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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서울시립대학교는 도시연구와 관련된 기초학문과 정책연구의 중심지로서 서울시 정부의 주요목표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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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태도와 현실적인 문제해결 사이의 균형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대한민국의 중심 대도시이자 역사
도시라는 서울과 함께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목표는 폭넓은 학문 영역과 뛰어난 창의력을 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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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건축학전공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대도시 건축을 이끄는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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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하는 커리큘럼은 서울, 아시아, 세계 대도시의 역동성과 복합성에 대응해, 인문학과 사회과학, 랜드스케
이프 디자인과 도시계획 분야의 다양한 교과목을 아우른다. 대도시 서울의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활동의 지원을 받는 건축학부 프로그램은 건축학전공 학생들의 경력과 진로를 확장시키는 포괄적인 교육
목표에 부합한다. 설립 이래 굳건하게 내려오는 학과의 전통에 따라, 건축학전공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개
별 건축가뿐만 아니라 도시 공동체에 기여할 공공부문의 주역을 키워내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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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신설

2) 글로벌 아시아의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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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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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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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의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서, 건축학부 프로그램은 6개의 중간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건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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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 왔다.
1) 공동체 의식의 고양
이 목표는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 철학에서 나온 것이며, 건축학전공의 세 가지
기본 목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건축은 공공적인 예술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본 전제이다. 이
철학은 스튜디오와 수업, 국제 교류 프로그램, 커리큘럼 외 프로그램 등 교육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반영
되어 있다.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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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하고 지속적인 국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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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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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학부과정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6) 역사와 이론에 기반을 둔 건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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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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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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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established

2002

Inauguration of the 5-year Program in
Architectur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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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eorganization into School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2007

First program in Korea to receive
architectural accreditation

2009

Independent admission process per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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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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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Introduction
kang jung
introduction
hwan
7 77

Graduation Work
Design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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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형태는 대지, 법, 사람, 용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요인들 중 건축법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건축법의 요소들
중 건축물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선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들을
조사한 뒤, 이들을 조합하였을 때 나타나는 그 시대의 건축물의 형태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지하실의 높이에 따른 층수 산정, 계단실의 유무, 대지경
계선에서의 이격 거리, 반자 높이의 변화, 주차장 등을 선택하였고, 사례 조사를 진행하
였다.

Change of Building Act
1960s

구분
정의

도로폭의 경계선
별도 지정 가능

1970s
도로폭의 경계선,

1990s

연면적 1000㎡ 이상

양측 2m 후퇴한 선

폭 6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을 접하거나

2m 이상 접도

접도폭

4m 이상을 2곳 이상

건축선
이격거리

건물돌출

건폐율

15m 이하

2m 이상 도로 접할 경우

접하여야 함
폐지

도로폭인 경우

폭원이 큰 도로의 적용

3m 후퇴 예외

건축물, 옹벽, 외벽 등의

3m 이하에 있는

4.5m 이하에 있는

도로 돌출 금지

출입구 창문 돌출금지

출입구 창문 돌출 금지

주거지역 등 건축면적

주거지역 중

= (대지면적-30평)*0.6

지정지역 0.6

주거지역 0.6
용도와 면적 기준에 따른

대지
이격거리

50cm(민법적용)

도로폭에

규모

대한 높이

처마 끝 인접대지 0.3m

주거지역 20m

절대높이

건물

처마 끝 인접대지 0.2m

이격 거리로 개정

외벽과 인접대지 0.5m

합벽 건축 유도시 예외

맞벽건축 신설

용적률로 대치

상업지역 35m
1.5h와 1.25h+8m 이하

1.5h

고저차 있는 대지 기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용적률

(h-1m)/2
정북방향 h=1.5d+8m
X

정북이외의 방향
h=1.5d+17m

X

SC 1-1

SC-1

8m 초과건물

8m 초과 건물

정북방향

정북방향

: 정북, 정남방향 h=2d

: 정북방향 h=2d

4m이하 : 1m 이상

9m 이하: 1.5m 이상

: 기타방향 h=1.5d+17m

8m 미만 건물

8m이하 : 2m 이상

9m 초과: h/2 이상

8m 이하 건물

: 정북방향 h=4d

8m초과 : h/2이상

: 정북방향 h=4d

400%

Site Condition

250%

SC 1-2

SC 2-1

SC-2

6m

SC 1-3

1종 200%

300%

4m

SC 2-2

6m
4m

SC 1-4

300%

SC 2-3

SC 2-4

SC 2-5
SC 1-5

SC 3-1

SC-3

SC 3-2

SC 4-1

SC-4

8m

6m

SC 3-4

SC 4-2

8m

6m

SC 3-3

SC 4-3

SC 4-5
SC 3-5

12

2000s

도로폭의 경계선,

3m 미만시 도로 중심으로 4m 미만시 도로 중심으로
양측 1.5m 후퇴한 선

길

1980s

SC 4-4

2종 300%
3종 400%

Building Act
BA-1
일조권에
의한
정북방향
높이제한

H = 1.5D + 8m
BA 1-1

H1 = 2D1
H2 = 4D2
BA 1-2

H1 = 2D1
H2 = 4D2
BA 1-3

H1 = 4m
H2 = 8m
H3 = 2D
BA 1-4

H1 = 9m
H2 = 2D
BA 1-5

BA-2
지하실
필로티

BA 2-1

BA 2-2

BA 2-3

BA-3
계단

BA 3-1

BA 3-2

BA-4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BA 4-1

BA 4-2

BA 4-3

BA-5
반자높이

BA 5-1

BA 5-2

주택규모별
주차장 설치 기준
전용면적(제곱미터) (대/제곱미터)

BA-6
주차장

주택규모별
주차장 설치 기준
전용면적(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x≤200
x≤300
300＜x

0
1/300
1+(x-300)/2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x＜150
150≤x

0
1/150

다세대주택

BA 6-1

x≤130
130＜x≤200
200＜x

0
1
1+(x-200)/130

x

1/120

BA 6-2

주택규모별
주차장 설치 기준
전용면적(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x＜50
50≤x≤150
150＜x

0
1
1+(x-150)/100

다세대주택

x≤85
85＜x

1/75
1/65

BA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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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B.A : 1-1 / 2-1 / 3-1 / 4-1 / 5-1
S.C : 100㎡ / 1:1
Period : 197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2

B.A : 1-1 / 2-1 / 3-1 / 4-1 / 5-1
S.C : 100㎡ / 1:1.5
Period : 197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5

B.A : 1-2 / 2-1 / 3-1 / 4-1 / 5-1
S.C : 100㎡ / 1:1
Period : 197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6

B.A : 1-2 / 2-1 / 3-1 / 4-1 / 5-1
S.C : 100㎡ / 1:1.5
Period : 197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9

B.A : 1-3 / 2-2 / 3-1 / 4-2 / 5-1 / 6-1
S.C : 100㎡ / 1:1
Period : 198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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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0

B.A : 1-3 / 2-2 / 3-1 / 4-2 / 5-1 / 6-1
S.C : 100㎡ / 1:1.5
Period : 198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3

B.A : 1-1 / 2-1 / 3-1 / 4-1 / 5-1
S.C : 250㎡ / 1:1
Period : 197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4

B.A : 1-1 / 2-1 / 3-1 / 4-1 / 5-1
S.C : 250㎡ / 1:1.5
Period : 197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7

B.A : 1-2 / 2-1 / 3-1 / 4-1 / 5-1
S.C : 250㎡ / 1:1
Period : 197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8

B.A : 1-2 / 2-1 / 3-1 / 4-1 / 5-1
S.C : 250㎡ / 1:1.5
Period : 197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11

B.A : 1-3 / 2-2 / 3-1 / 4-2 / 5-1 / 6-1
S.C : 250㎡ / 1:1
Period : 198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12

B.A : 1-3 / 2-2 / 3-1 / 4-2 / 5-1 / 6-1
S.C : 250㎡ / 1:1.5
Period : 198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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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3

B.A : 1-3 / 2-2 / 3-1 / 4-2 / 5-1 / 6-1
S.C : 100㎡ / 1:1
Period : 1980s
BCR : 5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13
Scale : 1/200

CASE 16

B.A : 1-4 / 2-2 / 3-2 / 4-3 / 5-2 / 6-2
S.C : 100㎡ / 1:1
Period : 199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17

CASE 16
Scale : 1/200

CASE 20

B.A : 1-4 / 2-2 / 3-2 / 4-3 / 5-2 / 6-2
S.C : 100㎡ / 1:1
Period : 1990s
BCR : 5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20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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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 1-4 / 2-2 / 3-2 / 4-3 / 5-2 / 6-2
S.C : 100㎡ / 1:1.5
Period : 199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17
Scale : 1/200

CASE 14

B.A : 1-3 / 2-2 / 3-1 / 4-2 / 5-1 / 6-1
S.C : 250㎡ / 1:1
Period : 1980s
BCR : 5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15

B.A : 1-3 / 2-2 / 3-1 / 4-2 / 5-1 / 6-1
S.C : 250㎡ / 1:1.5
Period : 1980s
BCR : 5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14
Scale : 1/200

CASE 18

B.A : 1-4 / 2-2 / 3-2 / 4-3 / 5-2 / 6-2
S.C : 250㎡ / 1:1
Period : 199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19

CASE 18
Scale : 1/200

CASE 21

CASE 15
Scale : 1/200

B.A : 1-4 / 2-2 / 3-2 / 4-3 / 5-2 / 6-2
S.C : 250㎡ / 1:1.5
Period : 199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19
Scale : 1/200

B.A : 1-4 / 2-2 / 3-2 / 4-3 / 5-2 / 6-2
S.C : 250㎡ / 1:1
Period : 1990s
BCR : 5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21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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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2

B.A : 1-4 / 2-3/ 3-2 / 4-3 / 5-2 / 6-2
S.C : 100㎡ / 1:1
Period : 199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23

B.A : 1-4 / 2-3/ 3-2 / 4-3 / 5-2 / 6-2
S.C : 100㎡ / 1:1.5
Period : 199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22
Scale : 1/200

CASE 26

B.A : 1-5 / 2-3/ 3-2 / 4-3 / 5-2 / 6-3
S.C : 100㎡ / 1:1
Period : 200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27

CASE 26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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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3
Scale : 1/200
B.A : 1-5 / 2-3/ 3-2 / 4-3 / 5-2 / 6-3
S.C : 100㎡ / 1:1.5
Period : 200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27
Scale : 1/200

CASE 24

B.A : 1-4 / 2-3 / 3-2 / 4-3 / 5-2 / 6-2
S.C : 250㎡ / 1:1
Period : 199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25

B.A : 1-4 / 2-3 / 3-2 / 4-3 / 5-2 / 6-2
S.C : 250㎡ / 1:1.5
Period : 199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24
Scale : 1/200

CASE 28

B.A : 1-5 / 2-3 / 3-2 / 4-3 / 5-2 / 6-3
S.C : 250㎡ / 1:1
Period : 200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25
Scale : 1/200

CASE 29

CASE 28
Scale : 1/200

B.A : 1-5 / 2-3 / 3-2 / 4-3 / 5-2 / 6-3
S.C : 250㎡ / 1:1.5
Period : 2000s
BCR : 60%
Zone : Residential Class 2

CASE 29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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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ARCHITECTURE

서명철 SEO, MYEONG-CHEOL

김성홍 스튜디오 KIM, SuNG-HONG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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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건축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재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건축가들의 사회적 참여 역시 늘어나
고 있다. 여행을 다니면서 건축가의 사회참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재
난 건축이라는 카테고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재난 건축을 재난 발생
시 채 난민들이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했고, 재난 발생 후 약 1개월
~8개월 동안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공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기성제
품에 맞는 조인트만 따로 생산하여 결합하는 방식이고, 기술자가 없더라도 매뉴얼만 가
지고도 사람들이 조립 가능한 건축물에 주안점을 두었다.

재난 현황 및 통계자료
인원 피해 현황(사망, 실종)

규모 4.0 이상 지진 현황

“주거” 공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주요 사건 통계 및
전국 임시 피난처 현황

대설 피해 현황

피해 및 복구 현황

태풍 피해 현황

연평도 포격
150명
이재민 발생 현황(05~13년)

동해안 산불
340여 명
호우 피해 현황

의정부 화재사건
226명

포항 산불
300여 명
재해별 이재민 발생 현황
단위: 명
(05~13년)

사회 재난 현황

세월호 사건
200여 명 이상

홍수,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들 발생

22

Drought

$420억 $55억

Volcano

$710억 $490억

Mass movement

$6360억

Wildfire

237268명 155799명
156770명
17688명
2472명 1549명 821명

Extreme temperature

11억4100만

Flood

People Killed

Earthquake

Storm

Volcano

Wildfire

Drought

Mass movement

759708명

Flood

9600만
560만 560만 250만

Extreme temperature

1억1200만

Storm

People Affected

Earthquake

Volcano

Wildfire

Mass movement

Extreme temperature

24억3700만

Earthquake

Storm

Drought

Flood

Impact by disasters

$7200억

$4800억

Damage

6억2800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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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후 건축적 대처방안 사례
THE HOUSING GAP

[피난처 응급대피]
재해 후 초기 기간으로 인명 구호활동 전개
- 안전한 대피시설로 피난하여 2차 피해를 막음
- 이재민들에게 물, 음식물, 모포, 의류 지원

TOP VIEW

- 프라이버시 X
- 쾌적성, 거주성 X
- 심리적 불안감
- 질병 전염의 위험성

THE HOUSING GAP

[임시 주거공간 입주]
임시 주거공간이 공급되고 인프라 시설의 가설
보상 협상과 영구주택을 위한 공사 과정 동안 지낼
임시 쉘터의 필요

- 설치 용이
- 재사용성이 뛰어나다.
- 난방 텐트로 최소한의 단열
- 시선 차단이라는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확보 가능
- 높이에 의한 활동성의 제한
- 1인당 최소 필요공간 면적 불충족
- 공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는 어렵다.
- 비용 : 149,000원 / 1EA

주거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 본래의

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

THE HOUSING GAP

- 1가구

= 1동 원칙 - 세대수에 따른 가변성 부족
- 1동 = 340만 원 책정
- 단열 문제 : 겨울나기
- 이동식 크레인이 필요
- 해체 분리 조립성은 좋으나 일반인 조립 불가

재난 발생 후 건축이 개입할 수 있는 두 단계가
형성된다. 첫 번째는 급하게 안전한 장소들로 사람들이
피신한 경우이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모여 사태를
바라보거나 피신해 있게 되고,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장기전으로 되어가면서부터 “장기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임시 쉘터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한다.
- 숫자가 많지 않다.
- 3.3㎡당 200만 원 이상(단, 설비 포함)
- 지게차로 올려서 트럭으로 이동 가능
- 설치 1~2일 / 전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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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건축의 요건
최소한의 조건

재난 건축 필수 요소

프라이버시

조립성

재난 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가변성

기후

조립성

5

짐의 유무

최소 설치 인원
재료 구입성

단열성 구성원 수

틀 설치 후 조립한 벽체와 볏짚
보드를 틀에 끼워 넣는다.

머물 기간

1

1인당 최소 주거면적
: 3.5㎡

거주성 : 안정, 쾌적

경제성

이동성

설치 장소 : 실외/시내

6

거주성

트럭에서 부재들을 내리고
기초판을 설치

재난상황에서 수요에 비해 기술자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에 매뉴얼들과 함께 일반인 혹은
발런티어들이 설치 가능한 임시 건축물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가변성
TYPE 1

TYPE 2

7

기초판 위에 바닥재들을
올려놓는다.

TYPE 3
3

4

단열성

기둥 - 보 구조이기 때문에 외벽이 하층으로부터 자유로워
공간 구획이 다양하고 결합방식을 통해 구성원의 숫자에 따른
평면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동성

기둥과 지붕부재를 연결한다.

8

접합부분을 바닥과 연결 후
기둥을 끼운다.

기둥 - 보 구조를 사용하여 벽체가 하층으로부터 자유로워
임의로 공간의 구획 및 확장을 할 수 있다.

접합부분을 끼워가며
지붕을 조립한다.

PVC MEMBRANE 설치 및
문/창틀 설치
9

벽체를 조립한다.
(테이프 연결)

완성

재료
일상의 재료

볏짚 보드 : 친환경 볏짚 단열재
공기 청정 및 온습도 조절
900X1800 사이즈 - 2만 원

여기에 추가로 스티로폼 단열재, 에어캡 등 기후에 따라 보강이
가능하다.

보관창고

따로 형태를 가공하지 않고 기성 재료 그대로를 가져와 결합한다.
단, 결합부의 조인트는 미리 제작 후 창고에 보관된다.
모든 부재들은 1톤 트럭 1대 또는 2대의 적재함에 실려 이동된다.

파이프, 합판, 볏짚 보드, PVCX 골판지 등은 창고에서 보관하면서
재사용할 수 있고 원래의 용도대로 돌아가 다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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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건축 제안

기둥 파이프

십자형 조인트

바닥-조인트 연결 부분

나무 조인트

26

나무 조인트

AXONOMETRIC

PVC 멤브레인

GRP 파이프

목재 프레임

알루미늄 프레임

PVC 골판지
볏짚보드

GRP 파이프
지름 140mm

알루미늄 프레임

목재 합판 10mm

볏짚보드 50mm

GRP 파이프 : 지름 140mm

프레임
나무합판 10mm

목재 합판 10mm

PVC 골판지 : 5mm
볏짚보드 : 5mm
PVC 골판지 : 5mm

H빔 200×200

볏짚보드 50mm
나무합판 10mm
H빔 200mmx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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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천/커튼
철제 비계
클램프

철제 비계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공간 확보
재난 건축에 특히 재료의 순환성을 고려한 아이디어.
재난 건축을 따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재난 건축이 반드시 재난 상황만을 위해 존재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있던 기성품들이 재난 건축 시에 응급 건축이 되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그러면서 건자재들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흔히 공사장에서 사용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철제 비계를
조립함으로써 실내 대피 시 가장 문제가 되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각각의 공간을 제안하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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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속 어린이집

송민석 SONG, MIN-SEOK

김성홍 스튜디오 KIM, SuNG-HONG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Multiple Housing
Renovation, New
Nursery

Most of nursery house is placed in multiple housing in Korea. It looks
efficiently, but infants’ scale is different to adult’ scale, which fit such
places. So, I wanted to design nursery house by renovating general
multiple houses. And when we partitioning a space within the normal
builidngs, the most frequently used method is wall. However, as the
term Open Plan, rather than always wall, light, furniture, height,
skylights, such as a roof. It is possible to design the spatial in various
ways. At this Project, I wanted to constitute a space without walls.

처음에 가졌던 건축적 질문

Architectural Question of Design
공간의 분할 및 구획의 방법에 벽을 꼭 사용해야만 하는가

Finding ways of Separating space without wall

보통 건축물 내에 공간을 구획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Open Plan이라는 용어가 있듯이 꼭 벽이 아닌 빛, 가구, 단의 높이, 천창, 지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졸업작품 설계에서 벽이 없이 공간을 구성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먼저 ‘어린이집’으로 설정하고 진행을 했기에 그에 따른 자료들을 찾아 보았다.

Case Study : Vittra School Telefonplan by ROSANBOSCH

32

그렇지만 Vittra School의 면적을 고려해보면 한국에서는 저렇게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큰 대지도 없다.
또한 건축 법규 상의 제한과 규정 때문에 외국 사례 규모의 평면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Open Plan을 Vertical한 공간,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세운다면 대지면적이 작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Open Plan에서 Open Section이란 용어를 생각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벽을 이용한 가장 단순한 구획 방법에서
슬라브와 위가 막히지 않은 경사진 벽을 이용해서 다양한 크기의 공간을
구획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어린이집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종류 :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국공립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정원 300명 이하
가정 : 개인이나 가정 또는 구에 준하는 곳에 설치. 정원 영유아 5~20명 미만
민간 : 기타 다른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나 개인이 운영. 정원 21~300명 이하
어린이집 시설 : 보육실, 유희실, 수유실, 실내 활동 공간, 수면실, 식당, 주방, 화장실, 교사실 (+ 규모에 따라 보건실 등등), 야외 놀이터

기존의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방식

그에 따른 공간의 성인 vs 유아
Scale의 부조화

이상적인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방식

그에 따른 공간의 성인 vs 유아
Scale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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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Infants

1 month

6 months

13 months

18 months

2 years

2 years

2 years

3 years

3 years

4 years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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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8 months

10 months

12 months

20 months

2 years

4 years

4 years

Caring program

Renovation Space Placement

1 years

5m

2 years

4m
3 years

4 years

3m

1m

1.2m

2m

1.5m

1.8m

1m
kang
SONG,
jung
MIN-SEOK
hwan 35

지상 1층 평면도
축척: 1 / 200
36

지상 2층 평면도
축척: 1 / 200

지상 3층 평면도
축척: 1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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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4층 평면도
축척: 1 / 200

지상 5층 평면도
축척: 1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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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unity
actuator
why the urban parking

임보람 lim, bo-ram

김성홍 스튜디오 KIM, SuNG-HONG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序]

현대 도시의 시작은 주차장에서 시작된다. 널리 보급된 자동차를 타고 도시를 누비며,
대형화된 상업 공간을 널뛰기하듯 점핑한다. 때문에 우리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서부터 건축의 경험이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현대 도시의 시작과 끝은 이 주차장에 있
다. 근대 도시의 관문은 기차역이었다. 도시 사이를 이동하는 특급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동안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 도시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대부분 기차역에서부터 시작된
다. 혹은, 기차역을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 그 무엇인가가 교환되는 공간. 그것이 경험의
전환. 혹은, 차에서 사람 스스로 두 다리를 이용하여 경험되는 지점. 속도의 전환이 일어
나는 공간. 그곳이 바로 현대의 주차장이다.

COMMUNITY ACTUATOR
re-conceptualizes the parking structure from a private singular
enterprise to a multivalent public service provider. By using
programmable parking system, the community actuator not only
efficiently stores cars for individuals, but also contains much needed
urban public spaces that are activated by the infrastructure stored
within the system. Community actuator is a new way to recast an
urban infrastructure as a flexible and adaptable purveyor for public
services.

Turning point in experience

past

present

Design idea

district
(super-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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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node
(spatial node)

Site Condition

topography

zoning

URBAN

street network

PEOPLE

Bldg. PROGRAM
(TRANSITION)

PEOPLE

URBAN

GREEN

GREEN

PEOPLE

edge

visual
lan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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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rangement of parking garage

01. TARGET F. A. R.
200%

02. No. of CAR STOREYS
Using traditional parking aisle design, maximizing
parking spaces with the zoning envelope would only
yield 583 spots

car ramp and circulation
people circulation

south

03. CIRCULATION

05. GREEN SPACE

Multiple car ramps and circulation paths ensure easy
access to retrieve both car and other facilities

Each tray is dynamically allocated to the most suitable
slots accrding to its use. for example, garden pods
would be allocated to the south facede during daytime

44

car

green house

pop-up store

communal storage

community
garden pods

04. FLEXIBILITY PROGRAM
The system essentially is a large scale compact storage system. This flexibility and compactness offer up
opportunites to store other items that an unban community needs, such as community garden pods, urban
greenhouse, pop-up cafe, pop-up food stalls.

office
garden nook
corner market

06. COMPLEX PROGRAMS

07. FACADE

The compactness of the system also offers up precious
real estate for distinct outdoor public space

Stalls are modularized with different density of structural members according to different structural needs.
Then, these unit can be cheaply prefabricated off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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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1. 국기원
2. Car park enterance
3. Building enterance

46

Ground Floor Plan

1. Retail
2. Retail service
3. Cafeteria
4. Car park enterance
5. Buliding enterance

Fifth / Seventh Floor Plan

1. Office
2. Garage parking

Sixth / Eighth Floor Plan

1. Office
2. Garage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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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s eyeview & Worm’s ey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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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side ;
벽돌, 기둥, 유리, 기계

정우진 JUNG, WOO-JIN

김성홍 스튜디오 KIM, SuNG-HONG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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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인 것들의
충돌

빌라 아드리아나는 시간이 지나며 기존 건물에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곳이다.
새롭게 지어진 건물들은 각각의 언어를 갖고서 기존 건물들과 만나며 서로 어긋나기도
하며 겹치기도 한다. 이때에 서로 다른 언어가 만나면서 의도치 않게 생긴 공간과 긴장
감에 나는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런 이질적인 것들의 충돌에 관하여 공부를 해보고 싶
었다. 이질적인 것들의 만남에는 충돌 외에 차용, 변용, 변환의 제스처가 있음을 발견했
고 이러한 방식들로 이번 설계를 진행하였다. 만나게 할 이질적인 건축언어는 김수근 건
축가의 대공분실과 김중업 건축가의 프랑스 대사관에서의 그것이다. 그 둘은 각각 벽돌
과 기둥 보, 좁고 김과 장방형, 폐쇄적과 개방적, 분리와 오픈 플랜 등 완전히 반대되는
언어가 사용된 건축물이다. 그 둘의 언어를 만나게 했을 때 어떤 공간을 만들어 내며, 어
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계획한 나조차도 최종 결과물을 알 수 없었던 어쩌
면 운에 맡겨야 하는 작업이었다.

발단

빌라 아드리아나는 이질적인 건축물들이 서로의 존재를 주장하며
전혀 타협하지 않고 서로 충돌하고 관입한다.

빌라 포스카리는 로마 목욕탕의 십자형의 공간을 차용하여 공간
형태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빌라 슈타인은 빌라 포스카리의 공간은 가져왔으나 재해석하여
변용하였다.

서도호 작가의 집 속의 집은 모든 것은 같으나 재료만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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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업 건축가의 프랑스 대사관은
외교업무와 외부 인사 접견 등,
외부와 접하는 활동을 수용하는
정방형 모듈의 오픈 플랜의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공간을 갖는다.
개방적인 대공간을 가능케하는
기둥을 어떻게 해야 더 가볍고
날렵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였다.

김수근 건축가의 대공분실은 고문이라는 프로그램을 위한 좁고 길며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영역을 분리시킨 폐쇄적인 공간구조를 갖는다.
동시에 이 건물도 다른 그의 작품처럼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간 사옥
과 같은 흙벽돌로 쌓여졌다. 공간도 사실은 공간 사옥과 비슷한 점이 많아
이복동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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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대공분실은 현재 경찰청 인권보호 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고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던 5층은 외부인에게 개방해
고문실을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해두고 있다.
4층은 민주운동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객은 많지 않으며 점차 잊혀 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층이 인권센터로 사용되는데 활발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센터장이 현재 비어있는 등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공분실을 리노베이션 해서,
민주운동 탄압의 어두운 역사를 다시 양지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인권센터의 역할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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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분실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동력을 바로 옆에 위치한
남영역과의 연계에서 찾았다. 남영역은 현재 북쪽에 위치한
출구 하나만 가지고 있어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하다.
게다가 남동쪽의 미군 기지가 반환이 됨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불편은 더해질 것이다.
따라서 2번 출구를 만들어주어 불편을 해결해 줌과 동시에
대공분실을 연계시켜 생명력을 불어넣으려 하였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매스는 앞서 프랑스 대사관에서의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에 맞는 공간을 만들며 이는 대공분실과의
대비를 이루어 서로의 공간감을 극대화할 것이다.
둘의 관계를 다루는 제스처는 앞서의 충돌, 변용, 차용, 변환을
사용하여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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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2F

1
2
3
4
5

1 북 카페
2 화장실
3 사무실

로비
인권센터 1층
다목적홀
화장실
관리실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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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ing Pin,
연결고리

조효재량 Cho, hyo jae-ryang

김성홍 스튜디오 KIM, SuNG-HONG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탄천 수변공간 활용
프로젝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까지 국제업무지구와 잠실운동
장 공원화 계획에 의해 변하게 될 탄천 수변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제안한다. 기존 코엑
스 도심지와 잠실운동장 휴게지 사이, 한강변으로 따라 내려오는 자전거도로와 도심지
위의 도보 사이, 제방 위와 탄천변 사이를 이어주고 도심지와 휴게지 중간 경계에 있는
정거장으로서 도심지에 필요한 공간과 휴게지에 필요한 공간을 가지고, 자주 범람하는
탄천에 의해 제방 공간의 계획 홍수위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범람 시에도 사용 가능한 공간을 생각했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주요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울
연면적
용적률
건설규모
구조
외장

:
:
:
: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86-5
근린생활시설
42569㎡
2319㎡
2.34%
3549㎡
8.33%
지상 4층,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노출콘크리트

서울시 자전거 도로

출퇴근 교통수단 이용 비율
0

20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67%)

서울시 기업 현황

자가용
(17.8%)

60

도보
(10.4%)

80

자전거
(2.8%)

스쿠터/바이크
(1.9%)

100

기타
(0.1%)

자전거 출퇴근 이용자 요구 사항

가까운 거리

62

40

보관용이

전용도로

샤워시설

코엑스 - 탄천 - 잠실운동장

-

강남구

탄천

도심지

범람지역

송파구

수변공간

휴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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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의 수변공간과 제방
기본 제방구조

탄천 대지 단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86-5

코엑스

DIAGRAM

스터디 & 디자인 프로세스

EXSITINGS

CUT OF EARTH

SLOPE
P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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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 FLOOD

BIKE
RACK

STEP 1
STEP 2

잠실운동장

STEP 3
STEP 4

프로그램

SPLIT & SHIFT

MAKE VOLUME

ABSORB LIGHT

SPA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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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plan

Roo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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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loor Plan

AA' Section

Bridge Floor Plan

AB' Section

Base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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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나규태, 임혁, 주은지, 조재은, 송수헌, 신준호, 두근홍, 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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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LIFE
IN SEUN

곽장준 GWAK, JANG-JOON

김성홍 스튜디오 KIM, SuNG-HONG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Can’t we live in house well-mixed with office, shop, garden? Can’t
we have entrance at the front of this well-mixed house? In seun
apartment.

도심. 주거와 업무, 상업, 녹지의 조화.
그리고 주거로의 기분 좋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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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이번 설계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주거, 업무, 상업, 녹지)을 한 건물에 섞어 계획하면서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이러한 복합 건물 각 층을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을 갖춘 하나의 ‘마을’로 바라보는 과정을 거쳤
다. 그 과정에서 복도를 ‘길’로 보아 ‘집합주택에서 이 복도를 이용하여 단독주택과 같은 전면부 진입 방
식을 취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으로 설계가 진행되었다.

설계의 적용 방식
복합건물을 이루는 방식은 한 명의 건축가가 아닌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가진 각각의 건축가가 설계한
클러스터들이 모여 하나의 복합건물을 이루는 방식으로 생각했다.
대상지인 세운 아파트를 건물이 아닌 사이트로 보았고, 사이트에 각 유닛 클러스터를 설계함에 있어 한
명의 건축가가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춘 여러 건축가들의 생
각이 모이는 것이 다양한 삶의 방식에 건축이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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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HOUSE, S = STUDIO, G = GARDEN, C = COMMERCIAL

FIRST PROGRAM
DESIGN OF
SEUN SANGGA

NOW(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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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TIME

NIGHT TIME

일반적인 주거/업무/상업 건물은 시간대에 따라 그 이용 정도가 달라진다.
주택은 주로 낮 시간대에 비어 있거나 이용자가 줄어들게 되고,
업무용 건물의 경우 저녁이나 밤 시간대가 되면 공실률이 높아지게 된다.
주거와 상업/업무 시설을 섞어서 계획할 경우 건물이 쓰이지 않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업무와 주거 사이에 위치한 마당 공간을 시간대에 따라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서
다양한 풍경을 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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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주택

단독주택

(MULTIPLE DWELLING HOUSE)

(DETACHED HOUSE)

문배동 콤플렉스 하우징(오피스텔)

외부

수직동선

옛 한국의 주거형태

반외부

내부

외부

반외부

내부

우면 2지구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외부

수직동선

내부

반외부

제기동 원룸형 주택

반외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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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동선

내부

내부

현대 주택 중 집합주택의 진입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
분의 경우 주택의 후면부(큰 창이 없는 내부 혹은 빈
외부의 복도공간)에서 진입하는 방식을 가진다.
반면 단독주택의 진입 방식은 주택의 전면부(사유 외
부공간인 마당 혹은 길)에서 진입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본래 우리의 주거형태에서 가지고 있던 전면부
진입 방식이 공동주택의 특성상 외기와 면하는 공간
(주로 발코니)의 확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조
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계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주거, 업무, 상업, 녹
지)을 한 건물에 섞어 계획하면서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가.’로 시작하였고, 이러한 복합 건물
을 하나의 ‘마을’로 바라보는 단계를 거치면서 복도를
‘길’로 보아 ‘그렇다면 집합주택에서 이 복도를 이용하
여 단독주택과 같은 전면부 진입 방식을 취할 수는 없
는가.’ 하는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세운 아파트의 중정 공간에 새로운 동선을 만들어 줌으로써
정적이던 void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또한 이 동선은 중간중간 쉼터와 녹지 등 좋은 조건의
공유 공간을 만들어주고 클러스터 앞의 기존 복도의 통과 동선을 줄여줌으로써
각각의 클러스터로의 진입공간은 더욱 사적으로 만들어 준다.
각 클러스터로 진입하는 공간의 사유성이 강해지면서 기존의 복도 공간 중에는
쓸모없는 구역이 생기게 되고 쓸모없는 기존 복도공간에 면한 유닛의 소유자는
해당 유닛을 기존 복도 쪽으로 확장하여 복도를 완벽히 사유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세운 아파트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더 많은 면적을 사유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Each cluster has its own circulation.
It isn’t interrupted by circulation of other
cluster

People will not have to walk through
some area of existing corrider.
Owner of unit which has none-useful
existing corrider can extend his unit
area to corrider.
cluster A

cluster B

cluster B

H = HOUSE, S = STUDIO, G = GARDEN, C =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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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9

김정태 KIM, JEONG-TAE

김성홍 스튜디오 KIM, SuNG-HONG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Library based
on 9 by 9
geometric cube
in Seongbuk-gu

설계할 프로그램은 도서관이다. 사회가 복합화됨에 따라서 도서관 또한 비대해지고 복
합되는 양상을 띄고 있지만, 사회의 트렌드와는 다르게 이번에 설계할 도서관은 복합문
화시설로서의 도서관이 아니다. 오히려 복잡한 사회에서 도서관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
으로 묻는다. 도서관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그 답을 도서관과 독서실의 차이
에서 찾는다. 독서실이 단지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도서
관은 타인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전환하는 곳이다. 모름지기 도서관은 책으로 둘러싸
인 장소이자, 책을 읽기 가장 편한 장소여야 한다. 도서관의 서고는 찾는 사람들로 하여
금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그것이 도서관의 본질이라 생각
한다.

Site Story
사이트는 현재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땅이다.
원래는 교육부 소유의 땅이었다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이곳은 국한문 어학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계획이 전면 취소되고 현재의 황량한 땅으로 남아있다.
시민들의 사적인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고추밭이며 상추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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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y design
과거 기하학은 건축을 구성하는 절대적인 질서로
작용했다. 건축가들은 기하학에 숨어 있는 절대적
진리와 관념적 완벽성을 탐구했고, 건축으로 해석
하려 했다. 하지만,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기하학의
관념적 완전성은 의심을 받고 있다. 자연스럽게 건
축에서 또한 기하학을 절대적인 질서로 받아들이
지 않는다.
기하학이 과거의 영광스러운 지위로부터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건축을 구성하는 핵심적
인 질서로 역할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현대 사회에
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기하학에서 일상의 공간에
서 쉽게 경험 못할 신비스러움을 느끼곤 한다.

Villa Rotonda

Phillips Exeter Library

Stuttgart City Library

Library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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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program

render image
1F reading area

render image
B3F book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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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으로 구성된 건물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내부는 거대한 서고의 역할을 하며, 빛을 충만
하게 받는 외부는 사람들이 책을 읽는 열람실
로 사용된다. 땅 속에 묻혀있는 내부의 서고는
육중한 콘크리트 벽이 켜켜이 쌓여있는 모습으
로 땅 속에 있다는 분위기를 자아내며, 천장으
로 들어오는 빛을 향해 천천히 상승한 사람들
은 벽 하나를 전후로 완벽하게 다른 분위기의
외부공간을 만나게 된다.
밝은 외부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원하는
방향에서 열람실을 둘러싼 자연환경을 느끼며
편안하게 책을 읽는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보
이는 육중한 덩어리 속에 거대한 서고 공간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보이는 육중한 덩어리 속에 거대한
서고가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다.

structure detail

지붕은 와이어를 이용하여 장스팬의 하중을 견딘다. 인장력을 받
는 와이어는 9m 간격으로 가로, 세로 세 곳에 설치된다. 뼈대
가 되는 철골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철골로서, 용접으로 고정한
다. 철골 사이에 삽입되는 유리는 삼중의 구조를 갖고 있다. 상부
와 하부의 유리 사이에는 자외선의 유입을 조절할 수 있는 필름
을 삽입하여 열람실이 햇볕에 의해 과열되는 것을 예방한다. 뿐
만 아니라 투명한 유리와 불투명한 유리가 섞여서 배치됨으로써
열람실로의 그림자를 드리워 열효율을 높이는 한편, 열람실을 이
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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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사이트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첫인상은 땅 위로 정갈하게 올
라와 있는 유리 매스 안에서 사
람들이 편안히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따뜻한 햇볕을 받으
며 숲으로 둘러싸인 투명한 공
간에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책
을 읽고, 건물은 눈에 띄지 않
게 땅 속에서 사방으로 확장되
어 필수적인 공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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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Ways of
Co-Living

박준수 PARK, JUN-SU

김성홍 스튜디오 KIM, SuNG-HONG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고시원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사이의 새로운 법적
주거유형 제안

보문동은 1937년 최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돈암 지구에 속하며 단층의 도시
형 한옥이 다수 포진해 있어 여타 도시지역에 비해 저층부의 건물들이 주를 이루어 전
반적으로 낮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지에 계획상 들어서게 될
고층 아파트는 보문동의 수직적 맥락에 커다란 위화감을 조성한다.
정해진 용적률, 즉 주거의 밀도를 채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아파트와 같
이 적은 건축면적을 수직적으로 높이 쌓아올리는 방법 이외에도 적정 건축면적을 채우
며 비교적 저층으로 주거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밀도를 채울 수 있다. 후자의 방법은 해
당 보문동 사이트의 수직적 컨텍스트에 조화를 이루며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와는 다른
주거유형을 제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거에 있어 근래에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는 역시 1인 가구의 극적 증가이다. 2014년
488만(26.5%)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2015년 현재 506만(27.1%)이며 머지않은 2030
년에는 709만 즉, 총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무려 32.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셰어하우스 시장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개의 셰
어하우스의 경우 기존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임대하여 인테리어를 새롭게 꾸며
다시 임차인에게 세를 주는 전대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구조적 변형이
불가하며 따라서 공간 창출 상에 제약이 크고 동선의 창조적 변형이 불가하다는 여러 가
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대 방식이 아닌, 셰어하우스 신축의 경우에는 그 법
적 분류가 모호해진다.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 일정 생활공간을 함께 쓰지만 고시원으로
분류하기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애매해지고, 1인 주거 보통의 원룸 즉, 원룸형 도시형생활
주택은 욕실과 부엌의 설치를 의무로 하므로 이에도 속하지 않는다. 고시원같이 비좁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단점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자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유공
간이 부재하다는 단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하여 두 유형의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새로운 중간 마켓의 가능성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Site Analysis

보문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선정 지역

보문동 사이트 주변 도시형 한옥 분포

Scale : 1/2000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 사업단계 : 사업시행인가 / 2014. 3. 17.
· 인구 : 442세대 / 1,122명
· 건립세대수 : 계획세대수 442세대
조합원세대수 0세대
· 계획층수 : 15층
· 용적률/건폐율 : 245.01% / 26.17%
· 연면적 : 54,104.2m²
· 건설사 : (주)SK건설

Scale : 1/2000

· 구역지정일 : 2007. 10. 25.
· 추진위승인일 : 2004. 9. 6.
· 조합설립인가일 : 2008. 9. 9.
· 사업시행인가일 : 2014. 3. 17.

정해진 용적률, 즉 주거의 밀도를 채우
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아파트와 같이 적은 건축면적을 수직적
으로 높이 쌓아올리는 방법 이외에도
적정 건축면적을 채우며 비교적 저층으
로 주거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밀도를
채울 수 있다.
후자의 방법은 해당 보문동 사이트의
수직적 컨텍스트에 조화를 이루며 천편
일률적인 아파트와는 다른 주거유형을
제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서게 될 아파트 2동의 예상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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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조감도

보문동은 1937년 최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돈암 지구
에 속하며 단층의 도시형 한옥이 다수 포진해 있어 여타 도시지
역에 비해 저층부의 건물들이 주를 이루어 전반적으로 낮은 스
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상 들어서게 될 고층 아파트는 보문동의 수직적
컨텍스트에 커다란 위화감을 조성한다.

Social Issue
한국 1인 가구 증가 추이
총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로 생활시 예상되는 어려움
762만

단위 : %

709만

36.0

심리적 불안감·외로움
506만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

488만

1인가구 대상 셰어하우스 시장

기타

(단위:실)

21.8
16.6

경제적 불안정
노후에 대한 불안감

10,000

5,000

10.1

2,000
1,700

15.5
2011

2014

2015

2030

2013

2015

2011(년)

2035

Phenomenon Analysis
기존 셰어하우스 유형분석
하우징 쿱

가양동

하심재

소행주

·10가구 이하의 다세대 집합주택
·주차장 확보 위해 필로티 형성
·저층부에 근생, 옥상에 공용공간 배치

함께 주택

방학동
두레

해방촌
빈집

보더리스

우주/
통의동 집

·기존 건물 이용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 다시 임차인에게 세를 놓는 전대 방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의 한 층 이상
·방을 제외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공용

대개의 셰어하우스의 경우 기존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임대하여 인테리어를 새롭게 꾸며 다시 임차인에게
세를 주는 전대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구조적 변형이 불가하며 따라서 공간 창출상에 제약이 크고
동선의 창조적 변형이 불가하다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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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열악한 공유공간

고시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비좁은 개인 공간

개인 공간의 확장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유공간 확보

공유공간의 실질적 활성화

대부분의 셰어하우스의 경우 기존의 주택들을 이용한 전대 방식을 취하
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협동조합에 의한 것이 아닌 셰어하우스 신축
의 경우에는 그 법적 분류가 모호해진다.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 일정 생활공간을 함께 쓰지만 고시원으로 분류하
기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애매해지고, 1인 주거 보통의 원룸 즉,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욕실과 부엌의 설치를 의무로 하므로 이에도 속하지
않는다. 고시원같이 비좁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단점과 원룸형 도시형생
활주택에 거주자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부재하다는 단점을 동
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하여 두 유형의 사이에 위치
할 수 있는 새로운 중간 마켓의 가능성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개인의 수요에 따라 선택권 부여하며 다채로운 공유공간 활성화 도모

Single Unit Research
대표 1인주거 유형 분석

주거 유형

고시원/홈스테이

하숙

원룸

5.37m²

9.05m²

16.47m²

평면도

전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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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공간의 부재

Strategy
공용공간의 전용화 전략I - 계단실

단순 이동수단으로서의
계단실

계단참의 중첩을 통해
사용빈도 증가

공용공간의 전용화 전략II - 복도

계단참에 다채로운 공유공간을
덧붙여 자연스런 거주자간
마주침 유도

기존 중복도형 공동주거 형태

세대당 일정공간 할애하여
복도와 맞닿은 공유공간 형성

사용빈도가 비교적 적은 복도공간을
더하여 간헐적으로 공유공간
확장 사용

Unit
Unit Composition

전용 면적
Option

17.34m²
Balcony

17.34m²

15.64m²

13.74m²

13.74m²

Balc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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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lan

Type B
2F Housing Plan

Type A
2F Housing Plan

Type B’
2F Hous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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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Type
2F Housing Plan

Master Plan

건축개요
· 주소 : 서울 성북구 인촌로 1길 42-1 외 43필지 합필
· 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세대수 : 108세대
· 주차대수 : 54대 (지하)
· 대지면적 : 2,408m²
· 건축면적 : 1,366m² (건폐율 56.7%)
· 총 연면적 : 4,794m² (용적률 199.08%)
· 상업전용면적 : 338m²

1F Zon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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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er Sh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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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Pictures

Type B Section

Type A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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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School
Invigoration:
Prototype

강신웅 KANG, SHIN-WOONG

김성홍 스튜디오 KIM, SuNG-HONG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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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교
리노베이션 원형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초등학생 수가 30% 이상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
여 기존 초등 학생 수에 맞게 설계된 초등학교 건물의 공간의 여분이 생겨 활용도면에
서 낭비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공간에 대응하여 공간의 활용성을 적극적으로 풀어내어,
기존 초등학교에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여 학교의 디자인적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본
디자인의 목적이다.기존 학교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두어, 그 구조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는 방식을 사용한다. 기존 학교 건물 구조는 교실과 복도로 나누어져, 콘크리트 기
둥 보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어, 상기 안건과 관련된 서울 내의 모든 정형화된 구조의 학
교에 적용시킬 수 있는 원형 디자인을 제안한다. 초등학교의 남는 공간을 이용하여 일반
교실의 수를 줄이고 특별교실의 수를 늘려, 특별교실을 모두 최상층으로 이동시킴으로
써 기존의 구조 위에 지붕과 외피로서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핵
심 요소이다.

Summary

Synopsis

“SPACE CREATED”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have been significantly decreasing for past decade.
While the number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have not shown
evident change, the number of primary school students have dropped
from 4,023,000 to 2,784,000 which is nearly 30% fall.
Schools have been buillt corresponding to the approximate number of
resident students. Such phenomenon
has created left spaces in primary
schools.
The utilization of such spaces is the
key design of the project. The main
purpose is to apply the design to any
primary school in Seoul.

Concept

공간의 활용 [UTILIZING THE SPACES]

Invigorating School Design in Skyline

THE main concept on the
project is the roof design.
Within the soild, hard urban
skyline, the design suggests
“invigorating” roof line,
assigning uniqueness to the
school skyline as well as
uniquess to the urban fabric.
In that sense, the roof is to
haver double sides to
comply with the double
sides linear school form.

Urban Scale Skyline
일반교실 [GENERAL CLASSROOMS]
특별교실 및 지원시설 [CLASSROOMS AND SPACES FOR SPECIAL PURPOSES]
SKYLINE RE-DESIGNING

GENERAL CLASSROOMS
CLASSROOMS AND SPACES FOR SPECIAL PURPOSES

Double Sided on Linear Plan

Site Selection

Redesigning upon the Existing Structure
기존 초등학교 건물의 정형화된 기둥-보 구조

지붕층의 구조 활용
CLASSROOMS AND SPACES FOR SPECIAL PURPOSES

기존 초등학교 건물의 구조
학교용지
면적: 16825.9 sqm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6825.9 sqm
연면적: 9003.95 sqm
건축물수: 5동
건축면적: 2473.3 sqm
건폐율: 14.7%
용적률: 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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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심지미관지구, 도로(접함), 학교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보건법>
<추가기재> 3m 건축선 지정구역
(세부사항은 건축과에 문의)

Utilizing the Structure within the Roof Floor

기존의 정형화된 초등학교 건물
Existing Standardized Elementary School

Prototype Features
Local Circulation

Section by Columns
Mixed Circulation

PV Panels available
for any direction
Ease of Ventilation

Environmentally Friendly
The roof design does not only
provide the new skyline but
also brings environtally
friendly factors. First, it
provides ease of ventilation
through structures. Second, It
allows to easily intall PV panels.
Third, the simple design-lead
drainage system allows reuse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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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Arrangement (Section A-A’)
LIBRAR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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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ART STUDIO

ART STUDIO

BOTAVNIC
BALCONY

SCIECE LABORATORY

BOTANIC BALCONY

STORE

COMPUTER LAB

DAYCARE

SCIENCE LABORATORY

MEDIA STUDIO

MEDIA STUDIO

STAIR CASE

STORE

MEDIA STUDIO

MUSIC STUDIO

RESTING

VOID

MUSIC STUDIO

INDOOR PLAYGROUND

STAIR
CASE

INDOOR PLAYGROUND

DANCE STUDIO

SHOWER

INDOOR GYM

INDOOR G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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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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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Anatomy

Roof Cover

New Structure

Existing Structure

Existing Mass
Roofing
Roof Sheathing
2X8 Truss Rafter

Roofing
Gutter
Base Beam
700mm Eaves

Cross Beam

30x30m Timber

Purlin
2X8 Truss Rafter

Wood Panel

Concrete Beam

1/2" Gypsum Board
Rigid Insulation
Bond Beam Unit
Steel Bar
Concrete Wall

Wood Panel
Existing Concret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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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nte, andante
Hyehwa Organic
Garden

곽예진 Kwak, Ye-jin

송인호 스튜디오 SONG, IN-HO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andante

이곳은 도성이 단절되어 있는 곳이며, 한양도성과 새롭게 뚫린 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다. 본래 한양도성은 산의 능선을 그대로 따라 축조되었기 때문에 지형과 하나로 읽히는
데, 이렇게 고저차가 심한 경우 기존 도성이나 지형이 있던 흔적이 쉽게 읽히기 어렵다.
또한 인위적으로 끊겨버린 도성은 원래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격도 함께 잃어버렸는데, 그
것은 자연적인 녹지였다.기존 낙산 구간에서 이어지는 도성 산책로 구간을 따라서는 공
원과 녹지가 이어지며, 그 주변에는 오밀조밀한 주거지가 즐비하다. 하지만 이곳에서 맞
닥뜨리는 30m 폭의 인공적인 도시 조직은 이곳의 흐름을 망가뜨린 것처럼 보인다. 대
로를 사이에 두고 기존 지형 레벨이 12m 이상 높이 위치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단절감
도 느껴진다. 또한 원래 끊어진 두 지형을 잇던 옛길이 사라져버렸고 대로를 건너는 동
선도 불편해졌다. 기존에 맞은편에 위치하던 혜화문은 원래의 위치가 아닌 곳에 정확하
지 않은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 이러한 복잡한 컨텍스트는 현실적으로 부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또 다른 제스처보다는 현재 이용객과 주민의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이 장소가 유적과 도시의 경계를 다루는 곳인 만큼,
그 가치를 높이고 환경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1962년 서울시 항공 사진(복원 전)

2013년 서울시 항공 사진(복원 후)

- 정비소, 사업장, 공장, 노후화된 주거지 등이 즐비한 거리
-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단절감

가파른 계단 ▶ 사이트가 직면한 장소에 대응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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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혜화문 북쪽 관리 사무소에서 바라본 모습

끊어진 성벽 부분,
1704년 숙종 때 축조되었고 화강암을 사용하였고,
각 돌은 35~45cm 정도의 크기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로 건너편에서 바라본 혜화문
12m의 옹벽의 스케일감을 위해 사람 자동차를
그려 넣었다 .

Geomorphological Changes_Site

A-A’ 대지 단면도

B-B’ 대지 단면도

12m 옹벽
8차선 도로 (27m)
C-C’ 대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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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개요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1
대지면적: 1247㎡
건폐율: 62%
연면적:147%
주차 대수: 3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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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길이 2.2km
/ 소요시간 약 45분

Site Issue
[낙산 구간]

혜화문에서 낙산을 지나
흥인지문까지 이어지는
한양 도성 산책로 구간.
SITE는 이 구간의
시작점이자 끝점으로 존재한다.

- 한양도성의

성격 중 하나인 자연적 요소를 그대로 건물에 유입시켜, 비록 인공적이지만 사람들이 부담
없이 머물 수 있고, 직접 손으로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온실이 있는 유기농 정원을 설계하였다.

고저차가 심해 빠른 속도로 내려가야 했던 이전과 달리, 램프와 최소한의 계단으로만 건물의 동
- 또한
선을 풀어서 조금 더 느린 속도로 레벨 차를 이어주고자 했다.
-긴
 램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온실과 유기농 관련 프로그램을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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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FLOOR PLAN (G.L+0)

1. HALL
2. OFFICE
3. REFERENCE ROOM
4. AUDITORIUM
5. DESERT CLASS
6. BRUNCH CLASS
7. STORAGE
8. TOILET
9. LOUNGE
10. COURTYARD
11. RESTAURAN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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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FLOOR PLAN (G.L+4000)

3RD FLOOR PLAN (G.L+8000)

1. RESTAURANT

1. TEA HOUSE

2.OPEN KITCHEN

2. STORAGE

3. STORAGE

3. GREEN HOUSE

4. MARKET
5. DECK

Front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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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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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문
역사 문화 공원

최재훈 CHOI, JAE-HOON

송인호 스튜디오 SONG, IN-HO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북악스카이웨이
600년의 시간을
품다.

창의문은 한양도성 북서쪽에 위치한 문으로 4소문 중 유일하게 오늘까지 지어질 당시
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창의문 그리고 창의문의 가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은 그리 많지 않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축대 위에 설치된 북악스카이웨이가 문의 정
면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나는 가려진 창의문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악스카이웨이의 차도로서의 기능을 정지시킨다. 차들이 다니던 공간
이 지역의 다양한 기억을 품은 역사 문화 공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백악과 인왕이 만나는 자하골(창의문 일대)은 조선시대 한양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던 곳이었다.
조선시대 사소문의 하나인 창의문은 이 같은 아름다운 주변 경치와
조화를 이뤘다.

조선의 문인들은 풍류를 즐길 줄 알았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시를 읊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이 같은 문인들의 행위를 유상이라 했고,
그 배경이 되는 장소가 유상지이다. 빼어난 경치와 입지 덕에 자하골은
조선의 대표적인 유상지가 되었다.

하지만 아름답고 조용했던 자하골도 조선시대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겪는다.
1968년에는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고자 침투했던
1·21사태로 인해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후 이 지역의 경계가 강화되고 군사도로로써 북악스카이웨이가
설치되었다.

창의문은 오늘날까지도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주변의 환경은 많이 변했다.
창의문은 자연과 함께 인지되기보다는
그 앞과 옆을 가로지르는 도로체계와 함께 인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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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과 도로 사이에 방치 된 땅 1

도성과 도로 사이에 방치 된 땅 2

북악스카이웨이와 한양도성 사이에는 두 채의 주택과 그 전후 면으로 놓인 공터가 있다. 집들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고, 공터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전
체적으로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석축에 가려진 창의문

석축과 하나가 된 창의문

북악스카이웨이는 창의문에서 10M 도 안되는 거리를 두고 설치되었다. 창의문로를 가로지르는 다리(북악스카이웨이 제3교)를 지지하기 위해 높이 9M
의 석축이 쌓였으며, 이 석축은 도성 밖에서부터의 창의문의 모습을 대부분 가린다. 석축에 의해 가려진 창의문은 도시조직과는 따로 논다.

북악스카이웨이와 끊긴 도성 1

북악스카이웨이와 끊긴 도성 2

조선시대 이후 설치된 차도는 한양도성을 끊어 놓았다. 창의문 주변으로는 창의문로와 북악스카이웨이가 놓이며 도성 그리고 도성을 따라 이어지던 순
성로에서의 경험 역시 연속성을 잃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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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자하골

북악스카이웨이와 한양도성은 창의
문 일대에서 서로 얽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작업 전

자하골은 차도와 도성이라는 두 선적
인 요소에 의해 성격이 다른 지역들
로 나뉜다.

작업 후

선들 사이에 낀 공간은 죽어 있다.
창의문 앞의 광장은 홀로 고립되어
있으며, 두 채의 주택과 그 전면부
공터는 관리가 안 돼 흉하게 낡아가
고 있다.

나의 작업 대상은 창의문 전면 부를
포함하는 북악스카이웨이 8.6*200m
구간이다.
작업의 목표는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역사성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창의문 경관을 포함하는 자하골의 가
치는 회복하되 이 과정에서 냉전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우선 창의문 전면을 지나가는 차량
통행은 자하문로 35길로 돌린다. 기
존의 기능을 잃은 도로는 추모의 장
소, 문화 쉼터, 전망대 등의 새로운 용
도를 갖게 된다.
200m의 도로는 새로운 용도에 적합
하도록 변형된다. 이러한 변형은 기존
의 물리/형태적인 특성을 해치지 않
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절개 또는 삽입을 하더라도 반드시
원형의 윤곽은 짐작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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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문 가치와 경험방식
창의문은 다양한 가치를 갖는다.
그중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유물로
서의 가치, 문이라는 경계로서의 가
치, 그리고 경관의 일부로서의 가치
이다.
이들 가치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
른 방식으로 경험된다. 시간의 흐름
그리고 지형의 변화와 함께 각 가치
의 경험은 강화 또는 약화되어왔다.

유물로써의 창의문

문으로써의 창의문

경관의 일부로써의 창의문

근거리에서 관찰되는 모습
장인기술과 천연재료의 아름다움

문과 수직을 이루는 축 위를
이동하며 경험되는 경계의
기능을 갖는 창의문

다른 문들과 차별화되는 창의문의
가장 창의문다운 모습.
백악 그리고 인왕과 하나가 되는
창의문

창의문 주변 지역 지형의 변화

조선시대

창의문로 개통

북악스카이웨이 설치

2015

지형과 조화를 이룬 창의문과
한양도성

창의문로 개통과 함께 기존의
지형이 최대 6m 파헤쳐 짐
한양도성 일부 구간 손상
땅의 단면이 함께 보이는
기형적 모습

북악스카이웨이의 개통과
함께 고립된 창의문

창의문 전면 틔워짐
기존 지형 높이에 설치되는
보행자교에서는 백악과 함께 하는
창의문을 보고, 끊기기 전의
한양도성의 모습을 상상한다.

CHOI, JAE-HOON 125

126
북악스카이웨이
지하 평면

창의문 안쪽의 광장이 등산객들이 속도감
있게 지나치는 곳이라면 창의문 밖의 광장
은 방문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다리를 지지하던 석축은 철거되고 넓고 개
방적인 공터가 형성된다.
주변과 어울리지 못 하고 홀로 덩그러니
놓여있던 관리사무소는 지형 그리고 한양
도성의 굴곡을 고려해 창의문의 경관을 훼
손하지 않으며 기능을 다하도록 한다.

창의문 광장

차량용 다리가 철거되고 과거 지형의 높이
에 맞춰 보행자교가 설치된다. 보행자교는
백악 그리고 인왕과 하나가 된 창의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로 창의
문 관망대로써의 기능도 하게 된다.

자하 보행자교 (창의문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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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사태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당시 목숨
을 잃은 33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 1
층의 야외 벽면 전시공간, 2층의 실내 전시
실, 그리고 2층과 3층에 걸친 야외 쉼터로
구성된다.
전시관은 북악스카이웨이에 의해 도성이
끊긴 위치에 설치되어 순성로의 연속성이
회복된다.

1.21 사태 기념관

기념관 2층 평면

배치도

소강의실, 쉼터 그리고 사무실로 구성되는
문화공간, 도로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축대
가 절개되고 그 안으로 철판으로 만들어진
박스(소강의실)가 삽입된다.
황폐하던 둔덕에 나무가 심어지고 그 사이
로 오솔길이 놓인다.
사무실과 쉼터는 기존에 주택이 있던 터에
자리를 잡으며 쉼터는 주택의 벽면을 이용
하여 지어진다.

신 유상지

128
철제 박스를 옆으로 두고 램프를 따라 내려오면 이번에는 보행자교로 이어지는 통로가
눈에 들어온다.

철 박스 내부는 계단식 좌석이 설치된 작은 방이다. 방의 동쪽 면은 유리로 되어있어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우둘두둘한 질감의 콘크리트 벽에 의해 싸여진 공간에 도달한다.
철로 만든 박스가 한 쪽 벽면을 뚫고 박혀 들어와 있다.

계속해서 북악스카이웨이 위를 걷다 보면 도로 한 편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
한다.

남쪽에서부터 공원에 들어온 사람이 처음 접하는 것은 끊겨진 도성을 이어주고 있는
1·21사태 기념관이다. 기념관은 인왕의 능선상에 지어져 부암동을 한눈에 굽어 볼
수 있는 좋은 전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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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북쪽 끝은 창의문 광장이다. 시원하게 트인 광장의 가장자리로는 앉을 자리가
여유롭게 설치되어 있다. 창의문을 근거리에서 관찰하다 편해 보이는 곳에 가서 앉아
서 쉰다.

다리 위에서는 경관의 일부가 된 창의문을 감상하며 도성의 끊기기 전의 모습을 상상
해 본다.

성벽 위 사랑방

반규태 BAN, GYU-TAE

송인호 스튜디오 SONG, IN-HO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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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 위 사랑방 고립된 한옥과
순성길 신건물에
대한 제안

도심 속의 한양도성의 복원작업은 일제를 걸치면서 쌓여간 여러 서울시민의 생활 근간
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다. 광희문 일대는 현 시행 중인 성의 좌우로 20m로 뜯겨져 나
간 뒤 블록의 새로운 입면이 생겨났다. 이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입면을 기존 대지의 요
소를 이용하여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설계한다.

광희동
설계 : 한옥 리노베이션 7채, 신축 4채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대지면적 : 670㎡

Block

Accessibility

Traffic

성벽의 복원과 위기의 한옥

Past

132

Change for
heritage restoration

Modern building &
Broken space

대지와 건물
Inside

Road like cobweb

traditional housing

level

한양도성의 특성상 언덕진 위치에 존재하며 기존 작은 골목길에 놓인 한옥과 새롭게 만들어진 한양도성길이 존재한다.

한옥 게스트 하우스

foreigner

native

기존 주거지에 게스트 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개입하며 기존 건물과 새로운 건물의 프로그램적 통합을 통해 내적 길의 활용, 각 매스의 역할 분할한다.

부엌

현대

사교

단기정주

식당

전통

개인공간

장기정주

Emily
배낭여행자

James
배낭여행자

Mr. Mrs.
smiths
2인 여행자

John’s
family
가족 여행자

사이트의 특징들을 통해 게스트들의 서로 다른 요구를 분화시키고 공통적 요구를 해결하는 통합공간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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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과 마당

기존의 마당과 길

레벨적 분절을 해결하기 위한
전면 매스의 수직적 변화

마당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 분절, 생성
마당을 기준으로 한 게스트 그룹 형성

게스트 각각의 공간과 통합되는
공간의 연계를 위한 길의 재구성화

upper road

Rampart road

hanok road

순성길, 한옥길,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길 간의 관계에 의해 게스트와 호스트, 게스트와 게스트 간의 위계를 준다.

134

상세 아이디어

공용공간의 입면은 사적 공간에 비해
내부 프로그램이 드러나게

사유공간에서는 낮은 실링을 활용하고
공용공간은 서까래를 들어내어
공간을 넓게 보이게

기초

내부에 기초를 들어내서
신발을 신는 공용공간임을 강조

게스트 하우스의 후측 입구
- 담장과 벽선으로 입구성 확보
- 바닥선이 조금 올려 다른 위계임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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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136

도면
PLAN

지하 1층 평면도

1-2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지상 3층 평면도

BAN, GYU-TAE 137

138

BAN, GYU-TAE 139

Separate
from scene

이슬비 LEE, SEU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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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마을 성벽길
프로젝트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한양도성과 6, 70년대 불법 건축된 달동네의 역사적 가치는 같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텃밭의 가치는 같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유산과 텃밭을 동등하게 존
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시각적으로만 존재하는 성벽, 조경과 기능적으로만 다뤄진 텃
밭 그리고 주거가 살아있는 하나의 맥락으로 읽히고, 도성길을 걷는 사람들만 시간과 시
각의 풍경으로부터 분리된다. 조선시대부터 7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간은 분리되
지 않고 하나의 흐름을 갖는다. 하나의 풍경이 된다.

이전
텃밭
조경
혜화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북정마을

텃밭

배수로

142

조경

짚풀깔개

한양도성

배수로 나무난간

한양도성

급격한 순성길 개발로 인해 원래의 맥락을 잃고
한양도성만을 위한 길이 생기게 된다.
이후, 누구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유휴공간이
발생된다.

공공
문화유산
조선시대

개인
주거
7,80년대

북정마을 성벽길에선 상반된 요소들이 충돌한다.
이 사이에 놓인 성벽 길은 상반된 요소들이 공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컨셉 다이어그램

기존

성벽과 북정마을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상태

길로 갈라져 있던 주거와 성벽을
다시 가깝게 한다.

북정마을 성벽은 하나의 맥락이 되고
나만 ‘이질적인 외부인’이 된다.

전략 1
동선과 시선을 변화시켜서 북정마을을
낯설게 경험하게 한다.

기존

전략 2
절토를 최소한으로 하고 원래의 자연스
러운 지형을 복원하면서 등고차를 이용
한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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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정한 길

경관이 좋은 구역은 북정마을
쪽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구역은
성벽 쪽으로 가깝게 동선을 새로
설정한다.

경관이 좋은 구역

프라이버시 침해 구역

경관구역은 급격한 경사 차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적고 북
정마을이 잘 보이는 구간

관광객 동선
마을 경로당
마을 카페

한양도성

시멘트 블록

Steel mesh

Steel tube

주민 동선

재질
기존의 재료들처럼 손으로 이뤄
지는 구축 방식의 재료 중 땅의
훼손이 적고 체적이 적은 재료
STEEL

성벽
조경
시멘트블록
시멘트옹벽
콘크리트벽
조선시대

60, 70년대

현대

조경
조경을 건축 요소로 사용
난간이 되기도 하고 담이 되기도
한다.
조팝나무
개나리
철쭉
진달래

144

북정마을 길

성벽 길

북정마을 길

성벽 요소

주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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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I

146

H 구조체

얇은 슬래브 표현을 위한 보 가장자리

용도: 식당, 공중 화장실
층수: 2층
연면적: 60㎡

STEEL FRAME
메주매달기, 고추말리기, 감말리기
장독대

북정마을 성벽길
1/100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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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

기존

A

B

C

Green gavion

1400

기존

148

서현민 김인호 박상효 최영민 조예진과 함께

H

D

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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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사이

이희원 LEE, HEE-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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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gap) 공간에서
사이(relationship)
공간으로

한양도성과 주거지는 오랜 세월 공존해왔다. 그러나 한양도성의 보존 규제로 인해 현재
인근 주거지는 낙후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한양도성 안팎 20M 내 지역은 유산 구
역으로, 이 구역에 해당되는 건물들은 단계적으로 철거될 예정에 있다. 이러한 한양도성
20M 안쪽의 사이 공간을 한양도성과 주거지의 상생공간, 공유의 공간으로 새롭게 제안
하고자 한다. 사이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낙후된 주거지의 필요를 채워
주고 한양도성과의 관계를 형성해준다. 한양도성과 주거지의 사이(gap) 공간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이(rela-tionship) 공간이 된다.

SITE SSUE

한양도성과 주거지의 상생공존 _20M 사이공간

한양도성과 주거지의 공존

유산 구역

완충 구역

건축물 신축/설치 금지
기존 건축물 단계적
철거

건축물 높이제한
(평각, 앙각 27′)
건축물 신축 지양

한양도성 보존 규제

상충 공간

한양도성과 주거지의 상충 공존

상생 공간

한양도성과 주거지의 상생 공존

한양도성과 주거지는 오랜 세월 공존해왔다. 그러나 한양도성의 보존 규제로 인해 현재 인근 주거지는 낙후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한양도성 안팎 20M 내 지
역은 유산 구역으로, 이 구역에 해당되는 건물들은 단계적으로 철거될 예정에 있다. 이러한 한양도성 20M 안쪽의 상충 공간을 한양도성과 주거지의 상생 공간,
공유의 공간으로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한양도성과 주거지의 사이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줌으로써 낙후된 주거지의 필요를 채워 주고 한양도성과의 관
계를 형성해준다. 한양도성과 주거지의 사이(gap) 공간은 한양도성 이용객과 주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새로운 사이(relationship) 공간이 된다.

SITE CONDITION

W
al

l

서울시 중구 신당동 동호로 17길 일대
는 한양도성과 주거지가 약 1000M 길
이로 맞닿아있는 구역이다.

Se

ou

lC

ity

이 지역은 한양도성 보존 규제로 인해
현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SITE

STEEP
SLOPE
주거환경개선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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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OW
ROAD

POOR
HOUSING

INTERVIEW

PROGRAM
Nursery is so far from here!
There is no place for communities and events.

Resident
30’s woman

Library

Fitness
room

Seminar
room

Info
center

Toilet

Nursery

Meeting
room

Activity
room

Cafe

Gift shop

Parking
lot

Laundry

Cafe

City wall
gallery

Sight
- seeing

Parking along Seoul city wall
is very serious problem!

We don’t have place to meet and play
except for pc room!

Resident
50’s man

Resident
10’s boy
We need shops like
mart, laundry and cafe!

We need info center about seoul city wall road,
toilet and resting place!

Tourist
40’s man

CONCEPT

Residents

Resident
20’s woman

Seoul city wall tourist

사이트 분석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프로그램은 주차장, 도서관, 보
육 시설, 커뮤니티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하고 한양도성 이용객 프
로그램은 카 페와 같은 휴게시설, 기념품 숍, 화장실, 전망대, 안내센터 등을
배치한다.
특히 주거지의 길이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한양도성 길에 노면 주차된
차가 많이 존재한다. 사이트에 주차공간을 형성하여 노면 주차를 없애고 한
양도성 길의 환경을 개선한다.

20m 내 사이 공간 변화시키기

레벨 차이를 이용하여 상부에는 한양도성 이용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부에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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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PROCESS

Existing Site Condition

Empty Buildings
in Heritage Area

Separate Mass

Connect by Bridge

Make Upper mass

- corresponding to existing buildings

- connecting to rooftop of housing

- corresponding to seoul city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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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일등공신 성호 오빠,
든든한 마스터 진경,
빠른 손 유나,
해피 바이러스 연진,
군 입대 앞두고 도와준 신우,
감동의 일 학년 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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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 ON
HISTORY:
창덕여중 도서관
a프로젝트
김소현 KIM, SO-HYUN

송인호 스튜디오 SONG, IN-HO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정동길에 위치한 창덕여자중학교는 프랑스 공사관의 유적이 학교 밑에 묻혀있는 특이한
상황에 처해있다. 문화재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증축이나 개축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창덕여자중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 시설을 위해 땅
을 파던 도중, 프랑스 공사관의 유적을 발견하게 되어 공사를 중단하게 된다. 아직까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은 지어지지 못했고, 유적을 대중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채 흙 속에
묻어두었다. 공공에게 열려야 하는 문화재의 성격은 사적인 학교의 성격과 충돌하기 때
문이다. 옛 것과 오늘날의 것 중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일까? 유적은 왜 보존
되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존되어야 할까? 학교는 이런 문화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문화재는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 옛 것을 기억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문화재는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창덕여자중학교의 경우와 같이,
현재에서는 쓰임새가 부족한 문화재를 위해, 잘 쓰이고 있는 현재의 시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무작정 문화재를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을 두르거나, 옛
모습으로 복원해 박제시켜버리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억의 장소가 필요하다.

SITE CONDITION

1300년대 후반 한양도성

1897 프랑스공사관

현재 남은 한양도성

1935 프랑스공사관 철거

1945 창덕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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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DEA

정동에 위치한 창덕여자중학교는 학교 밑에 프랑스 공사관의 유적을 두고 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한 추가적 시
설을 필요로 하지만, 문화재로 인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주면서, 건
축적으로 더 재미있게 풀어줄 수 있는 단서가 문화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속 문화재는 일상 속 문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전시시설을 방문해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유적을 있는 그대로,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일상적
공간을 문화재 위로 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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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S

SEC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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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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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S

1F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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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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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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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ing
Boundary
사직단 - 어린이 도서관

서유선 SEO, YU-SEON

송인호 스튜디오 SONG, IN-HO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서울 사직단은 조선 태조 때 건립된 국가 제례 시설로 왕조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시
설이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급격한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사직단은 사직 공원이 되
었고 도심 속 유휴부지로서 다양한 공공건물들이 그 영역 내에 자리 잡았다. 2014년 사
직단 복원정비 계획이 수립, 진행 됨에 따라 사직단의 본래 영역과 시설들이 복원될 예
정이며 동시에 영역 안에 존재하던 다양한 공공건물들은 이전, 철거 대상이 되었다. 역
사적 의미를 가지는 문화재의 원형 복원이라는 미명 하에 근현대사의 기억들과 오늘날
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공공시설물들을 철거하는 복원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직단과 그 영역을 파고든 어린이 도서관이 기존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시에 사직단의 원 영역을 기억하게 해주는 방식을 모색한다.
훼손된 지형과 원 영역 경계를 회복한다는 복원 계획의 방향성을 따르지만, 어린이 도서
관으로서 기능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SITE

사직단 사직동 1-28번지, 사직동 1-38번지 일대 서울 사직단연대기

이전 대상 공공 건축물

이전 대상 공공 건축물

서울 시립어린이 도서관
종로도서관
사직 파출소
사직동 주민센터 등

사직단 복원 예정 경계

사직단 연대기
사직단
공공시설물

1395 조선 태조

1920년대

1930-40년대

1950-60년대

1970년대

현재

한양 건설과 함께 조성.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국가 제례 시설.

국권 피탈 후 사직단
일곽이 사직공원으로
개발됨.

사직단 부속 건물들이
대부분 철거되고 방공을
위한 피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겸함.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사직단의
영역이 축소됨.
각종 공공시설과
보건시설들이 들어섬.

역사성 보존보다 기능적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지속됨.
역사적 경관을 잃게 됨.

2014년 4월 사직단 복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하여
20세기 초의 모습으로
복원 계획이 진행 중.

현 어린이 도서관 건물 연혁

1956
보건병원

1966
보육병원

1969
시립
아동병원

1977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도서관

2024
사직단 복원
정비 사업
철거 예정

사직단 복원 정비 계획

1영역_ 안향청, 전사청 영역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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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역_ 후원 영역 복원

3영역_ 대문영역 복원

(문화재청)

충돌하는 역사적 층위

사직단 원영역 경계

사직단

이전 대상 공공 건축물

사직단 전각 복원 영역 (1영역)
사직단 후원 복원 영역 (2영역)
서울 시립
어린이 도서관

사직단의 원 영역 경계 안에 과거와 현재의 서
로 다른 역사의 레이어가 평화롭지 않게 공존하
고 있다. 원래의 경계를 회복하고 멸실된 전각들
을 복원하는 복원계획에 따라 사직단 영역 내에
파고든 도서관과 주민센터, 치안센터, 어린이 놀
이터 등은 이전 대상 공공건축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과 덜 의미
있는 것, 오래된 것과 덜 오래된 것, 두고 보아야
하는 것과 직접 사용하는 것 등 다양한 기준에
서 가치 판단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사직 치안센터

서울 시립종로
도서관

사직동
주민센터
어린이
놀이터

사직단
관리사무소

안향청 영역
사직단
전사청 영역

서로 다른 역사의 레이어가 평화롭지 않게 공존

사직단과 주변의 관계 변화

사직단

사직공원

사직단 복원 계획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장소로서
내부에 차폐 수목을 심고 외부를
담으로 둘러 신성성을 강조함.

사직단의 경계가 훼철되거나 접근
성을 위해 제거되면서 사직단 영역
내에 시민들의 접근이 많아졌으며
주변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됨.

문화재의 복원이라는 미명 하에
현재 사직단 영역이 주변과 맺고
있는 밀접한 관계를 단절 시키고
그 경계를 다시 닫아버리고자 함.

사직단의 원형 복원을 위해 현재의 사직단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그 땅에서 지워
버려서는 안된다.
사직단과 그 영역 안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물리적으로 새로운 경계를
형성하게 하여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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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ISSUE
경계

지형
종로도서관
사직로 9길

어린이도서관

사직단 원 영역 경계

사직단 현재 경계

사직단 현재 지형

현재 사직단의 경계는 원 영역 경계에 비해 그 영역이 축소되어 있으며
사직로 9길이 영역을 통과하여 지나가면서 그 경계가 모호한 상태이다.

현재 사직단의 지형은 종로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등의 영역 내 건물
과, 사직로 9길에 의해 원 지형이 절토되거나 일부 성토된 상태이다.

경계의 회복

지형의 회복

원 영역의 경계를 따르는 길을 두고 이를 따르는 건물을 만들어 사직단의
원 영역 경계를 알게 한다.

현재 어린이 도서관과 종로도서관 그리고 사직로 9길에 의해 기존의 지
형이 훼손된 위치에 건물을 위치시킨다. 단순히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
지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 건축 행위를 통해 인왕의 능선을 회복한다.

원영역 경계
현재 경계
복원 예정 경계
경계의 회복

SECTION A

SEC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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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ING

EL+ 60000

사직로 9길

사직단

EL+ 64000~ 66000

원 영역 경계를 따르는 길

원 영역 경계
현재 경계
복원 예정 경계
경계의 회복
어린이 도서관
길에 의해 훼손된 지형에
건물을 둠

LIBRARY AND CHILDREN
길을 따르는 리니어 한 형태의 매스에서는 내부에 다양한 크기의 실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한계
가 있다. 작게 분할된 실들에 길고 좁은 복도가 있는 평면 대신 오픈 플랜 안에 아이들을 위한
작은 포켓 공간들을 구성했다.
사직단 원 영역의 경계를
따르는 건물을 둠
리니어한 평면
오픈 플랜을 유지한 채 빛이 잘 드는
남쪽에 어린이를 위한 작은 공간을 둠
4500의 레벨차를 가지는
두 매스를 연결

어린이를 위한 작은 실 구획 시 좁고 긴
복도가 생기며 대공간을 만들기 어려움

BOOK STACK

READING

BOOK STACK

READING

BOOK STACK

넓은 지하 공간의 쾌적함을
위해 선큰을 둠

인왕의 능선을 따르는
경사 지붕을 형성

벽으로 가려져 빛에 의해
책이 손상되지 않는 서고

낮은 단과 큰 창, 층고가 낮은 공간을 두어
어린이들이 아늑한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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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FISST FLOOR PLAN

SECTION

A-A`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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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FLOOR PLAN

SECTION DETAIL

Roofliner Insulated roof panel
Zinc panel

Breather membrane
Eave flashing
Galvanized steel stiffener

Sloped Roof
Gutter & brackets

Eaves beam

Brick Wall

Masonry wall

SEO, YU-SEON 177

사직단 - 어린이도서관

B-B`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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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In Seoul
City Wall

이경진 LEE, KYUNG-JIN

송인호 스튜디오 SONG, IN-HO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성곽마을 개발방식
제안하기

한양도성 근처에 형성된 성곽 마을을 개선, 개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이화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지만, ‘벽
화마을’로 유명해지며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그로 인해 동네의 공간들이 상업화되었
다. 나는 과도화된 상업화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단순한 환경을 개선해 주기
보다는 성곽 마을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마을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건축적인
방식을 찾게 되었다. 일반인들에게 한양도성은 단순히 등산로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
이고, 그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룻밤을 경험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경험이다. 성곽
마을은 일반적인 마을과 달리 한양도성과 매우 근접해 있으며, 북정마을은 1960-70년
대의 서민 주거지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마을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면서 유
기적으로 형성된 골목길, 건축형태와 재료가 그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북정마을의 자산이다. 사이트는 북정마을 내에서도 공가
들이 주되게 위치하며, 파노라마의 한양도성과 만나게 되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이 사이
트에 마을에 대한 전시가 열리는 마을 박물관과 스테이 공간을 제안한다.

북정마을의 역사

1972년

1980년

1991년

2003년

한국전쟁 후 피난민촌 형성

성곽 복원 사업 시작

소방도로 개설, 탐방로 조성

성북 2주택 재개발 지역 지정

한국전쟁 후 피난민촌이 형
성되면서 한양도성 주변에
불법 주거들이 들어서기 시
작했고, 당시에는 한양도성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
였다.

성곽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서 성곽 복원 사업이 시작되
었고, 그 주변에 있던 불법
주거들에 대한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다.

와룡공원이 생기고 탐방로가
조성되었으며, 한양도성과 그
주변 주거지들은 상충되는
관계로 인식되었다.

북정마을이 ‘성북 2주택 재개
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한
양도성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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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곽마을의 가치 부각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
한양도성뿐 아니라 성곽 마을
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한양도성을 유네
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성곽 마
을을 하나의 역사와 풍경으로
존중하며 한양도성과 함께 공
존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북정마을의 현황
북정마을은 50, 60년대에 지어진 건물
이 대부분이고, 현재 성북 2주택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거주민의 경우
70-80대가 다수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세입자가 대부분이고, 50년 이상 된
거주민이 많아 유대관계가 돈독하다.
건축물 노후도

단독주택

건물노후도(30년이상)

돈독한 유대관계

70-80대 노인이 다수

구조

지붕구조

북정마을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한
양도성에 의한 규제 때문에 집을 수리하
는 것이 어렵자 집들이 방치되어 노후화
가 심화되었다.
이에 의해 북정마을을 떠나는 주민들도
점점 늘어났고, 재개발로 이익을 얻기 위
해 집을 매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북정마을 내 공가와 폐가들이 늘
어나고 있는 상황은 북정마을이 갖는 지
역 특유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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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Diagram

한양도성과 북정마을을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

사이트 내에 위치한 VIEW POINT

마을 건물들의 풍경과
스테이 공간에 따른 매스 구성

매스들을 연결해 주는 동 선공간

매스 구성

Spatial Composition & Materials

공간을 구성할 때에 외부 공간에서 반외부 공간으로 들어가 개인의 작은 공
간으로 들어가게 구성하였다. 반외부 공간에서는 주변의 주거들에 침해받지
않으면서 개인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내부로 들어가면 작아진 스케일의 천
장과 벽을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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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북정마을이 가지는 다양한 질감과 색, 시간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재료

LV.+11000

LV.+9600

LV.+7200

LV.+4800

LV.+2400

L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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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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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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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모자란 선배 때문에 고생한
현영, 가영, 영주, 소연, 드림아!!
웃음 잃지 않고
열심히 도와줘서 고마워!!
너희 덕분에 마감할 수 있었어.
한양도성반
송인호 교수님 덕분에
한양도성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민석, 용성, 재훈, 유선, 예진, 슬비, 규태,
희원, 소현, 종서!
한 학기 동안에 추억 부자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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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ouflaged
figures

이종서 LEE, jong-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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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도시 문화재의 연속성 끊는다. 서울의
상징인 백악산과 한양도성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군시설을 제거하는 것이 그 해답은 아
니다. 3.7km의 북악 구간에 부족한 내러티브를 더하며, 지형적 요소를 살려 더욱 풍성
한 가치를 느끼게 하고, 군사지역이라는 장소성과 이용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며 새로
운 군사시설을 만든다.

3.7km General Spatial Composition
성밖
성안
Plan

한양도성
한양도성은 600년의 서울의 역사와 함께 변화를 겪었다. 산업화로 인한
팽창과 군사적 목적을 위해 몸이 깎여 나갔다. 한양도성은 70년대 수립된
복원 계획과 함께 복원을 시작하였다.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변화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원형의 가치를 다시 만들어내지 못 했
다. 각각의 구간마다 다른 역사를 담고 있지만 백악산의 백악 구간은 현
재까지도 방어 시설로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며, 이는 군 시설과 문화제를
탐방하는 탐방객과의 충돌이 야기한다. 군사설은 한양도성을 경험하는 것
에 제한적 요소이기도 하지만, 한양도성이 지니는 600년의 역사 중 냉전
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물이다.
한양도성의 주위 20m 구간은 문화제 보호 구간으로 건축행위가 금지되
지만, 이는 국방의 가치와 충돌되며, 이 두 가치 모두 존재되어야 한다.

C Site

오래된 초소

통행의 제안이 있으며, 3, 7km 대부분의 공간 구성 형식이다.
성안쪽과 밖쪽 모두 주변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 조망에 어려움이 있다.
탐방길 또한 폭이 작아 항상 성벽과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간의 경험이 일정하다.
철조망과 성벽 사이는 군인들의 순찰과 시야 유지를 위해 식재가 없다.

B Site
A'

A Site

General Spatial Composition
Section A

한양도성이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성벽에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변동한다.
하지만, 한양도성과의 거리 차이가 좁기 때문에 변화를 알기 어렵다.
성벽의 높이 또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1,700mm~1,800mm까지도 가기 때문에 성벽을 넘어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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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ite

C Site
군부대와 한양도성 사이
탐방길 장벽으로 분리

특별한 공간
특별한 공간

가능성

3.7km 구간 중 이곳에 특성들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적
고 입구와 출구는 양 끝에 존재한다. 지형을 따라 굽이
치는 한양도성, 서울의 모습, 백악의 자연을 볼 가능성
은 있지만, 군사 안보와 충돌을 일으킨다.

E Site

바닥 포장

시멘트

한양도성 옆 군시설

화강암 시멘트

목재

블럭

돌

한양도성 20m 안에 존재하는 군시설은 총 4개로
두 개는 의경의 생활관 두 개는 군인의 생활관이다.
군부대와 민간인의 접점에서 탐방에 방해가 되거나
군부대 내부가 보여 보안에 취약하다.
안 보이려 하기 때문에 더욱 보이는 일이 발생한다.

General Spatial Composition
Section B

식재의 높이와 지형 차이로 외부 조망에 어려움이 있고 3.7km의 먼 거
리 동안 대부분이 이와 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단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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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te는 서울의 외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서울의 외각을 보여줌으로 서울의 세종로를 보기(청운대)
이전의 기대감을 높여준다. 북악 지역 내러티브

능선의 고지 부분이더라도 산 밑으로 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식생보다 높이가 높아야 하는데 이때 밑 부분을 군사시설로
사용하면서 위에는 탐방로에 내러티브의 일부로 사용된다.

군사지역의 길을 이용하여 한양도성과는 멀어진 길을 만들고
한양도성에 접근하는 단면을 만들어 그 사이에 백악산을 넣는다.(시선)

지형의 복원 한양도성과의 관계
한양도성 20m 구간에 군사시설이 들어가지만, 군사시설의
지붕 부분을 이용해서 원형의 형태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파내는 흙을 다시 위로 올려 파괴된 지형을 복원하는 것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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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te

군사시설의 가림벽은 H빔에 붙어있다.
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함으로
파노라마적 경관을 강조한다.

H빔

초소로 접근하는 새로운 길

초소의 어두운 공간을 지나 밝은 곳으로 나간다.
이때 같은 물리적 크기에서 다름을 느끼길 원했고 때문에
물리적 크기는 비슷하나 형태는 다르다.
사선의 유리 벽을 이용하여 시선을 단면에서 보이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초소를 뚫고 나아가는 전망대

A’

문화재의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구축 방법에 대한 생각

초소를 지나갈 때 구조적 어려움이 생긴다. 초소 밖으로 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앵커가 필요하고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심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 인장력이나 기둥을 생각해 보았지만 과하다.
따라서 한양도성의 파괴된 부분인 초소의 시멘트 부분에 micro piling을 하여 인장력을
확보하고 그 사이에 고무 재질을 이용해서 새로 복원된 돌의 깨짐을 막아 구조물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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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을 따라 걷다 보면, 군시설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사이는
벽으로 막힌다. 하지만, 보이지 않기 위한 장치가 더욱 군사시설임을
돋보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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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1F

Plan 2F

LEE, jong-seo 197

198

초소의 좁은 문을 통해 들어와, 한양도성을 뚫고 나아가는 전망대는 한양
도성, 군사지역(철조망), 백악산을 동시에 보여주며 새로운 경험할 수 없던
조망과 공간감을 준다.

A’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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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MORATE
SUNGNYEMUN
AND MAKE FLOW

숭례문은 1396년 창건된 이후로 그 자리에서 6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의 다이내믹
한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사람들의 출입을 관장하는 기능적인 역할에서 서울이
도시화됨에 따라 도시 맥락 안에서 기념물로 변모한 숭례문을 기억하고 고립된 숭례문
안에서 사람들의 동선 흐름을 회복함으로써 숭례문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물리적으로 그
리고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비물리적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숭례문 화재 이후 복
원되면서 생겨난 숭례문 광장에 숭례문 공원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국보 1
호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구성했고 숭례문 진입로에 숭례문 그리고 숭례
문과 함께 한 한국의 6백 년 역사를 전시하는 전시관 그리고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
하도 리디자인을 통해 지하도의 기능적 역할에 전시관 프로그램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숭례문 사이트에 동선의 흐름을 순환시켜 줌으로써 사람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
며 개인만의 개성 있는 기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SITE ANALYSIS

도시맥락

동선

문화재 보호구역

졸작 프로젝트 사이트는 숭례문이 화재로 복원되면서 만들어진 숭례문 앞의 광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범위는 단순히 사이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설계를 진행했다는 의미에서 사이트보다 좀 더 넓은 범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숭례문은 중심 상업 지역의 고층 빌딩들 사이에 둘러 싸여져 있으며 고립된 사람의 동선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례문은 국보 1호로써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50m 범위 이내로는 건축이 제한되며
이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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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MEMORY
500+100
남지연못: 일제가
서울역 확장을 위해
매립
1899

광복절
1945

고도의 경제성장
1970~

숭례문 창건
1396

숭례문ING
2013~

남대문 시장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숭례문 화재

1414

숭례문 복원
2013~

숭례문 창건
1396

남대문 시장
1414

일제강점기
1910-1945

1910-1945

광복절
1945

1950-1953

2008

숭례문 복원
2013~

고도의 경제성장
1970~

한국전쟁
1950-1953

숭례문 화재
2008

숭례문은 1396년에 창건된 이래로 오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의 다이내믹한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숭례문은 만들어진 이래로 그 위치에서 한국 역사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오며 그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SITE ANALYSIS: FLOW

1904년

2000년대 복원 전

2015년 현재 복원 후

숭례문의 흐름은 1904년에는 성벽과 함께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면
개화기 이후 일본에 의해 성벽이 헐리면서부터 모누멘트적인 성격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 맥락 안에서 방문객들의 접근이 편리하였지만
화재 이후 성벽 복원과 함께 보안 문제로 인하여 동선의 흐름이 좀 더 수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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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PROPOSAL
보안: 숭례문 흐름의 단절
지형: 숭례문 진입로의 레벨차
지하통로: 도시 현상안에서의 기능적 역할

PROGRAM CONCEPT
MEMORY

남대문시장방면

SITE MAP
숭례문 이용자
기능적 이용자
지하터널 이용자
전시관 이용자
장애인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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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ODE

SITE PLAN

PARK, MIN-SEOK 205

FLOOR PLAN

SECTION

206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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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TO MEMORIAL

Welcome to Sungnyemun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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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ARED HOUSE
AGAINST ISOLATION

이상호 LEE, SANG-HO

마크 브로사 스튜디오 MARC BROSSA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N

A shared house
for urban nomads

Because of Korean economic circumstance, it takes about a decade
for most of people to save enough money to afford a house of their
own in these days which leaves them as tenants for a long time.
However, being a tenant means it is not safe to assume that he or she
is able to live in the same house or the same area in the near future.
Resulting in high porpotion of urban nomad in Seoul, especially in
Samjeon area, it makes them not interested in their local communities.
BUt life without constant social activities makes i easy for people to
be isolated, which is critical given that number of single-households
is growing and the average number of members in a typical family is
decreasing.

THE ISSUE OF URBAN NOMAD
UNSETTLABLE CIRCUMSTANCE AND LACK OF COMMUNITY

￦ 518,946,000
Average Price of Apartments in Seoul

# of House units

# of Households

￦ 4,008,000
Average Monthly Income of two-people
households working in urban area

46% of Households in Korea
59.6% of Households in Seoul
83.4% of Households in Samjeon

17,672,000 House units in Korea

17,574,000 Households in Korea

DO NOT OWN A HOUSE

BASIC CONCEPT OD SHARE HOUSE AND PRIVACY ISSUE
UNLIKE WHEN THEY ARE ALL
DISTRIBUTED TO EACH UNIT
HAVING EVERYTHING SMALL,

212

WHEN EVERYTHING IS PUT IN
ONE PLACE TO BE SHARED,

IT CAN BE ANYTHING

Enough house units to cover all
households in Korea

59.0%

12.6%

27.3%

Apartments

Multiplex Housings

Single Houses

23.9%

24.3%

21.3%

22.5%

8.1%

One-person
Households

Two -person
Households

Three -person
Households

Four -person
Households

Over five -person
Households

BUT THEN, NO PRIVACY

SO HOW ABOUT TAKE A PORTION
FROM THE WHOLE, AND REFRAGMENT
IT INTO DIFFERENT SIZES?

SO THAT YOU CAN KEEP THE ACVANTAGE OF
HAVING ONE BIG COMMON AREA BUT ALSO
ALLOWS SOME LEVEL OF PRIVACY

PRIVACY

POSSIBILITY
LEE, SANG-HO 213

PROPOSAL
PLAN DESIGN PROCESS : OPENINGS AND LAYERS OF PRIVACY
A.

THERE IS A COMMON SPACE

B.

A LAYER OF UNITS SURRONDS IT.

C.

SOME OPENINGS ARE NEEDED FOR
SUNLIGHT AND LESS

D.

THEN LAYERS ARE FRAGMENTED

E.

UNITS ARE SHIFTED AWAY TO
SET UP A BUFFER. A SERIES OF
FRAGMENTED WALLS REMAIN
WHERE UNITS USED TO
STAN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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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DESIGN PROCESS : COMPOSITION OF SHARING
GROUPS AND DISTRIBUTION OF PROGRAMS

BASIC UNITS IN SIZE OF 15m2
AND 30m2 FOR ONE AND TWO
PERSONS HOUSEHOLDS

NO.1 TWO UNITS SHARING THE
INBETWEEN SPACE

NO.2 COUPLE OF GROUP
FROM NO.1 SHARING THE HALF
OF THE FLOOR

DIFFERENT PROGRAMS
DSITRIBUTED HORIZONTALLY

NO.3 DOUBLE STACK OF GROUP
FROM NO.2 SHARING LARGE
COMMON SPACE IN THE CENTER

NO.4 DOUBLE STACK OF GROUP
FROM NO.3 FORMING A BUILDING

LEE, SANG-HO 215

PROPOSAL
PLAN DESIGN PROCESS : OPENINGS AND LAYERS OF PRIVACY

1.5TH AND 2ND FLOOR

216

2ND AND 2.5TH FLOOR

2.5TH AND 3RD FLOOR

LEE, SANG-HO 217

DIFFERENT PROGRAMS DISTRIBUTED ON HANGING SLABS

218

PRIVACY - BUFFERING WALLS

SMALL SEMI-PUBLIC INBETWEEN COMMON SPACE WITH DIFFER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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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ITY

CHANGSINDONG DESIGN &
MANAGEMENT SCHOOL

정민규 JUNG, MIN-GYU

마크 브로사 스튜디오 MARC BROSSA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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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sindong sewing industry is in crisis. According to our survey, the
reason is deacreasing the population and ageing. Also, people who
work in sewing industry want to have their own shops. So I deside
to make Design/Management School, It attracts the young people to
Changsindong and support the locals to have their own shop. The
building can help the changsindong revival, help the people who lives
in the changsindong.
It fits to the site topography, People can see the City wall naturally,
also visitor can notice the building is there. Moreover, People can cross
the site through the roof of the building. The roof will be a public
space for the locals or users. At the same time, visitor who wants to
visit the shops on the roof can feel they are on the runway.
In the building, classes are there. Students can study design and
management. Big stairs on the roof have window, so the light is come
inside of the building. Also, next to the stairs, there is the path that
connect inside of the building and roof of the building. So users easily
us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ite is on the middle part of the changsindong,
so users can easily approach
Changsindong has high density

The site is located on the boundary of different areas

The site can be a gate for Attractions and
Changsindong

The site can communicate with various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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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sindong sewing industry is in crisis

Population in changsindong; It is getting decrease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75

1980

1985

1990

1995

Population of male by age; young people is leaving

2000

2005

2010

male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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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s scedule is fit to the local workers,
so they can study, the crisis can be solved

seamstress_salaried worker seamstress_hourly worker

224

seamstress_salaried worker seamstress_hourly worker

Different users usually visit different program of building,
they will mix at some point

Locals

changsindong

dongda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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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The City

조현용 Jo, Hyun-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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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OF
HIGH DESITY &
DISCONNECTION

Nowadays, Seoul is high density city. population rate is very high but
ground is limited. So, open space decrease more and more. Also,
because of Seoul developed very fast, many apartment complex were
built with no planning. So, apartment complex like Mapo block the
other area. I want to solve this situation.

CONNECTING THE CITY BY GREEN SPACE
SOLUTION OF HIGH DESITY & DISCONNECTION
POPULATION
61,845/k㎡

38,296/k㎡

688.2/k㎡

OPEN SPACE
0.16%

Mapo-gu

Dohwa-dong

APARTMENT COMPLEX

232

0.07%

site area

Jo, Hyun-yong 233

PROGRAM &
ANALYSIS
play ground

commercial area
library

school
node

MAP OF BOUNDARY

234

library

school

commercial area

play ground

planed the program consider surroundings.
Jo, Hyun-yong 235

DESIGN STRATEGIES
CHANGE & NEW OF APARTMENT

change program on 1st floor of apart

make semi public & private space

green space & horizontal circulation

Slope

connecting the topogaphy

new circulation in site

Program space

4 garden & enterance plaza

236

connecting program
(apartment & site)

connecting program
(topography & site)

& horizontal
green
circulation
greenspace
space
& vertical
circulation

adding program mass

make program floor along the ground level

semi private green space on second floor

using retianing wall for program

make corridor under the green space

make mass space penetrating floor

make void for sunlight or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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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IMAGE 4

IMAGE 3
scene 4

scene 3

scene 2

IMAGE 2

IMAGE 1
sce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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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of
The 3 Faces

user, program, facade,
circulation

문경동 Moon, Kyeo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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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은 3가지 컨디션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이트이다. 마포대로를 따라
확장되고 발전된 고층 빌딩 지대를 한 켜만 들어서도 다세대 주택 층위 형성되어 있다.
기존의 복잡한 필지 위의 개발 위주의 주거지들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발전되는 모습의
보편성을 대변하지만 동시에 약점을 보여준다. 대형화되고 변화하는 주변 상황과 마포
삼성아파트, 더불어 복잡하고 가파른 등고는 이 지대를 마치 섬처럼 고립시키지만 그 가
운데의 도화 주차장은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이한 공간이다.
대형화된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오픈 스페이스와 녹지공간과 제한된 커뮤니티를 이곳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곳을 사이트로 설정했다. 기존 주민들과 상업시설의 주
차수요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외부인의 유입을 통해 상업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
시하며, 이것은 도시 내에서 ‘주차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점유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려는 시도이다. 사이트가 위치한 공덕역의 특이점과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게스트
하우스를 알파 프로그램으로 제안하고 이를 상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계시킨다. 상이한
프로그램과 이용자들의 만남을 건축적으로 풀기 위해 내부를 프로그램으로 채우지 않고
비움을 통해 Gap space를 만들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커뮤니티는 프로그램의
상이함과 주차장의 약점을 해결해 준다.
세 가지의 다른 프로그램의 조합과 각각의 입면이 섞인 건물의 모습은 우리의 눈에 생
소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외부에서 마주하고 있는 길과 건물,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맞추어 규모, 재료가 다르게 구성된다. 그래서 더욱더 상이한 입면이 만들어
지게 되지만, 그 속에 존재하는 프로그램과 이용자는 자연스러운 동선을 통해 보고, 만
나며, 섞일 수 있다. 새로운 시도의 설계였지만 이를 통해 도시공간 속 건물들의 보편적
인 약점을 감추기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속에서 만들어
지는 공간의 의외성이 설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Thanks to_ 가현, 히곤, 찬, 진이, 솔비 언니, 은혜 그리고 나에게 손을 뻗어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Meeting of The 3 Faces
_User, program, facade, circulation

Site analysis _1 building and 3 program

3 Conditions in study area

Need for parking
(small commercial and existed housing)

242

- New Building

- Commercial(usually restaurant)

- Apartment DANJI

- Existed Housing

4 lines of subway station(Gongdoek)
Accommodation point for tourists

Lack of community space
(small parcel, FAR)
- Public space

Timetable of 3 Type of Users _3 way of using schedule
Hours

Using the parking lot

SAT

Commercial

Guest House

Seeing each other

Borrow the empty space in daytime or weekend

Level 2
Level 1
Parking Lot

Seeingactivating
each other
Other
sport can use the parking lot

Some program need for the DOHWA-dong

Zoning Envelope
Dohwa-dong, mapo-gu, seoul, 183-1
Total site area : 1,400sqm
제2종 주거지역
건폐율 < 60% (840sqm)
용적률 150~250%
층수 < 5F (지상 1층 주차장)

938.2㎡

123.3㎡

91.8㎡
61.2㎡

54.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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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ing the program(Using topography) _Parking

Dark and waste space
(Between parking and commercials)

Level 1_Using the natural road
(Save the area; slope)

Level 2_Putting flat parking lot
(Resident is main user)

Natural road changes to slope
(Access to different level)

Program Arrangement _Guest House, Market, Shop etc.(Kinds of commercial)

Layer for site condition
(housing, commercial, topo etc.)

244

Core and open space put in the gap

Commercial part stretchs to combine
guest house and parking lot
(flat open space)

Small community place repeated
in the Guest house

Circulation of user _Guest House, Market, Shop(Kinds of commercial) etc.

2F

3F

4F, 4.5F
Core(Elevator and stairs)
Main circulation
Second circulation

Flexible Structure system

Facade Design

_Concrete Beam and Column

_Adjustment by site condition and joint part

Wooden panel in guest house
_Dwelling; small parcel

Can Expand the program area regardless of program

Concrete facade
in commercial part

Curtain wall or paving
special frame at joint part

Moon, Kyeong-dong 245

Repeated Unit in Guest House

Room Arrangement

_Put public space to each of users and room size

_Divided by floor
Room = Private
Common space
= Public

Green space
= Public

3F (single room)

Different programs are more naturally mixed through the community space; like BUFFER

4F, 5F (twin room)

4 room have a one small community space

Different Facade _Elevation A

246

Courtyard for every rooms and users

Elevation B

4.5F (domitory)

Negative Space can be
Community Space

Inside view of building

_or void in complex city

Cafe and connection road (corridor) at commercial part

Guest house
(Room and Domitory)

Commercial & Parking
(Flexible space)

Cafe and connection road (corridor) at commercial part

Elevation C

Elevatio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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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A-A`
248

Section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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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ORGANISM

buildings in a block working
as one

박진 BAK,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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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유기체

송파구 삼전동 지역은 1980년대 구획된 1, 2층 높이의 조적식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었
다. 서울은 성장을 거듭하여 90년대에 이르러 폭발적인 인구 수용을 하게 되고, 1필지,
1가구 주거지는 순식 간에 4, 5층 높이 다세대 주택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더 빨리, 더 많이”의 철학 아래, 집장사들이 운을 타고서, 지금의 다세대 주택 밀집 지
역, 일명 다세대촌이 곳곳에 형성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 필지 안에서 양적 팽창을
이룬 다세대주택은 서로 담을 면하고 있고, 담과 건물 사이는 너무 좁아 용도가 불분명
한 버려진 공간이 되었다. 지상의 필로티 공간은 자동차만을 위한 공간이 된지 오래다.
이 다세대촌 현상은 비단 삼전동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역에 퍼져있는 현상이며,
어떤 방면에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우리들의 과제가 되었다. 이 다세대 주택들의 미
래는 무엇일까?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더 이상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
다. 미래에는 한 필지 안에서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지가 합쳐진 블
록 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블록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하나의 역할을 함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고, 더 나은 주거의 환경을 제공한다.

SITE MAP
기존의 다세대주택의 한 블록 안에서는 다양하지 않지만,
익숙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전거를 주차해 놓는
다거나, 부피가 큰 빨래를 널어둔다거나, 아저씨들은 집 앞
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시기도 하고, 좁은 집에 두기 힘든
큰 짐들을 밖에 내어 놓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이 존재하지만, 그 공간은 너무도 좁고, 쾌적
하지 못하여서, 더 많은 가능성은 펼쳐지지 못한 채 그대로
도태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나로 묶어주
고,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방법을 기존의 건물들을 허물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방향
으로 찾아보았다.

4-5 stories multi-house

commercial

1-2 stories brick house

public facility
green space

ORIGINAL PLAN OF THE PROJECT BLOCK

BUILDING INFORMATION

ACTIVITIES
1
2
3
4
5

51 parking lots
60 bicycles
28.5 m2 garden
29 m2 extended storage
23.2 m2 inbetween wall

6 laundry drying
7 smoking
8 junk ya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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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APPEARANCE OF A BLOCK OF“다세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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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INE OF LOW HOUSE

70s~80s _1-2 stories house

90s~ _4-5 multi-houses

needs
to accomodate
increased population

한 필지 안에서가 아니라, 합쳐진 필지 안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배의 넓이의 공간을 확충하게 되면서 더
나은 환경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반영하여 노령화되는
인구 계층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엘리베이터
코어를 합쳐진 필지 안에서 감당할 수 있고, 늘어나는
1인 가구 수를 수용하여, 옥탑방의 주거환경을 셰어
하우스로 바꾸는 등의 가능성을 시도했다.

In the future _ ??

needs
to have
better environment

PHASE 3

PHASE 2

또한, 이런 변화의 과정들은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따라 순서를 이루어 일어나게 되고, 이후의 다양한 열
린 결말을 가지게 된다.

PHASE 1

BLOCK EFFICIENCY

twice width of space
bigger possibility of usage

economically efficien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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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future _ ??

develop in a block
that cannot
deal with in a building

AXONOMETRIC ANALYSIS

P
H
A
S
E
S

matter of quality

matter of social issues

- lack of common facilities
- lack of green spaces
- abandoned empty spaces
....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P
H
A
S
E
S
1

1 combine parcels

2 demolish walls inbetween

4 breaking original footprint into integrated way

increasing 1,2 people household

3 build automatic parking tower

5 grouping existing programs

6 place new programs

P
H
A
S
E
S
2
1 put one core each block

P
H
A
S
E
S
3

1 demolish poorly built rooftop house

2 make new corridor from the core

2 make shared house on the rooftop

3 make new entrance from the corridor

3 link each building’s roof

4 common space be formed

4 add common use space on the roof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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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

SECTIONS

A-section

B-section

VIEWS FROM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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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1

PHASE 2

C-section

PH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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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ERED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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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S OF MODEL

Thanks to.

모든 순간 함께 해 주신 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장호, 준석, 소연, 세영, 드세게 시키는 사람 만나서 너무 고생했어! 이제 놀자:)) 찬, 상미상 덕분에 힘 안 빠
지고 잘 끝냈어. 좋은 인연이야! 평생 내 편 아버지 어머니 윤이 감사합니다~ Marc! thank you for your nice guidance! 잦은 밤샘으로 걱정시켜 드린 일화 언니
설거지 면제해주셨던 것 감사해요. 그동안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함께 해 준 친구들, 기도해주신 성도 분들, 이하 모두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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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STICS
of MINIMUM

Minimum service and infill
극소미학

배유경 BAE,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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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공장이 밀집해있는 창신 2, 3동 아래에는 겨우 쭈그려 잘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쪽
방에 사회적으로 소외, 격리된 이들이 사는 동네가 있다. 쪽방은 과거 역 주변의 여관들
이 여관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 방을 싸게 많이 공급하기 위해 쪼갠
형태로 나타난 주거형태이다. 적은 월세를 내기 위해 저소득층 거주민들은 공동주거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방을 나누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공용공간이 거의 부재하고,
창을 잃어 공간이 빛, 환기에 취약하게 되었다. 또, 관리가 되지 않은 노후한 건물 탓에
추위와 구조적 불안정으로 거주민들은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다. 기존의 쪽방 건물은 불
법 증축 및 건물 노후화로 인해 리노베이션에 제한적일뿐더러 현재 창신동 쪽방지역에
만 몰려있는 쪽방민 300여 명의 밀도를 생각할 때 앞으로 생겨날 잠재적 도시 빈민 거
주지로서 역할하기에는 증개축, 보수를 한다고 해도 회복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해서 삶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에 맞물린 비용 문제, 또 밀도 문
제를 건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시빈민 주거지의 새로운 타입을 창신동 쪽방 골목 내
위치한 종로구 소유의 주차장에서 제시해 본다.

HIGH DENSITY, POOR CONDITION
Houses for poor people
The area ‘Changsing dong’ usually remind people of sewing industry. Under the Changsin 2, 3 dong where sewing factories are, there is
Jjokbang chon where people on the edge and daily workers live. Montly fee of jjokbang is from 200,000 won to 250,000 won and they
have a hard time living in bad condition in terms of ventilation, sanitary and light. Since Changsin1 dong will be redeloped soon following
the city environment imporving plan, people will be kicked out. So, I tried to suggest solution to this problem and make shelter for them.
Poor jjokbang chon exist anywhere there have been stations and they all look similiar. So, I hope this to work as prototype of shelter for
poor people.

JJOKBANG CHON
Jongro -Gu Changsin dong 1 dong
(Changsin 1 district)

Common Commercial Area
일반상업지역
- BCR : under 80% , FAR : 300 - 1300%
(existing JJock-Bang area FAR - 81.5%)

FAR

2013
Promoted Redevelopment District
재개발촉진지구(폐지)
2014 ~
Urban Environmental improvement District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예정)

Existing FAR

Possible FAR

81.5%

300 - 800%


1. Focus
on Commercial area and Industrial Area
more than Residential Area
2. No construction or architectural repair
3. up to 75 % area should be developed together

기존의 쪽방 건물은 불법 증축 및 건물 노후화로 인해 리노베이션에
제한적일뿐더러 현재 창신동 쪽방지역에만 몰려있는 쪽 방문 300여
명의 밀도를 생각할 때 앞으로 생겨날 잠재적 도시 빈민 거주지로서
역할하기에는 증개축, 보수를 한다고 해도 회복에 한계가 있어 보인
다.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해서 삶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에
맞물린 비용 문제, 또 밀도 문제를 건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시
빈민 주거지의 새로운 타입을 창신동 쪽방 골목 내 위치한 종로구
소유의 주차장에서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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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KBANG
Emtremely small divided room
The divided smallest room which one person can live in. Most rooms are smaller than 3 sqm and
monthly rent is from 200,000 to 250,000won. Since the space is so small, grown up person
can barely lie on the floor and 8 - 10 residents use a bath room or any sanitary facility together.
Some of them have no door in room, so they put their clothes in front of the room so that they
can protect their privacy. Moreover, since rooms are too close to each other, it’s easy to get big
fire. When residents are kicked out of jjokbang, they usually become homeless people.

RESIDENTS : daily worker or people on the edge
# OF JJOKBANG PEOPLE in changsin1 dong : about 300
MONTHLY RENT : 200,000 - 250,000won
Most residents are people on the edge who get government support. They depend on supporting money :
500,000won per month. Most of them are day lavorers and some of them have no job. Generally, they are
satisfy with their size of the room compared to rental fee. But they have problem with ventilation and natural
light, also they are worried about unstable structure.

SITE : Changsin 1 dong 460 -3, 5, 6, 7, 8, 10,11
SITE AREA : 767 sqm
around JONGRO-GU OWNED parking lot

CONSTRUCTION PHASE
1.

Jongro Gu - owned lot

2.

Empty house

3. Space between empty houses

BAE, YU-KYUNG 263

DESIGN STRATEGY : Service and infill - economical and characteristic

DENSITY

SHELVES

83 Unit

/ 772sqm

Large # of housing unit

Common services

종로구 부지 772sqm에 총 83가구를 공급하게 되는데, 밀도 측면에서
많은 거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인터뷰 결과 쪽방 거
주민들은 현재 장면이 겨우 2m가 되는 방에서 지내지만 비용 대비(월세
20~25만 원) 방의 크기에 만족하고 지낸다. 유닛은 2.5sqm 크기의 방
을 제공하는데 수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코어에 구조를 활용
한 선반 공간을 포함시킨다.

INDIVIDUALITY

Service core as
a guideline to build

different each panel
and window
입주하는 거주민들이 공간을 채워나가
므로 자생적인 유닛 입면과 개구부 의해
개개인의 가치와 다양성을 부각하는 건
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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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PROCESS
PROVIDE BASIC STRUCTURE & SERVICE

GET MATERIAL TO BUILD

기본 구조와 서비스 공간 공급

건축재료 구하기

Basic structure material and infill

WOOD FRAME

Roof

PANEL

Free abandoned fabric as insulation

Construction material price
Service cores

Decks (s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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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ATION

BUILD EACH OF OWN HOUSES
BY THEIR SHELVES 스스로 집 짓기

DAILY WORKERS
BUILDING EDUCATION
POSSIBLITY OF GETTING JOB

현재 쪽방촌 근처에는 동대문 쪽방상담소라는 사회복지소가 있는데 주변
교회와 사람들의 관심으로 기부금 및 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2~3개의
외벽을 세우기 위한 간단한 재료를 기부 받거나 기부 받지 못하더라도 경
량목구조체, 단열, 패널 비용을 계산할 때 외벽 2~3개의 재료비가 10만
원 내외로 저렴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월 약 50만 원의 기초 생활수급비를
받음)인 쪽방 거주민조차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열은 주변 창
신동 봉제공장에서 매일 배출되는 폐 의류량이 어마하므로 의류를 단열재
로 활용하게 된다면 무한히 무료로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Platform fram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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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HALF - FULL

FULL

In process

FL + 7500 PLAN
scale 1: 100

FL + 7500 PLAN
scale 1: 100

ELEVATION
scale 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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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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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IN
다가구주택

조아란 CHO, A-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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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RGANIZING
OF EXISTING
HOUSING TYPE ‘DAGAGU
JUTAEK’

OLD
BRICK
HEAVY
DARK
INDIVIDUAL HOUSES
1 BIG HOUSE
HORIZONTAL
CLOSED TO THE STREET

NEW
STEEL
LIGHT
BRIGHT
1 SINGLE HOUSING
VARIOUS SMALL ROOMS
HORIZONTAL+VERTICAL
OPENED TO THE STREET

As a type of korean urban housing, ‘Dagaju jutaek’ has a common
character istic and possibility for next urban housing. Most of these
‘Dagagu jutaek’s are over 20 years and struggling with changing lifestyle now. In this project, Dagagu jutaek PLUG-IN, it suggests remodel
old housing so that it could be more attractive for another 20 years.

WHAT MAKES Dagagu jutaek
“DAGAGU JUTAEK”

OUTDOOR SPACES

BRICK CONSTRUCTION

마당, 외부 계단, 외부 복도,
베란다, 옥상
- 풍부한 외부공간

주로 80~90년대에
벽돌로 지어진 주택들

EXTENSION OF
HOUSE

ATTACHED CIRCULATION

외부공간이 실내화되는
경우들이 많다.

계단이나 복도와 같은 동선 요소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

(Stair, corridor ...)

지상 2층 / 지하 1층
59.87% / 115.46%
지상 3층
지상 3층 / 지하 1층
55.24% / 191.80%
47% / 133%
지상 2층 / 지하 1층
43.96% / 67.06%
지상 3층 / 지하 1층
47% / 132%
지상 2층 / 지하 1층
59.5% / 105.96%

DAGAGU JUTAEK in site

SITE PLAN IN EXISTING

ADRESS Doha dong 185-9,10,11,15,22,24, Map, Seoul
SITE AREA 729.66
BUILDING AREA 351.92
COVER AGE RATIO 4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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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IN DAGAGU JUTAEK IN CURRENT

Ourdoor airconditioning unit 실외기

Dohwa-dong 346-4, Map, Seoul
SITE AREA: 126.10
BLDG. AREA: 71.35
BUILT AREA: 186.93

Attached window 베란다 섀시
To break the wind and extend
indoor living space
바람을 막고 실내공간을 늘리기
위해
Extended house 증축 건물
To extend more indoor space and
increase real-estate value
실내공간과 부동산 수익을 늘리기 위해
Plastic canopy 캐노피
For a shade and breaking rain
차양, 차수

Rain water pipe 우수관
To handle the rain water on a roof
of extended house
증축된 건물 지붕의 빗물처리

Removed wall 허물어진 담장
For more parking space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BUILDING ENVELOPE

CURRENT BUILT AREA

MAXIMUM BUILT MASS

Parcel ocupation: 56.68 %
FAR: 129.36 %

Parcel ocupation under 50%
FAR: 20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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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NG

STRATEGY

“다가구주택 플러그인”으로 제안하는 주거공간은 기
존의 여섯 개의 독립적인 다가구주택을 콜렉티브하
우스의 형식으로, 따로가 아닌 하나의 주거유형으로
묶어 옆 건물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
하려고 합니다.
변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기존의 내부 공간
을 재구성하여 다양한 유닛으로 분절합니다. 또 담장
을 허물고 거주자 혹은 외부인을 위한 공간을 배치하
여 저층부를 기존의 폐쇄적인 형태에서 열린 형태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레벨에서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평면적
으로는 좁은 공간이지만 단면적으로의 공간 활용도
를 높일 수 있습니다.

UNIFYING HOUSES

PLUGED IN MASS

MAKES NEW POSSIBILITY

GET MORE VOLUME BY REARRANGING THROUGH
BUILDING AGREEMENT WITH NEIGHBORS

INDIVIDUAL 6 HOUSES

COLLECTIVE HOUSING

1 BIG UNIT

VARIOUS SMALL UNITS

HORIZONTAL

HORIZONTAL + VERTICAL

CLOSED TO THE STREET

OPENED TO TH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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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ystem “Building agreement” was eastablished by the law, the
arrangement with adjacent buildings or lots could get a benefit. For
example, they can have common parking and landscaping though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could be individual.
Facing wall construction is allowed and FAR / Building coverage area
are calculated together.

MODEL STUDY

PLUGED-IN HOUSING
PROGRAM

INDIVIDUAL SPACE
Extended space of room /
connection between fixed room /
semi in-out space

COMMON LIVING ROOM
/Common kitchen and dining room
+ common living room
/Common outdoor space
/Common space on the street
level is adaptable for commercial
program.

Elevator

THE PART TAKEN AWAY
FROM EXISTING

INTEGRATE CIRCULATION

DETACH STAIRS
To unify into one common
circulation

DEMOLISH WALLS
Unify parcels into a single one
and Activate space between
buildings and space facing the
street.

EXISTING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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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MAGE

COMMON LIVING ROOM
FL +8600

EAST - W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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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1st FLOOR PLAN

3rd FLOOR PLAN

PLUGED IN UNIT

Rooftop housing

Vertical connection
between fized rooms

Horizonal connection
between fized rooms

IT CAN PROPOSE - - Improving Thermal Condition
Giving More Space
Using Of Different Level
Semi Indoor-outdoor Space
Connecting units Vertically or Horizontally
Horizontal exension of room

Vertical extension of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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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to the street

Common living room on the rooftop

Thanks to_ 준호, 택수, 정현, 미소 + 상명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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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ARBONATE

DECKPLATE

MESH PLATE

NORTH - SOUTH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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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채우다

최가현 CHOI, GA-H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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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블록단위
재개발을 통한
저층주거 제안

분석 대지는 70년대 잠실 개발계획지구의 일부로 넓은 부분으로는 방사 환상형의 모습
이나 근거리에서는 거대 블록이 격자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단독주택지로 계획되었
던 삼전동은 기존의 필지 구획을 유지한 상태로 밀도가 대폭 증가하여 버려진 외부 공
간, 보행자를 위한 거리와 녹지공간의 결핍, 동서방향으로 2열 배치되어 생겨난 일조 문
제 등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의 도시적 밀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필지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과 같은 과밀한 도시에서 필요한 것은 다양한 개체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개별적 가구, 개인, 혹은 지역으로는 블록, 동, 구 단
위에 적절한 개체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획일화되어있어 길을 찾기 어려운 현재의 모
습과 달리 서로 다른 모습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새로운 도시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프로
젝트의 지향점이다.

LEARNING FROM SITE AREA
Vitalized Commercial
Street

When commercial programs
are placed at the lower part
of buildings, the frequency
of using the street in front of
them get higher and streets
are attempted to be occupied
as an expansion of commercial programs on them, eventually vitalizing street.

Unmemorable Street

though blocks are well orga
nized, It does not provide a
proper environment for pass
erby to recognize where they
are or to walk on, Features
of Streets do not linger in
people’s memory, And every
street is recognized as the
same one.

The result of Mitigating
Building Regulation

Buildings with high density
stepped into the blocks that
are originally designed for
sing le houses making leftovers pace and lower parts
of buildings function only as
storages or parking space.

Six as One

the appearance of each of six different
streets does not have characteristic that
distinguish itself from one another.

Building Types and Overall Section

Type A
House

Type D
Multi-family Dwelling

Type C
Commercial Building

Type C
Commercial Building

(Inside of block)

(outside of block)

- Height

5-9 meters

5-9 meters

5-9 meters

5-9 meters

- Typical Height

7 meters

7 meters

7 meters

7 meters

Type D

Type B
Type C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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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y of Shape and Scale of Building foot print

Type 1 1095 buildings
multi-household or multiplex house,
urbantype housing
Type 2 319 buildings
dominant house type in 1970’s
Type 3 49 buildings
apartment Tanji’s on superblock

Axonomatric of site area

Type 2 General Residential Area
building coverage : 60%
floor area ratio : 150%~250%
heights limit : 7 stories (buildings along the street)

Redistribution of Density

Current condition which
has high density.

To make effective use of
lots, merging lots

Increasing building heights and making useful
open space.

Change the direction of
buildings to get better
sunlight and vitalize the
street.

Arrange masses and
open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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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 AGAIN, FILL DIFFERENTLY.
Concept Artwork
generating individual residential space

Each different indivisuality of people has to be
respected. But now, buildings look all the same
and have no charicteristic of their own. For
better life and lifestyle and to express people’s
indivisuality, design have to respect people’s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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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column System
Using colume-beam structure to design units more flexible

Open space design from structure system Servicing

Existing street

Structural system

structure for openspace

Fill-in

Servicing and Serve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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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ILITY OF UNIT
Typical unit, different uses

Typical unit, different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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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unit can have different style and division of space.
User can define their own space.

Structural system can respect various activity and generate
different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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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ND PERSPECTIVE

Special Thanks to...
아버지 어머니 하기성 김수영 안혜연 최 완 정은우
노서영 문경동 서도현 이상호 정시몬 최석구 허재혁
항상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부모님, 며칠 밤새워서 도와준 도우미,
우리 아가♡들, 집 나간 정신 데려와주느라 애쓰고 열 일 제쳐가며
도와준 친구들, 마지막으로 바쁜 시간 쪼개서 온 힘을 다해준 오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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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rkeling
Buildings

최현진 CHOI, HYUN-JIN

마크 브로사 스튜디오 MARC BROSSA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noun] ‘Air-cap space’ is a word derived from air-cap which is used to
protect the items inside wrappers or boxes. It refers to empty spaces
between existing and new buildings that acts as a buffer space.
[명사] 포장 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뽁뽁이에서 착안한 단어로서 기존의 건
물과 신축 건물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빈 공간을 이르는 말
아파트가 들어선 마포구 도화동의 도시 조직 안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현상으로부터 프
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스노쿨링 빌딩들’은 이면 도로가 없는 소규모의 상업 시설들이
지적을 쪼개서 생긴 작은 골목을 마당 삼아 공유하고 골목 초입인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에 간판을 걸어두며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서 사용하는 모습이 스노쿨링을 하는 것과
닮았다는 것에서 착안한 단어이다. 이처럼 현대의 도시 밀도와 맞지 않는 오래된 도시
조직들은 큰 범위에서 재개발 되거나 도태되는 이분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이와 다르게
중간 단계에서의 상가 개발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SNORKELING BUILDINGS
스노쿨링 빌딩들: 이면 도로가 없는 안쪽 건물들의 생존 전략

아파트가 들어선 마포구 도화동의 도시 조직 안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현상
으로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스노쿨링 빌딩들’은 이면 도로가 없는 소규모의 상업 시설들이 지적을 쪼개
서 생긴 작은 골목을 마당 삼아 공유하고 골목 초입인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에 간판을 걸어두며 그것을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서 사용하는 모습이 스
노쿨링을 하는 것과 닮았다는 것에서 착안한 단어이다.
이처럼 현대의 도시 밀도와 맞지 않는 오래된 도시 조직들은 큰 범위에서
재개발되거나 도태되는 이분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이와 다르게 중간 단계
의 상가 개발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SITE SITUATIONS

마포구 도화동 마포나루길 일대에 나타나는 ‘스노쿨링 빌딩들’ 현상

EXISTING BUILDING BASIC INFORMATION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마포나루길 일대)
335-1,2/329/
328/327-1,2,3/
337/336-1,2
총면적 : 1175.2㎡
용적률 : 150~250%
건폐율 : 60%

URBAN RENEWAL IN COMMERCIAL
도시 상업 시설 재생: 새로운 개발 방식의 제안

OLD URBAN FABRIC
THAT DIFFERENT FROM URBAN DENSITY

snorkeling bldgs.
main circulation
sub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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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밀도와 맞지 않는 오래된 도시 조직의
개발 방식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

1 도화동 335-1
제2종근린생활시설
철근 콘크리트

5 도화동 328
제2종근린생활시설
벽돌 구조

9 도화동 337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 목구조

2 도화동 335-2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근 콘크리트

6 도화동 327-3
제2종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 구조

10 도화동 336-1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 목구조

3 도화동 334-3
제1종근린생활시설
벽돌 구조

7 도화동 327-1
단독주택
일반 목구조

11 도화동 336-2
제1종근린생활시설
철근 콘크리트

4 도화동 329
제2종근린생활시설
철근 콘크리트

8 도화동 327-2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 목구조

HOW TO DEVELOP 어떻게 개발되는가

ALL NEW REDEVELOPMENT
신축 재개발

SUGGEST NEW DEVELOPMENT
새로운 개발 방식 제안

DECAYED
도시 쇠퇴

골목을 공유하는 11개의 상가 건물을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중간 단계의 개발을 제안, 그 첫 번째 단계는 선택적인 리노베이션이다.
구조적 안정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4채를 제거하고 제거된 공간과 수직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용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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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RENOVATION
선택적 리노베이션
: 전부를 없애지도 또 전부를 보존하지도 않는 중간 단계에서의 선택으로
기존의 건물 조직의 한계를 벗어나는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EXISTING BUILT AREA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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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ABLE AREA
1001~2186㎡

EXISTING BUILT AREA
752㎡

STEP 1
REMOVE BUILDINGS

STEP 2
REMOVE ILLEGAL EXTENSION

STEP 3
KEPT BUILDINGS

제거하는 건물들

불법 증축 부분 제거

남겨진 건물들

ADDIBLE MASS
더할 수 있는 부분

AIR-CAP SPACES
뽁뽁이 공간들
[명사] 포장시 물건을 보호하는 뽁뽁이에서 착안한 단어로서 기존의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빈 공간을 이르는 말

SET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 ADDED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의 관계 설정하기

‘AIR-CAP SPACES’은 직접적인 증축이 아닌 완충 공간을 만들어 그 틈 안
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단순히 용적만을 채우
기 위해 올려지는 증축 공간들은 본래의 목적을 잃고 또다시 삭막한 본래의
건물로 되돌아간다. 새로이 제안하는 ‘AIR-CAP SPACES’은 기존 건물들의
생존 전략이었던 수평의 틈을 수직적으로 올려줌으로써 길의 연장선에서 물
리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SUGGESTION
제안

보통의 건물 증축

틈을 만들어 건물 증축하기

1 기존 건물
2 신축 건물
3 뽁뽁이 공간

또한 이 ‘AIR-CAP SPACES’은 단순히 기존 건물 1채와의 상호 관계에 그
치는 것이 아닌 ‘AIR-CAP SPACES’사이의 연결성으로 11채의 건물 그룹을
하나로 이어주는 추가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기존의 상가 조직
이 새로운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RELATIONSHIP TYPE 1
EXTENSION
공간 확장

RELATIONSHIP TYPE 4
PLATFORM
플랫폼
기존 건물의 수직 동선을 받아 전용 면적 확보와 동시
에 공간 확장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뽁뽁이 공간 사이의 연결로
건물 전체를 연결

RELATIONSHIP TYPE 2
TERRACE
테라스

RELATIONSHIP TYPE 5
ACCESS (RESIDENTIAL)
접근 동선 (주거 지역)
버려진 옥상 공간을 사용하며 추가적인 공간 확보

이면 도로가 없던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동선 확보

RELATIONSHIP TYPE 3
ACCESS (MAIN STREET)
접근 동선 (대로변)

RELATIONSHIP TYPE 6
VIEW
시각적 소통
대로변에서의 동선을 확보하여 접근성 증대

보존하는 한옥 건물 위로 시각적인 소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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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ING PROCESS

SECTION

: 구조 기반으로 ‘AIR-CAP SPACES’를 만들어낸다

: 다양한 역할을 하는 ‘AIR-CAP SPACE’

SUB STRUCTURE
보조 구조체

MAIN STRUCTURE
주요 구조체
기존 건물 위로
‘AIR-CAP SPACES’
만드는 기준점 두기

KEPT STRUCTURE
남겨두는 구조체

scale 1/200

EXISTING FABRIC
기존의 건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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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연결되어 전체를 여러 가지 성격의 공간을 갖는 하나의 장소로 만들어 준다.

GL+14000

GL+10500

GL+7000

GL+3500

G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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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RETAILS

SCALE 1/400

SCALE 1/800

2F
R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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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SELECTSHOP

4F
TERRACE RESTAURANT

MODEL
Thanks to 완구, 밍구, 성언, 아현, 창.
Special thanks to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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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InChangsindong’
becomes cool.

김성민 kim, SUNG-MIN

마크 브로사 스튜디오 MARC BROSSA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창신동 봉제공장

창신동 봉제공장 지역은 위기를 겪고 있다. 전성기였던 80년대에는 사람들이 도로에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원단과 옷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로 가득 차 있었고, 외관으로
는 다세대 주택처럼 보이는 공장에서 쉴 틈 없이 미싱 기계가 돌아갔지만 지금은 예전
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수많은 공장들에는 일감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쉬고 있는
직원들이 많고, 일이 너무 힘들고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아 봉제 일을 그만두고 물려
주지 않으려는 사람은 해가 지날수록 늘어가고 있다. 반면에 아랫동네에 있는 동대문 패
션타운은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 DDP, 청계천과 함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명
소 중 하나이며 규모 면에서 아시아에서 손 꼽히는 패션 중심지이다. 새벽이 되어도 쇼
핑백을 들고 패션몰을 돌아다니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끊이지 않고 해마다 찾는 사람은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동대문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사고 있는 옷 대부분
이 윗동네 창신동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른 아
침, 동대문에서 창신동에 옷 주문을 넣고 옷본-재단-재봉-마도메-시아게 과정을 거쳐
그날 밤에 옷이 완성이 된다. 하루에도 창신동에서 만들어진 옷이 수없이 팔리고 있지만
사람들 머리에 남는 건 동대문뿐이다.
봉제업으로 대표되어왔던 창신동에서 추가적인 정체성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봉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과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결합하여, 사람들
머리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고 80년대 이후 쇠퇴하고 있는 창신동을 재생시키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

창신동 봉제 산업 이해 + 새로운 구조 제안

a. 옷 가게 주인
- b.디자이너를 고용한다.
- d.옷본 제작자에 주문을 넣는다.

b. 디자이너
- c.원단 판매원에게 원단을 산다.
- a.옷 가게 주인이 고용한다.

c. 원단 판매원

d. 옷본 제작자

e. 재단사

- 매일 b.디자이너에게 원단을 판매한다. - 디자이너와 상의하여 옷본을 제작한다. - 옷본을 이용하여 원단을 자른다.
- d.옷본 제작자에게 원단을 배달한다. - 옷본을 제작하여 e.재단사에게 넘긴다. - 옷 조각들을 f.재봉사에게 넘긴다.

현재
1 창신동-동대문 유통 구조
C. 동대문 패션 타운
- a. 옷 가게 주인
- b. 디자이너

① c → b : 원단을 판매한다

⑤ h → a : 완성된 옷을 배달한다
B. 가내수공업

D. 동대문 종합 시장

② a → d : 옷 주문을 한다

- g. 마도메
- h. 시아게

④ f → g : 옷을 배달한다

A. 창신동 봉제 공장

A. 창신동 봉제 공장
- 약 3천 개의 작은 공장들이 흩어져있다.
- 다세대주택을 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

- c. 원단 판매원

③ c → d : 원단을 배달한다

- d. 옷본 제작자
- e. 재단사
- f. 재봉사

① 원단 판매원이 매일 아침 디자이너에게 원단을 판매한다. 디자이너는 그날 어떤 원단을 사용할지 결정한다.
② 원단이 결정되면, 옷 가게 주인이 옷본 제작자에게 주문을 넣는다. 이때, 옷 가게 주인에 의해 단가가 결정된다.
③ 주문이 들어가면, 원단 판매원이 지정된 옷본 제작자에게 원단을 배달한다.
④ 원단이 재단되고 재봉되면, 마도메와 시아게로 배달되어 마무리된다.
⑤ 옷이 완성되면, 옷 가게 주인에게 옷이 배달된다.

B. 가내수공업
- 보통 마도메를 담당한다.
- 공장주가 일감을 배달해준다.

- 단가가 정해질 때, 동대문 패션타운 옷 가게 주인이 우위를 갖고 있어 창신동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C. 동대문 패션 타운

2 창신동-동대문 상업 구조
C. 동대문 패션 타운
- a. 옷 가게 주인
- b. 디자이너

A. 창신동 봉제 공장
- f. 재봉사
- j. 서울 의류봉제 협동조합

- 약 3만 개의 작은 가게가 모여있다.
- 매년 약 250만 명이 방문한다.

창신동에는 15개의 작은 봉제공장이 모여 서울 의류봉제 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되는 공
동 판매장이 있지만, 규모 면에서 동대문 패션 타운과 경쟁할 수 없다. 판매 공간이 부족
하고 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창신동에서는 현재
옷을 만들기만 할 뿐 옷을 팔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동대문에서 판매되는 옷들이 대부분
창신동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창신동에도 디자이너와 판매 공간만 있다면, 같은 옷을
판매할 수 있다.

D. 동대문 종합 시장
- 약 10만명이 매일 방문한다.
- 원단과 부자재를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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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재봉사
- 옷 조각들을 재봉한다.
- 옷을 g.마도메에게 넘긴다.

g. 마도메

h. 시아게

i. 오토바이 배달원

- 단추, 지퍼 등을 단다.
- 옷을 h.시아게로 넘긴다.

- 다림질을 하여 옷을 완성한다.
- a.옷 가게 주인에게 옷을 배달한다.

- 창신동 주변에 약 2500대가 있다.
-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배달을 한다.

j. 서울 의류봉제 협동조합
- 약 250개의 공장이 가입되어 있다.
- 일거리와 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안
1. 기존 유통 및 상업 구조에 새로운 역할을 하는 건물 제안
C. 동대문 패션 타운
새로운 건물
- b. 디자이너
- d. 옷본 제작자
- e. 재단사
- f. 재봉사
- g. 마도메
- h. 시아게
- j. 협동조합

③ h → a : 완성된 옷을 배달한다

① c → b : 원단을 판매한다

- a. 옷 가게 주인
- b. 디자이너

D. 동대문 종합 시장
- c. 원단 판매원

② f → g : 옷을 배달한다

A. 창신동 봉제 공장
- f. 재봉사

① 원단 판매원이 옷 가게를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모아 팔 수 있도록 한다.
② 공장주가 일일이 가내수공업 직원을 찾아다니며 배달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는 마도메 작업 공간에 배달한다.
③ 창신동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에서도 기존대로 판매하여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창신동에서도 판매하는
공간이 새로 생기는 방식을 취한다.
- 디자이너, 재봉사, 마도메, 시아게를 한 공간에 두어 디자인-재봉-판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 디자이너, 옷본 제작자, 재단사를 한 공간에 두어 디자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 협동조합을 작업 공간과 한 공간에 두어 업무 보조가 효율적이고 직접적일 수 있게 한다.

2. 새로운 역할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들
1 대형 재봉 작업 공간: 많은 재봉사가 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현재 작은 공장들을 유지하면서 대형
주문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한다.
2 쇼핑 공간: 창신동에서 만든 옷을 동대문뿐만 아니라 창신동에서도 판매하여 단가 조정 과정을 공정하게
만들고, 봉제업으로 대표되던 창신동에 패션 중심지로서의 정체성이 더해지도록 한다.
3 디자이너 작업 공간: 동대문이 창신동에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이유는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인데, 창신동
에도 디자이너 작업 공간을 두어 디자인-재봉-판매가 한 곳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행정 업무 보조: 현재는 약 3000개의 작은 공장들, 즉 엔진만 있는 창신동에 행정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두어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5 마도메 및 시아게 작업 공간: 현재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도메 작업을 한 곳에 모여
작업할 수 있게 하여, 배달에서 쓰이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파트타임
직원이 일감을 공장마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감을 한 곳에 모아둔다.

SCALE : 1/5000

6 하역장: 현재는 오토바이가 곳곳에 퍼져있는 공장마다 다니며 배달을 하여 지역 교통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하역장을 두어 한 곳에 모여 퍼져나갈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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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MASS : WEAVING DESIGN, SEWING, AND SHOPPING IN ONE PLACE
FINDING AN EDGE OVER DONGDAEMUN FASHION TOWN
DONGDAEMUN FASHION TOWN

CHANGSIN GARMENTS SEWING CO.

various brands with cubicles

PLAN LAYOUT

one single brand that is Changsin-Dong

buy and sell

MAIN PURPOSE

a different experience like a flagship store

displayed items

WHAT SHOPPERS SEE

displayed items, design process, sewing works

PLAN LAYOUT : Dongdaemun Fashion Town

The Proposal : One brand of Changsin

INNER MASSING PROCESS : weaving of programs

1. FLAGSHIP STORE

2. FOLLOWING THE PROCESS
OF MAKING CLOTHES

3. VISUAL CONNECTION

4. SOLID WORKING SPACE,
VOID SHOPPING SPACE

EXTERIOR MASS : INCORPORATING THE SURROUNDING AT DIFFERENT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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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sin

RELATIONSHIP BETWEEN PROCESS OF MAKING CLOTHES

5. SOLID PROGRAMS OOZING OUT

WEAVING OF PROGRAMS

INCORPORATING THE SUR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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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1

SIAGE
WORK SPACE

PATTERN MAKER
WORK SPACE

MAIN SHOPPING
AREA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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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2

FLOOR 3

OUTSIDE
RUNWAY

DESIGNER WORK SPACE

FABRIC MARKE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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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SYSTEM :
LINKING THE EXTERIOR AND THE INSIDE

STRUCTURAL AXONOMETRIC : grided facade supporting the inside

STRUCTURE ELEMENTS : 1. CORE / 2. SLABS /

CORES
Three cores are spreaded out through the building. They support slabs and roofs. Horizontal pipes,
however, are not supported to the cores, but only connected to the cores for circulation. Main fun
ctions for the cores include elevator shafts, ducts, stairs and bathrooms. The shape varies from long
rectangles to squares.

SLABS
Slabs vary in sizes and shapes. Therefore there are various openings through each floor from a slab
to another. They are placed irregularly and are supported by the grid-skin and cores.

HORIZONTAL PIPES
Horizontal pipes are supported by the grid-skin around the building. They have openings on both
end that are not blocked by the grid-skin. They can be placed irregularly inside the building becau
se they do not require other structural support other than the grid skin.

ROOF
Roof is supported by both grid-skin and cores. The roof covers the whole building and is divided in
to three parts.

310

clear or opaque glazing

steel cage, THK : 60mm

steel frame, THK : 80mm

0mm

100

The depth in which the glazing is
placed can vary to form the facade

CONSTRUCTION AXONOMETRIC :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e and facade

3. HORIZONTAL PIPES / 4. ROOF / 5. GRID-SKIN

GRID-SKIN
The exterior is surrounded by grided skin. The skin supports roof, horizontal pipes and slabs with horizontal and
vertical elements.

1 HORIZONTAL ELEMENTS

2 VERTICAL ELEMENTS

vertical element # 1

Horizontal elements support vertical loads of the
roof, horizontal pipes and slabs. The elements are
set back in different dimension on each floor and
therefore create a sense of curve on the facade.
The curve created by the elements give a smooth
and continuous feeling on the facade.

#5

#8

#14

# 17

Vertical elements support the horizontal loads like wind. They
also link the horizontal elements that are set back on each
floor. They act together to create a sense of curve on the
facade. The dimensions vary according to the inclined roof.
The depth of the elements, which is 1 meter, gives room for
windows to be placed on random places, giving the facade a
more playful i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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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RDENS OF
CHANGSINGDONG

Steflova, Magdalena

마크 브로사 스튜디오 MARC BROSSA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NEW FABRIC,
NEW HOUSING,
GARDENS AND
PUBLIC SPACE

Churches around Changsing-dong used their site to help people.
They have playground or they help poor people. Only one church is
surrounded by parking lots, which belongs to church. These parking
lots are empty and unused space during the week. They use it only
on Sunday. If parking lots will be under the ground there will be lot of
space for housing, park, public space or more useful spaces. Garages
can earn them money to build houses and for their activities.
–> GARAGES –> SPACE FOR HOUSING
Changsing-dong has high density. These parking lots are empty and
unused space during the week. They use it only on Sunday. It is waste
of space. It is possible to use space with more effectivity. Firstly Some
people live in small room with low level of living. Some of them can
move into new housing and they make bigger space in old housing.
Richer people can buy one bigger apartment at a higher price and
endow some apartments.

CHURCHES AROUND CHANGSING-DONG
TOTAL AREA (GROUND FLOOR)
TOTAL AREA
FAR (300 - 800%)

5835
17765㎡
305%

BCR: UNDER (80%)

50

GROUND FLOOR

㎡

road, public space

1190 20

park

1290 22

%

dwellings

830 14

private gardens (d.)

240

4

common gardens

355

6

private gardens (ch.)

460

7

commerce

105

3

25 0.1

garage
current offices

580 10

current church

760 13

PROGRAM

314

㎡

%

road, public space

1190

8

park

1290

8

dwellings

2075 13

private gardens (d.)

1070

7

common gardens

355

2

private gardens (ch.)

460

3

commerce

325

2

garage

2300 14

current offices

3900 18

current church

3800 23

PRIVACY BORDER

DENSITY IN HARMONY
Unfortunately Church built Kindergarten and office building
in the middle of the plot. This building is higher than church,
which is strange because church is more important and more
representative. This building is not connected to the rest of
area, it doesn’t create the city street. Mainly It is impossible
to build around building because of windows in facade
and it is necessary to let a gap between buildings. It creates
suburban character in the centre of the city. There is big void
in area with high density. I suggest to make reconstrution of
the building and lessen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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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AND ROOF GARDENS

BORDER OF PRIVACY

Changsing-dong has many churches. They
usually help poor people or communities.
Church should helping others or give something to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give
more public space to people.
– > PARK AND COMMON GARDEN

Walls allow to create flexible space.
Then every apartment will enough
level of privacy. It also allows to
create private roof garden. for everyone. This system allows height
diversity and flexibility.

Bricks allow different level of privacy. There are many
variation to great personal pattern. The next advantage of this is that it can be reused old bricks form
destroyed buildings'
1 - solid wall - the highest level of privacy
2 - transparency because of connection with street,
but It is still create private space
3 - fence - transparency because of connection with
street, but It is still create private space. Shape is
derived from the requirement on stability.

Housing should have give new opportunities
to people. They can be more self-sufficient,
they can grow their own vegetables.
– > GARDENS – > SELF-SUFFICIENCY
PATTERN
The patter is disturb by intervention of one
building belongs to church and parking lots in
this site. New housings are connected to fabric.
– > NEW FABRIC

soil
filter membran
drainage
waterproof/ roof repellant
support panel
thermal insulation
vapor control
concrete layer concrete deskconceret

deskconceret wall
thermal insulation
air gap
bricks (r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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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S OF PRIVACY WITH
DIFFERENT PATTERN OF BRICKS

APARTME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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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FLOOR

SECTION 1

318

2ND FLOOR

3RD FLOOR

SE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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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F GARDENS

320

OLD X NEW

BETWEEN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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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river
motor home
park

이준섭 lee, jun-sub

김주경 스튜디오 KIM, Zuk-Hyung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모터홈은 우리나라로 치면 캠핑카를 말한다. 보통 차량을 이용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주거를 통틀어 모터홈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국가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가면
캠핑카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이 모터홈의 수요가 많아지
고 있다. 토지 이용이 집적화된 도시의 경우 모터홈의 증가는 특수 목적의 공터를 필요
로 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상 모터홈이 1인 주거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면 모터홈이 도시 내에 자리 잡았을 때, 다양한 이용 행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모터홈 주차장은 캠핑카 주차장이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거가 필요
한 사람에게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

You

Parking

New

Rental

Staying

모터홈 이용의 3가지 유형
모터홈을 위한 주차장은 단순히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어서는 안되고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700

시도별 등록 대수

경기

서울시 주택 가격

단위 : 대

400

서울

1인당 국민 총소득

피견인형 승합차량 등록 현황
단위 : 대

2500

주택 보급률
단위 : 대

100

연도별 자동차 튜닝 출원 현황
단위 : 건

34
100
급증

수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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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로 정한 곳은 망원동 한강 공원이다. 도시 컨텍스트의 영향이 적고 비교적 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한강이 적
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생활이 가능한 주차장이라는 생각으로 도심, 지하철과의 거리를 고려했고 차 전용 도로와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했다.

Junction

Motor Road

Park

Subway

Motor Road

Acros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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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동선(1st ring)

사람 동선(2nd ring)

차량 동선(1st ring)

차량 동선(2nd ring)

주차 공간(1st ring)

주차 공간(2nd ring)

Across view

1st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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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ring

차량 교차(1st-2nd)

사람 전용 동선(service secter & 1st ring roof)

사람 동선(3rd ring)
차량 교차(2nd-3rd)
차량 동선(3rd ring)
주차 공간(3rd ring)

service secter (2nd ring)

3rd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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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ring

D

D’

2nd ring

AA’ (1st ring) Plan

3rd ring

D

D’

2nd ring

BB’ (2nd ring) Plan

2nd ring : camper ban type

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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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B
A

elevation
C’

service secter (2nd ring)

D

D’

2nd ring service secter Plan

1st ring : caravan type

3rd ring

D

3rd ring Plan

3rd ring : camper ban type

B’
A’

DD’ section

D’

B
A

CC’ section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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龍馬效果 망우동 폐건물 리노베이션

박재옥 PARK, JAE-OK

김주경 스튜디오 KIM, Zuk-Hyung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죽어버린 도시,
그 땅을 살려
새로운
기능으로 채우다.

내가 잡은 이 사이트는 90년대 호황기를 누리던 용마랜드라는 작은 놀이동산이 있던 부
지이다. 대형 놀이동산에 밀려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금은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거나 영화 촬영장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마랜드 앞에 거대
한 페건물 하나가 조망을 가리고 있다. 예전에 용마랜드가 호황기를 누리던 시절에 스포
츠센터를 짓던 도중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이 건물을 새로운 기능으로 채
운 리노베이션을 통하여 예전의 형상을 담은 도시 재생을 계획하였다.

SITE ANALYSIS

1986

334

1992

1998

200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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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DIAGRAM

336

WATCHING MOVEMENT

EXHIBITION DIAGRAM

RENOVATION DIAGRAM

기존 1층 평면

1층 평면도

기존 2층 평면

2층 평면

기존 3층 평면

3층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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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PLAN

2F PLAN

AA’ SE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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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PLAN

4F PLAN

BB’ SE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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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동
어르신 머뭄터

이우조 LEE, WOO-JOE

김주경 스튜디오 KIM, Zuk-Hyung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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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 일대의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시설 조성
프로젝트

종로3가는 탑골공원과 종묘광장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어르신들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탑골공원과 종묘광장의 성역화 사업 후 이후 어르신들은 주로 모이고 머물
던 두 장소는 더 이상 어르신들이 이전처럼 머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르신
들은 종로3가에 남아있다. 지하철역 그리고 붐비는 길거리로 내몰린 어르신들은 종로3
가 일대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과 충돌하며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있다. 종로3가라는
오랜 역사와 고밀의 도시적인 상황에서 지역과 어르신이라는 집단이 불편한 관계를 회
복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History of site
종로3가 일대의 어르신들은 3.1운동의 발상지이며 원각사의 터에 형성된 탑골공원과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인 종묘광장에 주로 머물러 왔다.
그러나 탑골공원과 종묘광장의 성역화 사업이 시작되며 이 두 장소는 더 이상 어르신들이 모이고 머무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탑골공원과 종묘광장에서 밀려난 어르신들은 지하철역, 상권이 밀집된 종로의 길가 등을 점유하며 종로 일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1984

1967

종묘광장 조성시작
고령자 지하철 무임화
공원입장 무료화 (1988)

파고다 아케이드 건설
공원입장 유료화

1897

1919

파고다 공원 조성

3.1운동

1983
파고다 아케이드

1995
종묘 세계문화유산 지정

2001

2015

탑골공원
성역화사업 시작

갈 곳이 없어진
어르신들

1991

2007

탑골공원
사적지정

종묘광장 재정비 착공

1998
노인들로 만 원을
이루는 공원

1910

1972

경성도

파고다 아케이드 설치
공원 입장 무료화, 고령자 지하철 무임화
주변조직으로부터 공원 단절, 공원의 유료화 노인인구가 파고다 공원으로 모이게 됨

1984

1993

2001

2015

법인화된 무료급식소들이 생김
모여든 노인인구를 위한 시설들이 설치됨

탑골공원 성역화사업 시작
어르신들의 모임장소 종묘광장으로 이동

종묘광장 착공 이후
기존에 머물던 공간이 사라지며 주변 가로로 밀려남

Site analysis
종로3가 일대는 귀들 어르신들 외에도 금속 상인들, 관광객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는 장소이다. 이곳은 주로 모텔 및 숙박업과 귀금속상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어르신들이 주로 머물며 점유하는 공간은 앞서 말한 상권과 위치가 겹치며 충돌하고 있다. 새롭게 형성되는 어르신들의 머물
공간은 기존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인프라를 연결하면서, 주변의 상권과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도록 조성된 시설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어르신 네트워크의 중심점을 만들고자 하였다.

어르신들과 충돌하고 있는 시설
어르신들로 머뭄과 이동 경로

344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
새로운 머뭄과 이동경로

User research

성별

연령

이용 시간대

이용현황

거주지

경제상태
특정한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Design concept
종로3가 일대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특징은 특정한 목적이 없이 이 장소에 모이고,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흥미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머무는 것이다.
어르신들의 공간 이용 양상을 보면 기존의 적층형 목적 지향적인 복지공간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시설의 각각 요소가 분리되어
자유로운 이동을 하면서 선택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path

기존의 수직적으로 적층된 형태의 시설은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행태와는 맞지 않다.
시설의 이용에 따라 나뉘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역 내 기존
시설들과의 연결되어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background

surpporting
program

어르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형태를 파악하고, 그와 같은 구조로
공간을 형성하여 새로운 장소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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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1910

사이트는 각각 다른 축과 스케일의 그리드로 도식화되는 도시조직이 접접에 위치한다. 기존의 조직의 축선과 스케일을 존중하여,
기존의 도시조직과의 이질감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드의 서로 다른 축에 의해 벌어지는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여, 기존 도시의 동선과 연결을 하고자 하였고, 각각 분절된 건물을 건축적 요소들로 인하여 연결하고자 하였다.

2015

도로의 생성과 도시조직(필지 체계)의 변화,
각각 다른 축으로 형성된 도시조직이 만나는 접점에 사이트가 존재한다.

346

각각 다른 축과 스케일의 도시조직 그리드 도식화

그리드에 맞춘 두 개의 동 배치

기존 가로를 존치하여 메스의 분리

분절된 메스의 물리적 연결

자유로운 접근과 머묾이 가능하도록 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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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strategy

a-a’ 단면도 1:150

348

b-b’ 단면도 1:150

c-c’ 단면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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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1층
1층평면도

350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프로그램
1 어르신 쉼터

2 어르신 뽐내기 한마당

3 상점

4 무료 급식소

5 어르신 직업 상담소

6 워크숍

7 한방 진료실

8 어르신 돌봄 센터

9 교육실

10 대강의실

11 어르신 돌봄 센터

12 동아리방

13 동아리방

14 사무실

15 주거

16 돌봄 센터 사무실

LEE, WOO-JOE 351

Art campus

최상현 Choi, Sang-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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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campus in
Pyeongchangdong

종로구에서 평창동의 예술, 문화 인프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아트밸리 사업을 추진 중
이다. 그 일환으로 국민대 조형예술대학이 평창동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평창동은 특유
의 닫힌 도시 조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예술 문화 인프
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조형예술대학을 설계하고자 한다. 국
민대 조형예술대학은 시각디자인, 실내디자인, 회화 등 11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서 현대로 오면서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해졌고, 이에 여러 예술 관련 학과
들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들과 학
과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Site analisys
평창·구기·부암 아트밸리 조성

354

서울시, 평창동 국민대 제3캠퍼스 조성 의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관리 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아내'에 대해 조건부 동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창동 147-2 일대의 초·중학교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국민대
부지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녹지공간의 보전용도 계획을 수
립하고, 향후 추가 증축을 위한 계획 변경이 없도록 하는 조건
하에 조성하도록 한 것이다.

종로구, 국민대와 아트밸리 조성사업 박차

종로구는 ‘부암·평창·구기 아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오
는 11일 오후 가나아트센터에서 ‘국민대학교와 상호 업무협력
과 교류 협약’을 체결한다. 국민대는 기존의 성북구 캠퍼스에
있던 예술대 학과 조형대학을 평창동 지역으로 이전하여 제3
캠퍼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대는 제3캠퍼스 시
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며, 문화·예술 전시회 개최 등 주민
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Sigong art space
Closed Urban Fabric

Gana a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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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Program

조형대학

면적(㎡)

예술대학

작업실

공동작업실

다목적실

전시실 강의실 AV ROOM 특이 시설

인원

공업디자인

40

시각디자인

43

금속공예

22

환기 설비

도자공예

21

가마 설비

의상디자인

32

런웨이

실내디자인

37

영상디자인

30

자동차운송

30

회화

37

입체미술

20

비고
환기 설비

400㎡
300㎡
200㎡
100㎡

방음 설비
면적(㎡)

Contour level
2100

2000 2000
1700

1600 1500

입체미술

회화

자동차운송

영상디자인

실내디자인

의상디자인

도자공예

금속공예

시각디자인

공업디자인

Concept

예술대학

Public

Public

Private

Private

800 800

8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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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작업실

학과

조형대학

Natural lighting

Natural lighting

Topography
Make flat by using contour

Earth work

Site section

Site

scale 1:3000
Site

section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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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chang-dong
Facade of pyeongchang-dong

pyeongchang-dong

Site

Urban fabric
closed urban fabric

existing cultural infrastructure

Art campus
psychological barrier

Positioning strategy (sight)

358

Master plan Mast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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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00:1
6층 평면도
scale 1:1000

5층 평면도
scale 1:1000

4층 평면도
scale 1:1000

360

3층 평면도
scale 1:1000

2층 평면도
scale 1:1000

1층 평면도
scale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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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위
빛의 교회

고광영 Ko, KWANG-YOUNG

김주경 스튜디오 KIM, Zuk-Hyung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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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바로 밖이라는 최적의 입지를 가진 창신동 돌산은 1924년 경성부 직영 채석장
으로 탈바꿈되어 매일 같이 발파와 석재 채취가 일어나는 아수라장 같은 장소가 된다.
거기서 떠진 돌들은 장엄한 조선총독부 건물에 한 부분을 이루기 위해 경복궁 경내로
운송되었다. 해방 후에도 얼마간 채석장으로 쓰이다 60년대 이후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
서는 절벽에서 암석이 굴러떨어져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사건 기사로 간혹 신문에
그 존재를 알리기도 하였다. 현재는 종로구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상처를
간직한 이 채석장에 회복과 추모의 납골교회를 제안한다.

채석장 위 빛의 교회

연 면 적 : 3170 sqm
건축면적 : 2092
대지면적 : 4264
건 폐 율 : 49.0 %
용 적 률 : 74.3 %
프로그램 : 납골교회

사이트 :
창신 3동 산 16-23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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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 채석 방법(매스 형태, 재료)
plastic cartridge
gunpowder
slot drilled
torch cut

천공

발파

직육면체 형태의 석재 채취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석재 채석장 개발연구, 1989

매스 프로세스

예배드리는 공간
추모하는 공간

사람이 모이는 공간

모였다 흩어지는 유연성

프로그램의 분리

채석장 절개지

절개지 회복

단면의 복원

창신동 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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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수제화
협동조합

김정수 Kim, Jeong-su

김주경 스튜디오 KIM, Zuk-Hyung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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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필요성

성수동은 수제화의 70%가 만들어지는 한국 수제화 제조업체의 7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수제화 산업 집적지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하청 물량의 감소, 중국
저가 제품의 공세 등의 거듭되는 재로 인하여 국내 수제화 산업은 침체기를 겪어 왔다.
한국 성수동 수제화 협동조합은 이런 산업 내에서 수제화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공장들은 브랜드 중요성 인식 부
족으로 오랜 기간 브랜드 하청 생산을 해오고 있을 뿐 자체 브랜드를 갖지 못하여 경기
침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보고자 고민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에 협동
조합에서는 수제화 개발/생산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성수동 수제
화 브랜드를 중장기적으로 만들어 협동조합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려 한
다. 또한 신규 고용 창출, 고용안정, 사회 기여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발전과 조
합원 구성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Site Analysis

수제화 관련직종 현황도

수제화 장인

수제화 제작과정

374

패턴 디자인

라스트 선택

재단

갑피

저부

제굽

숙성

까레

장식

완성

Program Diagram

Circulation

Section Diagram

Access
장인 동선
소비자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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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요
주소: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10- 49, 5, 50, 51
건폐율: 60%
용적률: 400%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대지면적: 1325㎡
건축면적: 795㎡
연면적: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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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1F

B1

A - A’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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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2F

5F

4F

B - B’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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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6
Le Love Hotel
은밀한 시간

김지홍 KIM, JI-HONG

김주경 스튜디오 KIM, Zuk-Hyung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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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오롯이 둘만을 위한
시간을 바라는
청춘들을 위한 공간

집을 떠나온, 집 아닌 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난한 청춘들은 자신들의 은밀
한 시간을 위한 둘만의 공간을 바라면서도 자신과 타인에게 각인된 러브호텔에 대한 치
부시 하는 의식과 은밀한 욕구가 대립하며 불편함을 감수한 채 허덕이고 있다. 그 어떤
성인에게도 러브호텔은 불편한 진실로 존재한다. 1980년 중반에 등장하기 시작한 러브
호텔은 빠른 경제 성장과 사회 문화적 인식의 변화 속에서 ‘88 서울 올림픽’과 ‘IMF 위
기’와 같은 국가적인 이벤트들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곧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기회와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변화의 길을 찾아 걸어왔지만, 여전히
많은 그들은 지나치게 편중된 경제적 논리 속에서 심심하고 따분한, 멀쩡한 면만을 간직
한 채 생존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쓸모없는 창문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그러한 것
들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며 다소 극단적인 형태의 극단적 프라이버
시를 제시하고 싶었다.

新村
‘청춘’의 열기로 가득한 중앙로에서 벗어나,
한적한 뒷골목길 한편에 그들은 또 다른
열기를 뿜으며, 또 다른 촌을 이루고 있다.

그곳, 길에서 한 발치 물려 가려진 그곳은
벽이며 창이며 온통 불투명한 시선으로
가득했다. 그 땅의 진실은 그러했다.

384

視線

愛井塔

속이 텅 빈, 탑의 안쪽으로 스미는 빛은 바닥끝까지는 닿지 않았다.
딱, 잡을 수 있는, 그만큼만의 빛이 닿을 뿐이었다.
바닥에선 바람도 몰아치는 듯했지만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어두침침, 고요하게 그곳엔 둘 뿐이었다. 시간은 멈춘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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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

386

MEANINGLESS OUTSIDE WINDOW

REVERSE
REVERSE

WELL SPACE INSIDE

kIM, JI-HONG 387

껍데기

388

그곳은 이상한 곳이었다. 나란히 걷는 둘의 형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음탕함이
보이는듯했다. 사람이다. 그 어떤 누구일 것이다. 남잔지 여잔지도 분간이 가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아는 누구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은근히 그들이 행복해한다는 것은 느껴졌다.

A6

‘은밀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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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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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 13F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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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your
single life style

김덕유 KIM, DEOK-YU

김주경 스튜디오 KIM, Zuk-Hyung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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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동
1인 주거 단지

도시화로 인한 사회 변화로 가구 구조가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변해감에 따라 새로운
주거 유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능적으로 압축되어 방 하나에 화장실 주방
침실이 합쳐진 형태의 원룸들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형태로 생겨나고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 형태의 주거는 개개인의 생활 특성을 잘 반영해 주지 못하고, 주거 내부에서
커뮤니티가 생길 가능성을 전혀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생활 형태에 따라
주거기능 중 쓰이는 공간과 쓰이지 않는 공간이 생기고, 또 부족한 공간도 생기게 된다.
이런 점을 유형별로 나눠 필요한 공간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쓰이지 않는 공간을 합쳐
함께 사용하거나, 필요한 공간을 더 크게 제공하여 각자의 다양한 생활형식을 반영할 수
있으면서 커뮤니티를 가질 가능성을 가진 주거 유형을 제안한다.

가구 변화에 따른 주거 형태 변화

PRIVATE SPACE

KITCHEN

KITCHEN

COMMUNITY SPACE

Family house
Apartment

BATH

Single-person house
One-room

LIVING

BATH
LIVING

LAUNDRY

LAUNDRY

STORAGE

STORAGE
주거기능 압축

STUDYING

STUDYING

BEDROOM

BEDROOM

HOBBY

HOBBY
A ROOM WITH KITCHEN & BATH

3 PERSONS 1 FAMILY COMMUNITY

family community space

한 집에서 각자 다른 가족 구성원이 모여 삼.
서로 다른 다양한 생활패턴으로 활동.

생활패턴이 겹치는 곳에서 커뮤니티 발생

394

1 PERSON NO COMMUNITY

기능 공간을 압축하여 한 공간에 넣음.
각자의 생활패턴에 따른 활용도 낮은 공간과 부족한 공간 발생.
주거 생활 내에서 커뮤니티 발생 안 함.

다양한 생활유형과 공간활용

제안

집에서 업무, 취미생활
독립적 공간 필요
독립된 공간
Single-person house
Collective house
집에서 요리 안 함
주방 사용빈도 적음
공용 주방

A ROOM WITH MISSING PROGRAMS

집에서 식사 안 함
집 근처 식당 이용
공용 식당

COLLECT MISSING PROGRAMS
SHARE PROGRAMS
KITCHEN
DINING

집에서 빨래 안 함
동네 세탁방 이용

LIVING

공용 세탁실

BATH
STUDY
LAUNDRY
STORAGE
..
.

수납장 부족 기능 공간
수납장으로 사용
공용 드레스룸
공용 신발장
집에서 잠만 잠
스터디 모임 공간 필요
공유 가능

스터디룸

사용자 생활패턴에 따라 불필요한 공간 모으기.
공용공간과 추가 공간 제공.
기능 공간의 효율적 활용.
커뮤니티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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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17필지

1 필지

건 폐 율 : 58 %
용 적 률 : 120 %
가 구 수 : 60 가구 (예상 방 수 : 93)
대지면적 : 2,010 sqm
건물면적 : 1,178 sqm
연 면 적 : 2,427 sqm (지하 포함 2,868 sqm)

건 폐 율 : 60 %
용 적 률 : 193 %
가 구 수 : 59가구 (방 개수 : 116)

PROCESS

주변 환경 고려
최대 부피 형성

396

도시쪽 개인 공간
내부 공용 공간 설정

골목길 형성

마당 만들기

수직 동선 연결

박스로 메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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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FLOOR PLAN

3TH FLOOR PLAN

4TH FLOOR PLAN

5TH FLOOR PLAN

400

UNIT PLAN
TYPE A _ PRIVATE ENTAURANCE, KITCHEN, BATH, ROOM + α space
A-1

길가쪽 마당 공간,
테라스, 독립된 공간

A-2

골목길쪽 마당 공간,
독립된 공간

A-3

테라스,
독립된 공간

A-4

공용데크,
독립된 공간

TYPE B _ PRIVATE KITCHEN, BATH, ROOM + SHARE ENTAURANCE
독립된 공간,
주민 소통 공간,
외부 공간

A-5

독립된 공간

A-6

독립된 공간

더 큰 현관,
신발장 제공

독립된 공간
공용 데크 제공
현관 공유

B-1

현관 공유

B-2

현관 공유

B-3

A-4
A-7

TYPE C _ PRIVATE BATH, ROOM + SHARE KITCHEN, ENTAURANCE

2개방과 공유
독립된 공용공간 제공

TYPE D _ PRIVATE ROOM + SHARE BATH, KITCHEN, ENTAURANCE

C-1

C-2

C-3

D-1

3개방과 공유
현관공유

2개방과 공유
현관 공유

2개방과 공유
공용 데크 제공
현관 공유

3개방과 공유
2개의 화장실

C-4

2개방과 공유
개인 외부 공간 제공

C-5

C-6

2개방과 공유
현관 공유

D-3

D-2

2개방과 공유

2개방과 공유
독립된 공용 공간 제공

2개방과 공유
독립된 공용 공간 제공

_드레스룸, 취미실 ...

_드레스룸, 취미실 ...

현관공유

2개방과 공유
독립된 공용 공간 제공
현관 공유

D-4

D-5

2개방과 공유
개인 외부 공간 제공
4개방이 공유하는 화장실, 스터디룸 제공

D-6

2개방과 공유
독립된 공용 공간 제공
현관 공유

D-7

단면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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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CTION BOX
회기역 복합개발 프로젝트

이승하 LEE, SEUNG-HA

김주경 스튜디오 KIM, Zuk-Hyung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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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역 일대는 지상철이 지나면서 두 지역을 물리적, 시각적으로 단절시킨다. 프로젝트
의 제목인 Junction Box는 단순히 건널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자공학 쪽에서 여러
개의 케이블을 상호 접속하기 위해 그 사이에 넣는 상자를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두 지역을 잇는 건널목의 역할을 하는 브리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서 여
러 개의 길이 연결되는 접점을 이어 사통팔달로 통하게 하는 기점을 만들고자 하였다. 기
존의 역사들은 대형 백화점을 끼는 형태의 민자역사로 개발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형
태의 개발은 주변 상권을 파괴하고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의 박스 안에 숍을 집어넣는 방식에서 벗어나 숍 안에 필수 동선을 끼워 넣어
상업적 성격을 완화하고 스트리트 숍의 형태로 풀어 내었다. 이런 방식의 개발이 주변 상
권의 발달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HISTORY

1993
이문, 신이말
지하 보차도 건설

1911
<경원선>
용산 - 의정부

1972. 09. 08.

1930
<중앙선>
청량리 - 양평

1973
<중앙선> 전철화
청량리 - 제천

1980. 11. 26.

1974
<경인선>
일반열차 영업중지
1호선 개통

1980.4.1
회기역 영업시작

2005. 10. 31.

1999
성북 - 금곡 경춘선 폐지

2009
<경원선> 청량리 - 석계구간
지하화 계획 무산

2005
<중앙선> 복선화
도시철도화

2007. 11. 29.

STATION
- 회기역 월별 수송 인구

- 회기역 시간대별 수송 인구

- 1번 출구 이용 현황

- 2번 출구 이용 현황

SITE

인근에 많은 대학들이 있다.

404

역 중심에 비해
경희대 쪽에 강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회기역에 상권을 강화시켜
상권을 철도 건너편까지 끌어온다.

2014. 09. 02.

DWELLING GROUND

TYPE A
TYPE B
전용면적 : 26.64㎡ 전용면적 : 41.04㎡

FITNESS CENTER

LIBRARY
ROOF GARDEN

+ ACCESSIBILITY
1970s

현재

프로젝트

건널목을 통해서
두 도로가 연결되었다.

회기역이 들어서며 차도는
막히고 수직적 동선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한다.

콩코스를 증축,
기존 회기역과 연결한다.

8.5M의 수직 동선을 이용하여 이동

콩코스의 높이를 법적 최소 높이에 맞춰 2.5M 낮춤

철도를 넘어가는 길목에
상가를 배치한다.

완만한 경사를 이용하여 편하게 이동

지하철에서 버스 환승이
훨씬 용이하다.

동선에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주거 매스를 올림

LEE, SEUNG-HA 405

COMMERCE

박스형태의 경계가 뚜렷한 공간

406

CONCOURSE로의 동선 삽입

길을 만들어 적절한 스케일로 분할

외부 길에 면한 숍에 각각 출입구를 배치

SECTION

LEE, SEUNG-HA 407

408

LEE, SEUNG-HA 409

MODEL IMAGE

410

LEE, SEUNG-HA 411

Horizontal to
Vertical
동교동 삼거리 복합시설

김태진 KIM, TAE-JIN

김주경 스튜디오 KIM, Zuk-Hyung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수평에서 수직으로...

기존 경의선/중앙선의 지하화에 따라 도심에는 리니어한 유휴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러
한 유휴공간에 마포애경타운에 의해 새로운 복합시설 계획안이 만들어졌다. 수직적으로
는 낮고 수평적으로 긴 매스가 배치되게 되는데 이는 철도가 지상에 있을 때와 마찬가
지로 기존의 경계를 만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길게 형성된 녹지 보행 축의 연결을 단절
시킨다. 기존의 계획안인 수평적으로 긴 매스를 추후 광장으로 이용되는 삼각형 모양의
부지로 수직화하는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한다. 수직적 밀도는 높아지나 대로변에 위치
하여 기존의 건물들과 수직적으로 높은 스케일을 유지하고 녹지 보행 축의 흐름을 연결
해 기존의 개발 계획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SITE ANALYSIS

경의선/중앙선(용산선) 1905~

당인리선 1929~1982

도로화 및 상업화 1982~

2호선 1984~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인천국제공항철도 2010~

경의선/중앙선 지하화 2012

개발 계획

1972

198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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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경의선/중앙선 지하화

기존 개발 계획안의 문제점

기존의 선로의 지하화에 따라 도심에는
리니어한 유휴 공간이 만들어졌다.

마포애경타운에 의해 호텔, 상업시설과
지역에 필요한 공익시설을 짓는 계획안으로써
수직적으로는 낮고 수평적으로 긴 매스가
유휴공간에 배치되게 된다.
철도가 지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경계를 만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길게 형성된 녹지 보행 축의 연결을
단절시킨다.

공항철도의 신설
공항철도가 신설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홍대 유입이 가속화되었으며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이 요구된다.
도심에 생긴 리니어한 유휴공간 및 철도의 지하화

개발 중인 녹지 보행축 및 기존의 개발 계획

새로운 제안
기존 계획인 수평적으로 긴 매스를 추후 광장
으로 형성되는 삼각형 모양의 부지로 수직화하
는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한다.
수직적 밀도는 높아지나 대로변에 위치하여 기
존의 건물들과 수직적으로 높은 스케일을 유지
하고 녹지 보행 축의 흐름을 연결해 기존의 개
발 계획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녹지 보행 축의 연결 및 삼각형 모양의 대지로의
복합시설 수직화

기존의 복합시설 계획안 매스

새로 제안하는 복합시설 매스의 수직화

MASS STUDIES

KIM, TAE-JIN 415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416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8층 평면도

14층 평면도

4층 평면도

17층 평면도

19층 평면도

22층 평면도

27층 평면도
KIM, TAE-JIN 417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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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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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크리틱 강사 명단
•구승회
•이민아
•조남호
•황두진

422

CRAFT design 대표
협동원 건축사사무소 대표
㈜솔토건축 대표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

최종 크리틱 강사 명단
•구승회
•이민아
•조남호
•황두진

CRAFT design 대표
협동원 건축사사무소 대표
㈜솔토건축 대표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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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Desig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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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영찬

4학년 이충기 스튜디오
LEE, CHUNG-KEE Studio

Joo, yeoung-chan

Lamp_Ramp
Lighting Exhibition
청계천이라는 가로축 보행 컨텍스트와, 세운상가 재정비를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세로축 보행 컨텍스트가 교차하는 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행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저층부에서 주도로 와 이면 도로를 연결하는 내부 골목을 만들어 보행의 흐름을 블록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하
였고, 전시관 내 수직 동선으로 램프를 이용하여 보행의 흐름이 상층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계획하였다.

Theme

Memories of land _Lightng
1960년대 최초의 조명 상가 거리가 만들어졌고, 이후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아 지금도 많은 조명 상가가 남아있는 이 땅에 Memorial space로의
전시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60

1970

1980

1990

Division

Insertion of void

Adjustment

Insertion

Insertion of void

Adjustment

Present

Concept
Concept 1.
Addition

Concept 2.
Addition

Concept model(300:1)

426

Site analysis

사이트 내의 건물 중 건물 내부 복도가 골목과 서로 연결되어 이면 도로까지 연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것이 세운상가 상권의 특징이라
고 생각했다. 보행이라는 측면에서 이 내부 골목을 밖으로 드러내어 그것이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하면서 이면 도로까지 확장한다면, 길모퉁이가
가지는 보행의 입구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Joo, yeoung-chan 427

Develope Process
Site & Existing buildings

Volume

Insertion

Site plan _1F

Mass segment

Horizontal connetion

Mass adjustment

Exhibition Circulation
Lamp Up

Lamp Down

Sustainable system
청계천 가로면의 저층 벽돌 건물을 살리면서 저층부의 옥
상을 옥상정원으로 조성하여 청계천이라는 경관에 대응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부족한 용적을 뒷부분 볼륨에서
채우면서 조명이라는 전시 요소를 고려하여 메스를 동서
방향으로 분할하여 자연환기를 유도했다.

Section
Section A

428

Section B

Section Detail

Final Model

Study Model

Elevation
Elevation_W

Elevation_S

Elevation_N

Joo, yeoung-chan 429

박민아

4학년 이충기 스튜디오
LEE, CHUNG-KEE Studio

PARK, MIN-A

COME ON COM
컴퓨터 박물관
세운상가 건립 이후부터 생긴 전자전기업종의 인프라에서 한국컴퓨터 기업들이 탄생했다. 현재의 인프라도 예전 못지않기 때문에 Next TG삼보
의 가능성, 컴퓨터라는 업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컴퓨터 박물관이 세운상가 주변에 자리하면 맞을 거라 생각했다.
건물의 매스들은 기존 도시조직 위에 새로 들어서기 때문에 옛길을 배려하여 배치되었고, 세운상가와 연계되는 보조 동선들을 추가했으며, 이러
한 매스들을 아트리움으로 연결해 동선을 풀었다. 매스들의 크기는 주변 건물들의 크기와 일조를 고려해 너무 높거나 크지 않도록 정했고 세운
상가와 청계천 방향에 여유 공간을 두어 보행자들을 배려하고자 했다.
단순한 박물관의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와 연결 지어 세운상가 방문객들이 건물을 누리고, 공공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옥상 정원과 카페 등을 남쪽 방향으로 배치해 청계천에 대응하도록 했다.

PROGRAM
NEXT
TG삼보의
가능성!

전자전기 업종의 변화 1960년대

1970년대

세운상가 출신 한국컴퓨터 기업

컴퓨터의 무한 가능성

1980-90년대

2000-현재

컴퓨터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

SITE

대지면적: 약 2138제곱 미터 (약 646.7평)
지번: 182-13/182-14/182-2/47-3/47-1/188-1/189-6/
187-1/189-8/189-5/189-4/189-1/189-2/189-3/
191/190/181-1/192
총 필지: 18개 (대지 필지: 16개, 도로 필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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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조망

주 보행로, 차도

구조

층수

2

1
1 1

4

1
1

향, 일조

4

N

업종

옛길

대지경계선, 재정비 촉진 계획선

노후도

남길 건물과 철거 건물

5

1 1
4

4

1
1 2 3

3
1

3

4

4

목구조

아크릴, 공구

RC

전자전기

1950년대 전
1950년대
1960년대 후

남길건물
철거건물

CONCEPT DIAGRAM

사이트

옛길

동선 추가

매스, 동선 엮기(아트리움)

ENERGY SYSTEM

자연채광

옥상정원

아트리움

이중창호 + 로이 필름
더블스킨 / 루버

자연환기시스템

리노베이션
PARK, MIN-A 431

SYNOPSYS
설 계 : 전시관
대지면적 : 2138
연 면 적 : 5650
건축면적 : 1191.7
건 폐 율 : 56%
용 적 률 : 172%
규모/층수 : 4층
위 치 : 종로구 장사동

1F PLAN
SCALE:1/500

432

ELEVATION-A
SCALE:1/600

ELEVATION-B
SCALE:1/600

2F PLAN

3F PLAN
SCALE:1/900

SCALE:1/900

B2F PLAN
SCALE:1/900

4F PLAN

B1F PLAN
SCALE:1/900

SECTION A-A’
SCALE:1/600

SCALE:1/900

SECTION B-B’
SCALE:1/6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중앙홀
- 살설전시실1
- 야외전시장1
- 야외전시장2
- 상설전시실2
- 상설전시실3
- 상설전시실3 테라스
- 상설전시실2 홀
- 기획전시실
- 이벤트공간
- 강당겸 세미나실
- 교육시설 홀
- 요육원실
- 교육실
- 뮤지업숍
- 인포메이션
- 락커룸
- 유아보호실 겸 의무실
- 멀티미디어실
- 자료보관실 겸 교육지원실
- 관장실
- 행정지원실
- 전시지원실
- 회의실
- 연구지원실
- 탕비실
- 카페 겸 휴식공간
- 식당
- 카페 홀
- 식당홀 겸 휴게공간
- 엘리베이터 홀
- 야외휴게공간1
- 야외휴게공간2
- 옥상정원
- 브릿지
- 화살실1
- 화장실2
- 수장고홀 겸 포장해체실
- 수장고1
- 수장고2
- 제작실 및 기자재창고
- 전기실
- 발전기실
- 기계실
- 공조실
- 유류탱크실
- 물탱크
- 수질정화실
- 중앙감시반실
- 제어실
- 드라이 에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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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문

4학년 이선영 스튜디오

RIEH, SUN-YOUNG Studio

MIN, BYOUNG-MOON

VERTICAL PUBLIC
금속 전시장
을지로3가역 출구 중 을지로입구역 방향에 위치한 출구들은 주변 네트워크와 연결되도록 개발이 이루어진 반면 세운상가를 향한 출구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하와 지상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출구 번에 위치한 대지에 수직적으로 연결된 공공적인 공간
을 만들고 개발된 지하 인프라와 기존 을지로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Concept
Vertical Public
개발된 지하 인프라 ⇠ 수직적 공공성 ⇢ 낙후된 도시조직
건물 내에 수직적으로 공공성을 갖는 공간을 만들어 개발된
지하 네트워크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을지로 도시조직을
연결한다.

Design Guideline

Massing process

전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도시개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그 건물만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위치한 네트워크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전시장의 성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 관련된 금속 전시장을 프로그램으로 정하
고 특정 전시를 위한 계획보다 주변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긴
밀히 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1. Existing

Roof garden

2. Cutting

Un
de
rg
ro
un
d

Along the vertical pathway

Liminal Space
Atrium_connect to underground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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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ar
ea

4. Addition

5. Connect to
Underground area
Atrium

Green Space

3. Extension
Demolition &
New Construction

6. Highlight Addition

을지로3가역 지하 공간부터 건물 최고층까지 수직적으로 뻗은 아트리움은 지하로부터 건물 내 곳곳에 위치한 전시장까지 관람객을 유입시킨다. 동선을 따라 배치
한 녹지공간은 관람객과 건물 내 이용자들에게 더욱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며, 아트리움을 통해 지하까지 도달하는 자연광은 건물 내에서만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하철 역사 및 지하상가 이용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해 전시장으로의 유입을 유도한다. 아트리움으로 들어온 이용객들은 전시장을 이용하거나 주변
을지로 네트워크로 퍼져 나간다.

1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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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lble System
Shading

Double Skin

Summer

Winter

Insolation

Single cladding
with pattern
Cove lighting

Ø10 Suspended bolt
Electroplating Nut
Self-lock
70X90 douglas fir
25X20 Wiring duct

Single glazing

Zinc Panel Cladding
THK12 Gypsum Board
THK100 Insulation
THK200 Con'c
THK12 Gypsum Board

Task lighting

Value Range: 45000 - 806000 Wh/㎡

음영 분석을 통한 루버 크기 조절과 일사량 분석을 통해
추가 차양을 두어 건물의 냉방 부하를 줄이도록 계획하였다.

Passive Solar

Lighting Analysis
Value Range : 0 - 2500 lux

Before

After

아트리움 내에 수직적으로 금속 전시물을
매달아 전시기능뿐만 아니라 남쪽 매스에
자연광을 유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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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이선영 스튜디오

RIEH, SUN-YOUNG Studio

서현민

SEO, HYUN-MIN

URBAN LUMINESCENCE
을지로·세운상가 조명 전시관
세운상가와 을지로가 만나는 길모퉁이에 위치한 이곳은 을지로 지하보도, 지상 을지로, 세운상가 공중 보행데크 등 다양한 겹의 통행 네트워크
가 지나고 있다. 또 거대한 규모의 세운상가와 저층 건물들로 밀집된 군이 대조적으로 있는 장소의 경계에 있다.
대지 주변에 있는 을지로 조명 상가들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명 관련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행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전시
관으로 모아주고, 사람들이 도시 속에서 편안히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통행 네트워크가 접근해 오는 저층부에 공공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조명
전시 프로그램을 상징적으로 외부에 나타내고 늦은 저녁시간에도 사람들이 전시관 주변 외부 공간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마치 도시 속의
커다란 전구와 같이 되게 한다.

Concept
비워내기, 연결하기, 빛내기

대지 내 선택된 건축물 비우기

지하 선큰 광장 만들기

다양한 통행 네트워크 연결하기 떨어진 건물 아트리움으로 잇기

Site Context

기존 도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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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공간 분포

통행 네트워크

조명 생산 시설 및 상가

보행성

지하 1층, 지상 1층, 3층은 각각 을지로 지하보도, 지상 을지로, 세운상가 공중 보행데크와 연결되어 있다. 이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가 공공 공간으로 제공
되어, 전시관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방문하여 쉬고 전시된 조명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을지로 및 세운 사이가 변의 보행성을 향상하고 접근성
을 높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에 있던 옥외 광고판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살리면서 아트리움과 투명 계단실 등과 함께 도시를 밝
히는 전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Design Strategies
을지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 보행공간을 중심으로

역공간 제공하기

공적 녹지공간 제공하기

지상 보행환경 개선하기

1층 내 공적 접근성 향상하기

: 용적률 1,000m² 이상의 공공시설의 경우

: 역공간, 옥상 등에 위치

: 캐노피, 식재, 차양, 간판 등 통한 그늘 제공

: 공공 화장실, 휴식 공간 등 제공

프로그램 성격별 출입구 제공하기

도시 조직 및 분절감 유지하기

필지별 용적률 계산 → 블록별 용적률 계산

도로 용도에 따른 포장 재료 변화

: 다목적 건물 내 사적/공적 공간 구분 필요 경우 등

: 도시 문맥을 반영하여 거대 볼륨 지양

: 블록 내 건축물의 분절감 부여 가능성 제공

: 보행자 전용/ 차량 전용/ 보차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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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Strategy
Stack Effect by the atrium and piloties

SUNSUN
WIND

INSOLATION

WITHOUT ATRIUM

SUMMER

Atrium Skin Detail

WINTER
WITH ATRIUM

LIGHTING

상세 단면도 · SCALE : 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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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 SCALE : 1/ 500

단면도 · SCALE : 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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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실

4학년 김종수 스튜디오

KIM, JONG-Soo Studio

KIM, YEONG-SIL

LET’S HANG OUT SOON!
키네틱 아트 박물관
본 대지는 서울 종로구 예지동 세운상가 일대로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것이 대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공적인 성격이
강한 박물관의 프로그램적 특성이 도시 중심부라는 대지의 특성을 통해 도시 재생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내부로는 기존 건물의 형태와
방향성 유지하고 외부로는 대지의 작은 조직들 사이로 잘 스며들 수 있게 계획하였다.

Site
주변 컨텍스트

Theme
도시적 건축의 모습으로 대중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싶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내
프로그램은 전시 40%, 공공 편의 시설이 31%의 비율에 주목하여 오픈스페이스와 더불어 공공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이러
한 공적 공간의 제시를 통해 거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 박물관 내 프로그램 분포 (%) ]

[ 오픈스페이스 분포 (%) ]

공공편의

31%

오픈스페이스

suggest

전시

40%

주변 컨텍스트에 맞춘 건물의 분절화 및 길 형성

4F roof garden

교통 및 접근성

교육
수장 및 사무

3F cafe terrace

주차

Program suggestion

2F open square

주변 프로그램

1F urban garden
crafts man

workshop

museum

Kinetic Art란 기계 장치나 전기, 전자,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예술이다.
Kinetic Art에 필요한 물품을 주변 상권에서 조달하고 박물관의 연구동
을 사이트 일대의 전기공 및 장인들과의 co-woking space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주변 상권과 이 일대의 활력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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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북측으로 들어오는 길 주변에 레스토랑 및 아트숍과 같은 상권을 두어 활력을 불어 넣었다,
두 방향성의 기존 건물을 연결해 주는 증축동은, 서측 기존 건물의 일부를 덜어내고 들어 올려 쾌적한 야외전시의 공간을 형성한다.
대로변에 계단식 광장을 두어 야외 공간 확보 및 청계천 뷰의 조망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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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egeneration
Space process

1. 기존 건물

2. 정원

3. 광장, 아트리움

4. 엮기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 건물의
그림자 고려한 존치 건물 선정

존치 건물 사이로 길 형성
및 대지 북측의 정원 형성

청계천 뷰 조망의 계단식 광장과
건물 내 옥외 광장과 같은 아트리움

두 구획으로 나뉜 기존 건물을
새로 증축하는 매스로 엮기

Space composition

Exhibition hall
[ 기존 건물 ]
기획 전시

[ 증축 건물 ]
상설 전시 1

상설 전시 2

Renovation

Sustanable
strategy
협업 스튜디오(연구) 및 상업시설은 박물관과
(community)

분절시킴으로써 별도의 스케줄로 운행한다.
따라서 public space(야외정원, 홀, 광장)을
사이에 두고 전시동과 분리 시켜 박물관 운영시간
후에도 별도로 활발히 이용 가능하게 한다.

Renovation

Exsisting elevation

Renovation elevation
444

[ 기존 입면 재활용 ]

루버 스크린
수평 띠창으로 나있는 기존
입면에 건물 외부의 의장적인
면을 고려하고 과도한 일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루버 스크린을 설치한다.

SITE PLAN GL + 0

1
2
3
4
5
6
7
8
9
10

카페
연구실 로비
오픈전시
다목적 공간
아트샵
상설전시 2
캐비넷
기계식 주차장
기계실
공조실

A - A’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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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재

4학년 김종수 스튜디오

KIM, JONG-Soo Studio

KIM, KWANG-JAE

PANDORA’S
조명 박물관
세운상가군 주변의 여러 대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위치를 대상 사이트로 잡고자 하였다.
그래서 녹도와 청계천 세운상가 보행데크와 가장 인접해 있는 부지를 대상 사이트로 잡고 설계를 진행하였다.
상설 전시로는 기존 사이트에 많았던 조명과 관련된 상권과 관련하여 조명 전시로 정하였다.

전시컨셉
조명

전시
조명에 의한 활동

활동

자연채광

전시공간

전시공간
상설전시

로비

휴식공간

상설전시

기획전시

기획전시

상설 전시
건물 발견

기획 전시

즉흥 활동

( X )

(○)

전시는 당순히 조명만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빛나는 조명으로써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끌 수 있고, 또한 기획전시품을 밝혀주는 조명으로
공간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단순히 조명 자체가 전시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유형의 행태를 보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건물의 발견에서부터 기획전시와 상설전시 간의 이동이 규정되어있지 않고 자유롭게 이뤄지며 이는 건물 자체가 가지는 상설 조명전시 속에 새로운 기
획전시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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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사진

기존건물 재료 및 신축영역 선택
선택한 대상 부지에는 단 두 채의 건물을 제
외하고는 목조 1~2층의 구조로 되어있었다.
목조 건물의 상태들은 옆의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매우 낙후되어 레노베이션이 의미
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나머지 두 개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들은 일단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하여 보존 사용적 측면
에서 효율적으로 보였다.

매스 발전 과정
레노베이션 전

신축 대상 부지

메인공간 위치

보조공간 위치

전체 콘셉트에 맞게 메인 공간(블랙박스)를 중심에 배치하
고 그에 맞는 보조공간들을 주위로 둘러쌓는다.

그러나 기존 건물들의 군집 형태를 보존하고 보행데크와의
외부 연결을 고려하여 메인 공간을 물러나게 하고 자연스럽
게 생긴 그 빈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아트리움으로
채운다.
메인공간 물러남

아트리움 생성

메인공간 변형

기존건물 보조코어

블랙박스 특징

전시가 이뤄지는 가장 메인 공간인 블랙박스는 첫 번째로 그 자체로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는 오브제이다. 메인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밝고 높은 중앙 공간에서 블랙박스가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블랙박스 내부와 외부, 외부 하면 밑 공간과 옆 공간은 각기 다른 느낌의 공간
을 가지게 되므로 이용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공간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블랙박스 자체는 2.5개 층 높이의 무주 공간을 가지는 거대 공간으로 단순한 전
시뿐만 아니라 공연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기 적합하며 이를 위해 블랙박스 구조는 독립적인 철골 트로스 구조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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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및 배치도

448

2-3층 평면도

내부 투시도

서측 입단면도

아트리움 및 더블스킨 파사드 상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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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4학년 홍만식 스튜디오

HONG, MAN-SHIK Studio

LEE, SANG-MIN

JUNK ART MUSEUM
폐기물 아트 박물관
대지의 한가운데 위치한 기존에 공장으로 쓰이던 건물은, 다른 모습의 전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동시에 신축 건물이 자리 잡는 것을 많이 제한한
다.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기존 건물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이용자들이 기분 좋게 거닐 수 있는 전시공간과 야외공간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 이렇게 계획된 박물관에는 폐기물로 제작된 작품들이 전시되어 폐기물들도 다시 사용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Program
다양한 도심 산업이 분포해 있는 세운 상가는 각각의 산업별로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만들어 낸다.
Junk art는 세운 상가의 폐기물들과 연계되어 새로운 전시물로 재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금속부터
기계의 부품, 전기 관련 자재들과 전자용품 기판, 조명, 인쇄 작업 후 폐기된 용지들까지 대부분의 폐기물
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전시품으로 변한다.

혼합

Plate

450

조명

Small hanged

금속, 기계제조, 철물

Huge

전기, 전자용품

Hanged

Statue

인쇄

소형 작품

Mass porcess & Opening strategy
기존 건물을 감싸며
볼륨 형성

기존 구조

추가 구조
북측의 좁은길에 대응하며 비움
기존 입면

가로와 대응하여 열림

단열재

브릿지 연결
새 입면

기존의 공장 건물을 중심으로 분리되는 두 메스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다.
남쪽의 메스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일반적인 전시품을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지는 프로그램
으로 채워진다. 북쪽의 메스는 3개의 메스로 분리되며 서로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모여 한동을 구성하며 소형 전시관 등이 함께 자리한다.

북측

10㎡~30㎡ 프로그램 집합 + 공용공간 = 80㎡

단위 메스

휴게 + 야외 공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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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홍만식 스튜디오

HONG, MAN-SHIK Studio

송주익

Song, Ju-yik

쇠뜨락
금속전시관
1968년 완공된 후 세운상가는 금속, 전기, 기계 제조업의 중심이었다.
현재는 비활성화가 진행 중인 세운상가에 공중 가로와 녹도를 더해줌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세운상가로부터 약 70m 떨어진 곳에 도시공원으로써 계획된 부지가 존재한다. 서울 안의 도시공원이라고 명명된 많은 공간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선택한 대지에 들어설 공원은 그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시관이라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사람들의 이용을 야기하는 공
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주된 목표인 세운상가의 공중 가로와 대응하여 이용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주된 골자이다.

대상지 상황
공원과 결합된 전시관이라는 점과 현재
대지 주변에 금속 관련 프로그램이 많다
는 점에서 금속 전시관이라는 프로그램
을 선택하였다.
특히 크기에 따라 전시공간의 형태가 나
뉘고, 야외 전시가 어렵지 않은 예술품이
많다는 점에서 금속 전시관은 공원 형태
의 전시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녹지 예정 구역 및 현재 녹지

도로 정비 후 상황

전시물 및 전시방법

금속 공예

금속 부조

금속 조형물

내부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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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외부 전시

야외 전시

주위 금속 관련 프로그램

리노베이션 전략

최종적인 공원의 형태를 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물 중에 어떠한 골조, 벽, 지붕들을 남길지 정해둔다.
현재는 온전한 건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해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라지게 되고, 남겨진 부분은 전체를 아우르는 판과 연결된다.

디자인 전략

건물의 형태와 공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물이 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쪽으로 몰아준다.
기존의 대지 상황에 따라 매스를 계획하고,
세운상가의 공중 가로와 대응하는
초기 콘셉트에 맞는 판을 제시한다.
건물의 어떠한 부분을 남길지 정한 후
판의 사이사이 빈 공간에 식재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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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공원화 전략

현재

도로 정비 직후

1차

2차

3차

최종
20년 경과

선택한 대상지의 경우, 도시공원으로서 계획된 곳이지만 기존의 건물과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공원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한 번에 만들어지는 공원이 아닌,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장되는 공원과 전시관을 제안한다.

공원과 전시 프로그램의 결합 방법

외부 전시의 경우, 기존의 건물의 세월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 그리고 최소한으로 제안된 식재 공간을 제외하면 자연스럽게 자라
나는 식물들로 인하여 세운지구의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자 한다.
건물의 전체적인 느낌은 공원처럼 인식되기를 바라나, 독립된 매스의 경우에는 금속 전시라는 특징을 살려 내후성 타공 강판을 이용하여 디자인한다.

남측 입면도

456

입단면도

단면도 1

도1

1층 및 2층 평면도

단면도 2

단면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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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Design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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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윤정원 스튜디오

YOON, JUNG-WON STUDIO

박정훈

PARK, JUNG-HUN

SITE ANALYSIS
역삼동 그리드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본래의 건물을 미동전자의 사옥과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로 리노베이션 하여 강남 그리드 안의 사람들의
자발적 소통을 유도하고, 녹지의 부족이라는 사이트의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였다.

녹지
주거단지

460

배치도
1:2000

DIAGRAM
PROGRAM

NATURAL LIGHT

MAIN STREET FRIENDLY

LOCAL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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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462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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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윤정원 스튜디오

YOON, JUNG-WON STUDIO

백성준

BAEK, SUNG-JUN

Start-Ground
역삼동 스타트업 지원센터 및 미동사옥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관련 시설과 종사자들이 인프라와 투자자가 많은 강남으로 몰리고 있다.
한정된 자본과 기술력으로 시작하는 스타트 업의 특성상 다른 이들과의 교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윤이 창출되는데
이러한 스타트업의 특징을 접목시켜 기존의 슬라브를 기준으로 층층이 메워진 강남의 오피스 빌딩에서 탈피해 수평적인 연계뿐 아니라 층과 층
간의 수직적인 연결도 일어나게 하였다. 일반인, 스타트업, 미동 사옥 직원을 위한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누어 층간 단절된 건물이 아닌 하나의 공
간으로 구성하여 시각과 동선의 연결로 교류가 이어져 더 높은 생산성을 이끌어 낸다.

미동 사무실
강남
미동 사무실 & 홀
10개 미만

10개 이상 60개 미만

60개 이상

협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높은 층고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스타트업 사무실

스타트업 라운지
회의공간
다목적실

스타트업 기획사
다목적실
강의실
전시공간
세미나실
카페
전시공간
다목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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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 형성 과정

1 볼륨

2 기존 슬라브

남측 입면

3 시각 교류 및 공간 공유

4 야외 공간 형성

동측 입면

5 시스템

6 새로운 볼륨형성

횡단면도

BAEK, SUNG-JUN 465

1층 평면

3층 평면

4층 평면

U-glass 사용으로 단열성을
높이고 업무에 적합한 빛 조성

슬라브 노출로 인해 처마의 효과
Pipe Riser
Shaft

466

0.5sqm
7sqm

Machine Room
Electrical Room & Emergency

Exhaust

1.5sqm

UPS

Electrical Board

2.5sqm

Domestic HW

IDF

2.5sqm

Main Server Room

234sqm
45sqm
8sqm
7sqm
10sqm

Building Surport & Maint

60sqm

MDF

6.5sqm

6층 평면

7층 평면

8층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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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김인철 스튜디오
KIM, IN-CHEURL STUDIO

박성언

PARK, SUNG-EON

3D TETRISE
역삼동 미동전자 사옥 리노베이션
역삼동에 위치한 미동전자 통신의 사옥을 리노베이션 하였다. 리노베이션이라는 주제이기에 기존 건물의 기둥과 보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
다. 그리고 그 기둥과 보의 3차원 그리드를 모듈로 하는 박스를 기준으로 삼아 삼차원 테트리스를 생성하였다. 바깥 틀을 기준으로 쌓아가는 기
존 테트리스 게임과 달리 코어와 중앙 보이드를 기준으로 테트리스를 쌓아 올렸다. 그중에서도 북쪽의 비상계단은 기존의 메인 계단을 유지한
것으로 내부였던 메인 계단을 외부 비상계단으로 바꾸어 이용하게 했다.

기존건물

기존 구조, 비상계단
테트리스 스터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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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IS DIAGRAM
테트리스 모듈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각 모듈의 기능과 성질이다.
첫째는 프로그램이 사옥이기 때문에 사무실과 연구실
정도의 구분을 하고, 나머지는 오픈 플랜으로 구획을
했다.
둘째는 주제인 리노베이션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를 노출시키는 모듈과 기둥과 보를 보강, 마감하는
모듈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모듈들의 성질을 정하는 중요한 개념은
Antique(골동품)의 개념이다. 다른 일반적인 예술 분
야 에서는 오래될수록 더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이
대부분인 반면, 건축에서는 오래되면 철거하여 새로
짓거나 리노베이션하여 감추는 작업을 대부분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 기둥과 보를 산발적
으로 노출시켜 오래된 것을 강조함으로써, 골동품의
가치를 건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RESEARCH
- ANTIQUE
- OFFICE
- NEW
- OFFICE
- ANTIQUE
- OFFICE
- ANTIQUE

OPEN
- OFFICE
- NEW

- RESEARCH
- NEW

ELEVATION
각각의 테트리스 모듈이 입면으로까지 확장되어 나타난다. 외부에서도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차이를 두기 위해 밀도가 다른 에칭 유리를 사용하였고, 빛의 양에 따라 그 밀도를 결정하였다.

SOUTH ELEVATION

EAST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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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ISE PLAN DIAGRAM
평면적으로도 이치에 맞는 테트리스 모듈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였고, 각각의 모듈 사이에 회의실이나 탕비실 등의 완충공간을 둠으로써
모듈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였다.

PLAN

1F PLAN

3F PLAN

UNDER GROUND PLAN

4F PLAN

470

PICTUR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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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김인철 스튜디오
KIM, IN-CHEURL STUDIO

이태영

LEE, TAE-YEONG

TWIST

배치도

리노베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건물과 북쪽의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은 것이 눈에 띄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층의 슬라브들을 조금씩 비틀어서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으로써 생겨나는 위아래로 열린 공간들을 외부 공간으로써
열어주거나, 동선 공간으로 계획하여서 외부로 드러나는 공간의 비틀림을 내부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재료로는 목재 루버를 사용해서, 뒤틀린 슬라브들을 하나로 엮어주면서 향에 따라서 루버의 밀도를 달리하여 내부 공간의 일조환경이
향에 따라 다르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이 비틀림이 도시적 스케일로서는 도로변 건물이 뒤의 건물을 가리는 병풍의 역할이 아니라
뒤의 건물로도 트임을 제공할 수 있는 건물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472

3층 평면도

옥상 평면도

2층 평면도

6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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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서측면도

남측면도

동측면도

북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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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김효영 스튜디오

KIM, HYO-YOUNG STUDIO

양현준

YANG, HYUN-JUNE

큐피드의 화살
역삼동 호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역삼동 대로변에 위치한 호텔이다. 호텔 투숙객들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스파를 옥상에 두었다. 스파를 옥상에 두려면 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였고,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인 만큼 기존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네 개의 기둥을 심어 옥상의 스파 부분의 하중을
견디도록 하였다.
기존 박스 형태의 건물의 수직적인 체계와 새로 생긴 기둥을 중심으로 한 곡선 체계가 어우러져 직선과 곡선의 기하학적 질서를 구축하였고,
기존 수직 체계와 곡선 체계에 각각 캐릭터를 부여하며 설계를 진행하였다.
직선은 남성이다. 무뚝뚝하고 우직하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그의 수직적인 기둥은 굳건함과 강인함의 상징이다. 수직과 수평의 기둥과
보의 형태는 투박하면서도 강인한 남성적인 건물이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나타났다. 곡선이다. 곡선은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이다. 곡선은 그의 마음을 꿰뚫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곡선은 직선의 투박함과 강인함까지 감싸주듯 그를 안아준다. 1층에선 마치 수줍은 소녀처럼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옥상에선 어머니의
품처럼 여행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따듯함을 제공한다.
객실은 건물의 마음이다. 우직하고 강인한 직선의 마음이었지만, 곡선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엔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생겼다.
곡선의 손길이 닿은 곳은 각 객실의 입구가 된다.
각 객실마다 있는 기둥과 보를 중심으로 객실을 4군데로 나눠봤다. 4개의 보들로 나눠지는 공간을 각각 침실, 테라스, 욕실, 그리고 곡선과
인접하는 곳은 입구로 만들어 객실 구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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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평면

1층 평면

2층평면

3층 평면

단면도

단면도

4층 평면

5층 평면

6층 평면

옥상 평면

남측 입면도

동측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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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김효영 스튜디오

KIM, HYO-YOUNG STUDIO

신재원

SHIN, JAE-WON

속: 속裏
중심공간이 변하는 도서관
이번 프로젝트에서 집중한 것은 변화하는 중심공간이다. 이 중심공간은 기존의 건물에 삽입된 새로운 벽으로 만들어졌다.
책장과 새로운 구조 역할을 하는 두꺼운 벽을 건물에 삽입해서 건물의 속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공간을 만들었다.
이 새로운 속공 간의 벽은 건물을 안과 밖으로 나눈다. 책장 밖의 공간은 책을 읽는 공간과 이동 공간의 역할을 하고
안의 공간은 동아리 공간, 강당, 어린이 놀이공간 등으로 모습을 바꾸면서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낸다.

대상 건물인 역삼동 797-26 미동전자 사옥

1층의 책장을 외부로 오픈시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을 만들어 준다.

480

기존 건물의 슬라브에 새로운 구조와 책장 역할을 하는 벽을 삽입해 중심 공간을 만든다

아이소메트릭

단면 a - a'

SHIN, JAE-WON 481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6층 평면도

7층 평면도

옥상층 평면도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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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입면도

단면 b - b'

단면 c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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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3학년 신창훈 스튜디오

SHIN, CHANG-HOON STUDIO

KIM, IN-HO

MUSIC BOX
도심 속 음악이 울려퍼지는 학교
직장인 밴드, 파파밴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악기를 배우고, 함께 밴드를 구성해 공연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사이트 주변에 많은 업무시설과 20~30대 직장인 1인 가구 분포 정도에 주목하여, 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공간
을 만들고자 하였다. 합주 공간의 일부를 건물 전면부에 드러나도록 하여,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고, 이곳이 음악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
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Program Concept

Dream & Talent

Site Plan
Student
Music Performance
Musical Skill

Enjoy Life & Hobby
Business People
Resident
평일 낮에는 직장인들의 이용이 어려움을 고려
→ ‘음악학교’를 프로그램으로 결정하여 평소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재능기부 방식을 통해 직장인과 일반 주민들이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정기공연을 통해 주변의 부족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인지하기
쉬움(동측, 남측)

484

Design Process

Detail Section

Timber Punch Plate
Fabric Tile
Cement Screed
Thermal Insulation
Reinforced Concrete

Steel Stairs
Thermopane
-Low E Glass

각각의 합주실을 연결하는 중심 수직 동선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어디서든지 쉽게 합주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re

Regular level

Move

Deck

Volume
Irregular level

악기의 종류나 합주하는 사람 수에
따라 서로 다른 볼륨을 가진다.

Bump

Structure

Column

유지
변경
보강

Girder & Beam
기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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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s

2F Plan

B1F Plan

1F Plan

6F Plan

Section A-A’
486

Section B-B’

1. 지하주차장
2. 휴게공간
3. 대공연홀
4. 사무실
5. 카페
6. 학교 홍보관
7. 동아리실
8. 로비
9. 교내 식당
10. 개인 연습실
11. 합주실

10. 개인 연습실
11. 합주실
12. 도서실
13. 자료실
14. 옥상쉼터 & 무대

3F Plan

4F Plan

6.5F Plan

7F Plan

5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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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신창훈 스튜디오

SHIN, CHANG-HOON STUDIO

이민범

Lee, Min-Beom

지음 음악을 짓는 집
역삼동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논현로라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혼잡하고 고밀의 건물이 밀집한 사이트는 서울 혹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건축주는 다양한 음악을 꿈꾸는 안테나 뮤직과 뮤직팜이다. 개개의 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사옥을 갖는 것보다 함께 쓰는 공간이라면
더욱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한 곳에 모인 뮤지션들은 더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음악을 꿈꾸는 뮤지션들에게 다양한 공간, 특히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고밀의 혼잡한 서울에서 건물 내 저밀의 독특한 공간을 선물해
그들의 창작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DIAGRAM
488

知音-음악을 짓는 공간
뮤직팜 & 안테나 뮤직 사옥
주소 : 강남구 역삼동 797-26
건축면적 : 472.23㎡
건폐율 : 49.72%
연면적 : 2780.12㎡
용적률 : 278.4%

Rotating Mass for visibility
Music Farm
Antenna Music
Music Farm

Main void space in the Zium
Common space
Public void

Antenna Music

East Elevation

입면도

South Elevation

단면도
Lee, Min-Beom 489

Detail Section

490

Detail Plan

1. Theater
2. Waiting Room
3. Hall
4. Control room
5. Equipment room
6. Cafe
7. Kitchen
8. Office
9. Designer Office
10. Recording &Control room
11. Rest area
12. Practice room

1F Plan

3F Plan

6F Plan

7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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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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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호

2학년 김소라 스튜디오
KIM, SO-RA Studio

KIM, DOO-HO

HAPPEN TO MEET
CONCEPT
50대 중년부부와 대학생인 자녀들의 집으로 각각의 일상에 바빠 소통이 부족한 것을 문제점으로 삼았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안 어느 곳을 가도 서로 소통이 유도되게끔 만들고자 하였다.
왼쪽 매스는 공용공간 오른쪽 매스는 사적 공간을 두고 연결고리로써 중앙부에 계단과 브리지를 두었다.
두 매스를 감싸 안는 표면 매스는 가족 간의 포옹을 연상시키고 도로면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서 소음 및 시야를 차단한다.

1층 평면도

494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KIM, DOO-HO 495

2학년 김소라 스튜디오
KIM, SO-RA Studio

박미정

Park, Mi-jung

寶懷家
건축주의 요구 사항 중 멀티 실과 멋진 주방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진행하였다.
영화를 볼 때 기대어 보는 행위를 가구가 아닌 바닥 자체의 다양한 기울기로 행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알 형태의 멀티실이 만들어졌다. 또한, 기울어진 바닥면의 아래에 위치한 거실과 주방에서 천장이 기울어진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보다 개방감을 주기 위해 멀티실을 일층보다 높은 층고로 위치시키고 지붕과 기둥에서 뻗은 보로 지탱하도록 하였다.
멀티실의 형태가 비정형적이어서 전체의 형태는 단순한 박스 형태로 하여 대비되도록 하였고
나머지 실들은 멀티실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멀티실을 향하도록 위치시켰다.

PROCESS

1F PLAN
496

2F PLAN

3F PLAN

A - A’ SECTION
Park, Mi-jung 497

2학년 신범식·신경미 스튜디오

SHIN, BUHM-SHIK·SHIN, KYUNG-MI STUDIO

전종윤

Chon, jong-yoon

간데메공원 화장실, 다목적 공간
주변 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 만큼 공원과 잘 어울리고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였다.
건물을 각각 분리하여 기존에 있던 관리사무소로 끊어졌던 산책로를 연결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화장실에는 유리블록으로 창을 내어 시선을 차단하고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놀이터 앞에 다목적 공간을 두어 부모들이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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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신범식·신경미 스튜디오

SHIN, BUHM-SHIK·SHIN, KYUNG-MI STUDIO

이정주

LEE, JEONG-JU

A COURTYARD HOUSE
- FOR COUPLE
조망을 위해 간데메 공원 맞은편 사이트를
선정하여 넓은 앞마당과 남향 빛이 들어오는
중정을 구획했다.
현관문을 열면 중정이 보이도록 하고 거실,
식당, 목공실은 마당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층에서는 자녀 공간과 부부 공간의 동선을
분리했고 3층은 다락방과 옥상을 만들었다.

500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A’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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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박준수 스튜디오

PARK, JOON-SOO STUDIO

권순우

KWON, SOON-WOO

THE INNER HOUSE
건축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과 밖이 다른 집, 외부에 방해를 받지 않는 내부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외부의 시선이 닿는 입면은 작은 세로창과 노출 콘크리트 소재로 인해 단단한 느낌을 준다.
반면에 건축주만의 내부 공간은 중정을 향해 모든 곳이 열려 있어 내외부의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폐쇄적인 느낌을 받지 않도록 넓은 중정과 옥상 및 1층 정원을 설치하였고, 다락을 통하여 외부 조망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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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박준수 스튜디오

PARK, JOON-SOO STUDIO

이소연

LEE, SO-YEON

돌아서 가는 집
오르내리는 동선이 위험하지 않게 계단을 한 번에 1m씩만 올라 각각의 실로 이동하도록 했다.
동선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계단을 중앙에 모아서 위치시켰고,
계단의 밀집으로 인한 답답함을 피하기 위해 데크 쪽으로 긴 창을 두어 빛을 내부로 들였다.
이러한 구조로 생기는 레벨차를 외부까지 끌어와, 마당과 지층 간의 레벨차를 통해 주차공간을 독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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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김창균 스튜디오

KIM, CHANG-GYUN STUDIO

김남훈

KIM, NAM-HOON

SFUNZE HOUSE
- PRIVITE & PUBLIC INNER COURT
집에서 우리는 사색에 빠질 여유 공간이 없다.
‘공간의 경제성, 합리성’만을 고려하여 필요에 의한 공간들로 채워져 있는 집에는 마음이 쉬어갈 자리가 없다.
한 공간마다 하나의 정원을 확보해주어 집을 비워내고자 했다.
큰 중앙정원을 작은 정원들로 잘게 나누어, 각각 사용 공간에 연결한다.
이때 그 공간의 공공적이거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정원도 그 특성을 따라간다.
공공 정원들은 이동 동선에서 다채로운 시야를 만들어주고, 개인정원들은 개인의 침실에 쉬어갈 자리를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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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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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김창균 스튜디오

KIM, CHANG-GYUN STUDIO

최완

CHOI, WAN

TETRIS HOUSE
계단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인 공간을 멀티공간으로 설계하여 다양한 외형, 용도의 층들이 멀티공간을 전이공간으로 삼아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나누어지는 집을 만들고자 했다.
L자 형을 기본으로 한 매스들의 크기, 모양에 변화를 주어서 각층의 용도에 맞게 내부 공간을 정하고
외형 또한 밋밋하지 않고 풍부하게 만들었다.
건물의 외형, 공간의 규칙을 건물뿐만 아니라 마당, 담장까지 연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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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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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황지은 스튜디오

HWANG, JIE-EUN STUDIO

배지영

BAE, JI-YOUNG

관찰과 묘사
양배추의 잎맥
양배추의 잎맥을 관찰 대상으로 정하였다.
양배추의 한 잎에서도 서로 다른 굵기의 잎맥이 존재한다는 것과 잎의 뒷면으로 잎맥이 튀어나와 있음을 표현하였다.
그림자를 통해 보았을 때 잎맥의 굵기가 뚜렷이 관찰된다.
잔잎맥의 끝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잎의 끝과 연결되어 있다.

CONCEPT

잎맥 관찰

512

잎맥 묘사

앙배추의 앞면

그림자를 통해 본 잎맥

양배추의 뒷면

잎맥 스케치

그림자를 통해 보면 잎맥의 모양과 굵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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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황지은 스튜디오

HWANG, JIE-EUN STUDIO

홍찬주

HONG, CHAN-JU

FROM 2D TO 3D
UPGRADING DIMENSION
2D 상의 면들을 3D 상에서 선으로 치환하였다.
원본 그림을 해석하면서 오른쪽 부분에 원근법을 대입하여 3D 상에서 뒤에 배치하였다.
결과적으로 3D 상으로 나타낸 작품을 통해 2D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들을 느낄 수 있다,

CONCEPT
Line and Surface
2D’s Surface

3D’s Line

Perspective
A와 B 두 부분에 각각 원근법을 적용하였다.
A) A 부분의 2D에서 연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을 3D 상에서 대각선으로
날카롭게 표현하였다. 정면에서 볼 때 점점 멀어져 연장되는 느낌을 살렸다.
B) 2D 그림에서 왼쪽 오브젝트는 오른쪽 오브젝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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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을 B 부분을 3D 상에서 시점으로부터 A 부분보다 멀리 배치하는
원근법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3D로 나타낸 모형 ▶
2D에서 느낄 수 없었던
공간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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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김승희 스튜디오
KIM, SEUNG-Hee STUDIO

고미주

GO, MI-JU

FROM 2D TO 3D
실재를 버리고, 부재를 보다
2D의 회화가, 모델이 된 특정 3D 모형의 재해석 결과일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그 과정을 역추적하여 3D 모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작가가 모형의 여러 면면 속 ‘부재’만을 회화에 ‘실재’로 표현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오른쪽은 추측한 재해석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나의 실제 분석 과정은 그와 반대로 진행되었다.

CONCEPT

3D

2D(원본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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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45도 각도에서 본) 모습에서는 길고 흰 선만이 실재하는데,
작가는 그것을 버리고 흰 선을 절단하는 검은 부분(부재)만
회화에 표현하였다.

여러 측면에서는 원의 테두리와 선만 실재하는데, 작가는 그것들을
버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도형(부재)들만을
재배치하여 회화에 표현하였다.

2D 모든 면 조합(원본 회화)

다시 2D로 - 작가는 현실 속 부재를 2D 회화 위에 실재를 왜곡했지만, 나는 3D 모형을 있는 그대
로 표현하고자 했다. 모형의 한 측면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되, 실재와 부재 사이의 관계에서 정반대라
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기 위해 색감과 분위기는 작가의 회화를 모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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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김승희 스튜디오
KIM, SEUNG-Hee STUDIO

하상우

HA, Sang-U

FROM 2D TO 3D, FROM 3D TO 2D
BAUHAUS
회화의 선들이 완전히 닫힌 구역을 만들지는 않지만 배열된 가로와 세로 선들에 의해 전체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짐에 주목하였다.
선은 그 크기에 따라 높이에 차이를 둔 구역들의 사이를 잇고 공간을 한정하는 벽의 역할을 하며,
그와 수직을 이루는 면들은 천장과 바닥처럼 공간 전체를 감싼다.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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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 최종 모형 정면
우 : 르코르뷔지에

스타일로
명암을 준 2D 그림
하 : 최종 모형
좌측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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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황동욱 스튜디오

HWANG, DONG-WOOK STUDIO

김경진

Kim, Kyung-Jin

FROM 관찰과 묘사
A Submarine City made from LEGO
Submarine City
레고를 이용해 평면도, 입면도, 투시도 그리는 법을 연습했다.
3명의 조원의 레고 조각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레고 모형, ‘해저도시’를 만들게 되었다.
‘해저 도시’로 평면도, 입면도, 액소노매트릭, 단면도 그리는 연습과 그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었다.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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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VIEW

FINAL DRAWING &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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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황동욱 스튜디오

HWANG, DONG-WOOK STUDIO

양희지

YANG, HUI-JI

FROM 2D TO 3D
UPGRADING DIMENSION
SLOPE
복잡하게 얽힌 선들 중 방향성이 비슷한 선을 찾아 그 선들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시작했다.
모아진 선들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쓰러져 내려가는 모습에서 경사진 ‘비탈’의 모습을 생각해냈다.
그림 전체를 하나의 전개도라고 생각했고, 각 부분이 서로 이어지도록 최종 모델 스케치를 그렸다.

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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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VIEW

CONCEPT SKETCH

원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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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이승환 스튜디오

LEE, SEUNG-HWAN STUDIO

박세현

PARK, SE-HYUN

관찰과 묘사
11명의 사람 11개의 선
자유로운 형태로 접은 종이의 shade와 shadow, 빛의 방향, 상대적 명암 등의 특징을 관찰하고 스케치와 크로키의 방법으로 묘사했다.
11개의 접힌 선은 첫 설계실에서 처음 만나게 된 11명을 의미한다.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다양한 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미칠 영향, 함께 할 다양한 경험을 상징하며,
다양한 경험만큼 생긴 다양한 음영을 표현하였다.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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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QUIS
다양한 각도에서 본 모습의 크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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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이승환 스튜디오

LEE, SEUNG-HWAN STUDIO

조용진

CHO, YONG-JIN

FROM 2D TO 3D
해체(Deconstruction)
해체주의 (deconstructivism)이라는 원본 그림의 작가인 Lebbeus Woods의 주요 철학과
3개의 불규칙적인 pipe 형상이 있을 것이라는 나의 주관에 충실하여 제작하였다.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축을 위한 해체, 즉 탈구축이라는 해체주의의 주요 사상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불규칙적인 형상의
pipe 3개를 해체적이고
파편적인 형상에 더하여
모델을 만들었다.
모델에 이 3개의 pipe 형상을
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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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

front view
2D에서 3D라는 과제의 주제에 맞게 그림에서 느껴지는
날카롭고 파편적인 모습 자체를 정면을 바라볼 때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과 작가 철학이 함께 느껴지도록 집중하였다.

concept drawing

top view
원본 그림이 입체라고 생각했을 때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고려하였다.

CHO, YONG-JIN 527

1:1 Drawing
몸과 공간

Facul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School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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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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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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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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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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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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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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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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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ate Professor / Design Technology & Informatics
D.Des., concentrated on Design Informatics,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USA
M.S., in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ersity, Korea
B.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Korea
B.S., in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ersity, Korea

530 530

Program Founder
The late Ryu, Young-Jin (고)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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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or Emeritus
Ahn, Young-Bae 안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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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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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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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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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 Chan-Hwan 최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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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or Emeritus
Shin, Buhm-Shik 신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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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 jung hwan
Faculty
531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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