성한다. 여백은 현재로는 기존으로써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에 따라 점진 적으로
변하게 된다.과거, 현재, 미래의 층이 시간에 따라 퇴
적되며 영화의 거리는 충무로의 역사를 담는 거리로
서 존재할 것이다.

Coexistence
시네마테크는 영화의 거리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
할을 한다. 전시관과 상영관 등을 사용하는 일반인,
영화제작지원을 받는 지망생들, 항상 상주하는 사무
실 직원들, 한국 영화를 위한 세미나 와 워크샵을 여
는 영화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네마테크 뿐만
아니라 여백의 건물을 이용하며 지역을 발전시키고
발전된 지역 이 또한 시네마테크에게 이익을 주는
공생의 관계로서 존재하게 된다.

Credits
생기활력소 도희
소드마스터 남희
색채마스터 해민
총괄마스터 신웅이형
지도해주신 이선영 교수님
그리고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 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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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스튜디오 • RIEH, SUN YOUNG STUDIO

FROM FLAT
TO NEIGHBORHOOD STREET

Architectural Review 2014

Plan on flat renovation for recognizing lower part of flat
as neighborhood street
아파트 저층부의 생활가로 인식을 위한 나홀로아파트 리노베이션 방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재개발사업은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주택들과 같은 소형주택들
을 전면철거 후 아파트 단지를 짓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
한 택지의 전체가 아닌 일부 블럭단위의 조합의 진행으로 개발된 나홀로아파트의 모습은 우리 주
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높은 용적률로 동네의 벽이 되어버린 나홀로아파트는 배타적으로 단지에만 필요한 것을 넣어 주변
소형주거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게 게이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수명이 지나고 다시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시기에 전면 철거 후 단지화된 아파트가 지어
지거나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방식의 개발로 또 다른 나홀로 아파트가 지어져 각각의 게이트 커뮤
니티를 형성하게 된다면 동네 주민들의 동선을 획일화 시킬 뿐아니라 지역경관을 훼손시키고 개발
되지 않은 곳과의 단절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홀로아파트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아파트의 일부가 생활가로

백다예 BAEK, DA YEA

로 인식되어 나홀로아파트와 주변 소형주택들의 주거 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재의 시설
로 인식될 수 있는 제안을 계획한다. 이로인해 소형주택들을 철거하지 않고도 주거의 질을 향상시
키는 다른 방향의 재개발을 기대한다.

PROLOGUE

ISSUE_나홀로아파트

SITE

세창아파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4-1
2005. 09 입주
총 70세대 / 총 2개동 / 총 12층
다가구 주택 고밀도 지역의
소규모 블럭 단위로 개발
사당동 kcc아파트

박달동 세창아파트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고층으로 지어진 나홀로아파트

시흥동 경남아파트

SITE CONDITION
사이트인 나홀로아파트와 많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변에는 단 7곳의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커뮤니티 시설이 존재했다.
이는 사이트로 선택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나홀로아파트 주변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다.

아파트의 수명이 끝난 후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공동주거는 연립,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타운하우스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서 진행되는 뉴타운 사
업은 연립,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모두 철거한 후 대규모 단지를 짓는
다. 이러한 대규모 단지들은 건축물 중에서도 짧은 수명인 20~30년 정
도의 수명이 지난 후 문제가 발생한다. 대규모 단지로 짓기 때문에 거
대한 대지로 존재하여 다른 소규모의 필지들에 비해 용도변경이 힘들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그 땅은 영원히 아파트로만 남아있어야 할 것인
가 하는 문제와 마주치게 한다.

게이트 커뮤니티 형성으로
주변주민들의 이용차단

동선이 차단되어 획일화된 동선

건물이 노후화되었을때
나홀로 아파트만의 재건축 불가능

대규모 단지와 비교하여
부대복리시설 절대수 부족

나홀로아파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역의 일부 블럭단위로 개발된 1~ 2개동 정도의 규모를 갖는 나홀로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단지와는 다른 조건들을 갖는다. 도보
5분 안에 집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와 달리 도시
기반시설과 부대복시설이 부족하고,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 집 값 등의
문제로 사업상의 이유를 들어 노후화 되었을때의 재건축 가능성이 낮
다. 하지만 노후화 된 채로 건물이 지속될 수 없기에 우리는 10~20년
뒤면 아파트 붐 속에서 지어진 엄청난 숫자의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나
홀로 아파트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에게 저층부란?
현재 아파트의 저층부인 1~3층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는 사람들의 기
피대상 1호이다. 중, 고층이 로얄층으로 표시되는 것과 대비하여 집 값
이 싼 것도 그러한 이유다. 이는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꼭 지나
가야 하는 통과 동선으로 사용되고,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지나가는 사
람들에게 저층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보호받지 못하고 노출되기 때
문이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그만큼 도로에서 노출되는 범위
가 크고 이동동선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저층부가 용도가 변경되
었을 때의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행한 나
홀로아파트의 생활가로로서의 저층부 리노베이션방안은 나홀로아파트
뿐아니라 대규모 단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 프로토타입으로서 재건축의
과정이 철거 후 신축이 아닌 리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아파트가 동네의
벽이나 흉물이 아닌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되는 결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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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역의 연속성 무시
경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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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PART PROGRAM

STRATEGY

아파트 단지에만 국한되었었지만

SET UP

주변 다가구주거 지역에서도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
용적률
최대 300 %

기존 제 3종 일반 주거지의 용적률 300%외에
임대주택 추가 건설 조건 용적률 20% 완화
유아을 위한 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 % 완화

건폐율

아파트 저층부에 신축되는 건물들은
지역사회에 환원 조건으로 건폐율 완화

수직증축의 법적 기준으로
최대 3개층 증축 가능

수평증축, 평면 일부 분할과
수직 증축을 통해 30세대 이상 추가

노인을 위한 시설
경로당

아파트 인센티브

NEW
MAX 7000mm

아파트 저층부를 비워내는 데에 대한 대안으로
줄어든 층 수만큼 수직증축을 통해 보완
외부 조경시설
야외 데크, 외부공간

기존 발코니를 확장하여 면적확장
추가 발코니 계획

1200mm

각 가구의 추가발코니 설정(폭 1200* 최대 7000)
선택으로 다양한 입면 가능

한 세대를 두 세대로 분할하여
소형주거 임대

교육을 위한 시설
도서관

저층부시설 수익

저층부 프로그램에서 생긴 수익에 관한 생각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부주거 관리

편의시설
공동 세탁소, 공중화장실, 카페

건폐율을 완화해 준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역사회 환원
다른 나홀로아파트나 다가구지역의 저층부 개선에 기여

일정 금액을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로 사용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절하

지역주민 인센티브

APT

동적공간/ 자연적 감시

근린생활시설
사이트 주변 시장과 연계

192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헬스장, 야외 운동시설

셉티드(CPTED)
다세대주거 밀집지역의 노후화된 골목의 위험성
시야선 확보 및 아파트 주민들의 자연적 감시로 안전지대 형성

부족한 주차공간의 일부 해결
아파트 앞 도로의 차량 수 감소

일상생활권 내에 녹지공간 증진

일상생활 동선안에서
편의, 커뮤니티 시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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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요

LOWER PART DESIGN PROCESS

대지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4-1
범
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3,168 ㎡
건축면적: 저층부_

1973㎡
HOUSING_ 844.1㎡(기존 776.9㎡)

생활가로 A
외부도로와 연결된 가로로 저층부
프로그램 이용객들의 자유로운 이동공간
담장으로 둘러쌓여 게이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
 주변 소필지들과 비교하여 대규모의 대지 소유

연 면 적: 저층부_

2618㎡
HOUSING_ 8074㎡(기존 7554㎡)
건 폐 율: 저층부_

62.2%
HOUSING_ 26.63%(기존 24.52%)
용 적 률: 저층부
HOUSING_ 318.8%(기존 238.4%)
총 호 수: 최대 144세대/호/가구(기존 70세대)
주차대수: 최소 100대 +a

아파트 주민 전용 외부공간
아파트코어 앞 PRIVACY공간으로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사이트 주변 도로를 잇는 생활가로 형성
사이트 옆 건물과 연계 생활가로 형성

아파트주민 ENT
외부인 ENT
CAR ENT

두 생활가로를 잇는 생활가로 형성

생활가로 B
어린이집 야외놀이시간에는 게이트를
닫아 전용 놀이터로 사용가능

진입이 용이하도록 생활가로와 대지 밖 도로를 잇는
가로 형성 -> 주변 소필지와 비슷한 스케일의 대지 형성

생활가로 C
사이트 주변 시장과 연계하여 근린 생활시설 이용가로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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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PLAN

3F PLAN

4~12F PLAN_수평증축

13~15F PLAN_수직증축

기존 APT UNIT평면

196

수평증축 UNIT A, B PLAN

수직증축 UNIT A 1, 2F PLAN

수직증축 UNIT B 1, 2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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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VING
Industry + Residence

Architectural Review 2014

Vitalization of Community for Industry and Residence in
Changsin-dong
과거 영세 제조업이 서울 도심부에 위치하여 산업 생산 기반 시설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점차 상
업적인 개발에 따라 영세 제조업은 도심부로부터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아직 존재하는
서울 도심부의 제조업 중 가장 지역적 성격이 강하지만 점점 쇠퇴되어가는 곳이 창신동 봉제골목
이다.
동대문의 의류산업배후지인 창신동은 동대문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동대문 쇼핑타운의 경쟁력
을 만드는 곳이다. 창신동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이지만 골목길이 공장의 운영을 위한 서비스 도
로로 사용되어 커뮤니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창신동에는 생활환경과 생산환경이 일치하는
직주 혼용이라는 큰 특징이 존재하며 창신동 내의 건물 내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토지 내의 수직
적인 용도 혼재가 서로 악영향을 주어 창신동을 낙후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각기 다른 용도가 층으로만 분리, 단절되어있는 기존의 건물에 공장과 주거, 두 가지 용도를 링크
하고 버퍼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분산 배치를 제안한다. 이러한 리노베이션으로 작업환
경과 거주환경, 창신동의 열악한 봉제공장 거리 또한 활성화시키면서 창신동만의 지역성을 유지한

정상미 JUNG, SANG MI

채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하였다.

CLOTHING CLUSTER _ Dongdaemun & Changsin-dong
Factories 1,640
Total workers 5,219
Average workers 3.2
Jongno-gu Average workers's age 50.8

PRODUCTION PROCESS in Chansin-dong
창신동 내에서는 패턴, 재단, 재봉, 마도메, 시아게 순으로 의류 생산이 이루어진다. 빠른 시간 내에 계속해서 완성품이 생산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정 순으로 작업 하는 시간 대가 다르기도 하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루의 반을 공장에서 보내고 휴식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는 것이다.

15%
9%

CHANGSINDONG
CLOTHING FACTORY

패턴
패턴

재단
재단

재봉
재봉

마도메
마도메

시아게
시아게

옷본 제작

옷본에 따라
재단 / 마름질

재단된 옷감을 재봉

주머니/단추/장식 부착

마무리/다림질/배달

Chang Sin 2-Dong
Factories 638
Total workers 1,885
Average workers 3

40%
36%

6%
3%

DONGDAEMUN
SHOPING TOWN

동대문 패션도매시장
/ 인터넷 쇼핑몰

동대문 종합,
동화 시장

창신동
봉제 공장

마무리
시아게 집

상인 고용된 디자이너
원단 선정 및 디자인 고안

원단 및 단추, 실, 자크 등의
부자재 공급

패턴, 재단, 미싱 공정을
각기 담당하는 전문 기술자

마무리 잡일을 모두 담당
동대문도매시장으로
완성된 의류를 배달하는
매개역할

소비자와 연계
(판매 - 구매의 장)

Dong dae mun

미싱 혹은 특수기기작업
(주름잡기, 쌍침, 구찌 등)의
객공화

공장내에서
재봉

가내수공업
재하청

Chang sin
- dong

과거 영세 제조업이 서울 도심부에 위치하여 산업 생산 기반 시설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점
차 상업적인 개발에 따라 영세 제조업은 도심부로부터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아
직 존재하는 서울 도심부의 제조업 중 가장 지역적 성격이 강하지만 점점 쇠퇴되어가는 곳
이 창신동 봉제골목이다.
동대문의 의류산업배후지인 창신동은 동대문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동대문 쇼핑타운의
경쟁력을 만드는 곳이다. 동대문에서 원단과 디자인을 가져와 창신동 봉제 공장에서 의류가
생산되어져 다시 동대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 의류 산업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다.
동대문은 주로 저가의 의류들을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에 맞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량의 의류들을 제공 받으면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대문의 특징이
창신동 내의 봉제공장들을 유지 시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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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창신동에는 생활환경과 생산환경이 일치하는 직주 혼용이라는 큰 특징이 존재하며 창신동 내의 건
물 내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창신동은 토지 내의 수직적인 용도 가 혼재되어 있고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어
작업 환경, 주거 환경, 가로까지 낙후시키고있다.

SITE ANALYSIS & IDEA
창신동의 주거와 공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기존 컨텍스트를 존중하면서도 건물의
일부분의 리노베이션으로 주거와 공장의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한다. 선택한 사이
트는 봉제공장 골목의 마지막 부분으로 7개의 다세대 주택과 1개의 신축이지만
제안하는 리노베이션이 창신동 내에 전반적으로 확산된다면 창신동의 봉제공장
골목 전체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수직적으로 배치된 주거와 공장, 그리고 크게 가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단절시키는 요인
이 되었다. 또한 열악한 공장의 환경으로 공장의 커뮤니티 공간 역할이 골목으로 내쫓기게 되며 골목에서의
주거 커뮤니티 공간이 위협당하고 있다.

봉제공장이 침투해 있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의 기능과 공장의
기능이 혼재되어 악영향을 끼치는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중 선택한
사이트는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오래되었고 등록이 되지 않은 공장들이 많은 열
악한 곳이다. 창신초등학교와 창신역 부근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편이며 판매
를 위해 동대문으로 나가는 공장의 오토바이들의 이동 또한 많다.

그 외 8.3%

중구/동대문구 9.6%
중구/동대문구 18.8%

HOUSING

FACTORY

노동자 거주지

종로구 13.4%

공장주 거주지

창신동 76.9% 종로구 10.4%

창신동 62.5%

창신동의 특징인 직주혼용

TYPE A

TYPE B

TYPE C

창신동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주로 1층이나 지하1층
에공장이 위치하여 입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층부에는 주거로 붉은 벽
돌의 패널인 다세대주택이다. 다른 지역의 다세대 주택과는 달리 봉제공
장을 고려하여 기둥-보 구조를 하고 있다. 여러 번의 증축으로 직통계단
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계단들이 많으며 이러한 계단들과 공장들의 확장
으로 건물들의 사잇공간이 이루어져 있다.

창신동 봉제공장 건물유형

Disconnection

Where is
Community for Factory?

Housing

Factory

Housing
Factory
Poor condition
Factory

202

Where is
Community for Residence?

Factory’s Service road

그 중 선택한 사이트는 6m 가로를 끼고 마주보고 있는 1층, 지하 1층에
봉제공장이 침투해 있는 다세대주택 지역이다. 주로 창신역 부근으로부
터 주민들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공장은 반대로 동대문으로 나가는 방향
으로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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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각기 다른 용도가 층으로만 분리, 단절되어있는 기존의 건물
에 공장과 주거, 두가지 용도를 링크하고 버퍼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분산 배치를 제안한다. 이러한 리노베
이션으로 작업환경과 거주환경, 창신동의 열악한 봉제공장
거리 또한 활성화시키면서 창신동만의 지역성을 유지한 채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하였다.

골목길에서의 커뮤니티 손실
토지내의 수직적인 용도혼용으로 공장과
주거가 층으로만 분리단절

NEW PROGRAM : COMMUNITY for FACTORY /
COMMUNITY for RESIDENCE
NEW ELEVATION

커뮤니티를 건물 안으로 가져와 주거와
공장을 분리시키면서도 연결시키는
버퍼공간 형성

공장과 주거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프로그램
성격별로 재배치하고 주거 동선의 앵커
역할을 하는 매스 배치

DESIGN STRATEGY

주거 커뮤니티와 공장 커뮤니티 사이에
이들을 연결시키는 매스를 배치

가로 중심으로 양 옆으로 배치하고 공장
커뮤니티와 주거 커뮤니티의 엥커로부터
모두 동선을 연결

REMAIN PROGRAM : FACTORY / RESIDENCE

운송으로 인하여 저층부엔 기존의 공장이,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상층부
에는 주거를 유지시킨다.
건물의 사잇공간에는 각자의 프라이빗한 공용공간을 갖게된다. 공장과
주거 사이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퍼블릭한 주거와 공장을 위한 커뮤니
티가 새로 생기면서 공장과 주거 사이에서 버퍼 역할을 한다.

REMAIN ELEVATION

PRIVATE R
ESIDENCE
COMMUN
ITY

스킵 형태의 데크들로 안전에 있어 무방비
상태인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서로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

공장 안에서의 대기 시간이 긴 사람들을 위한
사적인 휴식 공간과
공장만을 위한 적재와 주차 공간을 제시
기존의 프로그램인 주거와 공장은 기존의 입면을 유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인 주거와 공장 사이에서 버퍼 역할을 하던
퍼블릭한 주거, 공장의 커뮤니티의 입면은 공장의 서비스 도
로인 골목길을 향해서도 버퍼 역할을 한다.

공장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난간 설치

PRIVATE F
ACTORY C
OMMUNI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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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
Customizing & Lifelong

Architectural Review 2014

Apartment as a lifelong customizing
사람들은 누구나 아파트 건축이 강요하는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길 원한
다. 기존의 주거 건축은 집의 공간 편집 권리가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건축은 일상을 보
다 우위에 둔 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반영된 새로운 주거 유형은 우선적으로 건축가가 기본적인 인프라만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주거 유형과 생활패턴을 반영하여 다양한 카탈로그를 생성하면 거주자는 카탈로그를 선
택함으로써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개성적인 집을 완성해 나가는 방안이다.
나아가 거주자는 삶의 변화에 따라 공간을 분리, 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평생주택의 의미 또한 가
지게 된다.

백종호 BACK, JONG HO

Intention

Proposal

System Proposal
거주자가 집을 소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살게 될 집의 원하는 위치와 면적을 선택하고, 이어서 공간구획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주어진 그리드 안에서 공간 구획 방식을 선택하고 그 공간의 내외부에 따라 추가적인 단열을 작업하여 외벽의 기능을 다하도록 할 수 있다.

찍어낸듯한 아파트의 모습

집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지 않음

사람의 일생을 책임질 수 있음

공간구획 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벽 등 다양한 범위에서 선택 가능하다.
추가적인 공간은 평소에 외부공간으로 사용하다 인원의 증가나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증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제시한 공간구획방식을 재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증축의 범위와 구획방식을 선택가능하게 함으로써 거주자의 상황에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건축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냄으로써 평생주택의 의미 또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대광션아파트 - 정재호 作
집집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차양을 내려 빛을 가린 것이 이채롭다.
가난하되 자신의 공간을 꾸밀 줄 아는 이들의 소소한 개성이 다채로운
차양에서 드러난다.

공급자 중심의 아파트

거주자 중심의 새로운 주거유형

Idea

Select the Area

Providing the Catalogs

Reflection of life-styles

Reflection of life-long

필수적인 구조, 설비 등을 고정
사람들의 주거 유형을 건축화하여 카탈로그 생성

다양한 카탈로그를 선택하고 반영
자신의 lifestyle이 반영된 개성있는 집 생성

카탈로그를 새로 조합하거나 분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사람의 일생을 책임지는 lifelong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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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면적을 결정
자신이 거주하는 내부공간과 옆집과 공유하는 외부공간의 비율이 결정

1. 내부/외부 면적 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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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anel

Solid
일반적인 벽으로
내부공간을 구획

내부 공간을 구획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닛
다루기 쉬우며 다른 모든 유닛과 조합이 용이

가구를 이용한 공간 구획 방식
주로 White panel 과 조합되어 사용

Closet

Interior wall
Semi open
가구를 이용하여
내부공간을 구획

Select Catalog

Book case

가구를 이용한 공간 구획 방식
중간의 오프닝에 의해 구획된 공간간의 연계가 가능
White panel과 조합시 수납 가능한 벽의 기능

가구를 이용한 공간 구획 방식
낮은 높이에 의해 공간간의 연계가 가능
White panel과 조합시 수납 가능한 벽의 기능

Shelf

Window
3. 내벽 설치 위치/종류 결정

창문과 패널을 조합하여
내부공간을 구획

Side window

내부 동선을 구획하는 기본적인 유닛
미닫이문과 동일한 기능

벽을 끼워 넣어 고정하는 방식
위, 아래로 설치되어 있는 홈에 끼워넣어 조립과 해체가 간단하도록 설계

Solid
2. 공간 구획 방식 선택
공간을 구획하는 방식을 자신이 선택함으로써
자신만의 집을 구상
집 내부에서 공간 구획만을 기능할 경우 Interior wall,
외부에 면한다면 Exterior wall에서 선택

일반적인 벽으로
외부공간을 구획

Exterior Wall

Semi open

White panel

Wood panel
Translucent
window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공간을 구획

Louver window
4. 외벽 설치 위치/종류 결정
벽을 끼워 넣은 후 외단열과 마감을 추가로 작업하는 방식
Interior wall보다 조립과 해체가 간편하지 않지만 긴밀한 단열 설치로
외벽의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설계

Upper window

Window
창문과 패널을 조합하여
외부공간을 구획

Side window

Al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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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간을 구획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닛
다른 모든 유닛과 조합이 용이

외부 공간을 구획하는 기본적인 유닛
나무 재질로 내,외부에 다양한 분위기 연출

반투명 유리 재질을 이용
블라인드 없이 빛의 양 조절 가능

나무 루버의 재질과 입면을 이용
내,외부에 다양한 분위기 연출

white panel과 window가 조합된 유닛
창과 같은 역할로 주로 주방이나 독립된 방에 사용

내부와 외부 공간의 동선을 구획하는 유닛
주로 공용공간으로 향하는 문의 역할

내부와 외부 공간의 동선을 구획하는 유닛
주로 독립된 야외공간으로 향하는 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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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oom renovation unit
가족 수의 증가로 인하여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한 경우 야외로
사용하던 외부공간에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자신이 직접 증
축하여 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주방 공간 뒤쪽으로 1R을 증축하
여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모습

Basic unit
보편적인 84㎡의 면적으로 2~3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알맞음.
L-D-K-2R의 기본적인 방식 이외에 cataloge의 적용으로 다양한
공간편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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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oom renovation unit

Homeworking space

Two-family house

가족의 성장으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증축한, 화장실에 인접한 방을 안방으로 넓게 내어
주고 다른 방향으로 추가 증축하여 모두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만
들어 줄 수 있음.

자신의 목적에 맞게 추가적인 공간을 증축할 수 있음.
재택 근무자의 경우 여유공간의 안쪽을 사무실로 증축한 후 사무
실의 앞마당을 가지는 형식으로 주거의 공간과 사무의 공간을 분
리시킬 수 있음.

여러가지의 이유로 한집에 두가구가 동거하는 경우로 독
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문을 배치하고, 화장실 또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Three generations unit
오랜 시간 거주하여 나이든 노부부와 결혼한 아들부부가 같이 생활
할 수 있는 동거형 유닛면적을 최대로 사용하여 증축할 경우 기본
적인 L-K를 공유하고 D-2R을 각각의 세대가 사용할 수 있음.

Rental house
노부부가 가족원 수 축소에 따른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증축한 방
을 해체하지 않고 간단한 공간 변화를 통해 청년들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음.

Special room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공간을 추가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비교적 채광이 덜 필요한 작업실의 경우 빛을 받을 수
없는 독방에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꾸며 공간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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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facade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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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건너다
봉안교

Architectural Review 2014

근린공원을 통한 장묘시설 인식 변화
한국의 장례문화의 현주소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빠른 산
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로 주거의 형태가 협소해졌고 자택 장례가 힘들어졌다. 과거 화장
장이 악취와 연기로 좋지 않은 인식이 심어져 기피시설로 분류되었고 장례정책이 없이 무관심과
혐오시설로 전락했다.
하지만 화장률의 증가로 봉안당이나 승화원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게 좋아지고 있으며 건축적 접근
으로 그 주변을 근린공원화 하여 소위 [추모공원]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입지자체가 멀
리 떨어져있고 교통편이 불편하며 인지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공원을 조성해도
그저 [조경]에 불과해 진다. 이런 사용도가 떨어지는 공원이 우리 바로 옆에 있다면 사람들은 어떨
까. 서초동의 서울추모공원을 조성할 때도 시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이슈였다. 혐오시설이 들어온
것에 비해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장묘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덜어 줄수 있는 상징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장례문화를 우리 옆으로 가져와 이웃하여 장묘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실제로 공원
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승화원과 봉안당을 설계하고자 한다.

하기성 HA, KI SEONG

Concept & Strategy

Site analysis

Concept diagraam

Seoul cerematory

Cemetery

Hill cerematory

우리나라의 장묘시설들은 대부분 매스화된 큰 건물 속에서 고인을 보낸다.
공장처럼 혹은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고 다른 가족들과 섞여 고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들을 분산시키고 그 사이사이에 가든을 조성해서 고인을
보내는 행위를 새롭게 제시한다.

Cemetery + Park

Nodeul cerematory

traffic
cost

view

그리고 그 가든은 일반인과 유가족에게는 서로 간섭이 되지 않게 조성하여
[추모공원]이 실제로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traffic
cost

park

awareness

view

awareness

노들섬은 이촌역과 한강변에서 오는
접근성에 용이하고 인지도가 좋다.
현재는 한강대교로만 갈 수 있지만
인도교를 놓는다면 한강공원의 사람
들의 유입이 커져 실제로 사용빈도
가 높은 공원이 될 수 있다.
선택한 필지는 한강범람 시 잠기는
곳으로 마땅히 사용하기 힘든 땅이
다. 노들섬의 다른 부분들은 비오톱
이 높은 곳으로 유지시켜 공원화하
려 한다.

Cemetery culture condition
Cemetery

park

일반 장묘시설의 입지는 시외이며
교통, 비용, 경관, 인지도 등이 좋지
않다. 그에 반해 노들섬은 상징적 프
로젝트를 하기에 적절한 장소성을
가진 위치이다.

Park

Existing cemetety


Change of cemetery culture condition
Cemetery + Park

Site selection
Location: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185
Use: charnal house & crematorium
Site area: 16,352㎡
District: 자연보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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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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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ing process_Island & Bridge

Circulation systems

등고선을 따라 새로운 옹벽은
평상시에 방향을 지시해주고,
그늘이 된다. 한강이 범람했을 때
나 강한 바람에게서 식재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Detail strategy
①
Administrator

섬의 관리동과 다리의 관리동이 연동하여 두
시설을 관리한다. 다리는 출입부가 두 곳이기
때문에 두 곳 다 관리 시설이 필요하다.
관리시설에서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
야 한다.

1. 완만한 옹벽들은 범람 시 물의 흐름에 맞게 구서한다.
2. 옹벽은 풍하중과 수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두껍게 설계한다.
3. 옹벽의 상부에 덩쿨식물을 식재할 수 있다.

Contour line WALL

Reflection

②
Water reflection

Louver

Citizen

각 레벨에 따라 같은 비슷한 높이의
벽들은 앞뒤에 위치한 벽들이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식재로만 공간을
분절하는 한계를 극복한다.
시퀀스에 따른 매스를 넣는다.
Occupation

일반인들은 다리에서 봉안당의 존재를 느끼지
만 단순히 ‘다리’로서 기능을 사용할 뿐이다.
노들섬에 다다라서는 화장장 동선과 완전히
분리된다.

옹벽의 윗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아래에 있는 승화원의 조경이
함께 보여 공원이 확장된다.

③
Existng Furnace

Small scale Furnace

The bereaved

노들섬은 도시와 가깝다는 이점을
가지고 육지의 생활 속으로 연결시킬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추모가 일상과 멀어지는 것을
중간에서 봉안당으로 링크를
해줬다.

섬 부분에서 장례 네러티브에 의해서 야외에
서 장면들을 경험하고 화장을 한 후에 봉안교
에 수골을 봉안한다.
Occupation

water reflection

슬로프의 윗 부분은 일반인과 이후 방문자가,
아래 부분은 봉안당으로 이용되고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서 만날 수 있다.

Sequence section & Sequence perspective view
①

최초로 승화원을 맞이하는 공간이다. 주차공간과 관
리건물이 있지만 관리동은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한
다. 멀리 영결식장이 보여 다음 시퀀스를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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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결식장은 한강과 가장 가깝게 있어 빛을 들이는
방법으로 물에 반사되는 빛과 루버를 통해 식을 진
행할 때와 끝났을 때 다르게 빛을 공급한다.

③

승화원 내부에서 화장이 진행될 때 기존의 화로속
까지 보이는 구도가 아니라 옆에서 바라보는 방향
으로 설계하여 화장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다.

화장을 기다리는 시간동안 가족끼리 섞이지 않게
각각의 휴게공간이 주어진다.

승화원에서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리(봉안당)이 보이
고 한강의 넓은 시야가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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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Section

Floor plan
좌측 끝에서부터 장례의 시퀀스는 시작된다. 처음 리셉션 건물에서 체크를 하고 강까지 삐져나와 장례의 시작을 알리는
벽(문)을 통해서 멀리 보이는 영결식장을 마주한다. 점차 영결식장이 가까워져 오고 고인을 보내기 싫은 마음을 슬로프를
내외부에 끼워넣음으로써 경계를 허물었다. 영결식동안에는 빛이 물에 반사되어 들어오고 영결식의 끝을 알리는 루버가
돌아가서 빛을 들인다. 영결식 이후에는 관은 차량으로 먼저 승화원에 도착하게 되고, 유가족은 벽이 이끄는 데로 걷는
다. 벽은 사람을 이끌고, 바람을 막아주고, 그늘이 되며, 덩쿨을 올려 시간을 느끼게 해준다. 사이공원이 슬픔을 못이기는
이들을 위해, 그들 혼자만의 공간으로 자리한다. 끝을 알리는 연못은 자연연못처럼 조성하여 이질감 없게 하며 줄기는 제
2 영결식장에 빛을 들이는 도구로 이용된다.
좁은 슬로프로 올라가며 옆에 작게 뚫린 창으로 한강을 바라본다. 점점 좁아지는 공간은 화장을 앞두고 심적으로 집중을
하게한다. 화장하는 동안에는 각각 화장로별로 나눠진 휴게공간에서 기다린다. 화장을 하고 나서 슬로프로 다시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음 시퀀스인 봉안교가 살짝 보이고 내려가면 다시 보이지 않았다가 한강의 뷰와 함께 나타난다.

Section plan
봉안교는 한강변에서 오는 일반인과 이후방문자들 그리고 섬쪽에서 오는 최초유가족들이 만나는 장소이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슬로프는 그들을 나눠주지만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로 만날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봉안교는 자연스러
운 마주침을 이끌고 정체성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한다.
섬쪽에 가까운 봉안함은 5~10년 기간의 봉안함이고 한강변 쪽으로 갈 수록 오랫동안 봉안되는 봉안함이다.
한강변 쪽으로 갈수록 슬픔은 점차 사라지고 그리움으로 남는다. 그리움은 다시 일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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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영민, 태진, 민주, 주영이 다들 고생 많았다.
아직도 내 귓가에 배스우드 1티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나무로 모델만드느라 고생많았고
마지막까지 밤새우느라 미안했어~
영민이의 렌더링과 민주의 빡침, 태진이의 탄식,
주영이의 ‘신난다~’가 그리울거야.
졸업시켜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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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from the Past

“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 is the theme of Expo Milano 2015.
Under the question that “Is it possible to ensure sufﬁcient, good,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for all mankind?”, international participants will
suggest their own solutions. The project is designing Korean Pavilion for
Expo Milano 2015.
The design concept of Korean pavilion will be found on the intersection
among Food, Sustainability, and Korean identity. Korea has a rich food
culture since the country has a long history. Well developed preserved
foods by fermenting, drying and salting is an important feature of Korean
food. The aim of this project is making these features of Korean food and
pavilion architecture function well together.

Korean Pavilion for Expo Milano 2015

김대영 KIM, DAE YOUNG

WHY THE WAY OF PRESERVING FOOD IS IMPORTANT?

MADANG & JANG-DOG-DAE
Relationship between fermentation and Korean traditional house.
Han-ok(Korean traditional house) has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fermented food. Madang is open space for multi purpose. Cooking of fermented food takes place in Madang not in kitchen by
group of people. And prepared food is stored and fermented
in Jang-dog-dae. This spatial organ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house shows how much fermented food was important to the
people. Korean pavilion will adapt the spatial organization of Hanok.

Since the amount of energy used to store food is significant, the
way of preserving food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sustanability.

DESIGN ELEMENTS
Ong-gi
Ong-gi is Korean traditional portary for fermentation. It is called
breathing container because it has very small openings so that
air can panetrate through it while liquid cannot. It makes perfect
condition for fermentation.

FERMENTING FOOD AND ENVIRONMENT
Korea has very rich culture in fermented food. Since fermentation
is natureal way of preserving food, intruducing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food and technology will tell about sustainability and
national identity.
For fermentation, environment is critical fact. Each food needs
different condition for fermentation. Basically, way of making
fermented food is making proper environment. experiencing this
environment is the subject of exhibition in this pavi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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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ion Wall
Using gabion walls, similar environment with inside of Ong-gi can
be achieved in a big scale. Light filtered by gabion walls while air
penetrate through the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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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NCEPT
Inverted Underground

Controlled Environment for
fermentation

Inverted Underground

Experience of underground by
gabion walls

Environment for Fermentation

Visual interaction between main
exhibition and various activities
regarding fermentation such as
making Kimch from Madang

PROGRAM DIAGRAM

CIRCULATION DIAGRAM

Fermentation area penetrating exhibition
and open space

Exhibition and Business circulation are
seperated

INSIDE OF DOMES
Experience of fermenting condition

Exhibition Circulation

Concrete Roof
Gabion Walls

Steel Truss

Concrete Slab

Business Circulation

Concrete Shell Structure

EXHIBITION
BUSINESS AREA
FERMENTATION
RESTAURANT
RETAIL
ACTIVITIES ABOUT FERMENTATION
(Ex. Making Fermente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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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SYSTEM
Domes made of RC concrete shell structure lifting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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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SITE PLAN

MAIN FLOOR PLAN

GROUND FLOOR PLAN

Project location in relationship to context

Experience of environments for
fermentation

Madang opened to the public spaces

SECTION

Patterns of gabion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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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up to the underground

Entrance of the pavilion
236

Ground level open to the plaza

Light penetrates through gabion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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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nyangni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Cheongnyangni Traditional Market opened in 1948, but Seoul’s rapid
urbanization has left it behind.. To improve an aging community, I first
focused on re-imagining and revitalizing a market that can no longer
compete with modern stores. Markets form where people gather, and
require only empty space connected with a path. Inside a market, people
with different purposes meet and exchange their goods, leading to a
strong local economy and also connecting the community to other cities
throughout the seasons. If you imagine a city and its people as a web of
connections, or a network, then the traditional market acts as its social
hub. The traditional market is not the physical or geographic center of
Cheongnyangni, but directly or indirectly it touches the lives of all of the
area's residents.
Because of Seoul’s rapid development and decline in free time, many
traditional markets have already been replaced by big "marts." I am
focusing on revitalizing a market which will serve as a landmark for the
community and will teach the next generation that a strong community
is based on balancing the wisdom of the past and the technology of the
future.
A market reflects the people it serves and the community it inhabits. A
newly rebuilt market will generate income that stays in the community
while providing a positive social atmosphere to meet, explore and learn,
all things that are impossible to do at a big mart. To continue to support
its community, Cheongnyangni Market requires an updated program to
attract and involve the younger generation.

Cheongnyangni traditional market history

How the market became permanent

Jegi urban environmental
renewal project

현재 재래시장은 주로 강북지역에 큰 길을 따라 남아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빠른 발전과 현대화에 따라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대다수의 대형마트가 점유한다. 대형마트는 쾌적하고 편리하다는 장점과 정찰제를 이용해 믿을 수 있는 가격을 사용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현대 사회의 보편적 경제활동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교통편이 불편하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장은
사람들에게 점점 외면받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원
maket forms where
the paths meet

1910 - 1949

requirement of storage
made permanent market

periodical market gets
smaller

all changed into
permanent market

1950 - 1975

화재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 파편화되고 그 기능을 상실
한 청량리 전통시장을 재활성화하고 그 시장만의 색깔
을 찾아주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
로 지정되어 제시하는 계획을 충분히 받아들여 사이트
내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도록 할 예정이다.

청량리 전통시장은 경원선을 시작으로 중앙선, 경춘선이 개통되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1976 - 2000

해방 이후 정부는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에 집단적
도시한옥지를 조성하였다.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 시장은 자연
스럽게 확장되었다.

2001 - 현재

시장에 대한 관점

1992년 청량리전통시장의 중심부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주
택난 해결과 시장의 기능 모두를 충족시키겠다는 일념하에 주상복
합 건물을 세우게 된다. 허나 결과적으로 이는 기존 시장의 맥을 끊
고, 소비자를 분산시켰다. 이로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주변에 생성된
다른 시장들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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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량리 전통시장은 선형으로 존재하고 주변의 시장들에 비해
그 시장만의 색깔이 없고, 위치적으로 협소하여 소비자들의 이용이
적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시장의 시스템은 커뮤니티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하고, 단순히 청량리의 지리상 중심이 아닌 그 일대 주민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있다. 그러나 서울의 급속도로 진행된 개발과 현대화에 발맞추어 나가
지 못하고 뒤처진 시장은 현대화의 산물인 마트와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시장을 현대사회와 발전속도를 맞추면서도 그 고유의 재미를 살려
우리 고유의 장이 다음세대에도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젊은 사람
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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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elements
청량리 전통시장에 젊은층의 발걸음을 유도하는 방법에는 프로그램의 추가 혹은 변화가 있다.
이에 더해서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혹은 새로운 시장의 형태를 제안하기 위해서 시장이 가지는 고유의 건축적용어를 찾고자 한다.

Hardware
A. Typologies of space

B. Typologies of selling points

A-1. Markets in the building

Software

Matching two design elements

Providing programs

Hardware

B-1. Shops
a. Mixed type

mini bar

b. Inner-directed
vertical display (fashion)

A-2. Corridor

c. Outer-directed

a. Arcade

b. Tent

b. Tent

vegetable

http://sooyu.tistory.com/79

d. Both side awning

e. One side awning and peddling

side dishes

http://blog.daum.net/missy1016/13619049

butchers

http://www.onnuri-sijang.com/

fish market

http://asad.tistory.com/3

Conclusion

B-2. Street stalls

A-1 타입(Building)
건물타입으로 건물 안의 시장은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구성한다. 내부 공
간은 벽으로 구획되고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A-3. Plaza
a. Kiosk

b. Market tent

A-2 타입(Path)
a. Kiosk

c. Market booth

d. Parasol

전형적인 시장 타입으로 보차가 혼용된 공간이다. 이 안의 질서는 최소한
의 공간구획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운동장에 하얀 금을 긋듯이
패턴과 선을 통해 공간을 구획하고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이 유동적으로 변
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b. Market tent

e. Peddling

A-3 타입 (Madang)
c. Market b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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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andcart (Parasol)

d. Peddling

우리나라에서 마당의 개념은 ‘무언가 일어나는 공간’ 이다. 이 공간은 시장
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는 파라솔을 현대화하여 설비의 기능을 함과 동시
에 그림자를 만들어주어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만을 만들어주었다. 이 안에
서의 프로그램도 유동적인 건축적 모듈과 행위가 랜덤으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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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flow interact with each other

Building
- Market for only pedestrian

Sellers timetable
Sharing kitchen

Path
- Market for pedestrian & cars

Madang
- Place that something happ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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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 type

Plans
Type B-1-a

Model

Type B-1-b

Type B-1-c

level -1000 plan

Different time
table of space
level 7000 plan

roof plan

Thanks to..
희문, 예주, 성민,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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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OUSING
NEXT TO PAGODA PARK

강성민 KANG, SEONG MIN

Architectural Review 2014

CO-HOUSING of Single Residents
As the number of single resident has increased, it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the city.
People who is living alone might easily feel negative emotions such as
helpless, lonliness and depression.
However, at the same time, privacy is also a considerable problem in these
days.
Therefore, as an urban single resident housing, there should be efforts to
research the point between isolation and privacy.

SITE MAP

PAGODA PARK WALL REMOVE

Site of this project is surrounded by several hot places
of Seoul.
However, the area around project’s site seems to be
isolated from
them. It’s the critical reason that the wall sealing
the Pagoda Park is blocking the flow to the area.

Seoul city government plans to
remove the wall of the Pagoda Park.
Prroject considers the situation
after wall removed

1970

1980

TIMBER STURUCTURE DETAILS
Regulation
Area type: general commercial area
Height: Max. 50m
Building coverage ratio: 70%
Floor area ratio: Avg. 450% / Max.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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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STRATEGY

TO INCREASE THE POSSIBLITY OF COMMUNITY,
RESIDENTS COULD WALK AROUND INSIDE AND IT
MAKE RESIDENTS COMFORTABLE.

TO INCREASE THE POSSIBLITY OF COMMUNITY,
SINGLE UNIT HAS MINIMUM FUNCTION
FOR LIVING:
BED ROOM, LIVING ROOM, STORAGE

AND TWO UNITS MAKE A GROUP WHICH SHARE
SOME SPACE:
KITCHEN SITING ROOM, BATHROOM, VERANDA

18 UNITS ALSO MAKE A GROUP WHICH SHARE
LOUNGE INCLUDING:
SHARED KITCHEN & DINING SPACE, GAME SPACE

38 UNITS SHARING COMMUNITY SPACE:
COURTYARD, LAUNDERY ROOM
TRADITIONALLY, LAUNDRY PLACE(CALLED
BBALLAETEO) HAS BEEN AN ESSENTIAL PLACE
FOR VILLAGE’S COMMUNITY IN KOREA

UNIT PLAN

sharing
private

private

252

public

UNI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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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s merging park &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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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PLAN

2F PLAN

3F PLAN

4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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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s merging park & urban

STAGE &
BASEMENT

256

CETRAL STREET
MERGING PARK & URBAN

DIRECT ROUTE
BETWEEN
PARK & HOUSING

VETICAL PARTITION
PUBLIC & PRIVATE

RELATIONSHIP OF
UNIT & SHARING PLACE

LONGWAY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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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NEURON

안홍섭 AHN, HONG S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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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on Arcade Regeneration
Sewoon arcade was founded in 1960s and was viewed to be ahead of
the time. It quickly settled as the greatest mixed-used building and as
the central commercial place in Seoul. However, the reality was harsh
when it failed to adapt to the fast- changing trends and to establishment
of new distribution complexes. Less people came to visit and it became
subjected to a redevelopment area as it lagged in commercial and housing
functions.
Still, Sewoon arcade is located in spatial and structural middle of old
center of the Seoul. Hence, it contains the potential to become the new
standard in establishment of modern systems of cities, and follows further
that it could largely influence nearby slummed areas. Sewoon arcade
needs to be re-established as a place where the
departed people could come back and create stories together once again.
Not only as a building that has commercial value, it needs to be stood as
a communicative spot in the city that is also linked with other buildings
around, thereby gaining new identity and role.

Design Strategy(commercial part)

Existing Sewoon Arcade + surroundings

Variations on Mass + New atrium GAP

Existing building is filled with a number of shops. That fact causes a
lack of light, linear circulation and no connection among surrounding
area. Likewise, surrounding area has no void space except for the old
historic paths.

Existing stucked mass extrudes and be rearraged to create new gap,
in the middle of the building. The new gap can hold main circulation
with skylight by combining to existing atrium.

Adjustment of Programs + New Openings

Void Space Network + Historical Paths

Some shops are replaced into supporting programs, such as public
bath, dabang, and laundry shop. Being connected to surrounding area,
they support existing industies in Sewoon district. Also, openings are l
ocated corresponding to the historic paths. For the surrounding area,
discarded industry buildings are demolished to be used as open space.

Past historical paths below the building area are restored and extend
to the existing historical paths. Naturally, the connected paths and void
space are integrated and activated. Void space network grows to urban
scale becomes URBAN NEURON. And the old Sewoon arcade assimilated
into the city.

Atruim in the Center

1st Sewoon
Redevelopement Plan
1979
Large Scale Urban
Grids Addition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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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ng
Empty Axis
1945

Sewoon Complex
Construction
1967

Erasing urban
context to prevent fire

893m×50m City Barrior,
which disconnect flow

Cheonggye River
Demolition of
Restoration Hyundai Complex
2003
2009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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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Concept

Program Shift
During the industrializing, even though Sewoon district has learned the exclusive surviving method through intimate relation, it also has lost
the essential programs, which enrich local environment. This means that the community life is blocked. Consequently, people and industries
leaving the place.

1996

2014

Existing building

Site applied organization

social
infra

amenities
industrial programs

existing
programs

Actualization

1980

Less amenities
No more housing

1996

Less amenities
More vacant buildings

2010

High Density Site: Main Reasons of the Slumming in Sewoon District

Building Features
The new atriums are broader and deep. Whereas, existing atriums
are only for residential area(5-8th floor), The new atriums expand
to the ground floor. Also, transparent social space, called lightholder, is anchored to the building. By carving out the skin, open
space can be created.
Existing structure remains. Social space is mounted on the old
concrete beams. cantilevered.
New circulation is located in the bright atrium. On the ground
level,
old historic paths and the circulation are combined into one.
The circulation connects social space and exterior space.

closed buildings

existing paths + new void space

Since the area around the building is highly condensed, there are a number of non-accessable space, without crossing other building’s inner corridors. Originally this place was occupied by residence, therfore there is no need to change narrow and disconnected paths. however,
aft-er the area became industrial district, historcal place, which contains small roads and densified buildings has become obstacle to the industries. Now, almost 20% of the building in the area is closed. literally slumed. I propose to empty abandoned buildings and make void space within condensed building blocks. If new void space and historic paths combined into one network, new activities would take place, such
as loading stuffs, taking a rest, and working. Moreover, existing daerim/cheonggye arcade can link the disconnected old paths and optimize
them by integrating void space network. It would generate different way of community, as a urban neuron.

The building shape on the ground floor is formed by the old historic
paths. The erased old paths below the building is restored.
No more car on the ground.

atriums+
social space

structure

circulation

ground

Access to cheongyechun and euljiro shopping arcade underground.
Basement car parkng.
under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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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Detail

GF PLAN
EXPANSION OF THE VOID SPACE

addition of social space
not only subtracting certain parts
of the building and creating open
space, but also inserting new social
space ,enclosed by glass is another
strategy of renovation. that transparent
space would hold more light into
the building and act as a facilitator
that triggers social activities among
users.

EXISTING
PLAN

Section

atrium

atrium

bridge to sewoon ga arcade

ramp to cheongye chun

264

bridge to pj hotel

underground
ar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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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pied by cars,
not people on gf

catilevered corridors
block skylight

dark area without atrium

social space

atrium
enlargement

HOUSING TYPE
type c

void space

type b
58㎡

type b

lower floor

type c

lower floor

11.2m

deep + narrow + dark

atrium
addition

existing typical plan

type a

corridor

corridor

type c

use of dark space

performance hall
gallery

atrium from 8th

void space
upper floor

upper floor

type a

atrium corridor
type b

7
Comparison of plans
266

type a
92.4㎡

5

6-8
existing plan

5
existing plan

unit organization

unit combination for the highest level

unit combination for the lower level

Thanks to..
한 학기 같이 고생해준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교수님들, 응원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혼자서 고생한 한모.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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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Rest & Stay

이민섭 LEE, MIN SUB

Architectural Review 2014

TRANSPORTATION IN OUR DAILY LIFE
In many modern cities, transportation facilities are changing into
multifunctional places. East
Seoul bus terminal is also one of the places many people are crowded.
However, this terminal acts only as terminal for departure or arrival to the
city. More than half of the area is filled with express buses and parking
area.
Integration of transportation system and many other programs including
commercial will be
important issue for many cities in the future. Current terminal system
only offers broad waiting area with large TV and plastic chairs. At the
same time, this site is the very proper site for accommodation for foreign
tourists and park for neighborhoods.
Through my overall thesis, I tried to suggest more quality activities and
spatial area for the passengers who use express bus.

Meeting point of three different system

National and regional impact of Terminal

Traffic Congestion
Status of Current Bus Terminal

number of buses
1,790

Traffic volume of nearby is affected by bus routes which is arriving and departing. Especially, the road between apartment and terminal is congested everyday since entrance and exits are located near the neighbourhood road.

passenger per day
28,500

site area:
43,169m
site coverage(%):
10.4

total floor area:
44,930㎡
floor area ratio(%):
104

Status of Foreign Visitors

2012’ foreign visitors

11,140,000

foreign visitors staying
hostel / residence inn
182,696(16.4%)

avg. monthly visitors
per room
9.9

Combination of different program

LINKING BIKE PATH / BUS ROUTES
COMMERCIAL

PUBLIC SPACE COMMUNITY ACCOMMODATION

With a encouragement of government, they set some bike routes at many different streets. However, somehow they are
not linked at the site. Future bus terminal will have to provide facilities for bike travellers such as hostel, bike repair shop
and bike rental center.
Since bus terminal uses neighbourhood road as entrance and exit, buses cannot go directly to expressway. They have to
turn around from narrow road. It raises collision between bus and pedestrians. So entrace and exits should be relocated
to souther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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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F GARDEN,
TERRACE, WOODEN DECK
COMMERCIAL,
EXHIBITION

HOSTEL,
COMMERCIAL OPPORTUNITY
BUSINESS CCENTER

UNDERGROUND
BUS PLATFORM

RETAIN ORIGINAL BUILDING

PUBLIC / SHARED

OVERLAPPING DIFFERENT SYSTEM

GREEN ROOF AS A SHARED SPACE

Dealing with three different programs can make various spaces. Among them, program which for sharing can work as
buffer spaces. Three different systems, which is diverse vertical and horizontal, can make landscape and also be overlapped with the other ones. By doing this, passengers, tourists and neighbors can use together the public spaces between two or three layers.

RESIDENTIAL AREA

BUS TERMINAL

EXPRESSWAY

HAN-RIVER

Several green roof has its own characters, and it connects different program naturally.
Extreme division of different program integrates basement terminal facility and landscape on the roof.

RESIDENTIAL AREA

BUS TERMINAL

EXPRESSWAY WATER FACILITY HAN-RIVER

RESIDENTIAL AREA

BASIN PARK

EXPRESSWAY

HAN-RIVER

URBAN SECTION
Current terminal site is very adjacent to Han-river to south, whereas surrounded by tall buildings which are sekking for
view of Han-river. New facility should guaranteed their right of view as well as be easy to access to Han-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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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부모님, 마크교수님,
끝까지 도와준 후배들,
나의 마지막 설계반 사람들,
그리고 안팎으로 큰 힘을 주신 선후배님들.
AUDITORIUM
EXHIBITION
INTERNET LOUNGE
PLATFORM
CAFETERIA
EXHIBITION

STRUCTURAL
VOID SPACE
COMMERCIAL

WORKSHOP
PLATFORM

BIZ CENTER
PLATFORM
EXHIBITION
AUDITORIUM
COMMERCIAL COMMERCIAL
PLATFORM
PLATFORM
GREEN INACCESSIBLE

GRASS GARDEN

HOSTEL LOBBY
COMMERCIAL
PLATFORM

CENTRAL PLAZA
(HARD PAVING)

WOODEN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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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The Islands

이원찬 LEE, WON CHAN

Architectural Review 2014

Urban node system between Noryangjin and Yeouido
Area between Norayangjin and Yeouido has lots of historical disconnection by infrastructure.
So, this two area have been disconnected and also have been developed
by diffrent ways.
With Fisher market as the center figure, this area is faced with chage movement.
Library, Sports, Picnic layer can be medium programs that can show potential improvement.
Terrain vagues are spread between this two area. so they can be physical
building point.
So I suggest Urban Node System. It is composed of 3 program layers as
potential value, terrainvague nodes `as a stepping-stone.
And it also have their own interaction, zone occupation, building construction system.
Each of buildings and linking structure can be applied diffrently by each
conditions.
And this system will make ths islands to archipelago.

TERRAIN VAGUES BETWEEN YEOUIDO AND NORYANGJIN

PROGRAM OPPORTUNITIES ;
3 URBAN LAYERS- COLONIZE TERRAIN VAGUE
LIBRARY LAYER

DISCONNECTED ISLANDS

SPORTS LAYER

URBAN LINKING SYSTEM
PROGRAM TABLE

URBAN NODE MAPPING

TYPOLOGY OF URBAN NODES

HISTORICAL DISCONNECTIONS FACTOR

Big connection makes small disconnections.

280

1978 Boundary of Yeouido & Noryangjin were settled.

1988

Urban context is changing with relocation of fishermarke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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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THE ISLANDS
THE URBAN LINKING SYSTEM BETWEEN YEOYIDO AND NORYANGJIN

SPORTS LAYER

TYPES OF TERRAIN VAGUE

PICNIC LAYER

URBAN NODE AS AN OVERLAPPING OF 3 URBAN LAYERS - LIBRARY ZONE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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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NODE BUILDING SYSTEM

URBAN NODE BUILDING SYSTEM

Prefabricated Construction with systemic organization

Prefabricated Construction with systemic organization

Archive, children library, lecture room
Location Dongjak-gu Noryangjin-dong 13-8
District Semi-residential area
Building area 2679㎡
Floor area
4053㎡

Prefabricated concrete Banister

Organization process
Prefabricated roof window

H -beam

Tree column

Set outdoorspace

Access axis & Level

Cover outdoorspace
with elements

Prefabicated envelops

Outdoor & program

Spread program interaction system

Sectional interaction system

Program & function

Program & sunlight

Outdoor space relationship system

Prefabricated concrete slab

View
System window Aluminum shading U- glass

9 Library zone

Glass with Aluminum shading
System window
U-glass
Precast concrete wall

Activity

Openspace

Precast concrete wall

Prefabricated bar
Prefabricated steel stair frame

Prefabricated elements Construction 1:100

Main stream & Joining(1:500)

Typical flooring

Roof level

level 2

Participation Zone

Prefabricated roofwindow

level 1

Commercial Zone

1 : 500 plan

Prefabricated elements

Original Noryangjin fisher market roof
Original column
Urethane absorbing

Prefabric elements Construction detail 1:25
284

Tree column for bridge

SOUTHERN ELEVATION

ROOF LEVEL
LEVEL 2
LEV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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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THE ISLANDS
THE URBAN LINKING SYSTEM BETWEEN YEOYIDO AND NORYA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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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dae Barcode ;
Seogyo 365 Renovation Project

김희수 KIM, HEE SOO

Architectural Review 2014

Artist, who led unique culture and spirit of place around
Hongdae, Bring them back to Hongdae!
Since Hongik university moved to current area, their art college and artists
led the unique Hongdae culture and the culture led Hongdae area as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spend their time.
Unfortunately, those development and popularity originated by the artists
made Hongdae area as very commercial and expensive place to do their
work using art studio during time passage. These culture-led gentrification
swept artist away to boundary or outside of Hongdae area. However,
strong engine for improving Hongdae culture comes from artists’ unique
experiment and their work. Therefore, I suggest artist studio or incubator
for the people who had to stand a little bit behind due to development by
capitalization.

Define Where to Intervene!

Collages
; Strong impression from elements attached in site area
Buildings in my site area has very narrow space along the
street. They were built in 1970s along the railroad, and
proliferated their space when they need more space as
organisms do.
For that, they sometimes made temporary buildings with
light panels or to avoid their inner space becoming smaller
due to stairways, they made outdoor-attached stairways to
solve the problem of vertical circulations in their building.
All these attached elements along the site area make
special scenery and impression, and it is very important
characteristic of buildings in the site area which can be seen
often in whole sit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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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ine of Hongdae_ Artist led the mainstream of Hongdae culture

Site area : Seogyo 365, Mapo-gu,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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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 showing NEW intervention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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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s and Sections showing NEW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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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out Hidden Space!
_Expansion of space to the public space

Site Model and Ma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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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Merge the Memories

Architectural Review 2014

MEMORIAL SPACE PROJECT IN HAN-RIVER
In the city, Seoul National Cemetery occupies just a large park place and
people drift away and miss cherishing the patriots. So find another place
for Memorial and support the Memorial facilities.
Suggest the Memorial Hall and Praying Room for the patriots, and make
Open Stage to see the Pavilion of Memory. Programs build next to the
river and being a part of river park.
Memorial means the Memories about Patriots and cherishments and
remind their lives. Otherwise, Landscape and Water have thier own
memories, and they control the streets of people.

이다솔 LEE, DA SOL

So for the Memorial, using all of those memories and suggest the New
Path. New Path is organized by New Landscape and Water, and framed by
Walls. The Walls can block or open the views to water, park and city. And
finally the Memories in the site can merge the all Memories.

WHERE
A DISTRIBUTION OF BOUNDARIES AND TERRITORIES IN THE SITE

Boundaries
Plants Territories

TERRITORY
TYPOLOGIES

Street to Street

Street to Road

Road to Road

Water to Ground 1

Water to Ground 2

Water to Road

BOUNDARY
TYPOLOGIES

STRATEGEIS
ORIGINAL SITE TOPOGRAGHY

300

CHANGED TOPOGRARHY BY WATER & STREET

MEMORY OF BOUNDARIES & TERRITORIES
_LANDSCAPE

PATH OF MEMORIAL _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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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ERGE THE MEMORIES _SITE PLAN with 1st Floor

Category of Land
Land Use Plan
Size of Area

Stream
City, Natural green site, street
25,150.00㎡

Building uses
Structure
Building Size
Building Coverage

Cultural Facility(Memorial Gallery)
Box-Frame, Ferroconcrete
1 Under Floor, 2 Ground Floors
1,367.71㎡

Floor Area

Gallery Building
Ground Floors
Memorial Hall(Auditorium) 295.54㎡
Menufacture Facility
65.86㎡
Cafe
201.67 + 37.25
㎡
Gallery 2
164.37㎡
Toilet
37.25 + 59.95㎡
Under Floor
218.36㎡
Gallery 1
Water Gallery
115.64㎡
Toilet
59.95㎡

302

Office Building

172.56㎡

Praying Room
Memorial Pavilion

79.78㎡
33.92㎡

ect.

432.23㎡

Total

1,974.33㎡

LEE, DA SOL 303

THE NEW BOUNDARIES_NORTH ELEVATION

WHEN
A SITE THAT CHANGES WITH WATER OVER THE YEAR

Hight
Variation

THE HIGHT OF WATER CHANGE FOR A YEAR

THE HIGHT OF WATER CHANGE MONTHLY

SPECIFIC VIEW FRAMES _TYPICAL SECTION
The hight of Water is change for a year,
so people control the land to make boundary
; keep away from the water,
and protect the human from the cars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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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VIEW FILM

Night View of Memorial Monuments

306

In the Auditorium

View from Memorial Gallery Summer

Prying Room

View from Memorial Gallery Autumn

Night View of Memorial Pavi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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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ve Weave

유지현 YU, JI HYEON

Architectural Review 2014

Past and Now in Gasan Fashion Complex
50 Years ago, the government took the farmland by force and built
sewing and textile factories for export Industrial Corporation. In late
1990s, as Guro Industrial Corporation turned in to an IT Corporation for
softwares, design and multimedia.
Modern buildings began to replace the area. Even though it is sometimes
called the ‘G Valley’, like the Silicon Valley of U.S., there is still some trace
of the past around the buildings of Guro.‘ 만승 outlet’ is one of them and
it was one of the first buildings that was built in 1970s. It is also a part of
the tour program which includes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past Guro
Corporation.
Now, it is used as a distribution center and outlet and is located in Gasan
digital complex where it is well known for its fashion industry.
What I would like to propose is a combined fashion system for fashion
young designers in Guro Industrial Corporation by providing incubators,
sewing factory and shops.

Buildings that were built at 1970s

Buildings that remain

Guro Fashion complex area
Guro tour

Keumcheon

구로단지가 패션단지로 지정되고 서울도심 내 최대규모의 아울렛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바탕은
이곳이 과거 봉제공장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구로단지는 과거 생산의 장소였지만 현재 소비 형태로만 이루어진 패션단지가 되었다.
사거리에 위치한 대지는 과거 봉제공장에서 시작하여 현재 자사의 브랜드를 런칭, 유통하고 있는 중소패션기업 소유의 건물로,
주변의 패션물과 같이 아울렛으로 용도를 바꾸었고, 일부는 자사의 물류창고와 오피스로 쓰고 있다.
기업과 패션 단지의 맞물리는 역사적 흐름을 고려하여, 이곳에 패션의 계획, 생산, 판매가
함께 어우러진 가산 패션 단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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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F EXISITING BUILDING

DIAGRAM

SITE : 60-6 KASANDONG KEUMCHEONGU, SEOUL
LAND AREA : 9,785 spm
BUILDING AREA : 5,219.53 spm
TOTAL FLLOR AREA : 10,787 spm
FAR : 107.67%
BUILDING COVERAGE RATIO : 53.37%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HEIGHT : 10m
USE : SEWING FACTORY AND DORMITORY(1970s)

REINTERPRETATION OF GABLE ROOF
NAVI ROOF

GABLE ROOF

FLAT ROOF

EXISTING BUILDING

PROGRAM


OUTLET, DISTRIBUTION CENTER, OFFICE(2000s)

WITHSTAND THE WEIGHT

DEMOLISH MASS
TO SHOW FACTORY

1F PLAN

DEMOLISH MASS
TO SEPARATE EACH MASS

1970s

SEWING FACTORY FOR BIG BUSINESS

PUT THE COURTYARD
TO CONNECT EACH MASS

2F PLAN

shop
PUT THE PROPOSAL
MASS TO CONTOROL

designer

1980s

sewing

SEWING FACTORY FOR BIG BUSINESS

Clothes-makeing process
EXTEND CONTACT
SURFACE TO ROAD

1990s

SEWING FACTORY + OWN BRAND LAUNCH

PARTIAL SECTION

312

ROOF PLAN

SOUTHWEST ELEVATION

ROTATE MASS TO
EMPHASIZE MAIN FACADE

SOUTHEAST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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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PLAN_Weave with incuvator

3F PLAN_Weave with company

5F PLAN_Isolated mass in each other

KEY MAP

A-A’ SECTION with Red Botton

Void space by Intervention of new buildng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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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Curtain wall system
from arround building facade

Facade Diamond-shape

Stainless steel fixing
between glazing layer
and riagrid structure

Origin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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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THE LIVE

Architectural Review 2014

PUT ALTERNATIVE PHASED STRATEGYS AS
Duirng the day of Don-e dong, one or some people constantly comes out
from their house(it is called ‘Jjokbang’) for getting sunlight. Obviously, this
place is isolated in external and environmental way.
The 6 street that composes this dense collective houses is the only open
space that people meet each other and share things they have.
But too many interventions like expansions of toilet by force to the street
and repeat made the sequence and intersection dead.

최수지 CHOI, SU JI

My project is to find alternative interventions and reorganize the
horizontal relationship to the vertical for making the optional sharing
space by order of street hierarchy.
By giving suggestions of sharing, they can live in community even they
live in a single small room, have more privacy, and also have better
environmental condition.

ANAYLSIS

APPLICATION OF ANAYLSIS

1. IN URBAN SCALE

EXISTING CONDITION

1_1. OVER 10M HEIGHT OF COMMERCIAL BUILDING

1_2. CONFLICT BETWEEN LOT FOR MARKET AND
USEAGE AS SINGLE HOUSE

During the urbanization, Jongro is developed in confusion. Because Jongro that is the
main of Hanyang had the central urban fabric and tissues and that made the conflict
between new commercial building and the origin building.
Especially in this site, the difference of height is high and also the program inside that
is special residence for the poor is hard to fit well with different programs. It caused the
isolation from the outside

The shape of lot is made from residents.
Until Joseon dynasty, this area was empty space for feeding
horses. After independence, it is divided into composition of
inner circulation and many accesses for using as market.
But by the Korean war, it is used as shantytown that became
the urban tissue , not as market. The street for circulating
composition became more narrow and linear by applying single
rooms densely.

PROPOSING NEW NODES

RESULT OF ANAYLSIS
EXTERNAL ISOLATION

2. IN BUILDING SCALE_EXPANSION OF PRIVACY TO STREET
Too many expansions to the street and division of rooms made the worst condition of residence.
Also the typology of unit is changing from type A to B. It is more smaller and hard to live.
FLEXIBLE CONSTRUCTION_TYPE A_TIMBER STRUCTURE

TYPE A’_TIMBER STRUCTURE

CLUSTER #1
=STRATEGY 1+2+3+4+5
=INNER CIRCULATION

RIGID CONSTRUCTION_TYPE B_BRICK STRUCTURE

INNER ISOLATION

CLUSTER #2
=STRATEGY 1+2+3+4
=PATH THAT BREAKS LINEAR BLOCK

narrow street

2 DIFFERENT TYPOLOGY

320

CLUSTER #3
=STRATEGY 1+3
=VERTICAL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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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IN URBAN

IN BUILDING

_POSITION OF CLUSTER

_REORGANIZATION OF
DEGREE OF PRIVACY

EXISTING CIRCULATION

CONCEPT IMAGE

Everything is come out from house to street.
Toilets, washing machine, and their own stuffs occupy
the street.
The most private elements the most publce elements
meet without a boundary and hierarchy. By noticing
that, the system of ‘DOT-LINE-SURFACE-VOULME’ is
proposed. Also based on the system, 5 strategies are
categorized in different scale to satisfy needs of service.
These strategies are not same with undiscerning development. These can be adapted in different way at
different situation and makes new circulation as proper
cluster. This alternative would change the life in this
town to not only satisfy individual’s convenience but also
make new part of small communities and activities. It
breaks the isolation of this sited and makes a circulation
of people, activity, and service. Also the material is the
use waste source from construction.
It is all by resident not only in the past but also in the
project and so on.

COMPOSITION =
(2 VERTICAL + 4 HORIZONTAL)
STREETS + 5 ACCESSES

PROPOSING CIRCULATION

STRATEGY 1_ATTACHMENT

EXISTING INTERVENTION

stuffs

facilites space

(chair, plant)

(toilet)

individual

sharing

private

public
outside

PROPOSING INTERVENTION

stuffs

STRATEGY 2_OPTIONAL PUBLIC SPACE_BY GROUPING INDIVIDUAL HOUSE UNIT

furniture

(plant)

INSERT AT

322

5 STRATEGIES FOR REORGANIZATION

individual

individual &
sharing

private

semi private

gathering
space

(toilet, laundary, bath)

co working

sharing

public
outside

public
inside

1. INTERACTION
2. INSIDE BLOCK
3. FACADE OF BUILDING

facilies space

CHOOSE HOUSES OF WOOD STRUCTURE

EMPTY 1ST FLOOR &
REINFORCE AND COVER CORE

PUT NEEDED FACILITY(KITCHEN & TOILET)
WITH WORKSPACE AND OCCUPIED WITH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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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STRATEGY 3_PAVING
EXISTING

STRATEGY 4_COURTYARD
GREEN AREA TO GET SUNLIGHT
& HAVE ACTIVITY

PROPOSING

STRATEGY 5_
NEW TYPOLOG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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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FOR BEFORE & AFTER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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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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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ewell in Nature

김태경 KIM, TAE KYUNG

Architectural Review 2014

Small crematorium in Seoul for the living
The ratio of the cremation in seoul is up to 80% in 2012.
There are only 2 crematoriums operated by Seoul.
The number of crematorium is not enough to cover the latest cremation
demand.
Besides, one crematorium in Seongnam charged 20times fee to other
district residents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Thus, it is inevitable to plan to build the next crematorium in Seoul.
Dobong-gu has been just recognized as a cheap-price area.
Especially around Dobong 1 dong, including chemical troop in 132, are
developed in a slower pace than other regions in Dobong-gu.
No troop is stationed in this area, also the buildings in there are used as a
warehouse.
Geographically, the site is on the edge of the Mt. Dobong, the border
between mountain and the residential area.
Besides, it is isolated by 2m level difference. Considering this forgotten
area as a Terrain vague in Dobong-dong, I proposed crematorium to be
built showing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crematorium near urban
and the change of perception about crematorium.

Controversy between demand
and supply

Terrain vague with landscape view in Dobong 1dong

Funeral & Cremation Process
Process
Place

Strategy
Ground level sequence
Lack of crematorium in Seoul

Massing strategy

Tectonic strategy

Increasing rate of cremation in seoul

Site analysis void space between mountain & urban
Roads adjusting to the site.
Roads are following the valley on
the mountain

Farmlands in between space
Houses following the roads

Farmlands are found in between mount
ain and urban

Sit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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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strategy for emotion area considering emotio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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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following h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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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mney view

Turbines are added to the furnace to generate the electricity.
That is strategy for NIMBY to PIMFY.
The electricity is used for lighting park, heating office area and
offered to compensate the residents
The turbines would be powered by steam
produced from cooling the extremely hot gases
(at temperatures of at least 1,500F)
that are used to cremate bodies.
It means most of the heat comes from
the gases used in the cremation process,
with only a negligible amount from the bodies themselves

Emotion area for the family
after the farewell.
It could be buffer space
for relieving their emotion
to help come back their
normal days

Emotion
area

Straight way for the
service area such as
office and pathway
conveying coffins(body)
to the cremation area

Parlors are situated in the middle part of the crematorium, having the
biggest court yard for the family who stay 3 days during the funeral
ceremony.

The park of the roof level is used for the gate to Mt. Dobong for climbers.
This gesture link the mountain and residential area offfering the rest place for the
residents As most part of roofs are planned as roof garden, people can have a res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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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Y; Identical Void Yard

Architectural Review 2014

Yongsan Railway Hospital Complex Renovation
_ Integrate 3 isolated buildings and make real healing space
Yongsan railway hospital is cultural asset. But it is neglected due to two
different needs between site owner and citizen. And also separated with
3 buildings which are built at diffrent time.
My strategy of integration is not destroy on my own but change gradually
by existing IVY. As time goes on, IVY will grow and cover the whole
building. To realization, 2 type of IVY structure will endow character to
leftover spaces.

이수진 LEE, SU JIN

Urban Interpretation_Boundry Strategy
Evolution Building Type

Site construction_International Yongsan

_Korail enlarged site boundry gradually,
but neglected leftover spaces.

_development progress situation

_unroll the ‘landscape carpet’ related with surrounding and make main circulation.

1978
- Building has VOID.
- They consider outside space.
- Traditional house look like ㄱ,ㄴ,ㄷ.
- Main Building in Yongsan Hospital which was extended
has some outside space.

1989
- Building has VOID.
- They don’t consider outside space.
- Building get higher.
- New Building in Yongsan Hospital was constructed
but ignored context.

2003
- Building occupied whole site.
-Buildings become high rise.
- Dongbuichon dong apartment was renewed.
- Asia apartment was changed into army.

NOW
- Redevelopment occur.
- Most of renewed buildings are high rise apartment.
- U.S armybase is going to change into Yongsan Park.
-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is on planning stage.
- Yongsan Hospital need whole master plan
about outside space.

340

LEE, SU JIN 341

2F Meditel cluster plan
scale 1 : 200

1F Landscape carpet
scale 1 : 200

3F Edition Meditel Plan
scale 1 : 200

Landscape Strategy_ NEW Arch Entrance + Landscape Carpet

342

Building Strategy_ Temporary Home + Corridor to Cluster

Unit Strategy_ Toilet Core as Furniture + IVY Skin

LEE, SU JIN 343

Section & Elevation
When people enter through arch
entrance, they meet large scale arch
covered with ivy.
Leftover rooftop space
will be changed as living room
at each cluster.

344

Ivy grow at the top of toilet
and cover arch shape climbing aid.

Existing unigue shape parapet
will be used as sitting or flower bed.

Ivy grow
from structure
point

LEE, SU JIN 345

How_ IVY skin structure _ method of nature for united building _Ivy grow slowly and cover overall 3 buildings.

How to adapt structure
1) landscape carpet - type A : Main lobby, Herb garden / type B : Event hall, Activity space 2) Edition meditel - same as type A

Structure strategy
1) divide 2 type due to combination structure with climbing aid 2) rotate ridge running east to west to derive maximun winter light

TYPE. A

Structure + Climbing = Greenhouse - Plant exist for four seasons
- Maintain pleasant condition
Aid

TYPE. B

Structure + Climbing = Creeping
Aid

- Ivy climbing other building
- Various availability inside

Strategy to adapt climate
1) sunlight direction 2) ventilation 3) awning 4) rain 5)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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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oda Park Project

Pagoda Park, branded as an Outsider, to Recover its
Identity
Pagoda Park used to be Open-space for citizens like a square. In the park,
people used to gather to make public opinion, Impromptu events, meet
friends and show off their talents.
However, Paogda park has lost its Identity and been distorted by the
government to control the public.
Now, the park is blocking urban flow and make surrounding condtions
divided into different zon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So, My goal is to recover park’s identity as a square and re-gather the
public into the park.

이태림 LEE, TAE RIM

Pagoda Park ,remaining the histories, to record new
memory
Pagoda Park can be diagnosed as “the Palimpsest”.
Because the park has different historical layers and each object is from
each layer. Then, I make New layer from my idea “manipulate the
peripheral condition with my design, and create ”Storycorps”, which are
like inventing machines made from citizens’ new memories.
So Pagoda Park is keeping the old histories and making new memories
too. Then, these layers,including my “new layer”, are bind together with
paving. With this, each objects and sculptures in the park have same value
and same identity.

During Joseon Dynasty

Wongaksa pagoda & stone Pagoda Park was designed
existed with private houses by the British, Mcleavy Brown

350

During Conoial Period

Formal Event space
owned by Joseon Imperial

Open to Citizens
owned by the Japanese
Facilities & Buildings were
built along the wall
Various Activites(each zone)
The Wall
: People loved
Stacked with bricks
- room, wind
- roam freely
doors make relationship
between park and sourrounding

Samil Independence Move.
at the Octagonal Pavilion

Present

Sam-il Main Street was made
by Pre.PJH
Pagoda Park damaged

Pre. PJH buit Pagoda Arcade
selling musical instruments &
receieving Entrance Fee to
increase urban economy
Park as eduational & worship

Pagoda Arcade was demolished
Built the Nak-won Arcade

Pagoda re-opened freely
Park facilities were made
esp. benches & trellis
Park for citizens’ rest area
esp. the elderly

The Sactuary Development
operated
The elderly were expelled
Formal space with
simple program

Seoul Government will
develop the Park
to demolish the wall

History of Change at the Pagoda Park
LEE, TAE RIM 351

1. Square_Re define the Boundary

SURVEY 1. Find the square boundary along the adjacent building

Before_Spread out roads from the park as a wheel
Pagoda park was naturally be an open space for citizens
(Public opinion, Impromptu Events, Meeting Friends, Show off talents)

Now _ Passing North-South roads sliced the city as some blocks
Because Pagoda Park has only one Entrance and Samil Main St. cut between
Insa-dong and the park, Park isn’t located at the center, but as a sliced block with
North-South movements

2. Existing Things_Palimpsest and Carpet
SURVEY 2. Manipulating 3 different Peripheries
Pagoda Park is blocking urban flow to make Surrounding
conditions divided into 3 Zon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3 Peripheral Zones

Zone C : Irregular shape, messy program, Road Occupati
on make too Dense

1. Pagoda Park is diagnosed as “the Palimpsest”

2. Each objects from different layers binds together with octagonal “Carpet”

Still Life Painting

Zone A : Traditional, Caotic Trees, Lack of Park’s Identity(In-sa Dong)

Palimpsest - accumulation traces and memories from different historical layers

Visitors can recognize the Park and its Identity with
perceiving 2 National Treasures(Pagoda&Pavilion)

Carpet(Tablecloth ) - Identify and reorgranize different historical layers

3. Octagonal Grid Paving from Octagonal Pavilion
Octagonal Pavilion

Open Space 1-Nam-in-sa Madang
Traditional Events occur

Octagonal Grid with Grass and Trees

Zone B : Contemporary, Useless Open space, Big Intersection(Jong-ro 2Ga)

Open Space 1-In front of the Entrace, there is big pedestrian’s
street(Open Street) Now, this is just Pass space from east to west

352

Renovate 2 Existing Concrete Buildings
- Put Programs to have relationship between
Park and Intersection

Buffer
- Urban - Semi Park - Real Park

Octagonal Grid with Grass and Trees
+ Make Topography and park’s Furnitures

LEE, TAE RIM 353

PLA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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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TAE RIM 355

3. Memory Civic Center_Storycorps and gathering

Design Sequence

The Program is also supported to recover the park’s identity. Originally, People gathered and
told their story or opinion and their stories were shared at the park. So I make gathering spaces
which can be classified by people’s concentration degree and meeting duration.
PROGRAM STORY-1. GATHERING TYPE

PROGRAM STORY-2. GATHERING BEHAVIOR
0. Extpand Boundary(sqaure)

1. Define Car road

At the Cente, programs are Open-ended, Special, and Fixed in order not to be run like solid general
buildings. To make various open ended programs and less fixed ones, fixed programs are put in the
existing buildings with compact spaces. Then, special programs which are named‘storycorps’, helping
someone record own story privately, are
scattered around the fixed Remain spaces
between the special and the fixed have
potential spaces for open-ended programs:
unplan long type gathering, pop-up store
or special exhibition. Street pocket spaces,
also have potential for curbside gatherings, where short
meetings can happen.

What is the Programs

2. Existing Objects remain(palimpsest)

3. Cut Brick Wall(bufer between
park and city) Entry concentration
make rotary or open space

4. Define Trail(use Relieved Sculptures)

5. Trees and Rocks remain(evade view axis)

Initial Concept


6. Renovate
2 Existing Buildings
(make open ended space and make
new relation with the intersection

How to orga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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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ving(Blanket at Stand-still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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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theater
in Daehakro

Architectural Review 2014

나누다 공간을.
나눈다는 것은 나의 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이자 관심이다. 나는 이번 프로젝트가 나에게 공부
이자 시작이길 바랐다.
공간을 나눈다는 것은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중 하나이다. 공간을 나눈다는 것은 그 공간에 목
적과 기능을 주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분절의 많은 가능성과 효과 중에 각각의 공간이 독립된
성격의 공간을 가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같은 공간은 universal plan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공간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들은 서로와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떻게 맺는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나는 이러한 공간들의 관계와 건물의 경험에 대해 공부해보고
자 한다.

서병우 SEO, BYUNG WOO

User's action in Theater Site

Site

극장 1의 경험

극장 2의 경험
극장 3의 경험

이러한 나눔과 관계에 대해 다루고자 일정한 프로세스를 지니면서 여러가지 행위들이 일어나는 여러개의 극장이 있는 예술 소극장으로 프로그램을 정하였다.
극장은 출입, 매표, 로비, 다과류 구입, 입장, 관람, 퇴장, 로비 등, 일련의 행위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각각의 과정은 독립된 과정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과정과 과정 사이에 새로운 경험을 추가할 여지를 가진다. 또한 한 극장으로 가는 각 과정안의 관계와 다른 극장으로 가는 과정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Relationship diagram

입구

스낵

Needs for two way & connection

360

검표

대기

외부

Box space & grid

모든 공간 하나하나가 직육면체의 공간이 되게 만들어서
각각의 공간이 독립성을 가진 하나의 공간이 되게 하여
건물 전체가 다양한 공간들의 집합으로 만들고자 한다.

퇴장

User

매표

프로젝트가 위치하는 사이트는 대학로이다. 대학로는 다양한 소극장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나는 이곳의 큰 규모와 작은 규모의 중간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사진 곳이다. 나는 이 경계에 나의 건물이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관람

employer & performer
theater

Connection of Mass
다양한 높이를 가진 메스들은 서로 다양한 면을 맞대며
서로 관계를 맺는다. 이처럼 평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직
적으로도 다양한 면을 만나게 되는 것은 새로운 공간의
연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각기 만나는 프로
그램과의 관계에 대해 디자인 할 요소가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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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ter space structure change
room

corridor

room

room

Building Program

room

room

semi-public

room

room

room

public

room

room

room

semi-public

room

복도라는 공간을 통해서 서로 건물이 연결되는 공간구조의 방식
은 사용자가 건물의 복도공간을 통하면서 주변의 공간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된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건물은 이러한 건물의 경험과정을 바꾼다.
사용자는 실과 실을 통해 이동하면서 건물을 경험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경험과정의 변화로 인해 사용자는 건물이 더이상 목적공
간만을 향한 건물이 아닌 목적과 기능이 다양한 실과 실들을 경
험해나가는 과정이 될것이다.

B1
1F
2F
3F
4F

Theater space structure change
5F
cafe
book
store

theater

cafe

theater
book store

shop

Exterior shows the division

shop

기존에 극장이라는 공간구조는 극장이 중심이 된다. 이벤트적인
성격을 가지는 극장이라는 공간은 건물의 사용빈도가 극장의 상
영시간에 의해서 편차가 크다. 이는 극장 이외의 다른 프로그램
이 극장과는 다른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극장에 종속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극장은 이러한 위계를 없애서 꼭 극장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다
양한 공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ex) theater 1
공간은 그 자체 공간으로서의 느낌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공간을 겪게 되느냐 또한 중요하다. 이 건물은 다양한 높이와 크기
를 가진 실들이 다양하게 연결됨으로써 다양한 동선이 생기게 된다.
이는 건물을 사용자가 겪게 됨에 있어서 공간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
소가 된다.

ex) theater 2

사용자가 건물을 알고 겪게되면 될수록 건물은 더욱 풍부해지고 나날
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동선은 사용자로
인하여 공간의 인지성을 떨어뜨려 방향성을 잃게 만들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중심에 3층짜리 홀을 위치시켜 건물의 중앙
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인지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동선부
분은 각기 외부에 위치시켜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인지 가능하도록 건물을 배치하였다.

ex) thea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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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uvenir shop
2. locker room
3. ticketing & snack
4. gallery office
5. center hall
6. entrace for staff
7. office
8. book store
9. inform desk
10. enterace room
11. gallery
12.user core
13. staff core

B1 PLAN

1. theater1
2. actor room
3. dress room
4.gallery office
5. entrance from outside
6. waiting & entrance for theater1
7. stair for upstairs
8. book store
9. corridor space
10. terrace
11. restaurant
12. user core
13. staff core

C-C' Section

1. shower room
2. training room
3. staff lounge
4. gallery office
5. gallery storage
6. storage
7. convenience store
8. hall
9. stair to 1F
10. gallery
11. user core
12. staff core

B-B' Section

2F PLAN

A-A' Section

1. theater3
2. actor room
3. storage
4. actor room
5. dress room
6. dress room
7 waing & entrance for theater 3&4
8. stairroom (2f, 3f, 4f)
9. terrace
10. cafe
11. stairroom (3f, 4f)
12.theater4
13. thater2
14. user core
15. staff core

1. record shop
2. column space
3. gallery
4. theater2 office
5. dress room
6. entrance & lounge for theater2
7 actor room
8. stiarroom
9. terrace
10. stair room
11. theater2
12. user core
13. staff core

1. theater3
2. rooftop for staff
3. staff caferoom
4. stairroom (4f, 5f)
5. art room
6. terrace
7. cafe
8. center rooftop
9. column space
10. theater4
11. rooftop for user
12. user core
13. staff core

3F PLAN

364

4F PLAN

5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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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PLAN

1F PLAN

2F PLAN

3F PLAN

4F PLAN

5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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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천 위 유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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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변경을 통한 홍제천 복원과 유진상가 생존 방안
1968년 완공된 건축가 김수근의 세운상가. 그 후, 세운상가 건축에 참여하였던 건설사에 의해
1970년 완공된 건축가를 알 수 없는 복개천 위의 유진상가.
1994년 내부순화로(고가도로) 계획에 따라 B동의 4, 5층은 철거된다.
2006년 유진상가 아래로 흐르는 홍제천의 복원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유진상가는 완전한 철거의
위기에 놓여있다.

성병준 SUNG, BYOUNG JOON

SUBJECT

AXONOMETRIC
BULDING

PROGRAM

BULDING

BULDING

PROGRAM
BULDING

SITE

DATABASE

SITE

SITE

4년간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데이터베이스 건축

PLAN

SITE

BULDING

SITE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구조에서부터 시작한 변형된 프로세스

BUILDING HISTORY

1970 유진상가(주상복합) 준공

1994 유진상가 B동 4, 5층 철거

1999 내부순환로(고가도로) 개통
2006 홍제천 복원(유진상가 철거) 계획

DESIGN PROCESS

유진상가의 구조

구조 변경된 유진상가

기존 홍제천 상부 기둥 제거

외부공간

구조변경
동선(계단실, 복도) 구조화

ORIGINAL 1ST FLOOR

상업시설

BEFORE
370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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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1. RETAIL
4. FITNESS CENTRE
7. MACHINE ROOM
10. LECTURE HALL

BASEMENT FLOOR
372

1ST FLOOR

2ND FLOOR

3RD FLOOR

2. MUSEUM
5. BILLIARD HALL
8. RESIDENCE

4TH FLOOR

3. OFFICE
6. BADMINTON COURT
9. VILLAGE HALL

5TH FLOOR
SUNG, BYOUNG JOON 373

PLAN

복도형

TYPE A

TYPE B

SECTION

코어형

TYPE C

TYPE D

TYPE E

RESIDENTIAL PLAN

ELEVATIO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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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my hel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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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가 소규모 공동개발

Architectural Review 2014

EMPTY & FILL
성남시의 다가구 주택들은 서울에서 밀려온 철거민촌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집들로 하나의 필
지 자체가 매우 작고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주택 하나가 비워져 있는 공간은 앞의 골목이나 주변의 집들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공간에서 일어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다.

윤휘취 YOON, HWI CHWI

Site Location

Sanseong-dong, Sujeong-gu,
Seongnam city, korea

sanseong station

parking

school

greens

public institution

100%의 건폐율로 빽빽하게 들어차있는 다가구 주택가.
길고 좁은 골목으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
쓰레기 수거, 분리수거 공간 부재.
녹지, 놀이, 운동, 커뮤니티 공간 등의 옥외공간 부재.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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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1.

기존모습

4.

NUMBER OF
HOUSEHOLDS

신축
용적률 10% 상향
도로사선제한 완화

PUBLIC
FACILITY
CONVENIENT
FACILITY

2.

비우기

5.

골목길이 70m당 한 곳 이상

시선 네트워크
체감하는 골목길이의 감소
시선의 선이 하나의 건축 한계선으로
작용함으로써 건축의 볼륨을 어느정도 제한하여
몇블럭 떨어진 곳까지 시선이 열려 있게 된다.

3.

주변필지 합필

6.

물 네트워크
메인 광장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다른 공지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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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rea

Master Plan

대지면적
건축가능 면적
연면적
층수

246㎡
96㎡
688㎡
7층
257㎡
135㎡
719㎡
6층
279㎡
134㎡
711㎡
5층
253㎡
128㎡
708㎡
5층

384

208㎡
99㎡
582㎡
6층

203㎡
73㎡
568㎡
7층
191㎡
91㎡
534㎡
6층
189㎡
75㎡
529㎡
7층

201㎡
77㎡
562㎡
7층

318㎡
107㎡
890㎡
7층

204㎡
94㎡
627㎡
7층 → 5층
(일조사선제한)

270㎡
114㎡
756㎡
6층

186㎡
88㎡
520㎡
6층

240㎡
92㎡
672㎡
7층

180㎡
86㎡
504㎡
6층

261㎡
142㎡
730㎡
5층
315㎡
126㎡
882㎡
7층

210㎡
102㎡
784㎡
7층 → 5층
(일조사선제한)
190㎡
98㎡
532㎡
6층

182㎡
51㎡
509㎡
9층 → 4층
(일조사선제한)

189㎡
75㎡
529㎡
7층
193㎡
79㎡
540㎡
6층

188㎡
60㎡
526㎡
9층 → 4층
(일조사선제한)

227㎡
115㎡
635㎡
5층
218㎡
87㎡
610㎡
7층

260㎡
84㎡
728㎡
8층

260㎡
94㎡
728㎡
7층
184㎡
66㎡
515㎡
7층

186㎡
83㎡
520㎡
6층

254㎡
130㎡
711㎡
5층
262㎡
111㎡
733㎡
7층

190㎡
78㎡
532㎡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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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1. 베이커리
2. 카페
3. 직주일체형 치안센터
4. 주거

1. 어린이 방과후 센터
(멀티미디어실, 공부방)
2. 편의점
3. 주거

1. 약국
2. 편의점
3. 주거

1. 주거

1:300
시선에 의해 잘린 면에 수직동선을 배치함으로써 골목에서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도 골목에서의 시선이 이어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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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 in on the line

Architectural Review 2014

도시재생은 도시균형발전의 차원과 도시정체성의 차원에서 도시경쟁력의 기반이다.
도시 내에는 각 섹터마다 성장의 속도에 따른 쇠퇴하는 공간이 발생하게 되며, 장소성 혹은 역사성
의 훼손이 진행된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요소로써 건축공간의 역사적 장소성을 살리고 현재 사이
트가 직면한 지리적인 문제점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승준 LEE, SEUNG JOON

사이트 주변의 불균등한 발전과 단절로 인해 사이트의 전반적인
컨디션은 악화되어가는 모습이다.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판자촌이기 때문에 위생, 관리면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변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고, 사이트 내부 거주자도 상당수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내일로 기차여행, 군산 둘레길 등을 찾는 관광객은 늘고
있다.

SITE INFO
CONCEPT

이곳은 남쪽으로는 아파트단지, 북쪽으로는 대형 할인마트 사이 경계부분에 위치한
대지로, 주변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전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춘듯한 곳이다.
따라서 예전부터 사진작가,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곳이다. 옛 정취를 찾아오
는 사람들이 많지만 최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이곳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 떠
나고 있는 상태이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 자연스레 환경은 열악해져가고, 빈티지했던
정취는 어느새 쇠퇴의 느낌을 주고 있다.

관광객과 주민의동선 및 시선이 겹치는 곳에
건축요소(벽, 바닥, 기둥 등)를 독립적으로
배치하여 그것들이 현재 존재하는 프로그램과
쓰이지 않는 빈집, 가건물 들과 결합하여
자생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

HISTORY OF SITE

1923

1923

일제시대, 사이트는 바닷물이 다시 사이트는 수심이 얕아
었다.
서울로 가는 길에 정박하는
상선들에겐 늘 장애요인이
었다.

390

1927

1927

1932

1942

그 결과, 지금의 오식도
동에 항구가 생기고, 사이트
는 그 물자를 운송하는 바닷
길이 되었다.

물자를 운송하는 이 바닷길에
는 자연스럽게 어시장과 군산
의 특산물(대포, 활, 피리)을
생산하는 공방들이 생겨나게
된다.

일본인 농장주가 군산에
많아지면서 이들은 더 많은
논을 필요로 했고, 간척이
시작된다. 그렇게 사이트는
땅이 되고 철로와 산업도로가
깔린다.

그리고 땅이 된 사이트에
산업도로를 축으로 한 그리드
가 생겨난다.
공방들과 어시장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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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관광객과 주민의 동선 및 시선이 겹치는 곳과 현존하는 활용할만 한 프로그램(십자수 공방, 지업사, 어린이도서매장,
주민자치농장, 놀이터, 경로당)과 빈 건물을 설정하여 SPOT 지정

현재 프로그램

빈건물 및 가건물

건축요소의 개입
벽

바닥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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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평면도

배치도

움직이는 요소, 실
철길마을과 결합할수 있는 모듈화된 움직이는 요소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장소성을 회복한다.
운행시간표 (총 8개구역 5분씩 정차, 왕복1.2㎞ / 이동구간 평균속도 3.6㎞/h)

모듈

안내센터 결합부분

마을 결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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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먼저 고마운 부모님과
잘 지도해주신 김효영 교수님,
그리고 한 학기동안 즐겁게 지낸
스튜디오 사람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유경, 王坛, 태욱 그리고 우민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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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ate,
ITEAWON COLLEGE OF
ARCHITECTURES

Architectural Review 2014

도심 속에 침투하기
크고 작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현대 도심속에서 어느 한 공간을 비워낸다는 것은 기본
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단순히 빈 공간으로서 비워낸 공간이 스스로 잠재력을 가
지게끔 하여 주변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효과가 있다. 본 프로젝트는 도심속 건물들을
1) 필지 자체가 가지는 유불리, 2) 주변환경의 현황, 3) 앞으로 진행되게될 프로젝트의 프로그램과
의 연관성에 집중하여 필요한 필지의 건물을 비우고 합필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건물과 다른 형태 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진 건물’이 현재 빌딩 숲과 같
이 빽빽하게 밀집된 도심속에 침투하게 될 때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관심깊게 살펴보았
고, 대로와 면하고 있는 거리마다 경제적 편차가 크고 건물들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는 이태원
을 침투의 목표지점으로 정하게 되었다.
분교 단위의 대학교는 이러한 이태원의 불균등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침투하기 매우 자유
로운 점이 없잖아 있었으며, 기존의 없던 프로그램으로서 들어서게 될 때 다양한 수요를 발생시켜
위에서 기대한 긍정적인 효과, 원시안적 관점에서 볼 때 도심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

이주진 LEE, JU JIN

았다. 비워내고 다시 채워질 대상으로 선택된 필지들은 맹지 혹은 맹지에 가까운 필지, 형태가 기
이하여 면적을 온전히 사용하기 어려운 필지등을 위주로 조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길고 구부러진
형태의 필지를 가지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인 대학교는 이러한 기하학적 필지에 적응
하여 용도별로 실을 배치하고 사용자에 따른 배치는 층수에 따라 나눔으로써 최대한 기능적으로
풀어내는데 집중하였다.

Itaewon is growing economically. At the same time,
the divergence of the area within the city and region
facing economic deviation is deepened. This is why,
buildings began to fall more closely in the Itaewon.

The Itaewon-dong in Yongsan-gu which closed to
the Itaewon street, there are individual lot of land of
irregular shape. The lot of land has narrow and small
space. So indwellers can not use there site rationally.
I think if these lots were combined, we will use that
more useful like green-zone, a wide passage, or
something.

First, chose a land that is not in contact with the road.
Because it is inconvenient to aproach. So I was focus
on land in the center of town. Second, chose a land
looks like strange. A lot that is narrow, long and small
will be combined to form huge space. Lastly, avoid
the building of shopping center existing. Because this
project is not to destroy the existing ones, but It is going to develop along with the existing ones.

ADAPT TO THE GEOMETRIC DESIGN
MASSIVE
LINEAR
BLOCK A PASSAGE

DISASSEMBLE

LIFT UP

The fist shape of the entire building, was the elongated form, the building prevented the view of the
surroundings. So, I tore a building same size which of
existing building. And some are lifted up.

First in importance is 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ing building and the new permeated building. In this
case, stores are connected directly with college and
residence will has more communal space with a local resident. Certainly college is provide subsidiary
facilities from existing store and provide common use
place.

PASSAGEWAY TO CONNECT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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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S ARE CONNECTED DIRECTLY WITH COLLEGE

1F PLAN

2F PLAN
1
2
3
4
5
6

404

3F PLAN
HALL
LECTURE ROOM
WOODWORKING ROOM
GALLERY
LIBRARY
DARKROOM

7 ARCHITECTURAL ENGINEERING OFFICE
8 CONNECT HALL
9 CONSTRUCTION PLAN LABORATORY
10 ADMINISTRATION OF CONSTRUCTION LABORATORY
11 HISTORY OF ARCHITECTURE LABORATORY
12 ARCHITECTURE OFFICE
13 CRITIC HALL
14 ASSEMBLY HALL
15 STUDIO

4F PLAN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5F PLAN
GRADUATE STUDIO
STRUCTURE INTERPRETING LABORATORY
COLOR LABORATORY
ENGINEERING STUDIO
ENVIRONMENT CONSTRUCTION LABORATORY
WORKSHOP
ENERGY ENVIRONMENT LABORATORY
BUILDING PRODUCTION LABORATORY
CAD ROOM
REVIEW ROOM
OFFICE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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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한 학기동안 도와주신 교수님과
언제나 응원해 주신 부모님 사랑해요.
한 번 잠들면 영원히 잠드는 예진이,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뭔가가 강력해지는 태영이,
건공관 쌈짱 일진 명지,
기숙사에 과제한다고 허위신고하는 종원이와
시골 비버 주희까지.
마지막까지 너무 너무 고마웠고
잊지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
오그라드는구나. 고맙다.
모두모두 사..사...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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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ptist Church
and Spa

The buildings, which take different roles including a single program or a
complex of programs, remain in various forms. However, it is rare to see
the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types of programs. These programs
would rather remain independent and take their role. In fact, churches
and libraries in South Korea are often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stores or next to bars.
I want to find the possible combination of church and its new function as
a spa. Baptist church and spa perform different tasks as usual, and they
contain different features. However, a whole new space can possibly be
created once these two different structures are put into a program. In
baptist church, water is regarded as holy.In spa, water is composed in most
of space. So I brought water as medium of church and spa.
The path of water, which begins from the roof, is part of the exterior
space of the park.

임석현 LIM, SUK HYUN

The path will continue to the bottom and flow through the sanctuary. This
path is categorized in a few different ways; a path connected to the spa, a
path that combines two programs effectively, a path that gives a different
look to the interior space, and etc.

Main Idea

Existing different programs don’t have interaction.

If different characteristic combine ?
It can make creative space!

Site

Mass process

Mass

Remove three layer

Make a rule
A : Solid B : Void

Compose space

Empty three space, fill four space

Topography

Choir background
410

Entrance background

Water flowing rock mass

Bridge background

Different characteristic site

Give two characteristic

Use topography, make open view
LIM, SUK HYUN 411

1F PLAN
4F PLAN

B1F PLAN
3F PLAN

2F PLAN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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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 drawing

Structure system

Bearing wall system

Water space
Spa

Characteristic of
Typ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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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뿐인 동생 예선. 지도해주신 김효영 교수님.
큰 힘이 되어준 도우미 - 승하, 지호, 우서, 가연, 인수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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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영등포 여행 센터

Architectural Review 2014

도시여행자의 SYNOPSIS
‘도시는 변화하지만 그 흔적을 남긴다.’
도시의 성장과 개발의 과정에서, 도시는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 낸다.
과거 공업지역이었던 동네가 주거지역이 되기도 하고, 상업지역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도시의 변화는 또한, 도시 안의 경계들을 만들게 된다.
개발과 보존의 경계, 녹지와 건물들의 경계, 다른 지역간의 경계 등
도시안의 경계들은 도시의 이미지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도시의 변화와 흔적이 가장 재미있게 구성되어있는 곳 ‘영등포’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등 도시의 역사와 개발로 인해
다양한 모습이 혼재한 영등포에서
도시를 이루는 지역(동네)을 상징적으로 함축하며, 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작은 여행자 센터를 만들고자 한다.

진정완 JIN, JEONG WAN

도시의 여러 동네를 관통하는 여행의 고리 위에 놓이는 여행자센터는
각각의 지역을 대변하는 공간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공간은 각지역에 복제되어 파빌리온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도시의 재현과 반복을 통해
도시의 ‘보편성’을 가진 작은 건물을 만들고자 한다.

1. Categories of City

도시여행자의 Scenario
영등포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는 여행의 고리위에 여행자센터가 위치한다.
도시 여행자 센터는 거대한 도시를 대변하는 작은 건물이다.
한옥 마을의 한옥 여행자센터처럼,

도시의 경계
: Edge, Boundary,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또는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

작은 여행자센터는 여행자들이 경험하거나 경험하게 될 도시에 대해
이야기한다.
도시의 다양한 이미지와 구조,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경계 등.
이러한 요소들이 여행자 센터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다.

자연적인 경계요소
산림, 숲, 하천 등의 물의 요소, 경사지, 단순공지

인공적인 경계요소
성곽, 철도, 간선도로, 공원, 인공 벽 등

시간의 경계

또한 여행자 센터의 각 공간은 실재하는 지역에서
파빌리온의 형태로 존재하려 한다.

개발과 보존, 현대와 과거

문래예술창작촌

심리적 경계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상업지역

지하철 자리 점유, 카페 의자 점유

도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형태의 각각의 파빌리온은
다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STRATEGY & METHOD
- 재료, 건물의 구법, 개구부, 기능
문래예술창작촌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상업지역

철골조, 유리

철골조, 금속

조적조, 벽돌

목구조, 나무

콘크리트 구조, 타일

‘SIMPLICITY = IMPLICITY + COMPLICITY’
- 도시를

대표하는 지역을 분류한다.
상업지역, 녹지, 주거지역, 공업지역과 더불어 영등포에서 또 다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문래예술창작촌을 도시의 다섯
‘동네(지역)’로 설정하였다.
- 이러한

‘동네’를 작은 여행자센터의 공간들로 표현하고자 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재료와 구축방식을 재현하는 방법을 쓰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각각의 지역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사람들이 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Yeongdeungpo-gu Map

VISTOR’s Center Program
- INFO. Center. Reception, Guest Room. Public Kitchen&Dinning, Toilet, Public Loundary, Lounge, Cafe, Exhibition, Office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중

문래예술창작촌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상업지역

-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화한 공간과 여행자 센터의 프로그램을 결합한다.
사람들이 머물거나, 관통하거나, 흘러가는 프로그램들의 공간구성은 도시의 구조와 역사, 동네 간의 관계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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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ymbols of Building

Mullae Art

3. Cloning of Pavillions

Industrial

Dwelling

Green, Park

Commercial

상업지역의 상징을 건축화한
아케이드 공간에서 시작한
건물은 녹지의 공중다리와
지하계단, 주거지역 공간의
공용공간, 공업지역 공간의
데크전시, 문래동지역 공간의
아트샵까지 이어지게 된다,

도시와 이를 이루는 동네를 건축화하는데 ‘상징’의 방법을 사용한다.
도시를 표현하는 건축의 상징적인 형태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동네가 만나는 대상지의 혼재된 모습과도 ‘조화’로울 수 있다.

SITE SYNOPSIS
- 사이트면적: 674sqm
- 건축면적: 400sqm
- 건폐율: 59%

SITE INFOMATION

이러한 공간의 연결은
역순으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공간들의 연결과
기능은 도시의 관계와 기능에
연관이 있다.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영등포구

상업지역의 공간의 입구는
시장과 이어지는 판매 공간의
역할을 하고, 지하로
공업 공간과 연결되는 계단은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공업, 주거, 상업 등의 지역이 만나는 문래3가

다양한 상황이 만나는 경계, 영일시장 일대

해태아파트, 대선제분공장

SK 리더스뷰

영일시장과 판자촌 센트럴 프루지오시티

아파트, 준주거지역

이러한 공간의 기능과 구성은
도시를 설명하는 여행자
센터를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방 타임스퀘어

SITE Plan

- 공간의 이미지와 외부 풍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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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다양한 모습을 보는 건물 개구부와 내부공간간의 관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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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ound Plan
Scale 1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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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Requiem

Architectural Review 2014

일상 속의 추모 - 백석 추모관
오늘날의 추모시설에 대해 생각해 보면, 대부분 교외의 한적한 곳에 큰 규모로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런 곳은 대부분 독립운동이나 전쟁을 치러낸 분들을 추모하고 있다. 일상과
동떨어진 곳에, 다른 세대의 영웅을 추모하고 있는 실정 탓에 추모시설을 찾는 발걸음은 갈수록 줄
어들고 있다.
이에 추모의 공간이 일상 속으로 가까이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소 무심히 지나다니는 곳에
추모관이 위치하여, 우연한 기회에 다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모의 방식에 있어서 건축
가의 역할이 기존의 추모의 컨텐츠를 담는 역할이 아니라, 공간 자체로 추모의 감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내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음악이 악보만으로도 감정을 전할 수 있듯이, 건축의 조형
요소들이 전하는 심상이 도면으로써 그 감정을 전했으면 한다.

최석구 CHOI, SUK GOO

백석 추모관

백석의 삶

백석 - 건축

백석(백기행)
삶 + 시 + 글 = 추모관

백석의 시
흰 바람벽이 있어

삶 - 큰 틀로써 관계를 맺는다
큰 그림에서 서로 포함하는 관계

추모의 글

포함의 관계

매일 지나가던 서점에서 백석의 시집이 눈에 띄었다.

- 백석

고등학교 때 닳도록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던 시집이었는데 이번에 표지를 바꿔서 새로 나왔다. 참 많이 봤던 시집이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비에 젖고 손에 헤지고 낡디 낡도록 읽어서 고풍스러운 느낌까지 났던 그 시집. 표지가 미묘하게 바뀌어 익숙하고도 새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것이다

로운 모습이 참 묘했다. 그러고 보면 참 오래도 잊고 지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많이 읽었었는데. 요즘 백석을 칭하는

이 흰 바람벽에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한다. 남겨진 시 보다 연구논문이 더 많은 시인이라고. 나도 전공으로 백석을 대한 게 아니라서

희미한 십오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그리고 또 프랑시쓰 잼과 도연명과

쉽게 말하긴 어렵지만 백석은 참 아름답게 시를 지어내는 거 같다. 그래서 몇 번을 다시 읽어도 매번 그 시를 온전히 즐길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수 있음을 느낀다. 대단한 시인이다. 아름다움이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대체 어떤 경험을 했기에 그런 감성이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백석은 그 옛날에 참 여러 곳을 돌아다닌 거 같다. 일본 유학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도 다녔고, 러시아, 만주 지방, 서울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러 곳을 다니며 살았다. 그래서 그런지 백석의 시엔 그리움의 정

그런데 이것은 또 어언 일인가

서가 참 많다.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움. 하긴 나는 포항에서 서울간의 거리에도 보고픈 사람이 많지.

이 흰 바람벽에

시집을 몇 장 넘기다 보니 백석이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꾸린 가족의 모습이 나온다. 항상 백석의 젊은 모습만을 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왔는데, 이렇게 까맣게 그을린 노년의 백석의 모습은 어색하다. 한편으론 단란한 가족을 꾸린 모습이 보기 좋기도 하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내가 읽은 시 속에서 백석은 항상 누구를 그리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결국엔 가족을 꾸리고 노년을 보냈구나 싶다.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하긴. 백석의 시집 옆에 또 다른 책이 눈에 띈다. 백석이 사랑했던 여인인 자야 여사가 쓴 ‘내 사랑 백석’ 이라는 책이다.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그러고 보니 이 책은 고등학교 때 내가 한문 선생님께 추천했던 책이다. 백석 시집을 선물 해 드리면서 백석에 관심을 보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시기에 추천했던 책. 백석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책이라기 보단 백석의 젊은 날의 사랑이 잘 나와 는 책인데 두 분 다 고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인이 된 지금 책으로나마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이 묘했다.

어늬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얼핏 기억하기에 ‘내 사랑 백석’의 끝은 기다림이었다. 백석에게 서울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된 것이다. 사랑하는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앉어 대구국을 끓여 놓고

사람을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두고 떠나오는 기분은 어떨까. 상상하기 힘들다. 내게 있어 다시 갈 수 없는 곳이라 하면... 군

저녁을 먹는다

대말곤 없는 거 같다. 아니다 그곳도 맘만 먹으면 갈 수는 있으니 참.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젊었을 때 그리도 자유롭게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늬 사이엔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일은 백석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분단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은

이 흰 바람벽엔

일일 것이다. 대체 몇 천, 몇 만의 사람들이 이런 이별을 겪었을까. 백석 시집을 뒤적이다보니 생각이 여기까지 왔다. 생각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해보면 그랬기에 백석이 이토록 사랑받고 연구되고 있나 싶기도 하다. 백석의 경험들이 참 특별한 일들이었다 싶었는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결국 그것이 건드리는 감성은 같았던가 보다.
생각이 여기까지 닿다보니 백석의 죽음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죽음을 맞이하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떠올렸을까. 결국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했던 곳. 특히 북한에서 말년을 보낸 터라 더욱 그 단절이 극적이었을 텐데

살어가도록 태어났다

말이다. 평범한 행복 뒤에 참 많은 아픔이 있었겠다 싶다. 내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 오래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어가는데

별일이다. 이런저런 상념에 싸여 생각이 길었나 보다. 정신 차려보니 벌써 밖이 어둑어둑하다. 지금 바로가도 집에 도착하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면 11시가 넘을거 같다. 얼마 잘 시간도 없을 텐데. 발걸음이 바빠진다.

보통의 관계

시선의 관계

일반적인 순서
동선으로써 연결된다

떠올리지만 다가갈 수 없는 관계
글 - 심상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연결의 관계
같은 시어가 반복, 연결되는 관계
시 - 구축요소로써 관계를 맺는다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결국 백석의 시집은 사지 못한 채 서점을 나왔다.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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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site study
#9

#9

#8

#8

#7

#7

#6

#6

#5

#5

#4

#4

#3

#3

#2

#2

#1

#1
벽 두께

432

비례

넓이

높이

기둥

계단

개구부

창문 형태

창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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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site study

종로구 청진동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9대
백석이 자야 여사와 함께 살았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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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rs market in Itaewon

이태원에 다양한 에술가들의 지역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여 계단장의 장점을 적용해서 설계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평소에는 겪지 못하는 경험들 때문에 계단장이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
했다. 계단을 포함한 유닛을 이용하여 레벨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테라스 하우스를 만들었다. 다만
일반적인 테라스 하우스랑은 다르게 외부공간을 외부 사람들에게 내주고 그곳에서 거주민과 외부
사람들이 소통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거주민은 이태원에 사는 예술가들로 설정하였고 이들은 외부
와의 소통을 원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곳에 사는 거주민의 주거형태를 봤을때 각각이 전부 개이너적인 작업 공간을 가지기는 힘들다고
여겨 4~5개의 주거유닛을 엮어서 공동의 공방 겸 샵을 가지게 하였다. 이런식으로 공방을 중심으
로하는 총 5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이것을 사이트에 외부동선과 내부동선을 생각하여 배치하
였다. 궁극적으로는 적절하게 설정된 외부공간의 상태와 동선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본래 계단장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시킬뿐 아니라 더 확장될 것이다.

최헌준 CHOI, HEON JUN

Concept diagram

Outside Plan

Cluster

계단장의 기능등이 좀더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오른쪽의 외부공관으로 번져나가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외부공간들을 대응하는 기능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서 동선과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였다.

각각의 예술가들이 전부 개인적인 작업 공간을 가지기는 힘들다고 여겨 4~5개의 주거유닛을 엮어서 공동의 공방겸 샵을 가지게 하였다.
이런식으로 공방을 중심으로하는 총 5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이것을 사이트에 외부동선과 내부동선을 생각하며 배치 하였다.
외부 연결
외부 연결

내부 연결

Unit B-b

Unit A-b

Unit D

내부 연결
Unit D

Unit B-b
Unit C
Rest Space
Circulation

Unit B-b

Unit C

Unit A-a

Unit A-b

위치: 서울시 용산구 우사단로 14길 39-80
대지면적: 1803㎡
연면적: 1212㎡
건폐율: 59.2 %
용적률: 67.2 %

Cluster-A

Cluster-C

Semi space
Circulation

내부 연결
Unit D

외부 연결
Unit A-a

내부 연결
외부 연결
Unit D

Unit C

Unit B-a
Unit B-b

Public Space
Circulation

Unit C
Unit C

Unit B-a

Rest space
Semi space
Public Space
Circulation

Cluster-B

440

Clust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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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계단을 포함한 유닛을 이용하여 레벨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테라스 하우스를 만들었다.

Unit A-a
28㎡
1~2명

Unit B-a
24㎡
1~2명

442

Unit A-b
28㎡
1~2명

Unit B-b
24㎡
1~2명

Unit C
38㎡
2~3명

Unit D
25㎡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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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GL 0 평면

GL 3000 평면

GL 6000 평면

단면도 C

대지면적: 1803㎡
연면적: 1212㎡
건폐율: 59.2%
용적률: 67.2%
유닛A: 4
유닛B: 9
유닛C: 5
유닛D: 5
공방유닛: 5
상점유닛: 2

단면도 D

배치도

GL 9000 평면

GL 12000 평면

단면도 E

단면도 F
단면도 A

444

단면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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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욕망에 의한 시선의 위계와 관계
본다는 행위에 대응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과 보여주는 것이 있다. 또한 보는 행위에도 자신을 숨기
면서 대상을 관찰하는 것과 자신을 드러내면서 상대와 마주하며 구경하는 것이 있다. 이처럼 시선
에는 각 주체와 객체가 가지는 권력과 욕망에 의해 위계가 생긴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관계들이
경관으로써 마주하게 되는, 시선에 관한 장치이다.
호텔은, 호텔의 전형성을 가지는 입면을 보여주며 밖의 경관을 본다. 세 타입의 객실은 관찰자가
내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주체가 보여지는 정도가 달라진다. 호텔 이용객은, 시선의 관계에
서 상위에 위치해 자신의 노출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 시설은 각 기능을 담는 방들이
외부로 노출된다. 따라서 이 매스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마주보는 호텔에 얼굴이 되고 이
를 경관으로 제공한다.

김아리 KIM, AH RI

KEY WORD

SIT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33번지

Thanks to..

SCENARIO
비슷한 볼륨의 두 매스가 대지 안에서 마주보며 대립한다.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은 호텔이 상징하는 고급문화를, 자신의 자본으로
얻기 바란다. 또한 자신이 머무는 호텔의 물리적 구조체가 외부에 대해
자신의 얼굴이 되어 그러한 고급스러움을 대변해 주기를 원한다. 이들은
호텔의 외피 뒤에 숨어 명동의 거리와, 그것을 압축해 놓은 듯한 맞은 편
의 매스를 바라본다. 저층부에서 연결되는 맞은 편 매스에는 상업시설들
과 여러가지 서비스시설, 위락시설이 위치하며 내부의 활동을 외부에 그
대로 보여준다. 5, 6, 7층에는 찜질방과 노래방, 방이 있는 BAR가 있는
데 이는 음습한 인상의 현재 ‘방’ 문화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그 성격을 바
꿔보는 동시에 이 시설 이용객들이 마주보는 고급스러운 공간에 자신을
일치시켜 만족을 줄 수 있다.호텔 객실에서는 지하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식의 중정과 3층의 외부 수영장, 그 외 서비스와 위락시설
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경관으로 가지게 된다.

제가 졸업작품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부모님과, 고생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동생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간혹 흔들리는 저의 뜻을 잘 다
듬어 주시고 늘어지는 저를 채근하여 주신 김효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대단할 것도 없지만 어디에 비할 수도 없는 졸업설계를 즐겁게 끝까지 마칠수 있었던것은 우리 스
튜디오 사람들과 도우미들 덕분입니다. 성과없는 밤샘 작업에도 늘 웃음이 멈추지 않았던 우리반! 아마 졸업하면 더 그립겠지.. 그래도 우리 꼭 졸업해요..
제가 만들어온 빵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너무 고생한 우리 도우미들.. 우리반 사람들이 어디가면 저런 도우미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게 한 상민이. 믿고 맡길 수 있어서
고마웠어. 나 대신 마감의 압박을 느끼느라 고생했다. 그리고 자칭 아트디렉터 서정석. 너도 말했지만 넌 하고 싶은 일만 해서 너가 좋아서 매달릴 만한 일만 골라서 맡겼다. 어쨌든 모
델 만들때 너 있으면 아 그래도 내 모델이 흉하거나 못생기진 않겠구나 안심은 되더라. 초반에 프로그램 잡을 때 부터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연경아... 내가 아는건 얼마 없지만
설계 많이 봐줄께.. 알바 끝나고 밤새 도와주느라 수고했어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노예 원석아. 처음엔 나는 널 노예로 부릴 생각이 없었단다. 1학년 동급 최강의 스킬과 정
보를 가진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였는데... 보아하니 너도 노예처럼 부려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일부러 더 닥달하고 그랬던 것 같다. 그래도 졸작하면서 재밌어해
서 다행이야. 전시 설치하는 날 혼자 계속 왔다갔다 고생하게해서 미안해. 그리고 도우미들에게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말과 더불어 꼭 너희들도 졸작을 해보길 바란다는 말을 전합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동안 도와드렸던 졸작 선배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때는 왜 마감날이 다 되도록 도면이 완성이 안 됐는지,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아직
도 결정을 못 내리는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도 밥이랑 간식은 꼭 비싼걸 골라먹었던 저의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작품 전시
회에서 저의 작품을 잊지 않고 봐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

SIT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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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DIAGRAM

영화 <Lʼ Appartment>

1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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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PLAN

2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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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 PLAN

6F PLAN

7F PLAN

3F PLAN

4F PLAN

8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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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복도아파트 복도공간 재구성
늘어나는 1-2인 가구,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에 살거나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 이들이 도
시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도시 내 잉여공간을 찾아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주고자 하였다.
사이트는 편복도 아파트로 설정, 편복도아파트가 코어형아파트로 전환되었을 때 남게되는 복도
공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 작업실, 소규모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복도공간을 점유하
게 된다.

이현숙 LEE, HYUN SUK

SITE PLAN

EXISTING PLAN

노원구 상계동 미도아파트(122㎡/36평)

단지상세: 총 세대수: 600세대
준공년월: 1988년 4월
최고층: 15층
면적: 122㎡
총 동수: 3개동
건설사명: 한보주택

UNIT TYPE
복도길이: 98.21m 복도 폭: 1.6m
가용공간: 147㎡ 아파트 전체 가용공간: 2200㎡

RENOVATION

SYSTEM
코어형으로 전환하였을 때 남는 복도공간은
아파트 각 세대마다 한 칸씩 소유하는 방식

1F PLAN

자기 집앞 복도공간을 소유하고 싶다면 발코니로 확장
그렇지 않을 경우 세를 주어 다른 사용자가 이용

1. 편복도 아파트에서 코어형 아파트로의 전환
2. 남는 복도공간 활용

PROCESS

2F PLAN

3F PLAN

4F PLAN

5F PLAN

기존 아파트주민과 새로운 사용자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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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TYPE
TYPE 1. 창업 사무실

TYPE 4. 노인 부부와 편부모 가족

2F PLAN

1F PLAN

SECTION

TYPE 2. 기러기 아빠
1F PLAN

2F PLAN

3F PLAN

SECTION

2F PLAN

1F PLAN

SECTION

TYPE 3. 외국인 근로자

SECTION

TYPE 5. 독거노인과 바리스타 청년
3F PLAN

2F PLAN
2F PLAN

1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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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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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6세대 복도공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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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MAG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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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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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순응

도시는 늘 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직되어지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 해체되어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산디지털 단지 내 창고 아울렛 리노베이션

도시는 나름의 고유한 시간의 누적층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도시에서 얻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 이
외에도 도시가 가지는 추상적인 공간의 기억이다. 이런 기억은 도시의 이야기를 풍요롭게 하고 과
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도시의 역사를 자연스레 만나도록 한다. 하지만 우리의 도시는 도
시공간을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매개체를 지워버리고 시공간의 단절 위에 커다란 빌딩들을 세웠다.
사이트가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역시 오랜 시간의 누적층을 걷어내고 높은 빌딩들이 빈자리를 채웠
다. 경제성과 상업성으로 대표되는 오늘의 도시에서 사이트는 위태롭게 과거의 스케일로 홀로 남
아있다. 사이트가 가진 오랜 시간의 누적층을 간직한 채 이 큰 도시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정시몬 JEONG, SI MON

Skyline

1단지

남부 순환로

2단지

3단지

1호선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 특화지구

오류역 ~ 신림역

단지는 패션디자인산업 및
전자산업지원기능

지식기반제조업의
특성화에 중점

가산디지털단지역

Density

사이트 주변에는 고층 아파트형 공장과 아울렛 시설로
높은 스카인 라인을 이루고 있어 사이트와 대비를 이룬다.

사이트를 경계로 동쪽으로 밀도가 낮은 저층주거지가 분포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밀도가 높은 빌딩들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을 이분법적 밀도
구조를 이루고 있다.

01. Volume

02. Multi-Function

Great Valley
20F

Hyhill
-Shop/Multiplex/
Parking/etc.

Hyhill
8F

Info:

Mario
-Outlet/Food/Retail
/Parking/etc.

Site Area: 9,800㎡ Total floor Area: 10,800㎡ Total Floor Area: 10,800㎡ Building Coverage: 53% Floor Area Ratio: 108%
Mario Outlet
8F
W-mall
10F

Site pic

A동

B동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조적벽으로 구성된 건물동으로
과거에는 구로방직조합의 공장과 창고로 이용되었다.
현재는 만승아울렛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라멘구조로 방직공장으로 사용하다 현재는 제일모직 아울렛
건물로 사용. 다른 2개의 동과 달리 평지붕으로 구성되어
건물의 연결성이 떨어진다.

W-mall
-Shop/Food/Garden/Parking/etc.

Site 내 저층건물과 주변을 에워쌓은 고층빌딩들의 볼륨 대비를 이룬다.

Site 주변의 건물들은 다기능을 가진 멀티콤플렉스로 산업단지에서 가장
상업적인 위치임을 보여준다.

02. Multi-Function

04. Position

Gasan
Digital
Station

Mario Outlet

Hyhill
W-mall

C동
조적조 건물로 과거 기숙사와 식당으로 사용하다 현재는
아울렛 창고와 사무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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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가장 큰 특징으로 박공지붕과 적벽돌로 주변 현대식
고층빌딩과 큰 대비를 이룬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을 통해 Outlet을 찾는 외부인들의 동선에서 부족한 기능으로
Site는 소외되어진다.

가장 번화한 아울렛 사거리에서 Site 내 건물은 대지 뒤로 빠져 위치하고
있어 인지성과 주변 대지와의 관계성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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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중심
상업화

2012

아울렛
타운성장

2005

침체기와
산업구조
재구조화

1995

공업육성 및
성장

1985

산업단지
조성

1972

Design Diagram

Center Core
증축되는 Mass의 Core 위치를
중심코어로 계획하여 공간의 확장
과 공간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의도

Double skin system
기존 건물의 정면성이 서측을
향하므로 차양을 고려하여

사이트가 위치한 가산 디지털 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60년대 중반에 구로공단으로 조성되어 산업화의 중심으로 상징적 역할을 하였다.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단지 역시 사회 변화에 맞춰 G밸리라는 현대적 이름 아래 오늘의 모습으로 바꾸어졌다. 하지만 사이트는 이러한 변화와 달리 과거의 모습으로 산업단
지 내 가장 현대적으로 상업화된 아울렛거리 중심에 홀로 위치하고 있다.
점점 더 커진 오늘의 도시 조직에서 과거의 도시 조직을 유지하면서 도시가 요구하는 기능과 공간을 수용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Concept

Small scale in BIg city

도시 Scale에 어울리는 볼륨 고려

기존의 scale을 유지하기
위한 Mass 조정

Add New Column

저층부는 주변과 연계
상층부는 독립적

01. 기존 구조(보/기둥)사이에 새로운
구조를 추가하여 증축되는 매스
의하중을 지지

Design Concept 01.

02. 추가되는 재료와 기존재료의 물
성의 대비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내부 공간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의도

Atrium
박공지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붕의 일부분을 절개하여
옥상정원으로 활용

기존의 건물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구조기둥을 추가

일부 조적조 개구부를 확장하거나
변형하여 프로그램의 공간활용도를 향상

Design Concept 02.

3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사이트
위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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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으로부터 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부분을 절개하거나
철거하여 시야확보와 동선의 연결

새로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Mass를 기존 구조체
위에 추가

실내와 실외를 연계해주는
대공간을 제안함으로써 기존 건물이
가지는 외부와의 부족한 접근성과
확장성을 극복하려는 계획

Sunken Garden
01. 지하 프로그램으로 동선유도
02. 지상과 지하의 프로그램의 연계/
확장을 도모
03. 지하공간의 쾌적성 향상을 의도

지하층의 공간의 쾌적성과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동선 분리를 위해
Sunken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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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utlet Shop
2. Lounge
3. Cafe
4. Retail
5. Office
6. Gallery
7. Event Hall
8. Auditorium
9. Sunken Garden
10.Cafe

1. Preparation room
2. Convention Hall
3. Lobby
4. Lounge
5. Retail
6. Auditorium
7. Gallery

Ground Levle Plan

First Basement Level Plan

Second Floor Plan

1. Mechanical Room
2. Storage Room

Fourth Basement Level Plan

1. Office
2. Restaurant
3. Roof Garden
4. Atrium
5. Retail
6. Lounge
7. Convention Hall
8. Outlet
9. Sunken Garden
10. Parking
11. Mechanical Room

1. Roof Garden
2. Restaurant
3. Cafe

Third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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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Floor Plan

South Elevation

A-A`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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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크리틱 강사 명단
1 이중원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최원준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3 황두진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
4 서을호 SUH Architects 대표

중간 크리틱 강사 명단
1 이중원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최원준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3 황두진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
4 서을호 SUH Architects 대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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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LOUV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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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EONG MIN 김성민

(1) 어두운 공간을 원할 때

(2) 약간 어두운 공간을 원할 때

(3) 약간 밝은 공간을 원할 때

(4) 밝은 공간을 원할 때

NATURAL LIGHTSCAPE
설치미술 전시관
설치미술과 자연채광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연채광을 이용한 전시공간을 만든다.
지붕에 새로운 루버 시스템을 적용하여, 자연채광 중 직달일사가 아닌, 확산일사와 반사일사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이나, 날씨에 따라 루버의 열리고 닫히는 정도를 통해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THEME

작품에 다양한 느낌을 부여

Renzo Piano의 다양한 루버시스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루버 시스템을 만든다.
루버가 열리고 닫히는 정도를 통해 다양한 세기의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 북쪽의 간접적인 빛은 그대로 들어오게 한다.
남쪽에서 오는 직사광선은 루버의 하부 부분에 의해 반사되어 직사일사가 아닌 반사된 빛이 들어오게 한다.

직달일사

직달일사

확산일사

직사광선에 의한 작품 손상
반사일사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 가능

그림자와 눈부심에 의한 감상 방해

인공조명으로 쓰이는 에너지 절약

내부 공간의 빛을 제어하기 힘들다
반사일사

ROOF STRUCTURE

직달일사가 아닌 반사일사와 확산일사를 활용하여, 작가, 관람객, 건물에 도움을 주는 자연채광이 들어오는 전시공간을 만든다.

PRECEDENT RESEARCH

Renzo Piano가 설계한 10개의 박물관이, 위도에 따라 어떠한 형태, 크기, 재료의 루버 시스템으로 확산일사와 반사일사를 들어오게 하는지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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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버에 의해 지붕의 기둥-보 구조가 달라지므로,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부가적인 보와 루버를 받쳐주는
sub-structure를 넣는 방법을 스터디 한다. 루버의 단면을 통해 비나 눈이 왔을때 대응을 스터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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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RESEARCH

CIRCULATION

실내 전시공간

야외 전시공간

주 동선

부가 동선

FACADE

PIXELATE

지붕의 루버에 의해 정해진
세기의 빛만 작품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입면을 조정한다.
입면에 개구부를 두지만,
외벽의 두께를 두껍게 하고
개구부의 높이를 조절하여
반사된 빛과 확산된 빛만
들어오게 한다.
이를 통해, 직사광선은
들어오지 않고, 간접적인
빛만 들어오게 하여
내부에 단순한 ‘밝기’ 만
들어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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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m
June:76˚

300mm
Dec.:29˚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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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METR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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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CIRCULATION DIAGRAM

KIM, SO HYUN 김소현
POOL

WATERFALL

EXHIBITION BEYOND SIGHT : SENSE AND SPACE
느끼는 박물관

UNDERGROUND
WATERWAY

POND

전시랑 보는 것인가?

청각적 촉각적 요소가 전시의 주라면 어떨까?

시각장애인들도
보러올(?) 수 있는 전시관

시각장애인 선호 교통수단
(2009년 서울도시연구 논문자료)

NATURAL LIGHT DIAGRAM

사이트
시각장애인이 전시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

빛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극히 일부!

다른 공간에서 울리는 다양한 소리를 통해
공간을 그려주고

숨기기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전시공간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와,
대방역 지하철과의 연결을 위함

쪼개기
다양한 감각적 단서들을 배치시켜,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된 전시로 이끌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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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전시를 느끼러 갑니다.

지하층까지 자연채광을 끌여들여
전시에도 적극적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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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MENT FLOOR PLAN

1ST FLOOR PLA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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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EOK YU 김덕유
FOLDED ART CENTER
대방동 복합문화공간
대규모 주거단지에 있는 문화공간은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배치한 후, 각 프로그램들을 건물내에서 이어주려고 했다.
또한 아파트로 둘러쌓여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건물을 보았을 때 건물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노출되어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게 하려 했다.

Site analysis

주거

Program diagram

Mass process

공공
공원
현대인의 여가 생활

미디어 여가활동이 미치는 영향
심미적 요인
휴식적

Concept

교육적

미디어 이용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교제활동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취미 및 그 외

상가

전시

주거
상업
공공
상가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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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홀

야외전시공간, 마을장터, 운동공간, 옥상정원,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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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1층 평면도

Model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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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EUNG HA 이승하
On your WAY to museum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미술관을 생각했다.
미술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편하지만 특히 지역주민에게 더 편하고 친근한 건물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미술관이 동네의 일부가 되는 것을 상상했다.
미술관이 지역 동네 상권처럼 구성되고 마당을 내어주고, 길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미술관을 계획했다.
제목의 on your WAY to museum은 미술관에 가는 중이란 뜻도 있지만 말 그대로 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굳이 미술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 또한 프로젝트의 이용자로 설정했다.

MAIN IDEA
주변 컨텍스트를 따라서 앞쪽은 매시브하게 뒤쪽을 작은 매스단위로
끊어내는데 길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표면적을 증가시키면서 찢어
지는 형상으로 매스를 구성하였다. 찢어진 매스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길이 형성되고 찢어진 모양이 매스 안으로 더 과감하게 파고 들면서
내부에서는 중정같은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사이트 앞뒤의 상황이 다른 만큼 건물이 컨텍스트를 반영하여 대조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주변 사이트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일상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도록 계획하였다.

상업시설의 확장, 지역커뮤니티 강화

SITE ANALYSIS

인도 확장, 보행자 컨디션 개선

전시관 내외부의 경계 완화

DESIGN PROCESS

도서관
카페

옷가게

메인 홀

492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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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구성에 있어서는 뒤에 쪼개진 작은 매스들에 상점이나 커뮤니티 시설등을 넣고 그 매스들 사리로 자연스럽게 도보가 형성되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것이 미술관 내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길을 걷다가 자연스럽게 전시관 내부로 들어오고 전시관 내부에서도 길을 걷는 느낌을 줬다.
단면에서 상점이나 커뮤니티 시설 사이로 자연스럽게 생긴 길을 사람들이 편하게 도보로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다.

서점
세미나실
카페

소품가게

상점

악세사리샵

텐바이텐

기계실

주차장

494

수장고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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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on strategy 1
(단독주택)

SONG, WON JUN 송원준
집合所

내부 - 공간/주거문화전시

도시주택박물관
대방동의 주택들은 현재 급격한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거대한 규모의 재개발 혹은 질서없는 난개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변화의 결과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홀로 서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수렴되는 것은 주택에 대한 교육, 경험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사이트에 도시주택박물관이 자리잡음으로서 변화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한다.
마치 실제 주거지를 체험하는 것과 같은 전시공간, 평소에는 느낄 수 없는 주택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제공한다. 전시되는 주택들은 박물관의 전시요소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실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박물관은 건축물 자체로서뿐만 아니라 전시 내용도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외부 - 1:1 scale 외형/가로와의 관계 전시

전시공간 - 빛과 창밖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외부와
같은 공간감 구성

공간의 내부만 전시하는 일반적인 모델하우스의 형태를 탈피하여
실스케일의 주택을 전시함으로서 가로환경속에서 존재하는 주택의
실제 느낌을 재현하고자 했다.

SITE ANALYSIS

Site figure and ground

주거지유형 분석

Exhibiton strategy 2

높은 밀도의 자생적 주거지는 대규모 재개발이라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저밀도 주거지가 소규모 아파트/빌라로 무질서하게 개발되었다.

(공동주택)

인구밀도: 서울시 3위(25,755명/㎢) 토지거래현황(면적): 서울시 1위(376,700/㎡) 다가구주택수: 서울시 4위

모델하우스(주택역사)

주택에 대한
경험, 교육 부족

현재상태(단독/다가구주택)

496

공간내부가 부각되는 공동주택의 특징상 단조로워질 수 있는 전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공동주택의 파사드를 추가함으로서 해결한다.

주거박물관(주거역사전시)

도시주택박물관
한정된 변화
(빌라/아파트)

새로운 주거유형

군집형태의 공동주택 입면

개별적인 CELL로 분리

다양한 종류의 입면을 전시

SONG, WON JUN 497

Exhibiton Contents

Sustanable strategy (green features)
200mm 급수관
200mm 배수관

1. 개화기 - 도시한옥

주택내부전시(생활상)

2. 전후복구기 - 재건주택

3. 민간주택의 발전

4. 다가구주택으로의 변화

5. 다세대의 시대(기획)

상설전시 part 1(단독주택)

야외전시(새로운주택)

아트리움 상층부 Roof pond 상세단면도

40mm 방수층
20mm 강화유리
150mm 공기층
40mm low-e유리

야외공간을 통한 열전달 차단

자연환기 계획

제로하우스

1인 주거

Roof pond 를 이용한 열차단

상설전시 part 2(공동주택)

기획전시 - 도미노프레임(새로운 입면, 평면)

1. 최초의 아파트

2. 시민아파트

3. 중산층아파트의 시작

4. 새로운 아파트(기획)

Sustanable strategy
(community)

전시주택 중 하층부 아파트를 박물관
의 운영과 관계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간으로 설정하여 지속
가능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주민공간은 전시관람객의 영
역과 별도로 영역을 설정하여 그 성
격을 극대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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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SANG WON 홍상원
I’ll show you everything.
현대패션박물관
전시되지 못한 수장품과 수장품을 연구하는 연구원의 모습 등, 기존의 박물관에서는 관람객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기능이 있다.
새로운 박물관은 이러한 숨겨진 기능들이 관람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방법을 제안한다.

Concept
수장고와 전시관이 분리되어있는 기존박물관은 수장품 ‘3만점’ 중 전시품 ‘1천점’을 선택적으로 순환시켜 전시하고 있다.
이때 박물관은 전시되지 못한 관람자의 관람욕구 1점의 제공에 대한 기능적 문제점을 가진다.
수장고와 전시관이 동일한 영역을 가지는 수장, 전시형 박물관은 관람자에게 전시품 3만점을 제공할 수 있다.

Mass Design
박물관은 전시, 연구, 교육, 보존 등 여러가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때 기존의 박물관은 각각의 기능을 서로 확인되지 않도록 배치되어 이용자로 하여금 불편한 조우를 하게한다.
제안되는 박물관계획은 수장전시형 대공간안에서 각각의 기능들의 만남을 통해서 기존의 불편한 조우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Design Process
기존 박물관은 선별된 1천점을 특정기준에 따라 나누어진 전시관들에 순차적
방식으로 전시한다. 일정한 구역으로 구분되어진 3만점의 수장, 전시형 공간은
관람자의 관람욕구 1점에 대한 선택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늘어나는 수장품은 새로운 구역의 추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박물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시영역
기획전시
전시 1
전시 2
어린이 전시
교육영역
연구영역 (수장고)
업무영역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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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E/S : Exhibition & Storage
S : Service space
E : Education space

1

주변지역과 영역을 구분짓기 위해
대지를 중심을 향해 낮추었다. 중심
에는 수장고를 배치하여 박물관의
주 진입 매스로 사용한다. 북측의
왕복 3차선과 서측의 주진입 도로에
는 주 진입 광장과 편의시설을 배치
하고, 옆 건물과 면한 동측에 연구
와 업무시설, 주거지역과 면한 남측
에 교육시설을 배치한다.

2

대지의 형태에 따라 수장고의 구역
을 확대시키고 수장고의 구역 형태
에 맞춰 각 시설들의 영역을 구획하
였다.

3

동남쪽으로 높아지는 대지의 환경
에 맞춰 교육시설의 레벨을 높이고,
영역 확대를 위해 수장고 내부로 범
위를 확장시켰다.

Fifth Floor Plan

1 Hall
4 Special Exhibition
7 Office Area
10 Restaurant

2 Exhibition Area
3 2nd Exhibition Area
5 Children Exhibition 6 Education Area
8 Research Area
9 Museum storage
11 Caf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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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ium1

GU, HAN MO 구한모

Atriu㎡
Main Circulation

SOUND MUSEUM

Atrium3

소리박물관
소리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항상 주위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
우리의 주위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소리들은 때로는 듣기 좋은 소리로, 때로는 듣기 싫은 소음으로 변하면서 우리를 자극한다.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소리들이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들릴 수 있는지, 또 소리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공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식하지 않는 소리들이 어떻게 하면 일상 생활에서 인식되고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설계를 진행하였다.

Theme

Site Analysis

Opened Public Area

Model 1

About Sound

Sound vs Noise

조감도1

1. Site condition

504

2.What is the Sound?

SITE PLAN

조감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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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건물 전체가 소리가 지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울림통이 되고 또 소리가 나가는 길이 전시
동선이 되는것이 전시관 주 컨셉이다.

같은 소리라도 공간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생각과
전시공간(울림통)이 되는 공간을
둘러싼 매스들은 전시공간을
보조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Model Picture

Sustainable system

Exhibition Space and Facade

Louver and Double Skin System

박물관 내부의 냉방과 난방부하를 최소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3개의 아트리움에 루버와 더블스킨을 이용하였다.

Study Modeling

전시품인 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전면부에
큰 매스를 두었고 그 앞 부분은 공용공지로 두어
관람자들이 건물을 들어가기 전 쉴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Pla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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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HYUN JIN 최현진
DIG SPACE UP!
어린이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박물관들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박물관들의 공통점이자 문제점은 어린이의 공간이 어른의 공간에 일방적으로 속해있다는 것이고
이는 어린이의 예측불가하고 자유분방한 행동패턴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여 아쉬움을 자아낸다.
이에 따라 순수하게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Problem Perception

Solution Concept

곡선을 통해 구분되는 공간은 직선으로 규정되는 공간보다 자유롭다.
흐르는 듯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들은 위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동선의 제한을 하지 않아 재미를 준다.

problem 1

어른이 주체가 되어 어린이의 관람동선이 제한됨

problem 2

어린이의 공간이 어른의 공간에 소속되어 있음

어린이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동선을 분리

connect two circulation
naturally

두 개의 공간이 분리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엮임

기존의 정해진 짜임의 공간구성
은 행동패턴을 제한함

어린이의 자유로운 행동패턴

자유로운 동선이 건물형태로
서 위계없이 다양한 공간

inside

outside

최대한 기존의 어린이 박물관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가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간을
제공해주고자 하였다.

in
parents

또한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행동패턴을
그대로 반영하여 공간의 위계없이 다양한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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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1/3000

out

kids

parents

kids

image of between space
어린이와 어른 사이의 섞임

내부와 외부와의 섞임

서울 동작구 대방동 340-3, 340-4, 340-5, 340-6
대지면적 : 8,874 m² (2,68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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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on strategy

Programmatic strategy
PUBLIC/PRIVATE

CIRCULATION

ROOF
playground roofgarden

TYPE OF USING EXHIBITION AREA
3F
theater workshop-room

2F

TYPE A

TYPE B

그림 전시용 가벽 (2분할)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이용

그림 전시용 가벽 (4분할)
구역별 구분된 전시가능

exhibition hidden-area

1.5F
main-hall information

1F

TYPE C

TYPE D

그림 전시용 가벽 (중심형)
입구에서 선택적으로 관람

활동별로 공간 구분
교육 및 체험형 전시에 이용

entrance cafe shop

B1F
storage office
TYPE E

TYPE F

미로형 가벽
작품의 전시보다 체험형 공간

부스형 전시
차단된 공간에서의 전시에 사용

GL+12,000
DOUBLE FACADE SYSTEM

GL+9,000
GL+5,000
GL+3,000
GL+0

FRONT ELEVATION
1/1000

510

sun protection

cross ventilation

SECTION A-A`
1/600

SECTION B-B`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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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의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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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HEE MOON 강희문

한옥의 마당이 개인 사적공간의
문제로 인해 사도를 향해 열려있지
않다. 그렇기에 좁은 마당이 되고
외부와 단절된 자세를 취한다.

보문동 일상건축 - 작은도시건축

이동식 목구조라는 한옥의 특징을
이용하여 목기둥 위치를 조정하고
옮겨진 한옥의 지붕은 새로이 제공
한다.

사도에 바로 접한 한옥의 한켜를
돌려세움으로 외부와의 단절을
해소하고 넓은 마당을 제공한다.

매스 프로세스

마당의 재정의
과거 성북구 일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도시 한옥이 밀집된 지역이 된다. 보문동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도시한옥이 변화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없어지게 된다. 그 자리에는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는 더 나은 삶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용적률만을 위한 건축, 즉, 부를 쫓는 건축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집이라는 공간은 오로지 자신, 가족을 위한 공간만 되어버리고 울타리를 쳐버렸다.
도시 한옥은 누구든 모이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마당’이 존재한다.
‘마당’이 없는 집에서는 다 채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있어 ‘마당’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제공해주고자 한다.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마당’과의 깊은 연계성을 가진다면 더 좋은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된다.

1.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5가 165, 166, 168, 170번지
2. 대지면적: 432㎡
3. 용도: 근생시설 및 다세대 주택
4. 용적율: 150%
5. 건폐율: 62%

보문역

프로세스 1. 대지 상황

프로세스 2. 햇빛(향)과 한옥

프로세스 3. 마당의 지하화

프로세스 4. 마당의 수평, 수직적 확장

대지 주변상황은 좌측으로 12M(4층규모)의 다세
대 주택과 우측으로 15M(5층규모)의 빌라가 인
접해 있다. 전체적으로 주변에는 다세대 주택들
이 둘러싸고 있다. 기존의 건물의 가지고 있는 규
모는 165,166번지가 10M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고, 168번지는 한옥, 170번지는 9M규모의 다세
대 주택이다.

햇빛(향)을 고려하면 두 가지의 매스가 전체적으
로 잘못된 배치를 가지고 있다. 햇빛을 잘 받고
15M(5층규모) 빌라에 접해있는 170번지(9M규
모 다세대 주택)이 높아지고, 165,166번지(10M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형
태를 취해 앞에 놓여있는 한옥을 배려한다.

돌려세운 마당은 많은 개방감이 있지만 그와 동
시에 사적인 보호가 취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하여 마당을 지하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지하화된 한옥의 마당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매
스들에 연장된다. 이로써 기존 다세대 주택들이
잃어버렸던 ‘마당’이 생기고 이로써 보다 더 다채
로운 삶을 유도한다.

프로그램 제안 1. 주거(1, 2인 주거)
1인 주거는 혼자 지내는 최소한의 칸을 제안하고
나머지 필요공간들은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제안한다.

한옥의 형태

한옥의 구성 칸(間)

칸(間)의 재구성

1980년대 보문동 일대

프로그램 제안 2. 미용실

2인 주거는 한옥에서 분리되어있던 거실, 주방, 방을
하나로 합쳐진 공간을 제안한다.

보문동의 특징은 다세대 주택에 3, 4인 가구가 많이 모여산다는 것이다.
그만큼 전업주부의 수가 많다. 이 전업주부들이 여가시간을 즐길 공간을 제안한다.

프로그램 제안 4. 코인 세탁소
상대적으로 협소한 공간에 1인 주거가
밀집하게 된다. 1인 주거 안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결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코인 세탁소를 제
안한다.

2014년 현재
보문동(사이트 내)

프로그램 제안 3. 작은 도서관
많은 가구가 모여있는 도시조직이지만
문화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복합적 기능을 가진 도서관을 제안한다.

현재 보문동 대지 배치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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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516

인접대지 경계선

1인 주거공간 진입전경

도서관, 코인세탁소 진입전경

주변한옥과 2인주거 모습

2인 주거 1인주거 모습
인접대지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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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uni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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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의 높이는 가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JOO, YEOUNG CHAN 주영찬

2층 침대 구조에서
침대로 들어가는
방향을 나눈다면
2층 침대의 장점인
타이트한 공간구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다.

Wall between past and present
보문동 일상건축
Unbalance of Skyline
도시한옥과 다세대주택이 공존하는 블럭 안에서 건축물 간의 높이의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저층부 건축물(한옥)에 대한 Privacy 침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고,
지붕라인의 높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저층부 지붕라인의 새로운 Open space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Open space

Site Skyline

Site Select

Volume develope
adjust

digging

볼륨의 성격에 따라 저층부와 고층부로 나누어 설계를 진행했다.
저층부는 Open space와 도서관 위주의 공공의 성격의 공간위주,
고층부는 주거유닛으로 이루어진 Private한 공간위주로 나누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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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plan
Scale 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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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3F plan

Section A

Section B

Scale 300:1

Scale 200:1

Scal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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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옥(1940~)
조적조(1990~)

NA, KYU TAE 나규태
追憶을 담는 골목
보문동 근린생활시설
보문동의 여러 도시블록에는 40년대 지어진 도시한옥들이 많이 잔재하고 있으며,
90년대 붉은 벽돌 건물들, 신축 건물들과 함께 많은 도시블록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시대를 나타내주는 건물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있다.
이에 대응하여 블록을 가로 지르는 골목길을 통하여 40년대, 90년대의 자취를 찾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준다.

옆 건물의 붉은벽돌 외벽을 배경으로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이용
자들의 수평적인 골목길의 느낌을 중정을 통한 수직적인 느낌으로
연장하였다.

PROGRAM
1. 주거
2. 전시사무실
3. 전시장
4. 작업실

중정

건물

틈

건물

옛 추억과 그 시대 풍경을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3개의 성격의 작업실과 각각의 전시공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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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SCALE 1/300

SCALE 1/300

SECTION
SACLE 1:300

3층 평면도
SCALE 1/300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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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A SOM 이다솜
두 개의 도로에 인접

사이의 마당과 차도

보문동 도시한옥
성북구 근린생활시설

프로그램 마다의 정원

거대하고 빽빽한 필지속에 답답해진 성북구
성북동의 도시한옥 그리고 골목길 이 사이에서 즐거움을 얻다.
도시한옥, 목공소 그리고 길 이 모두가 어우러져
필지 속 작은 길 성북구 주민들에게 정원이 되고 쉼터가 되다.

매스의 상하 좌우 분절

Program
: 목공소

1F PLAN

도시한옥
골목길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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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PLAN

3F PLAN

SECTION 1

SE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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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YOON GI 문윤기
EmbracE Hanok
보문동의 한옥이 많은 장점을 살린다.
필지 내의 높은 건물에 둘러쌓여 있던, 열악한 환경에 있던 한옥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조화로울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한다.
건물 내에 한옥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반영한다.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 서 있는 골목에 사람들이 잠시 들어와서 쉬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한다.

Three different masses form U shape and
courtyard is accessible from all programs and the street

Hanok, which is surrounded by building,
can be seen from anywhere

Residence concept

Like Hanok, 3rd floor residence has a deck accessible from
3 sides and an attic which can be formed by different ceiling height

530

Building Site: Bomun-dong 5-ga 176~179, Seongbuk-gu, Seoul, Korea
Site Area: 394.3㎡
Building Coverage: 59.8%
Floor Area Ratio: 152.9% (603.1㎡)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Program: Woodworking shop, Library, Residence

MOON, YOON GI 531

1
2
3
4
5
6
7
8

1F PLAN

SECTION A

532

Woodworking Shop
Wood Storage
Library
Residence (Studio)
Library
Residence (2bedroom)
Residence (1bedroom)
Deck

3F PLAN

2F PLAN

4F PLAN

SECTION B

SECTI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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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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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UP

B

설계: 근린생활시설
UP

대지면적: 491.75㎡

PARK, MIN A 박민아

3
DN

연면적: 744.01㎡

DN

건축면적: 269.16㎡

1

건폐율: 54.74%

DN UP

DN UP

용적률: 151.3%

UP

규모/층수: 지상4층

CONNECT

B

DN

UP

위치: 보문동5가

연결성을 가진 근린생활시설건물 제안
필지가 있는 보문동5가의 특징은 4층 정도의 벽돌마감이 되어있는 주거건물들이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도시 한옥들이 필지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시한옥들을 배려하고 주민들이나 방문객이 한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필지의 건물들이 대체적으로
어두운 색감이고 한옥의 검정기와와 설계한 건물이 시각적으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구로 철판 마감을 했다.
또한 의도적으로 필지 중심에 건축하고 양쪽 도로를 이어주어 필지에 활기와 주민들에게 거리적 실용성을 줄 수 있도록 했다.

1. 주차장

3. 스튜디오1

2. 세탁소

4. 스튜디오2

UP

4

2

B’

A’

FIRST FLOOR

SECOND FLOOR

사이트

7

한옥

DN

5

8
DN UP

DN UP

CONCEPT DIAGRAM

배치도
6m 도로

한옥과의 연결

5. 스튜디오2

7. 주거1

6. 야외옥상

8. 주거2

저층수설계와 구로철판마감
6

6m 도로

6m 도로

534

도로와의 연결

지나갈 수 있는 길 설계

주민과의 연결

휴식공간과 순환프로그램 구상

6m 도로

0

1

5

10M

THIRD FLOOR

FOURTH FLOOR
PARK, MIN A 535

ELEVATION-A

ELEVATION-B

3D IMAGE

536

SECTION A-A’

0

1

5

SECTION B-B’

10M

0

1

5

10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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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1

진행 과정 2

진행 과정 3

진행 과정 4

긴 블록으로 나뉜 공간 가로로 잇기

남아있는 한옥 재구성하기

주변 높이에 맞춰 수직적 공간 배열

수직 공간을 가로로 잇기

SEO, HYUN MIN 서현민
보문동 가로잇기
보문동 일상건축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약 40×80m 보문동 5가 내 블록 일대에서 주민들은 집이나 주변 슈퍼마켓, 세탁소 등 근린생활시설 앞 도로에서
서로 교류한다. 하지만 수시로 지나는 자동차의 방해를 받는 이러한 도로 외에는 변변한 교류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넓고 긴 블록 가운데를 자동차가 지나다니지 않는 가로가 가로질러,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주민들이 맘편히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상업 공간을 제공한다. 또 가로와 필지 내 한옥에 어울리는 주거 및 공간을 형성하면서, 거주자들에게도 살기 좋은 공간을 제공한다.

대지 현황 1

대지 블럭 넓이 및 사도 치수

대지 현황 2

대지 내 다세대주택의 밀집 및 VOID 공간 부재

대지 현황 3

대지 진입 동선: 보행자와 차량의 혼재

대지 현황 4

주민간 교류 저조 및 교류 가능 공간 부족

프로그램
슈퍼마켓 (B1F, 1F)
: 생활용품 판매 (B1F)
: 음료, 식품 판매 (1F)
코인 세탁소 (1F)

블록을 가로지르는 가로 주변으로 슈퍼마켓과 세탁소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
되면서, 가로 혹은 가로 주변 공간에서 주민들간의 교류가 이뤄진다. 동시에 가로와 한옥, 새로
지어질 공간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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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SEO, HYUN MIN 539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단면도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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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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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EONG YOUN 이정연
DIY STUDIO
지역주민들의 취미생활 향상과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주제로
DIY 둠으로써 소품을 구매도 하고
만들기도 하면서 주민들이 모임을
가지게 됨

서로에게 서로가
보문동 근린생활
보문동은 한옥과 다세대주택이 어우러져 있는 현재와 과거가 맞물려 있는 곳이다. 특히 한옥의 개인 정원은 다세대 주택에도 이어져
골목에는 개인 화분, 나무 등을 있어 각각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 관심이 많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의 정이 있다.
이러한 보문동의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DIY를 매개체로 하여 모일만한 계기를 제공해준다.
건물의 입구와 옥상정원에서 녹지의 연결을 보여지고 건물 내부에서도 녹지의 연결을 가져 녹지 순환의 느낌을 가진다.

TALKING LIBRARY

대지분석_1 같은 벽돌의 칙칙한 분위기

대지분석_2 이웃간의 소통공간 부족

모두 같은 입면 재료로 거리가 어둡고 칙칙함

옷 수선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눔

DIY를 매개체로 하는 ‘떠드는’
도서관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나는 장소이자 정보공유의 장소
매개체 없이도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적 공간

HOUSING
주거에 개인정원을 두어
건물의 입면에서도 녹지의
순환을 보여줌

1, 2층 도서관

3층 주거 거실 및 부엌

CONCEPT

대지분석_3

대지분석_4 현재 남아있는 소수의 한옥

사람들의 유동성이 높은 8M도로와 거주민들의
주 통행로 6M도로의 교차지점

한옥의 지붕을 건물 내부의 풍경으로 담고
집 앞의 작은 정원으로 개성을 표현함

542

녹지의 내부화 및 소통의 공간

밝은 입면을 위한 유글라스와 개인 정원

한옥 지붕의 풍경을 건물 내부에 담음

LEE, JEONG YOUN 543

1
2
3
4
5
6

GL-3000 평면도 SCALE 1/300

GL+3000 평면도 SCALE 1/300

단면도 SCALE 1/300

544

GL+0 평면도 SCALE 1/300

GL+6000 평면도 SCALE 1/300

상점
화장실
작업실
사무실
창고
목공실

7 기계실
8 집진실
9 도서관
10 수업실
11 거실
12 부엌
13 다용도실
14 침실

GL+9000 평면도 SCALE 1/300

입면도 SCALE 1/300

LEE, JEONG YOUN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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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O RA STUDIO • 2학년 김소라 스튜디오

KIM, JONG UL RIM 김종울림
윗 마당 집
주택
건축주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소설가), 어머니(교사), 딸(5살), 아들(3살)로 총 6명의 구성원을 갖고 있다.
건축주의 요구는 넓은 마당,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느낌을 주는 집, 아버지의 서재공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독립공간,
가사일을 하며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 구성하는 것으로 총 다섯가지이다.
세대별로 공간을 구분하면서도 공용공간을 통한 소통을 유지시키기 위해 스킵플로어를 사용하였다.
스킵플로어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단차를 이용해 아이들의 공간과 부엌의 가사공간을 시각적으로 연결하고
부지 면적상 넓게 확보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을 지붕위로 끌어올려 확장시켰다.
지면의 좁은 마당은 정원과 텃밭으로 활용되며, 1층의 할아버지 세대 공간과 가족 거실을 시각적으로 이어준다.
각 공간은 구분되면서도 거실과 부엌, 특히 식당을 통해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가족 간, 세대 간의 소통을 유도한다.

배치도

다이어그램

평면도
548

단면도
KIM, JONG UL RIM 549

KIM, SO RA STUDIO • 2학년 김소라 스튜디오

KO, SU HYEON 고수현
흐름
공원 휴게시설
서울숲의 PARK 2 부분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숲이다.
기존 생태숲의 경관을 해치지 않으며 사람들이 흐르듯 들려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양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점차 낮아지는 지형을 활용하여 내부까지 단계적으로 레벨이 낮아지도록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용객들은 자연스럽게 건물 내부를 가로질러 이용할 수 있으며 낮은 지형을 이용했기 때문에 주변 풍경과도 조화롭다.
옥상공간 또한 완만한 경사로 설계해 사람들이 걸어다니거나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점차 좁아지는 직사각형의 지형에 사선을 이용한 비정형 모양으로 밋밋할 수 있는 건물에 역동성을 더했다.

다이어그램 & 배치도
550

평면도

단면도 & 입면도

모델
KO, SU HYEON 551

SHIN, BUHM SHIK / PARK, SUNG YONG STUDIO • 2학년 신범식 / 박성용 스튜디오

1F

2F

RF

KIM, SEUL 김슬
F
- For Family House
단독주택이라는 과제에 집중하여 주택 안에 사는 가족들을 위한 집을 만들고자 하였다.
요리사인 아빠를 위해 주방과 식당 배치를 고려하였고
전업주부인 엄마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마당과 창문(빛)에 집중하였고
어린 쌍둥이 아이들을 위해 재미있는 집을 만들고자 하였다.

552

KIM, SEUL 553

SHIN, BUHM SHIK / PARK, SUNG YONG STUDIO • 2학년 신범식 / 박성용 스튜디오

MUN, JU HUI 문주희
머무르고 싶은 곳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다
바람의 언덕. 가을이 되면 억새가 바람길을 따라 흔들리고 억새가 꺾이면 그 곳은 드넓은 벌판으로 남겨진다.
이 곳에서 세개의 folly(마당, 정원 등에 짓는 규모가 작은 건축물)를 배치함으로서 억새가 자란 들판, 그 속에 파묻혀 자연을 느낀다.
바람에 춤을 추는 억새를 느끼고 건물 안에서 틈새 사이로 보이는 억새 또는 들판을 고요히 바라본다.
세 개의 folly는 자전거가 머무르는 공간, 카페가 있는 공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 배치했고,
각각의 건물은 외형적으로 통일된 느낌을 주고 있다. 제각각 떨어져있는 건물의 배치는 주로 두 가지 동선으로
이용이 한정되어 있던 바람의 언덕을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다양화 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 다.

다이어그램

모델

모델 배치
554

스케치

입면도
MUN, JU HUI 555

KIM, IN CHEURL STUDIO • 2학년 김인철 스튜디오

KANG, YU NA 강유나
두 마당집
주택
사이트 근방의 주택들은 대지 위에 하나의 직육면체의 주택을 대지 한쪽으로 붙이고, 남은 한 쪽을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주택을 사이트의 중앙에 배치하여 앞마당과 뒷마당 두 가지의 마당을 만들었다.
주변 건물들로 인해 폐쇄적인 성격을 띄게 된 뒷마당은 가족들의 privit한 마당으로,
앞마당은 도로와 인접해 차가 드나들고 가족들의 출입구가 되는 열린 성격의 마당이 되어 두 가지 성격의 마당을 가지게 되었다.
2층 매스는 대각선으로 얹어 직육면체의 정형화된 건물들로 둘러쌓인 비정형의 사이트에 역동성을 부여하였다.
대각선으로 얹혀져 1층 매스와 겹치는 부분에는 수직적 void를 두어 수직적단절을 완화하고 가족들의 공용공간이 위치하도록 하였다.

모델 사진

FRONT ELEVATION

A-A' SECTION

1층 평면도
556

2층 평면도

입면도＆단면도

모델 내부사진
KANG, YU NA 557

KIM, IN CHEURL STUDIO • 2학년 김인철 스튜디오

LEE, MIN BEOM 이민범
마당에 놓인 집
휘경동 주택설계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한 주택촌에서 그 땅을 향유하고 살기란 쉽지 않다.
과도하게 밀집된 주택들과 이웃하며 있는 땅에서 밖으로 향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이곳에 자리한 주택은 시선이 안으로 향하는 다소 닫힌 주택이 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는 다향한 풍경을 담아내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대지경계선 내의 땅을 모두 이용하기 위해 대지경계 주위에 여러개의 마당을 만들었다.
또한 땅을 충분히 느끼게 하기위해 집 안 곳곳에도 마당을 만들고, 2층 역시 마당을 두어 집안 곳곳에서 땅을 즐기게 했다.

모델

1층 평면도
558

2층 평면도

단면도
LEE, MIN BEOM 559

PARK, JOON SOO STUDIO • 2학년 박준수 스튜디오

KIM, YEON KYUNG 김연경
그 여자네 집
여자들만 사는집.
범죄의 위험이 많은 어두운 골목길 공간을 내부로 열어 외부와 차단하고,
남쪽 입면을 개방하여 집안 전체가 밝은 느낌이 나게 했다.
맞춤형 개인 공간을 주어 사생활을 지켜주되
사이사이 서로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1층 평면도
560

2층 평면도
KIM, YEON KYUNG 561

모델

PARK, JOON SOO STUDIO • 2학년 박준수 스튜디오

CHOI, SEONG KWANG 최성광
園
휘경동 주택설계
일반적인 형태의 주택이라면 주변에 빼곡하게 들어선 다세대 주택들로부터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게 된다.
삭막한 주택들 속에서 정원이라는 요소는 집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구성원들의 만남의 장소가 된다.
이 두가지를 벽이라는 언어를 통해 결합하여 하나의 동산을 만들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게 함과 동시에
동산을 오르듯 영유할 수 있는 집을 만들었다.

다이어그램

*4
wall

make enterance

unit wall

join wall

(with no logic)

get sunlight
connect endpoint of wall

평면도

단면도

1F

562

2F

3F

CHOI, SEONG KWANG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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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E, SAN KI STUDIO • 1학년 최상기 스튜디오

스터디모형 1

스터디모형 2

GWAK, YOUN JAE 곽윤재
Work to Play, Play to Work
인체와 척도
일을 놀이로, 놀이를 일로 바꾸는 장치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아무런 대가 없이 모래성을 만들고 파도가 밀려와 성이 부서지는,
아이 생각을 해보라.
왜 아이는 자신이 애써 만든 모래성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 하는가.’
일과 놀이의 결정적 차이는 자발적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을 구체화시켜 대조적인 두 단위 공간(일터)을 이어주는 비효율적인 동선과
효율적인 동선을 설계하였다. 두 단위 공간을 오가는 행위는 노동(WOKR)과 놀이(PLAY)를 순환하듯 혹은 포함하듯 두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CONCEPT

566

스터디모형 3

단면도

GWAK, YOUN JAE 567

CHOE, SAN KI STUDIO • 1학년 최상기 스튜디오

HWANG BO, CHAN HEE 황보찬희
CORNER “休”
인체와 척도
앉음이라는 자세에 집중하였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코너를 찾는 습관을 주목하여 코너 중심의 공간을 구성하였다.
정형적인 사각 틀 안에 비정형적인 요소인 미끄럼틀을 배치하여 공간의 어울림을 표현하였다.

1. RIGHT

568

2. FRONT

3. BACK

HWANG BO, CHAN HEE 569

KIM, SEUNG HEE STUDIO • 1학년 김승희 스튜디오

CONCEPT DIAGRAM

PARK, SHIN YOUNG 박신영

DIVING & SIGHTSEE

REST & TALK

DIVE, TALK, PLAY(DTP)
인체와 척도

DECK

PASSAGE & FOOTBATH

호수가에 놓이는 반영구 파빌리온으로써, 하나의 모듈적인 구성요소가 그 자체만으로 벽, 바닥, 지붕 같은 건축물의 기본요소가 된다.
이 기본요소를 다시 인체에 맞게 변형시킴으로써 벽체 자체가 편한 의자가 됨과 동시에 차양막이 되고,
그 차양막이 다시 계단이 됨과 동시에 다이빙대/전망대가 된다.
다양한 공간 구성 틈 사이사이로 호수의 광경과 빛이 들어오고 다양한 행위를 같이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풍부하게 교류하며 즐기는 공간을 형성한다.

SECTION - MODULE

1 FRONT VIEW 2 DIVING VIEW 3 REST & TALK VIEW 4 PLAY & TALK VIEW(DECK) 5 SIGHTSEE VIEW(TOP)

570

PARK, SHIN YOUNG 571

KIM, SEUNG HEE STUDIO • 1학년 김승희 스튜디오
선  덩어리

JANG, GA YOEN 장가연
선 덩어리 면
from 2D to 3D
원본 그림을 분석하여 그 그림에서 3차원의 덩어리를 찾아내고 그 덩어리에서 다시 분석 그림을 찾아내었다.

STUDY 02

덩어리  면
어떤 덩어리의 전개도
각 부분은 각기 다른 여러개의 육면체 덩어리들을 나타낸다.

- 무한히 퍼져나가는 느낌
“곡선은 한정을 의미하고 직선은 무한의 표현이다”

572

JANG, GA YOEN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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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 YOUNG 김주영
PUZZLE
인체와 척도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용도에 맞추어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것에 초점을 두었다.
퍼즐조각처럼 맞춰져 있는 쿠션들을 빼내고 쌓음으로서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에서 개인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사선으로 설치된 커튼을 통하여 들어오는 빛의 양을 필요한 만큼 조절할 수 있다.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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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HO, JAE EUN 조재은
Rainbow in the window
From 2D to 3D
Concept
성을 세 레이어로 나누고 거리감을 주었다.
하지만 끝부분을 이어 붙여 사실은 모두 하나의 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작은 직사각형들이 큰 직사각형들이 겹쳐서 생긴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아크릴로 크고 작은 직사각형들을 겹쳐 그림의 모양이 나오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의 직사각형들을 보면 모두 색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모두 높이의 차이를 두고,
검은 부분은 거울을 붙여 햇빛을 반사하도록 하였다.
원본 그림에서 해가 성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빛을 비추면 사각형들과 삼각형들의 그림자가 중앙부분에 꽉 차며 공간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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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UNG HYUN 최정현

Model

균형 속의 불균형(Monster In Picture)
From 2D to 3D
Concept
그림을 관찰하고 스터디한 결과 여러가지 선과 다양한 색깔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색깔로 인해 불균형해질 수 있는 그림에 균형감을 주었던
선들에 관심을 두고 그로인해 생겨난 여러 모양에 주목하였다.
여러 선이 지나가면서 나오는 모양이 마치 여러가지 전개도들이 모여
그림을 이루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하나하나 전개도들을 뽑아내었다.
뽑아낸 전개도들을 접어 서로 마주한 변끼리 이어붙였을 때 나오는
기이한 형상을 기대하며 3D의 입체모형을 만들어보았다.
2D의 균형잡힌 그림에서 기이한 형상의 3D입체를 찾아내게 되었다.

Drawing(Worm’s ey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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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안에 들어가 구조물을 구경하는 듯한 시선으로 그림을 그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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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JU HEE 한주희
Children’s Day
인체와 치수
Concept_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일률적으로 앉아서 책을 보고 많은 책들이 주는 위화감은 아이들과 책을 멀리 하도록 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 아이들의 습성 중 구석지고 안락한 본인만의 공간을 원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아이들이 본인만의 책을 들고 자신의 원하는 공간을 찾아 나서는 작지만 활동적인 여행.
본인만의 공간 여행을 하면서 책이라는 보물을 찾는 과정을 제공.
하부에 아이들 앉은 키 높이의 공간과 상부의 작은 다락방은 아이들이 다양한 자세로 책 읽기를 인도하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한 상상력의 자극제가 됨. 계단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탐험하며,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찾아 가도록 함. 계단에 위, 아래에 다양한 책장을 두어 다른 공간으로 아이들을 인도함.
동시에 새로운 움직임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음. 책에 대한 위화감을 덜어 주기위해 다양한 창을 둠.
책들을 탐험하다 마주치게 되는 여러 창들은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즐거운 탐험을 마주 하도록 인도함.
탐험을 하며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공간과 활동, 장면들은 아이들을 ‘책’ 이라는 보물을 탐험하는 탐험가로 만들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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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School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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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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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B.S., M.S. in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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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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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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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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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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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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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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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ng, Kyung-Ju 황경주

Yoon, Jung-Won 윤정원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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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ered Architect in Korea, AIA

Vis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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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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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D. of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Korea
M.S. in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B.S., M.S. in Architecture, Yonsei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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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D.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M.Arch, Oklahoma State Universit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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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nct Faculty and Visiting Lecturers
Department of Architecture, School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Kim, Seung-Hee 김승희

Hwang, Dong-Wook 황동욱

Kim, Soo-Ran 김수란

Seo, Seung-Mo 서승모

Kim, Jong-Soo 김종수

Shin, Chang-Hoon 신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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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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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ting Lecturer / Architectural Design
M.Arch., in Architecture, Harvard University, USA
B.S. in Architecture, Carnegie Mellon University, USA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MFA, Department of Architecture, Tokyo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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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Department of Architecture, Kyungwon university,
Korea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M.Arch., in Architecture, École d'architecture de ParisBelleville, France
B.S. in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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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Sung-Yong 박성용

Kim, In-Cheurl 김인철

Park, Joon-Soo 박준수

Kim, Hyo-Young 김효영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M.Arch., in Architecture,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University, USA
B.S.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Korea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M.Arch. in Architecture, Kookmin University, Korea
B.S. in Architecture, Hongik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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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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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 Man-Shik 홍만식

Lee, Ji-Eun 이지은

Lee, Myung-Ho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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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AA Diploma,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 United Kingdom
B.S. in Architecture, Yonsei University, Korea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A Diploma,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 United Kingdom
B.S.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Korea

584

Adjunct Faculty and Visiting Lecturers 585

University of Seoul
Tel. 02-6490-6114, http://www.uos.ac.kr
Department of Architecture, School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Tel. 02-6490-2751~2 Fax. 02-6490-2749
http://archi.uos.ac.kr/, www.uosarch.ac.kr

Copyright ⓒ
ⓒ 2014
2013 DEPARTMENT OF ARCHITECTURE, SCHOOL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ENGINEERING
All Rights Reserved.
Organized by

designed by_ HANA 02-2273-7294

592
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