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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서울시립대학교는 도시연구와 관련된 기초학문과 정책연구의 중심지로서 서울시 정부의 주요목표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서울시립대학교는 도시과학을 집중육성하기 시작했

으며, 도시와 도시문명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

를 바탕으로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민간에서도 많은 지원을 이끌어냈고 2003년 

이래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도시과학 분야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건축, 디자인, 도시연구, 환경공학과 시정 분야의 연구와 정책, 실천과 교육을 통합하는 다양

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건축학부는 도시특성화 사업과 대학 전체의 포괄적인 목표를 이끄는 리

더이자 그 수혜자이다. 이런 목표와 특성화 사업이 서울과 아시아 지역의 도시문제에 집중하기는 하지만, 지역

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아카데미와 실무 영역 사이, 실험적인 태도와 현실적인 문

제해결 사이의 균형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대한민국의 중심 대도시이자 역사도시라는 서울과 함께 서울시립

대학교의 교육목표는 폭넓은 학문 영역과 뛰어난 창의력을 포용한다.

건축학 프로그램은 1975년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로 시작되었으나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방향에 부응하기 위

한 대학교 조직개편 시 도시과학대학에 소속되었다. 그 후 건축, 도시, 조경, 교통을 묶어 건축도시조경학부로 개

편되었고, 1996년 건축공학과가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으로 분리되면서 이 두 전공을 묶어 건축학부로 재

편되었다.

건축학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실무 건축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건축학 프로그램은 서울시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공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고유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건축학전공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에	충실한	건축인	양성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40년간 축적된 교육경험과 우수한 교수진의 다양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건축

학교육의 기본(fundamental)을 이루는 이론과 실무의 통합을 지향하며, 전공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전문성을 강

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산업계에서 필요한 실무능력과 기술지식을 훈련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구축환경을 스스로 창의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미래 도시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변화에도 독창적인 문제해결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을 충실히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2) 글로벌	도시건축	지도자	양성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주요 도시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세계를 

무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화를 중요한 교육목표로 유지해왔고, 국제적인 인적 네트

워크 형성을 통해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왔다. 국내의 건축시장에 국한된 좁은 울타리

를 넘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도시의 모습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교육목표이다. 이를 위해 건축학전공은 유럽과 북미와의 지속

적인 연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아시아 주요 도시의 여러 대학과 연구 기관과의 창조적 연대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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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성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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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를 갖추고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창의력을 겸비한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건축학 전공은 건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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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한 구축작업과 미디어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스튜디오와 소그룹 모임 등의 

교과과정과 특별프로그램의 추진을 통해 건축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매체를 실험해볼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워

크숍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또한 도시과학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학제간 협력과 융·복합 플랫폼의 확

장을 통해 서울시립대학교의 장점을 특성화시키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목표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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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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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셜 프로그램, 대학원 프로그램과 교수진의 연구과제를 통합하는 교육·연구 구조로 발전시켜 왔다. 

1) 인문적	소양에	바탕을	둔	건축교육

이 실행전략은 진리를 추구하고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 철학과 맥을 함께하는 것이며, 

건축학전공의 세 가지 기본 목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건축은 인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공공의 가치를 추

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과과정, 스튜디오와 이론 수업, 국제 교류 프로그램

을 비롯한 특별 프로그램, 교수 연구와 봉사 활동, 학생자치 활동 프로그램 등 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 

있다. 건축학전공의 교수진은 역사와 이론에 대한 탁월한 연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은 물론 대외활동을 활발

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와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건축 교육에 임하고 있다.

2) 건축	산업계가	요구하는	체계적	전문교육

5년제 건축학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두 차례의 건축학교육 인증을 받은 이후로 교육과정은 더 전문화되고, 산업

체와 보다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학 협력의 기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건축

학전공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교과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전문 교육을 지향한다. 특히 건축설

계 현장에서 소통의 도구인 도서작성 능력과 실무 수행 지식을 비롯한 다양한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특히 건축의 구축 과정과 재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건축 설계에 적용하는 능력을 교과과정 전반에 걸

쳐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매년 시행되는 다양한 비교과 특별프로그램과 학생 주도의 활

동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주도적으로 배우고 경험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3) 다양하고	지속적인	국제	프로그램

건축학전공이 지난 십여 년 동안 개발하고 지속해온 국제 교류 프로그램은 여러 학문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교

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동·하계 방학 중에 시행하는 아시아건축

도시연합(ACAU)을 비롯해 정규 교과과정 내의 국제 설계스튜디오, 해외 교원 초빙,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및 태

국의 출랄롱코른대학과 직접 운영하는 학과단위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수많은 비정기 워크숍 등이 운영되고 있

다.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는 유학생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 ACAU의 경우 건축학전공의 학생과 교

1975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신설

1982 대학원 건축공학과 신설

1983 특수대학원 건축공학과 신설

1985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신설

1996 건축·도시·조경학부로 통합개편

2000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 분리

2002 건축학전공 교육과정을 국제기준에 따라  

 5년제로 전환

2003 5년제 건축학전공 인증대비 모의실사 및  

 건축공학 전공 공학인증 준비 

 도시과학 특성화 사업 대상 학과 선정

2005 건축학부(School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로 개편

2007 국내 최초 건축학 인증 획득

2009 건축학전공/건축공학 전공 학부생 분리  

 모집

2010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학과 선정

2011 2차 건축학 교육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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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뿐만 아니라 도시공학과와 조경학과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며, 도시공학과와 조경학과의 국제 프로그램에도 건

축학전공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한 ACAU는 매년 회원 대학이 소재한 아시아의 도시에서 성

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지난 2014년에는 7개 전 회원 대학이 이 행사를 최초로 주관한 서울시립대학교에 다시 

모여 새로운 단계의 교류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국제 프로그램들은 국제화 시대에서 교육을 통해 

아시아 대도시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교류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중장기적 목표에 맞추어 기획되고 있다. 

4) 도시과학과의	긴밀한	협력

건축학전공은 건축공학, 도시공학, 도시행정학, 도시사회학, 조경학, 공간정보공학, 교통공학과 함께 우리 대학

의 특성화 단과대학인 도시과학대학에 속해 있다. 이 학과의 교수진은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

며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학의 가장 긴밀한 협력의 대상이 되는 전공들이 한 울타

리 안에 속해 있음으로써 학생과 교수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장할 수 있고, 건축 영역 밖의 넓은 안목을 기초로 

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공동개설과목을 통해 직접적인 협력과 융복합적 교류

가 일어나고 도시과학 공동졸업작품 전시회를 통해 서로의 전공과 업무 영역을 이해하게 되어 협력의 플랫폼을 

조성할 수 있다. 건축학전공은 교과과정, 특별 프로그램, 교수 연구 영역에서 상호 관련 있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교육을 권장한다.

5)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적 환경과 기술적 발전은 새로운 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상황과 건축 산업 체계도 유동적으로 변화하여 기존의 산업분류방식의 효용성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건축 산

업의 변화에 맞추어 대학의 교육목표와 전략도 새로운 미래 환경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즉, 전문

성에 기초한 기본 역량을 키우는 한편 융복합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계의 마련을 통해 새

로운 창의성을 주도해 나갈 전문 교육의 현장을 제공하는 것을 수행전략으로 삼는다. 따라서 건축학교육 프로그

램은 현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에 매진하는 한편, 미래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

과 비전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경직된 직업훈련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유연

하며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으로 삼는다. 

6) 통섭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

미래에 대한 비전과 역량을 갖춘 건축인은 자신이 속한 건축영역에 안주하기보다는 그 경계를 뚫고 활동 영역을 

인문학과 사회과학, 조경과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확장시켜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전문분야

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통섭과 소통의 능력이 요구된다. 즉, 전문성

을 갖추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장 기본적인 소양이지만, 그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확히 표

현하고 소통하는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 통섭과 소통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은 우리 대학 건

축학 전공의 마지막 수행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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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e architects who are faithful to the fundamentals

• Nurture global leadership in architecture and urbanism

• Cultivate diversity and creativity to create well rounded professionals

Founding Mission of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While providing a sound general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careers not only as professional 

architects but also as experts in the wider field of architecture, the department seeks to establish 

a special identity that shapes, reflects, and contributes to the university's unique identity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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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of Seoul,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s 5-year undergraduate program was the first to receive 

architectural accreditation in Korea. It trains students for a career as a professional architect as 

well as Master and Ph.D program in the diverse fields of history, theory, preservation, housing, 

institutional issues, sustainable design, and facilities planning. While maintaining its unique civic 

character as the university of and for metropolis Seoul, it places creative, intellectual work and 

responsive architectural design firmly at the core of its educational goals. These programs, the 

largest and the most innovative in Korea, draw strength and character from their active relation 

with architectural engineering,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With a solid foundation 

in design, graduates excel in the diverse fields of architectural design, interior and environmental 

design, academics and research, information technology, public service, and real estate 

development.

교과목	설명 Course Descriptions

건축설계Ⅶ  41647(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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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작품으로 완성한다. 졸업 작품은 건축과 도시, 문화와 기술에 대한 이해, 해석, 비판적 관점을 갖고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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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itectural Design Ⅶ

Building upon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from previous design studios, students develop their 

own independent thesis projects. Thesis projects should demonstrate critical attitudes towards 

architecture and the city as well as interpretation of contemporary culture and technology. Under 

the supervision of faculty advisors, students are given freedom and responsibility to devise 

programs and issues. Thesis projects will be evaluated on creativity, accuracy in issue assessment 

and completeness of resolution. Students are required to submit complete works accompanied 

by clear, detailed descriptions on the design process, for the graduation exhibition of the College 

of Urban Sciences held near the end of the semester.

1975 Inauguration of a dual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1982 Inauguration of the masters program in  
 the Graduate School

1985 Inauguration of the Ph.D program in the  
 Graduate School

1996 The Program in Architecture and the  
 Program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were reestablished as 4-year programs  
 within the newly formed Faculty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Landscape 
 Architecture and College of Urban Sciences.

1999 Post-professional graduate program  
 re-established as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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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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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모 gu, hAn-MO

Mobile House for 
Urban Nomads

Can I take my home anywhere with 
me? This simple question inside was 
the starting point
of this project. The modern urban 
citizens always ‘MOVE’ to work, go 
back home and live
their own lifes. This kind of 
lifestyle can be defined as ‘URBAN 
NOMADs’. The technology
will be developped as the Urban 
nomad’s demands. Also the life 
style of Urban Nomads
will be more like ‘MOVING-LIFE’. 
Mobility of the life will be increased, 
and finally Urban
Nomads will demand Mobile house 
for their convenient. The house will 
be minimized for
mobility and it will contain 
multifunct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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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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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Changing

WALkIng MODe
WHEN THE SPACE CHARNGES, PERSON 
WHO USING THE SPACE WLL WALK 
ALONGSIDE OF WALL/FLOOR. 

PERSON CAN RUN WHEN RUNNING IS 
NEEDED :OBESTY

SLeePIng MODe

THE MAIN FLOOR WILL BE LIFTED UP TO 
MAKE BIGGER FLOOR. THE UPPER PART 
OF FLOOR IS MADE OF MEMBRANE 
WHICH COULD BE TRANSFORMED INTO 
AIR BED.
THE MEMBRANED COULD CONTAIN 
HEAT AS WELL.

EACH MEMBRANE WILL ABSORB LIGHT 
DURING DAY

TIMe AnD SPReAD SMOOTh  
LIghT DuRIng nIghT TIMe 

DRIVIng MODe
THE DRIVER WILL TAKE THE DRIVING 
CONSOL OUT FROM FURNITURE SPACE. 
THE TYPICAL DRIVING HANDLE IS ALSO 
AVILABLE FOR USERS.

THE INFORMATIONS WILL BE PLACED 
ON THE FRONT WINDOW.

CABIneT/STORAge MODe
ONLY PARTS ABOVE THE MAIN FLOOR 
WILL BE OPEND WHEN THE HOUSE IS 
CABINET/STORAGE MODE.

IF THE WALL ABOVE THE PERSON’S HEAD 
WOULD OPEN, IT IS NOT RECOMENDED 
TO OPEN WHEN THE CABINET CONTAINS 
HEAVY ITEMS

Furniture Concept

CompressingArraying Floding Rot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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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g/ReLAXIng MODe

THE AIR BED PART COULD BE ADAPTED 
TO THE ANOTHER SIDE OF THE WALL . 
THE MEMBRANEDS COULD BE OPENED 
FOR CETTING FRESH AIR INSIDE.

THE NATURAL SUN LIGHT COULD GO 
INSIDE THE ROOM

ShOWeR MODe
THE SHOWER TOOL IS PLACED INSIDE 
ONE OF THE FURNITURE SPACE. IN THE 
ROTATING MODE.

WORkIng MODe
THE DESKCOM UNIT WILL BE SET UP 
WHENEVER PERSON WANTS TO WORK.
THE MEMBRANE ABOVE THE DESKCOM 
COULD BE THE SCREEN WHILE 
WORKING.

ALSO, DeSkCOM COuLD Be uSeD FOR 
DInIng TIMe.

ReSTIng/ReLAXIng MODe 2
TOILET IS FOLDED INSIDE THE 
FURNITURE SPACE. AND THIS IS SPACED 
IN THE FIXED UNIT.

THE SYSTEM OF TOILET IS SIMILAR WITH 
THE AIRPLANE TOILET : VACUUM SYSTEM 
AND USING LITTLE WATER

TransformingRot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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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Techniques

Behavior :  
Program of Mobile house

In this Mobile House, The behavior and actions of the
person who live insde will be the program. Most of
behaviors and actions are taken as a program of
home.
Since the program of home take large part of
human’s life.
Main behavior of car and office is meeting. Since the
auto-driving is possible, the driving is not a only action
taken inside a car.
When it comes to working, the non-paper working
system and automatic computre system will be
prevalent in the future.

Isometric Spreaded Components

The furnitures and space itself will rotate as 
the usage of changes. The frame of the all 
components will stay for maintaining 0 dgree for 
the main floor.
All ‘Furnitures’ are designed for future life style. 
The related furnitures such as Food printer, 
refrigerator will be placed nearby.
In the fixed module, the furnitures which is better 
to stay will be placed such as toilet, air conditioner 
and hand wahser, etc.



Deciding Scale

Behaviors Body Status

Standing

Sitting/Crouching

Lying

Scale

THE BEHAVIOR OF PEOPLE WILL BE DIVIDED INTO THREE 
POSITIONS : STANDING SITTING LYING
THOSE POSITIONS COULD BE HELD INSIDE THE CIRCLE IN 
WHICH DIAMETER IS 2400mm

GU, HAN-MO  17

model View



18 



GU, HAN-MO  19



         

Architectural Review
 2016

이충기 스튜디오  ─  Lee, Chung-kee STuDIO

STARPoLiS



         

김민창 kIM, MIn-ChAng

2025 우주정거장 
프로젝트

‘우주정거장도 사람이 오랜 시간 생활하는 

곳인데, 건축가가 나서서 설계하면 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물음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는 

실제 우주정거장과 가상매체 속의 

우주정거장을 거울삼아 진행되었다. 

현재의 우주정거장은 작은 모듈이 

결합하여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의 방법으로는 공상과학 

가상매체에서와 같은 큰 공간은 만들 수 

없다. 또한, 공상과학 가상매체에 나오는 

우주정거장은 사람이 관성으로 이동하는 

것은 잘 표현하고 있지만, 운동을 

시작하거나 멈추게 하는 작용/반작용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상과학 같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곳이 되도록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구축방법을 

제시하여 큰 공간을 만들어 낼 방법을 

제시하고, 큰 공간에서의 동선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주공항과 

호텔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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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of nEW Space station & Space hotel

Space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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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 inclination & Altitude of or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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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port & Space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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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s

Approach to Zero Gr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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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 new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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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 
청년창업지원센터,  
경의선 숲길

총연장 6.3km에 이르는 경의선 

숲길공원은 용산구부터 마포구에 걸쳐 

입지하면서 철도로 단절되어 있던 

도시조직을 연결하는 생활권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효창공원 - 공덕 - 서강대 - 홍대 - 

연남동 - 가좌에 이르는 경의선숲길 

공원은 주변부에 업무, 복합상업, 문화, 

지식산업, 주거 등 다양한 용도가 

입지해있으며, 도심 선형 공원으로서 

뉴욕 맨해튼의 하이라인(High-Line)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도시 

활성화를 위한 매개로 기능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경의선숲길 공원은 주변 맥락과 

고려된 계획 없이 그 자체로만 계획되어 

실질적으로 마포구의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스튜디오를 통해 마포구 

내 도시 인프라들의 연계를 통해 

경의선숲길 공원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마포구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건축은 줄어들고 있는 인구와 학생 

수에 의한 폐교를 활용하여 기존의 

도시조직을 막고 있는 학교의 도시조직을 

회복하고 보행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인프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박지호 PARk, J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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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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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새로길

LINK PUBLIC FACILITY

MAIN WALKING

PARK INJECTION

USAGE OF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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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iSSUE

페교 학교의 접근성

청년 일자리 부족

청년 주거 빈곤

PRoGRAm PRoPERSAL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심각한 인구감소

로 인해 수도인 도쿄내에도 폐교부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인구감소에 의해 페교가 발

생하고 있지만, 시골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해왔다. 그렇지만 서울 내에서도 인

구감소 문제는 심각하여, 마포구의 경우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

교가 8개교를 폐교해야 한다.

이러한 폐교는 주변의 context들에 적절

한 프로그램이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배

치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청년

들이 겪고 있는 이슈들인 청년 일자리 부

족과, 주거환경 열악을 해결하기 위해 모

듈을 활용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

주거를 배치하였다. 

청년 창업센터와 청년 주거는 우리의 학

교들이 막고 있던 도시조직을 회복하면

서, 도시조직이 역할 하던 도시의 네트워

크를 활성시키며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써의 공간으로 마포 NET-WALKING을 

활성화한다. 

폐교

모듈화된
교실

창업 지원
직원 교육

공동주거

청년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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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 PATH

도시의 막힌 보이드

PRESENT LANDSCAPE

RECOVER LANDSCAPE DIAGRAM

PRESENT

DEMOLITION

ADDITION

RECOVER ROAD

청년 새로축 연장

RECoVER LAnDSCAPE REnoVATio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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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RESIDENCE OFFICE

DEMOLITION

ADDITION

RECOVER ROAD

옛길, 도시조직 연장 매스의 분절

moDULE PLAn



PLAn

PRESENT ENT.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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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TERminAL
동작구청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서도현 SeO, DO-hYeOn

청년주거 / 창업 
취업지원센터

터미널은 정주하는 공간이 아니다. 

다른 목적지를 향하기 위한 거쳐 

가는 공간이다. 청년세대는 잠시 거쳐 

가는 공간이었기에 고시원 등 주거가 

아닌 곳에 머무르기를 자처했다. 잠시 

머무르기 위한 공간이었지만, 거주 기간은 

장기화되었고, 지가 상승과 더불어 

최소한의 분리된 공간으로서의 집은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인 구청 청사는 

유휴지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 전산화, 업무의 효율 향상을 위해 

구청이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부천시는 16년 7월부터 구청을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된 구청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된다.

동작구는 서울시에서 청년 가구 

주거빈곤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대입 

입시, 고시, 공무원, 예체능 등 전 분야에 

걸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빈곤 역시 노량진 일대에 넓게 

형성되어 있다. 구청이 유휴지로 등장함에 

따라, 동작구청 역시 지역을 위한 시설로 

변할 것이라 예상한다. 정주하지 못하는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와 창업 취업 

지원센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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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주거문제

최저주거기준

주택법에 의해 1인 주거빈곤이란 14평방미터 이하의 주거나 부엌이 

없는 주거, 옥탑 등을 말한다. 동작구의 주거빈곤 중 청년 가구 비율은 55.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동작구의 주거빈곤 분포는 노량진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학원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대학가의 학생들 역시 낮은 기숙사 수용률로 인해 

고시원 등에 모여살고 있다.

취업 기회나 교육 등 때문에 청년들은 서울로 모여들었다.

전국의 주거빈곤은 주택법 개정으로 줄어들었지만 서울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청년가구주거빈곤

전국

서울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

서울

아파트 규모별 ㎡당 전세가 변화

청년가구주거빈곤_동작구

동작구 주거빈곤 분포

58.2%

1995 2000 2005 2010

1990 1995 2000 2005 2014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통계청 부동산뱅크

서울 청년 1인 가구 주거빈곤율

전국 가구 주거빈곤율

34.0%

19.3%

14.8%

36.3%

31.2%

4607만 934만945만 119만

총계 총계청년 청년1인 청년 1인 청년

229만 34만

138만

14.7%

28만

23.6%

52만

22.9%

12만

36.2%

559만

13.1%

187만

20%

부엌
주거빈곤

14㎡ 미만

14제곱미터 이상 + 부엌

14㎡

주거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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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업무는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와 중복이되거나 업무의 전산화로 행정 인력 규모가 점차 줄

어들었다. 앞으로 유휴지가 될 가능성이 큰 공공기관이며, 부천시는 16년 7월부터 구청을 해체하

고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청 부지는 지역사회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청년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높은 주거 

밀도에서 넓은 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_유휴지 동작구청

시청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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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Platform 프로그램

기존의 구조에서 프로그램 확장, 보행로

대응에 맞추어 수직동선을 추가한다.

청년에 대한 주거를 확보해 주면서

청년 플랫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청년들이 입주해 창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각 사무실 앞의 공동공간은 코워킹 플레이스로 사용할 수 있다.

청년 플랫폼 중 가장 저층부인 지하 1층은 제조업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들이 생산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다.

Structure reduction

주거

3인주거

사 무 실

사 무 실 진로체험실 워크샵룸 정보센터

입주기업취 미 실

식  당 로   비

보 조 실

회 의 실 직업교육실 미디어룸 창업교육실

회 의 실카    페

도 서 관

회 의 실

입주단체 진로자료실 장 비 실 연 구 실

지원실동아리방

강의실 이벤트홀 retail

전 산 실

상 담 실 강 의 실
코워킹

플레이스 강 의 실

판매소물품대여

다목적홀

공동주방

4인주거

식    당 라운지

사무공간

청년지원사무공간

주민편의시설

공동시설

취업지원센터 지원Platform 창업지원센터

창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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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onomETRiC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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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nCEPT

구청청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위계를 해체해야 했다. 주변지역과  스케일을 비슷하게 맞추고, 

자연스러운 진입을 위해 보행로를 광장으로 집중시켰다. 광장은 분할시켜 주변의 스케일과 컨텍스트에 대응한다. 

공유센터,  벽면녹화, 오디토리움 매스는 각 진입로에서 본 건물과주변  건물 사이의 중간 크기로 설정되었다.

B1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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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eXISTIng unDeRgROunD LeVeL
enTRAnCe

MAke PLAZA TO 
huMAn SCALe 

 1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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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2동 47-2

대지면적 8,900㎡

건축면적 3,596.24㎡

지상 연면적 16,103.16㎡

지하 연면적 8,255.27㎡

주차대수 10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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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진·영상 창작 
레지던스

지은 지 46년이 된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철거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은 오래된 외벽과 중정의 

계단, 공중 브릿지 등 곳곳에 46년 동안 

축적된 기억이 남아있고 역사적으로도 

원형이 남아있는 유일한 시민아파트로서 

계속 지킬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한편 

공공이 시민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세워졌던 회현제2시민아파트가 

시간이 지나 다른 용도로 바뀔 필요성이 

생기면서, 이곳의 사진·영상 예술적 

가치를 존중하여 사진·영상 창작자들을 

위해 공공이 창작과 거주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창작 레지던스의 용도로 

리노베이션 하고자 한다.

단절성을 띠는 급경사 대지 및 기존 

건물의 단면과, 중정 등에 있는 계단과 

브릿지 등 다양한 레벨의 동선을 

고려하여, 이곳을 찾아오거나 인접한 

남산공원 등에 방문하고자 지나가는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설계하고자 자연스러운 경사를 

띠는 새로운 단면을 기존의 공간에 

투여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동선의 흐름에 맞춰 창작 레지던스의 

프로그램을 위치와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였다. 또한, 기존 기둥-보 

구조 내에 삽입될 수 없는 창작 

레지던스의 대규모 프로그램은 남측의 

옹벽과 떨어진 빈 공간과 북측의 빈 땅 

등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창작자들은 기존 회현제2시민아파트의 

모습을 통해 창작에 대한 영감을 

지속적으로 얻으며 이곳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방문객 또한 외부와 적극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따라 건물의 과거와 

현재를 체험하며 창작 예술을 경험할 

것이다.

서현민 SeO, hYun-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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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ble memories of Hoehyeon Citizen Apartment

History of Citizen Apartments

History of Hoehyeon Citizen Apartment

apARTment
Hoehyeon Citizen Apartment Renovation; audiovisual & photographic Art Residency

Role Change

Program: Art 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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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Condition

교통망 및 동선 관광요소 전망 급경사 대지 브릿지 및 진입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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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CiRCULATion: CURREnT
Disconnection & Possibility of Connection

현재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단절성과 연결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급경사 대지 위에 지어져 접근이 힘든 동시에, 지상 10층 

높이로 340세대가 빽빽하게 배치되어 마치 외부에서 벽처럼 느껴져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다. 한편 접근이 

힘든 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중정의 계단과 두 개의 브릿지 등 다양한 레벨을 통한 아파트 진입 동선은 이런 단절성을 극복하고 외

부와 연결될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곳이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는 공간으로 존재하고, 또한 창작자와 방문객에게 창작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결 가능성을 바탕으로 단절성을 띠는 현재의 단면을 새롭게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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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CiRCULATion: PRoPoSAL
Connection

CIRCuLATIOn + PROgRAM 
: Artist

CIRCuLATIOn + PROgRAM
 : Visitor

CIRCuLATIOn + PROgRAM
: Citizen

기존 동선

신규 동선

창작레지던스

전시교육영역

주민이용영역

편의휴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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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이곳의 단점인 급경사 대지를 극복하기 위해 완만한 경사의 새로운 단면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이를 따라 편하게 통행하면서 곳곳의 

열린 틈을 통과해 건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는 전시영역, 교육영역 등 창작 관련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편의영역 

등이 배치되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간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적인 성격의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중정 건

너편에 배치되어, 창작자가 필요에 따라 건너다니며 외부와의 교류, 혹은 창작 활동 등 원하는 활동을 방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곳을 지나가며 사람들은 회현제2시민아파트의 남아있는 입면과 기둥-보 구조 등의 옛 모습과 새롭게 바뀐 모습이 공존하는 공간을 

체험하며 이곳의 과거와 현재를 단면을 따라가며 경험할 수 있다.

Renovation Process

Current Preservation / Demolition Addition

Elevation

Structure

Program

기존 급경사 대지 위 동선의 단절성 경사면을 따라 형성되는 새로운 

단면과 동선

새로운 동선 흐름에 맞춰 배치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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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 - 1
SCALe : 1 / 700

단면도 - 2
SCALe : 1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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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 85,000 (6층) 평면도
SCALe : 1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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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익 SOng, Ju-YIk

본 프로젝트는 2045년에 관한 예측을 

바탕으로 어떠한 도시 상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건축, 조경, 도시공학과가 한 팀이 

되어 융복합 스튜디오로 진행되었다. 

각과는 공통적으로 해수면 상승, 수자원 

문제, 화석 연료 부족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으로서, 

부유식 해상도시를 제안한다.

그 가운데, 건축은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바다농장을 

설계하였다. 융복합 스튜디오에서 

상정한 육각 플랫폼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인, 한 변에 15m의 삼각 모듈이 

확장 및 변화하면서 어떠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집중하였고, 

바다 농장이라는 주제에 맞춰 필요한 

프로그램을 그 공간에 배치, 그리고 각 

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고민하였다. 

인공 섬 프로젝트라는 큰 담론 안에서,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상상하는 

것이 본인의 프로젝트가 갖는 의의다.

2045년 해상의  
인공 섬에서  
어류를 생산하는 
자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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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기존 공간의 한계

국토의 4.1%(3,330㎢)가 물에 잠김

해안가 중심으로 도로 6,456㎞(전체 도로의 7.1%)가 침수

온대 수종의 도태현상

강우량 17% 증가

벼 생산량 5~10% 감소

한여름 폭염으로 서울에서만 600여 명 사망

공항, 원전, 산업단지 등 연안 시설물 침수

현재 연안 도시 86개 시군구(2011 기준) 1,440만 명 피해

온대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화

폭염, 집중호우 증가

슈퍼 태풍 탄생

홍수와 가뭄 현상의 극단화

국토 일부의 사막화

2045년 기후변화 피해액 6조 8,736억

식생의 변화로 25배 증가로 국토 30%가 산불피해위험지역

물 부족으로 사망하는 인구 8,000명

39개의 농업 파괴로 67만 명의 한달 치 식량 파괴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되는 지역 일산 20개 면적

해수면 1cm 상승 당 100만 명 이동(기후 난민)

방글라데시 20% 수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2% 수몰

산호의 97% 괴멸

산호섬, 태평양 몰디브 섬들 수몰

1만 6,928종 멸종 위기

겐지스 강, 메콩 강, 나일 강 근처 15,000㎡ 농지 수몰

전 세계 일부에서는 농업생산량 30% 감소

2억 2,000만 인구가 말라리아에 노출

전염병 발생 지역의 확대

대두 생산량의 50% 감소

알프스 산맥의 산사태 증가

콜롬비아 커피 생산량 감소

인더스 강 수량 50% 감소 그에 따른 물 부족 현상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얼음 소실

미세먼지 폭풍의 증가

그린란드 용융 티핑포인트 도달 및 빙하 소실

2045년에 대한 예측들은 

당연하게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하면,

미래가 꼭 장미빛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 공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서,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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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공간의 가능성

해수담수화 시장의 증가 해양 에너지의 잠재성 지구의 표면 비율 현재 식량 생산량 비율

염도차 1,650
           (2%)

조력/조류

7,800
(9%)

열-해수
온도차
44,000
(53%)

파력
29,500
(36%)

FROM LAND  98%

FROM 

WATER 

2%

WATER  70%

LAND 

30%

바다농장 프로그램

미세조류 생산망 먹이 생산망
(동물성 플랑크톤)

치어 생산망

수질에 따라 수평 이동

기후에 따라 5m 가량
상승 및 하강

평균수심 40m

동물성 플랑크톤 먹이

물고기 분비물:
치패의 영양분

질소 배출

물고기 배설물 : 
갑각류 먹이

물고기 분비물:
알지 성장 촉진

물고기 먹이

치패 생산망 해조류 생산 그물 음향 급이 시설

 각 식량의 탄소 배출량 (단위 : TON)

1년 6회의 방류 가능
재포획률 약 10%
1년 약 402만 마리 회수 가능
8만명의 1년 소비량 충당

온도 조절장치
음향급이기
공기주입기
조명
어망 이동장치
바다 상태 측정 센서
중심추

0~1개월
6~13mm,
5000~7500미/1m³

1~2개월
13~40mm
2000~2300미/1m³

2~4개월
40~60mm
1000미 이하/1m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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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공간의 특징 

모듈 시티

부유식

확장성

6시간



모듈의 모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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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결합

- 소재 : 탄소 나노 튜브

현재까지 발견된 물질중 가장 

강력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

그 강도는 철의 200배 이상

a.   플랫폼에 나 있는 구멍에 

기둥을 돌려서 끼운다. 

b.   벽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아래층 보 윗단) 홈에 맞추어  

세운다.

c.   기둥 및 벽의 상단의 요철에  

맞추어 보를 끼운다.

d.   삼각형 슬라브의 각 변에는, 

보에 끼울 수 있는 요철이 

존재한다.

e.   똑같은 과정으로  

상, 하, 좌, 우로 모듈을  

확장시킨다.



66 

평면 작업

평면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삼각 모듈을 설정하고,

각 모듈들을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모듈이 확장됨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실의 크기에 맞춰,

적당한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그 기능이 작동하게 한다.

삼각 모듈이라는 특징 때문에 생기게 되는,

코어를 중심으로 한 배치 역시 함께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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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평면

일반 실 구성 모듈 1

일반 실 구성 모듈 2

일반 실 구성 모듈 3

일반 실 구성 모듈 4

수직 이동 모듈

화장실 모듈 

외부 공간 모듈

계단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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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프로그램 및 바다농장 결합 시나리오 

1. 처음 바다농장(치어 성장 시설)이 들어선다. 

2.   자원 시설과 연계되어 저장모듈이 붙게된다.

3,4.   바다농장이 확장되면서 연구시설과  

실험시설이 추가된다.

5.   인공 섬에서 자원 시설은 단순한  

생산 시설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여가 모듈과 연계되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인공 해변, 갯벌 체험장)

6.   바다 농장 및 해양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해양 전시관이 들어선다.

7.   연구원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 시설이 추가된다.

8.   바다 농장 및 섬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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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단면도 및 프로그램 꼴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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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Lee, SAng-MIn

서울시에서는 하루에도 9,600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재활용을 주로 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활용에 아이디어와 기술 가치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업사이클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업사이클은 현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재활용 쓰레기들을 정기적으로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면에 

재활용 선별장은 선별된 재활용품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 

둘을 결합된 업사이클 센터를 계획하고자 

한다.

또한, 대지가 지닌 유수지라는 특징을 

이용해 수질정화 생태공원을 계획하여 

지상뿐만이 아닌 대지 전체가 새 용도를 

찾는 개념을 기본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휘경동 업사이클 센터



72 

iSSUE:WASTE

“소각시설이 부족한게 매립량이 줄지않는 가장 큰 이유”
생활쓰레기의 약 20%는 소각할 수 있지만 시설 부족 탓에 매립장으로 향한다.

하지만 소각시설 설치에 반대가 많아 현실적으로 

시설을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쓰레기를 줄이려는 시민실천이 가장 중요한데,

종량제 봉투 안에 비닐이나 음식물 쓰레기만 넣지않아도 하루 600t을 줄일 수 있다. "

가정에서 재활용만 철저히 해도 쓰레기 양을

1/10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셈이다.

9,613톤/일

생활 쓰레기 발생량

출처: 국민일보 16.01.15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

(단위:톤/일)

서울

9,613

10,428

9

2,175

24

5,307

38

7,923

28

3,510

58

1,796

15

3,955

16

1,774

13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충남충남 충북

(단위:개소)매립지

0개소



선별

주민, 학생 및 기타 방문객

관람

자원순환교육

강의

제작

선별장 업사이클링 공간 전시, 판매

견학 업사이클링 체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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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YCLE

서울시의 쓰레기는 많은 부분 재활용을 통해 처리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재활용에 아이디어와 기술, 가치 등을 결합한 업사이클이 확산되고 있다.

업사이클은 재활용되기 이전 새로운 용도를 찾음으로써 자원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하지만 업사이클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면에 재활용 선별장은 선별된 재활용품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 둘을 결합한 업사이클 센터를 계획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수작업이 많은 업사이클의 특성상 직접 제작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체험을 통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선별장으로 모인 쓰레기들이 기존과는 다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한다.

PRoGRAm SUGGESTion

DeSIgn IDeA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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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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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oUnD PRoCESS

1. 기존 구조물 옛 물길

여름철 최고 수위

지하 데크

 침강지

수심: 1M
PHASE 1 PHASE 2 PHASE 3

수심: 0.5M 수심: 0.3M 수심: 0.8M

 추수식물 꽃창포
줄풀
수련
물미나리
붕어마름
고마리꽃
산세베리아

갈대
애기부들
골풀

말즘
나사말
검정말
붕어마름

꽃창포
줄풀
수련
물미나리
고마리꽃
산세베리아

 벼목식물  침수식물  추수식물

2. 동선

프로그램
리사이클

외부인

교육, 체험, 전시

작가

업사이클

쓰레기

작품

동선

3. 지상, 중랑천 연결 4. 수질 정화 식물 5. 공기정화 식물

FUnCTionAL AXonomETRY

스카이 라운지(레스토랑)

스카이 라운지(카페)

지원순환
전시 전시실

체험 
공방

체험 공방

PHASE 1 PHASE 2 PHASE 3

소재 은행

메인 홀

작가 
스튜디오

작가 레지던시 

중랑천 연결로

지상 연결

수심:0.6~0.7M



SiT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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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onomETRiC ViEW

위치 : 동대문구 휘경동 한천로 348-2 일대

대지면적 : 32,038.45㎡

지역지구 : 자연녹지 지,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건폐율) : 7146.17㎡ (23%)

연면적(용적률) :13,342㎡ (41%)

주차대수 : 6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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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 LIM, hYeOk

현대 도시에서는 도시의 밀도와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규제들이 있다. 

이로 인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많은 

빈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공간들은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공간들은 영구적인 

그늘에 가리워져 있고, 가로환경에서의 

단절을 초래하며, 환경 악화와 범죄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사이 공간을 

맞벽건축이 가능해짐으로써 (주거지역의 

경우 상호 합의 아래 내화구조를 충족할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주거와 마을 

공공시설을 제안한다.

사이 공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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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공간이란?

사이 공간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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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공간
인식

빈 공간

주거

깨진유리창
법칙 방지

공공의 투자

대지 안의

공지

민사상의

이격거리

그늘

놀이터

가로 개선

놀이터

범죄

노인 시설

수익

환경악화

문화 시설

마을편의시설 제공

수익의 분배

맞벽건축

단절

사무실

청년주거난 도움

사용 뒤 소유권 이전

상호합의

생겨난
이유

가능성

이용
방법

공간개선
방법

(시스템)

공간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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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 이문2동 이문초등학교 일대

사이트로 선정한 이문초등학교 일대는 다가구 주택과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곳의 사이 공간은 1m~2m의 공간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다. 그 공간의 실제 사용은 

경계를 짓기 위한 담장만 놓여있고 실외기 정도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런 사이공간을 물리적인 현상과 주변과의 대응하는 방법을 가지고 5가지로 분류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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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유형

건축연도

높이

층수

용적율 여유

도로현황

가로현황

사이공간의 폭

사이공간 면적

지붕형태

녹지현황

지역/지구

가로등

보행자 도로현황

사이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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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간

활용안

1.   물리적 조건에  

따른 분류

세장한 조건

양측 옥상의 연장

(외부 공간)

비움 내부로의 비움

옥상공간의  활용

(실내 공간)

개인 공간 

개인 공간 

공공 공간 

공용 공간 

개인 공간 

경량 구조 공간이용에 따른

수직동선

공간이용에 따른

수직동선

2.   옥상과 지하의  

이용

3. 연장 모듈 4. 개구부 대응 5. 주변과의 연계

물리적

조건

조건의

대응

옥상의

이용

연장모듈

활용안

개구부

대응

주변과의

연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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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어린이 도서관 공공공간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센터, 어른들을 위한 마을 사랑방 그리고 공원으로 분류 하였다. 공공공간은 주거공간의 기

준과는 다르게 몇명의 사람들이 시야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함께 향유하고 그 사이에 기능 

공간을 끼워 넣으면서 연결하였다. 어린이 도서관의 경우 거대한 책장을 한쪽에 가득 채우

고 책장을 이용하기 위한 동선을 만들어 주었다.

구조 환기 우수 일조

공공공간-어린이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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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간을 형성하는 기준은 주거의 기능에 적합한 층고에 최대한 많은 기능 공간들을 만

들어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좁고 세장한 땅에서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수직 동선이다. 수직 동선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공간들의 형태 성격이 달

라지는 것을 고려하였다. D-Type의 경우 2인 주거를 상정하여 1층에 공용 공간을 두고 상

층부에 침실을 낮은 층고로 배치하며 두 사람의 개인 공간을 분리하였다.

구조 환기 우수 일조

주거공간

Thanks to 까오남 홍치, 용현, 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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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진 Jung, PYung-JIn

관광두레 기능을 더한 
우체국 리노베이션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직접 방문객에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사업으로,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인프라의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본 계획안은 축소되고 있는 기존의 

우체국 기능들을 그 기반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대상 부지로 주요 

관광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며 게스트 

하우스가 밀집되어 있어 숙박 수요가 

높은 안국동 우체국을 선정했다.

수하물 차량과 관광객, 직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접근 경로를 고려하여 현재 

집하장 및 발착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우체국 동측의 외부공간을 호텔 

프런트와 우체국 창구의 공용로비로 

계획했으며, 로비를 비롯한 공용 공간의 

질을 높이고 수직 증축된 객실에 의해 

북악산과 한옥 등 북측 거리 경관을 

차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트리움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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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년도별 우체국수

기존 관광 사업

관광두레 우체국 자산의 관광사업 기반화 POSTOUR

우정 사업의 위기 관광 인프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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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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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REARRAnGEmEnT 

EXISTIING BUILDING 

DEMOLITION

EXTENSION HORIZONTAL 

EXTENSION VERTICAL

AT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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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B
200 : 1

ELEVATION A
200 : 1

SECTION A
200 : 1

SECTION B
2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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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찬 JOO, YeOung-ChAn

노인의 다양한 삶을 
위한 도심 폐교 
리노베이션

인구 고령화 현상과 직주 분리의 용도 

구역 정책으로 인해 도심지(종로, 

용산)에는 학생이 부족하게 되어 ‘도심 

폐교 현상’ 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그 

땅은 학교 이적지로 분류되어, 자본의 

논리에 따라 대기업의 사옥이 들어서 

왔다. 하지만 이것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옳은 것일까? 그렇다면 이용자 (학생)이 

줄어들어 문을 닫는 학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그 답을 도심 폐교 

현상의 원인에서 찾아 제시해본다.



102 

한국의 인구분포가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변화

함에 따라 유소년 인구의 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

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교는 공급과잉으로 통폐합

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여기서 주목한 것은 바로 

서울 도심에서도 폐교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직주분리의 용도 구역정책으로 인해 주거지역이 도심 외곽의 베드타운에 형성되면서 젊은 인구

가 도심 외곽에서 거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 연령 불균형

이 가속화된다. 때문에 1970년대 부터 이미 많은 학교가 학생을 찾아 이동했고, 현재에도 여러 

학교의 재배치가 계획되어 있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통계청 : 인구분포조사> <서울통계>

2015년 서울 자치구별 초등학생 수2015년 서울 자치구별 평균연령

직주분리 정책 젊은 층의 이주

도심 학생 부족 현상지역별 연령불균형 현상

42.00 - 42.90

41.00 - 42.00

40.00 - 41.00

39.00 - 40.00

38.60 - 39.00

3만 이상

2만 이상

1.5만 이상

1만 이상

1만 이하

(단위:명) (단위:명)

SoCiAL iSSUE#1

1972년 인구분포 지역별 인구 연령 편중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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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폐교의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 인구 고령화 현상과,  인구의 지역별 연령 

편중 현상이다. 쉽게 말하면 도심에는 노인 인구가 많고, 유소년 인구는 부족하

다는 것이다. 각종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도심에 

남겨진 폐교를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리노베이션 하는 것은 기존 학교의 공공

성을 살리는 방법이면서, 유휴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도시 재생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겨질 학교와 그 땅은 어떻게 써야할까?

1970~1980년대 이전 학교 현재 이전 예정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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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2

한국사회의 노인 문제

세계 주요 국가 75세 이상 노인 자살률 (인구10만 명당)

2015년 노인 취업 인구 통계자료(대한노인회)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노인자살률 1위 

국가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삶의 의

지를 꺾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라고 한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된다. 그

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미래의 다양한 삶을 위해 

노인을 위한 시니어 스쿨을 제안한다.

“그냥, 뭐라도 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 덜 외로울 텐데….” (72·남)
동아일보 : <독거노인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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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

노인 1인 주거 (고독사 문제) 공용공간을 통한 삶의 연결

한국의 독거노인은 약 74만 명으로 추산되고 그들의 50%가 사회활동 및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고, 16%는 가족과도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결국 노인 고독사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쪽방 사이에 함께 쓸 수 있는 공용공간을 넣어 이들의 삶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거 빈곤

경제적 빈곤

고령화

노인문제

폐교

저출산

기존시설활용

정신적 빈곤
함께 사는 주거공간

교육 공간

커뮤니티 공간

지역 주민

일자리

여가/취미



SiTE AnALYSiS

mASS DEVELoPEnT

Renovation properties -
Making Passage Cut For Lighting Arcade Accessibility

Renovation properties +
Circulation new Volume Arcade Park & Parking

효제초등학교 졸업생 현황

2010.02 제101회 졸업식(160명)

2014.02 제106회 졸업식(100명)

2015.02 제106회 졸업식(78명)

Site Location

Site Present Condition
existing Path

existing Path

Remove the block

Road expansion

School construction

Floating population increase

Became wall

Forming Arcade

앞의 조건에 따라 사이트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정할 수 있었다. 첫째, 노인 접근성이 높은 1호선 주변일 것. 둘째, 마찬가지의 이유로 종묘 및 종로 3~4
가에서 가까울 것. 셋째, 주변이 상업지역일 것.(도심 폐교의 원인과 관련된 이유) 넷째, 학생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곳. 이 네 가지 항목을 만족

시키는 학교로 [효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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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교가 도시적 보이드 공간임에도 교육적인 목적으로 담장을 만들어 블럭 사이를 차단하는 벽으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학교 전면의 가로가 20m로 확장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청계천에서의 세로 보행축이 확장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설계를 진행했다. 

시니어 스쿨 계획에 따라 교육 시설과 주거, 주민 편의공간이 필요했고, 초등학교라는 공간과 평면이 어떠한 방식으로 노인을 위해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

민했다. 기존 메스가 세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층고가 달랐기 때문에 램프를 활용하여 이들을 연결하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했고, 주변에 부족한 주민 

편의공간을 저층부에 배치해 운동장과 연계하여 계획하였고, 이용자가 노인인 만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수직 동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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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Citizen use facility education Facilities housing of Senior Restaurant

PLAYGRoUnD PLAn
Demolition ol
existing buildings

Making 
sunken ground

Regaining of 
old path

Segment of 
playground#1

Segment of 
playground#2

지속적인 소비를 장려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새것만을 가치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 건축

이 사회의 물리적 현상이라는 말처럼 건축에 대한 시선조차 새것만이 ‘멋있다, 대단하

다’라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쉽게 쓰고 버려지는 공산품처럼 건축 

또한 쉽게 버려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리노베이션을 떠올렸다. 

오래된 음식점의 주인은 오랫동안 식당을 찾는 단골이라는 말이 있다. 그곳은 음식점 

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을 담는 공간이기에 그 주인은 이용자다.

동네 어귀의 오래된  학교를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니어 스쿨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JOO, YEOUNG-CHAN  109

RenOVATIOn PLAn
Synopsis

Site : Seoul, Jongno-gu, Seoul Daehakro 12 hyojecho

Commercial area / School area

Construction area : 5035㎡

Lot area : 170729㎡

Total floor area : 186129㎡ (69911 : parking)

FAR :  68%

Building Coverage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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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개의 다른 주체와 
1개의 외부공간

송인호 스튜디오  ─  SOng, In-hO STuDIO



         

돈의문(서대문)은 예로부터 신문물이 

유입되는 통로였다. 이후로 서울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 돈의문은 훼철되었고 

지금은 거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렇지만 아직도 서대문 일대는 돈의문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돈의문 주변의 다양한 예술/

역사시설과 각국의 대사관, 병원, 언론사, 

그리고 학교들이 위치하게 된 것은 바로 

지금은 사라진 돈의문의 영향으로 인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주목한 사이트는 돈의문이 실제로 있었던 

자리로서, 현재 돈의문 터로 표시되어있는 

곳의 맞은편에 위치해있다. 마찬가지로 

돈의문 터인 사이트는 정동길 초입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문안로와도 

닿아있어 지리적으로 역사적 중요성과, 

오늘날 상업적인 입지로도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이트의 

모습은 총 13개의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데, 각자 자신들의 건축물만 세우기 

급급하여 그 가능성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 제안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통합된 

하나의 큰 건물이 아닌 각자 다양한 

건물과 주체들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별 건축물들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 공간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건물 간의 사이 공간을 만들게 

되고 나아가 통합된 하나의 외부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사이트 내의 다양한 건축물은 신축 호텔, 

신축/레노베이션 상업건물, 중화교회 

부속동으로 구성된다.

잔존 한양도성, 각 건축물 사이 중앙 공간, 

레벨 차 등과 같은 사이트 내 다채로운 

특징들은 사이공간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이러한 사이공간은 다시 개별 

건축물 내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돕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한다.

김광재 kIM, kWA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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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 역사와 사이트 주변 컨텍스트

서울 중구 충정로1가 51-6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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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목적

사이트 지적선/면적/용도지구와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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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별 개별 개발의 현실성

개별 개발 시 외부 중앙공간의 통합

사이공간의 개방성

효율적 주차를 위한 협정

:   현재 다양한 용도지구와 프로그램이 있는 상황에서  

부지별 개별로 계획되는 것이 더욱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

:   각각의 작은 외부공간(건폐율로 인한)들은 서로 인접되게 

배치됨으로써 하나의 쾌적하고 큰 외부공간이 된다.

:   건물 내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사람도 진입할 수 있는 사이

공간은 어떠한 열린 프로그램보다 개방성을 가진다.

:   대지 규모상으로 주차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대지는  

인접 큰 대지와의 협정을 통해 주차를 해결한다.

매스 별 Concept 정동길 측 건물

교회 앞 부속동

-   건물 코어를 길게 펴서 정동길 쪽과  

사이트 중앙공간에 각각 대응한다.

-   2층은 교회와 주변 외부공간을 볼 수 있는 

열릴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한성교회의 부속동의 공간의 절반은  

중앙공간을 따라 지하공간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자체 Private한 외부공간을 

위해 본당 앞 공간을 감싸 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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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베이션 건물 성곽주변 신축호텔
-   기존건물 중 가장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노후화가 

덜된 두 개의 건물은 레노베이션으로 계획한다.

-   저층부는 진입을 위해 찢어 사이공간을 만들고, 

상층부는 더 큰 공간사용을 위해 통합/연결한다.

-   옛 도성라인을 따라 성벽을 형상화한 벽을 

만들고 호텔 매스 전체에 영향을 주게 한다.

-   호텔 객실층 부분은 정동길쪽과 대로변쪽을 

번갈아 가며 비워냄으로써 두 가지 전망을 

확보한다.

외부공간을 둘러 싼 각 건물 사이공간 간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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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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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베이션 및 호텔 건물 단면도 한성교회 부속동 건물 단면도

2층 평면도 /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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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한성교회 사이공간 투시도

레노베이션 건물 정면 투시도



KIM, KWANG-JAE  119

정동길쪽에서 바라본 내부 중앙공간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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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천교 수제화거리 
리노베이션

송인호 스튜디오  ─  SOng, In-hO STuDIO



         

김수영 kIM, SOO-YOung

염천교 수제화거리 
리노베이션

서울역과 서소문공원 사이. 염천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제화 거리가 있다. 

구두산업의 중심이 성수동으로 넘어가기 

전 이곳은 우리나라 구두의 메카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국내 제화 산업이 쇠퇴하면서 

이곳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혀갔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곳을 기억하는 이는 

몇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이 거리에는 많은 

구두 장인들이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다시 이 거리가 살아나기를 꿈꾸고 있다.

이에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구두 장인들이 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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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프로젝트 내용
염천교 수제화 거리 활성화 지원과 기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구축 및 리노베이션

주최
염천교 수제화 장인 협동조합 + 서울특별시 중구청 + 중소기업청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 2가 61-20 외 44필지

프로젝트 규모 
대지면적 : 약 1125㎡ (염천교 확장 구간을 제외한 대지)

건축 연면적 : 4000㎡ (전체 연멱적은 10%내외로 조정)

현황
-   구두매장 25개, 공장 50개, 공장 + 구두매장 25개, 구두 부자재상 30개 

총 130여개의 구두관련 사업체가 운영 중

- 주품목 : 남성화, 댄스화, 특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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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년에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방문객들이 늘었지만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만한 점이 

부족하여 반짝 인기에 

그치고 말았다.

기존 건물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계단.

하지만 좁고 높은 이 계단은  

샘플, 부품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창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 생존만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구두 장인들 하루 종일 있는 공간은 

공간의 부족으로 작업 공간과 

물품들이 뒤섞여 있다.

작업의 동선 또한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원활한 작업을 위해선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에전에 이곳 지하와 상층부에는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수제화 작업 공정이 

기계화되면서 기존의 계단이나 

입구로는 기계가 들어올 수 없어 

공장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공장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임대가

되질 않아 창고로만 쓰이고 있다.

문제점

장인 평균연령 : 60후반~70초반

고령화

기계화로 인한 필요 공간 변화로 인해

공장들이 외각으로 이동

수제화 산업 쇠퇴 및

인지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운영 악화

전문인력 부족

기술 단절 우려

상점

교육

신발 공장

지원센터

기술단절 방지 및 인력난 해소

취약분야 교육을 통한 지속 

변화하는 시장 대응

장인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제안

쇼핑환경을 개선

홍보 효과를 높임

공장이 제자리로 돌아옴

 작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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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기존 건물

약 100m의 가로에 13의 건물이 한 건물처럼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지어진 것으로 상당히 노화되었다. 

건물 철거

13개의 건물 중 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5개의 건물을 철거한다.

파사드

타공판이라는 한 켜를 거쳐 공장 안의 

움직임이 실루엣으로 나타난다.

설비를 밖으로 노출시켜 하나의 파사드로 

활용한다.

보완하는 부분 신축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달리 철골을 

사용하여 기존의 건물과는 다른 수직적인 

개방감을 준다. 

이 개방감은 수직 동선 및 휴게공간과 연계되며 

기존 공간의 문제점을 보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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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방, 지원실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4층에 

프라이빗을 요구하는 디자인공방과

사무시설을 넣음

샵과 공장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는

샵과 공장을 번갈아 넣음

공동작업장, 교육장

창고로 쓰이던 지하에 

이곳의 장인들 모두를 위한 시설을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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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공간
이동하면서 계속 샵과 공장을 봄

야외공간야외공간을 두되 매스형태를 

이용하여 옆 스튜디오와 분리시킴

공장
매스 형태의 공장의 입면은 

하나의 프레임 역할을 하면

서 작업의 공정을 보여줌

휴게공간
쇼핑중간에 쉴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라운지를 둠

디자인공방
디자인 공방은 공장과는 

다르게 창의적 활동이

일어남으로 층고를 높임

구두상점
샵은 오픈되어 있어 바닥과 천장 재료로 공간을 구분함

천장재는 벽을 타고 내려와 디스플레이 공간의 역할을 수행

디자인 유출로 인해 중요한 물품은 디스플레이를 안쪽에 하던 것을 

존중하여 길을 면하는 전면부에는 디스플레이를 하지않고 벽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함

기계실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집진시설과 같은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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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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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및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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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이다솜   최   완   정은우   정아일

강   별   최가현   최석구   부모님

쉬지도 않고 열심히 도와준 우리 아지메들과 별이

같이 고민해준 가현언니

힘들때 위로해준 석구오빠

항상 사랑하는 부모님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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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ALkinG,
Co-WoRkinG
한양도성과 함께 걷다, 지역주민과 함께 일하다.



         

김영실 kIM, YeOng-SIL

신당동 의류업 
코워킹 공간

서울은 역사 문화유산과 현대건물들이 

공존하는 도시이다. 한양도성은 

600여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일상과 

가까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에서 그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다. 

하지만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역사 

문화재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못한 채 

도시는 발전해왔다. 

그 후, 훼손된 문화재의 ‘복원’이라는 미명 

하에 도성 주변으로 들어선 도시조직들은 

후순위로 밀려 전면 철거되는 상황에 

놓였다. 당시 복원 사업이 이루어졌던 

신당동의 광희문 일대에선,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던 수많은 봉제공장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지역적 희생을 통해 

복원된 한양도성은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한 채, 생활과는 동떨어진 

현대적 오브제로 존재하게 되었다.

한양도성의 발굴 과정에 있어, ‘과거’와 

‘현재’란 두 가지의 무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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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구간 매장구간
  - 발굴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한양도성 주변으로 건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섰고, 원 지형을 무시한 도로계획으로 인해 한양도성은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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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문화재의 안전과 가치보존을 위해 한양도성 복원사업이

실행되었다. 도성 옆 20m내에 위치한 건물들은 파괴되었고, 

진입이불가능한 녹지공간만 남게 되었다.  

복원된 한양도성 광희문 봉제공장들

신당동의 광희문 일대는 의류업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있는 

곳이다. 광희문 남측의 도성 복원 사업으로 수많은 봉제공장

들이 사라졌다.

현존하는 봉제공장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의류업 코워킹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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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ALkinG with remains

1   매장구간 내에서 추정되는 한양도성

의 선을 기반으로 발굴을 진행한다.

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에서 발굴되었

던 ‘치성’의 발굴현황과 현 지형 레벨

에 따라, 도성 내외부의 레벨차를 3m
내로 가정한다.

;   발굴된 한양도성과 건물간의 관계를 

내부 및 외부에서 고려하며, 도성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제시

FLOATING WALL #1 LAYERING SPACE #2
; outdoor activities

#3

RELATION with The Seoul City wall

Co-WoRkinG with textile related factories

Industrial Ecosystem & Needs

: 이 일대의 봉제공장은 주택을 개조한 것으로, 보관장소가 현저히 부족하며 간판이 없는 이유 등 인지성이 떨어진다.

주택을 개조한 봉제공장 보관장소

Step 1

Raw Material

Step 2

Manufacture

Step 3

Packing

Step 4

Delivery

인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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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tervention SUGGEST Characteristic of adjacent road

Clothing FACTORY Slow road

: neighbor

: pedestrian

: vehicle

Scenic road

Fast road

:   의류업코워킹공간에 원단 창고를 제안하고, 자체 

운영의 오토바이를 통해 주변 봉제공장들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형성한다.

MOTORCYCLe

TeXTILe STORAge

Let The Road & Program have conversation

Currently blocked condition excavating & Make program Make road Line up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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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Circulation

#1. 순성객

카페테리아 - 전시실- 야외광장 - 코워킹로비 / 옷가게

#2. 지역주민  : 의류업 종사자

1 사무실 - 디자인공작실 - 탕비실 - 사진실

2 코워킹로비 - 봉제작업실/디자인공작실 - 탕비실 - 사진실

#3. 자체 운영 오토바이

관리실 - 원단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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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mage From The City Wall

Image From Roof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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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공작실
2 탕비실
3 야외 작업공간

4 봉제 작업실

Section A Section C

1 사진실

1 원단 창고
2 작은 전시실
3 전시실

4 카페테리아B1F Plan Drawing

3F Plan Drawing 4F Plan Drawing

1F Plan Drawing 1 원단 창고
2 관리실
3 전시실

4 야외테라스
5 계단식 광장

1 원단 창고
2 옷가게
3 코워킹 로비
4 봉제 작업실

5 디자인 공작실
6 탕비실
7 사진실

1 야외 광장
2 전시실
3 사무실

4 디자인 공작실
5 야외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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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Plan Drawing

1 코워킹로비
2 물품보관소
3 봉제작업실

4 옷가게
5 응접실
6 사무실

Thanks to.
든든한 나의 도우미, 경재오빠, 두희, 주희, 나리

우선 다들 매일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열심히 작업해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끝까지 마감 잘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 준 경재오빠, 바쁜 와중에도 열일 제쳐두고 도와준 두희,

모든 면에서 정말 잘해줘서 믿고 의지되었던 주희, 언니 생각하는 마음이 이쁜 나리까지 정말 큰 힘이 되었어.

부족한 선배 밑에서 일하느라 수고했고, 다들 너무 고마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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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장을 품은 혜화문 



         

김진경 kIM, JIn-kYung

혜화문은 예전부터 존재해온 한양도성의 

축과 현대에 새로 생겨난 도시 조직인 

동소문로 축의 교차점에 놓여있지만, 

혜화문을 지지해주고 있는 길이 

60미터 높이 11미터의 석축과 이에 

인접한 8차선의 도로가 양 축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양도성 순성객들은 혜화문에서 

건너편 낙산구역으로 가기 위해 

한성대입구역이나 혜화문 로터리까지 

200여 미터를 우회해 길을 건너야 

하며, 차량 통행량은 높지만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보행자의 수가 적고 

가로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전무하다.

많은 사람이 혜화문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들의 일상과 관계 맺지 못하는 

현재 상태와 인접한 대학로에서 

소극장들이 겪고 있는 ‘탈대학로’ 상황을 

인지하였고, 이에 선적인 현재의 흐름에 

문화시설이라는 공간적인 변곡점을 두어 

혜화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혜화문, 기억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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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Hyehwamoon

Topographic Feature

The main facade of Hyehwamoon 
from the dominant veiw has been 
changed as well as the direction of 
approaching flow.

18세기
한양도

1900~1910년대
1907년 최신경성전도

본래 도성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졌던 지형은, 도로가 

들어서면서 12m의 고저차가 생기게 되었고 혜화문

과 인근의 주택들은 손상된 지형에 대응하고자 축대

나 옹벽 혹은 높은 담벼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현재 혜화문에 인접한 창경궁로는 혜화동 로터리를 

거쳐 도심과 강북지역을 이어주는 8차선의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다. 높은 차량 통행량과 차도를 

따라 이어지는 길면서도 높은 벽 등이 보행자들로 하

여금 심리적인 단절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Timeline of Hyehwa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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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issue 2 : The Exodus of Small Theaters from Center Daehakro to  
Adjacent Residential Area

1920~1930년대
1927년 경성부관내도

1940~1950년대
1942년 경성교통계획도

1970년대
항공사진

1980년대
항공사진

1994년
혜화문 복원

2016년
항공사진

The Embankment Wall of Hyehwamoon blocks
the trace of the old flow, Hanyang City Wall and
the new urban fabric, dongsomoon-ro simultaneously with 
its gigantic scale.

Site issue 1 : Unintended Biaxial Disconnection

대학로는 90년대에 들어서며 소극장과 문화

예술단체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지금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과거 지역의 정체

성 형성의 근간이 되었던 순수함과 낭만보다

는 문화상업화의 색이 짙어졌다. 각 대학의 예

술학과들이 대학로로 옮겨 오면서 문화와 예

술, 학문과 상업이 얽힌 거리로 자리잡았다.

대학로의 상권이 커지자 민간 소극장은 치솟

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

고 대학로를 벗어나 타 지역이나 근처의 주거

지역으로 옮겨 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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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ypes of Theatre

객석이 들린 형태의 프로시니엄 극장

혜화문을 받치고 있던 석축의 연장선상의

벽을 두르고 있다.

관람객들이 진입하면서 객석이 들려있는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아래공간을 라운지로 쓰면서 장소의

인지성을 극대화시킨다.

일반적인 연극, 뮤지컬

여러 실험적인 창작극들을 상영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세팅이 가능한 블랙박스

극장

인형극, 실험극, 판토마임

혜화문을 배경으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야외 극장

전통야외극, 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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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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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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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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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 Scale Model

1 / 200 Sca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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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00 Urban Scale Model

여러 고마운 분들의 도움의 손길 덕분에 졸업작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고 직·간접적으로 도와준 가족들, 도우미 친구들, 스튜디오 친구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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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moRATED 
LAnDSCAPE



         

한양도성박물관 
리노베이션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도성 일대 경관 조성 

사업을 실시했다. 동대문 성곽공원은 

이 일대에 존재했던 동대문병원, 

동대문교회를 철거하고 조성된 

공원이다. 현재는 동대문병원의 한 

동만 남아 한양도성박물관이 소속된 

서울디자인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원 조성사업 중 최초의 남녀 

합동 예배실을 지닌 동대문교회, 최초의 

여성 진료를 위한 병원인 동대문병원은 

역사의 흔적이 사라졌다. 600년 

역사의 한양도성을 위해 120년 역사의 

근현대사의 역사 층위가 소실되었다. 또한 

경관 조성이 명목하에 진행된 사업으로 

인해 남아있는 건물은 한양도성의 경관을 

가로막으며 위협적인 스케일로 자리하고 

있으며 공원에 필요한 화장실, 편의시설과 

같은 부속시설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양도성을 위한 역사공원 조성이라는 

취지와는 부합하는 상황이다. 동대문 

성곽공원 재조성과 한양도성 박물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한양도성의 

경관과 과거 성곽공원 일대의 역사를 

기념하고자 한다.

이정복 Lee, JOeng-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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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iSSUE

‘세계유산 등재 목표’ 한양도성 경관 저해시설 정비

성곽공원일대 변화

한양도성의 경관을 저해하는 한양도성박물관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린 한양

도성을 보존하기 위해 주변 경관을 해치는 시설들을 하나씩 정

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한양도성을 순성

(巡城) 하면서 도성과 가깝게 붙어 있고 경관을 해치는 시설을 정

비하고 지원 조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요청사항은 도성유산구역 20m 내에 있는 시설 중 경관을 해치

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다.

출처 : 2015.02.15. SBS뉴스

한양도성 박물관이 소속된 서울디자인센터는 구 이화여대부속병원 건물을 

리노베이션 한 것이다. 공원에 9층의 서울디자인센터는 한양도성의 경관을 

위협하는 스케일이다. 한양도성 경관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된 정비 사업의 

결과로는 부적절한 현재 상황이다.

1972

2001

1975

2010

1985

2016

정동 이화학당내 최초의 여성진료병원 

보구여관 설립

보구여관분원 볼드윈진료소와 

최초의 남녀합동예배실을 지닌 

동대문교회 설립

1887년 1893년

성곽공원일대 근대역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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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부재

DDP를 거쳐 흥인지문, 동대문성곽공원, 한양도성박물관, 낙산공원으로 이어

지는 보행로가 형성되어있다. 동대문성곽공원내 부지에는 공원 이용객을 위

한 화장실 및 편의시설의 부재로 관람 이외의 편의제공에 불편이 있다.

: 공중화장실 : 편의점 : 카페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 설립 및 보구여관 통합 이화대학병원개원, 동대문감리교회신축 동대문감리교회, 이화대학병원 철거 

동대문성곽공원 개장

1912년 197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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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ncept

보행 레벨에서의 한양도성 조망과 한양도성에서의 시가지 조망 확보를 위한 기존 한양도성 박물

관의 상부층 철거 

기존의 박물관은 성곽 공원길과 자동차 경사로를 

이용하여 진입하고 있으며, 옹벽으로 인해 대지가 

훼손되어 있다.

현재 서울디자인센터와 한양도성박물관의 주차장으로 쓰이는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필요 용적을  

채우며 지형의 회복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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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으로 인해 훼손된 지형을 증축된 건물로써  

기능을 대체하여 회복한다.

한양도성과 시가지 간의 조망 확보하기위해 기존 한양도성 박물관으로 이용되는 건물의 2개 

층을 남기고 철거한다.

필요한 용적을 등고의 방향과 레벨을 이용하여 배치한다. 나누어진 건물을 연결하며 기존 건

물로 연결되는 Mass를 배치한다. 

증축된 건물들로 통해 인도, 성곽 공원길, 순성길로 

진입을 두었으며 각각의 성격에 맞게 프로그램을 

배치한다.

주민들을 위한 골목길을 확장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공원에서의 진입로에 건물의 지붕을 이용

하여 공간을 만든다.

massing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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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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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WALk

동대문성곽공원 입구에서 한양도성박물관으로 가는 산책로는 두가지로 길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 하나는 옛 동대문 교회 예배당과 동대문교회 광장을 

지나는 옛 길이다. 현재는 아무런 활동이 없는 이길을 역사 산책로로 만든다.

교회 광장터에 파빌리온을 설치하여 동대문교회와 병원에 관련된 전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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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이 생기는 부분을 이용한 전시디자인 동대문 교회 예배당의 터에 세운 전시벽을 통해 동대문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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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 길 
그리고 도서관

선정한 사이트 대상지를 보면, 

한양도성의 채성 부분이 사유화되어 있는 

공간이다. 성벽의 채성 부분 대부분이 

개인 주거지에 위치하여, 성벽의 관리,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유지들을 모아 공유지로 만들어서 

성벽길의 단절을 연결해주려 하였고, 

램프와 여러 가지 전시공간을 만들어 

성벽을 다양한 시선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였고, 퍼블릭한 성격의 도서관을 

가운데에 만들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서관을 충족시켜 주면서 성벽길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이다.

이태형 Lee, TAe-h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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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지      번 :   신당동 399-3, 399-4, 399-12, 399-13, 399-14, 399-17, 399-15, 399-25,  

399-31, 399-35, 399-37, 399-41 399-36  장충동1가 46-1

지역지구 : 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대지면적 : 1869.5㎡

Concept Diagram

hard to acess, exprience
seoul city wall

eliminating objects linking walkpath, extending 
Seoul City Wall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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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ized City Wall

Adding mass for exhibition,
Watching Section of city wall 

Publization of City Wall

Division activity by ramp and stair 

Making promenede for public

Creating ramp for variety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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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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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levation posibility

Section 

Elevati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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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model shot

1F Plan

2F Plan

2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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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영 JeOng, hYun-YOung

행촌동은 딜쿠샤, 독립문과 경희궁 등 

주변에 교남동의 문화유산을 품고 있으며 

인왕 구간 서울성곽이 마을을 지나는, 

재미있는 경관을 지닌 동네이다.

그러나 1990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 이후로 재개발이 허가되지 

않아  현재 동네의 대부분에 4~5층의 

낡고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행촌동 주민들은 오랜 세월 살아온 

동네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을 

재생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행촌동에는 400년 동안 마을을 지켜 온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다. 

은행나무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앨버트 테일러 가옥인 ‘딜쿠샤’와 함께 

외부인들이 행촌동을 찾는 이유인 큰 

보호수이다. 

딜쿠샤와 오랜 세월 행촌 마을을 지켜 온 

커다란 은행나무, 그리고 서울성곽의 사이 

공간이 행촌동의 경관과 역사를 담은 

멋진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행촌동을 대표하는 문화유산들과 

서울성곽의 경관을 보전하며 이 마을을 

개선하여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창신동 봉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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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촌동 1대 및 주변 7개 필지

행촌동 1, 1-136, 1-113, 1-114, 1-136, 1-56, 1-81, 1-82,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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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Site issue

행촌동 은행나무는 약 400년 전부터 행촌동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보호수로, 수령 400년, 높이 24m, 둘레 6.80m이다.

◀︎ 1920년대 딜쿠샤와 은행나무

▼1920년대 딜쿠샤(붉은 선 원)가 위치한 인왕산 자락의 서울 성곽 전경

3285m² SITE

성곽에서 10m 이격

서울성곽

이격거리 

10mSITE

행촌동 은행나무

딜쿠샤

건축 가능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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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1. Gallery 2
2. Gallery 1
3. Cafe
4. Conference room
5. Children playground
6. Rest area with small libraryg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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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rking lot
8. Housing unitgL +5000



176 

9. Community centre
10. Office
11. Handicraft workspace
12. Duplex floorgL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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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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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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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hot

Thanks to  소희, 신영, 소연, 드림, 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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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풍취; 
다산동에서 찾은 아담한 정취



         

최지혜 ChOI, JI-hYe

한양도성이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도시의 경계를 규정하던 물리적 

구조물이어서, 옛것이어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도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어 왔고 그런 도시 

일상공간으로서의 가치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양도성의 역사적 층위는 성벽 그 

자체 외에도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온 길·집·기억에도 

새겨져 온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산동에 대한 중구의 접근방식은 

도시재생 및 활성화에 있어 기존 주민의 

역할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투입한 예술가와 새로 유입될 관광객에 

기대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가를 인입시킨다고 해서 

행복한 예술마을과 몰려드는 관광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외부인이 

많이 온다고 해서 어떤 지역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다산동에서 

찾아낸 단서를 이용해 기존 정취는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모습을 더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디자인 전략으로 유지하기, 개선하기, 

변화 주기라는 틀을 잡아 설계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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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동 이슈1

1. 남산자락과 면한 높은 밀도의 주거지역

2. 단차가 심한 지형

다산동 이슈2

마을 예술가 행복한 예술 거리

마을 관광객 즐거운 관광 마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855 외 27필지

1,879㎡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최고고도지구 - 도로면+4m 이하

문화재보호구역

대상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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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단서

프로그램 및 녹지 배치

기르는 녹지

어린이집

경로당 공용주방 체육시설 꽃집 / 가게 레스토랑

회의/교육실 녹지공간 / 쉼터 카페 주차장

관광객주민

경
로
당

레
스
토
랑

어
린
이
집

카
페

작
은
공
원

채
소
가
게

부
녀
회

공
용
주
방

쉼
터

꽃
집

텃
밭
동
아
리

먹는 녹지 쉬는 녹지 사고 파는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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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략 1_다산동 모습 유지하기

다산동의 녹지와 건물의 관계 이용

외벽 안-개구부 사이의 녹지

건물 사용자가 원하는만큼 공개할 수 있음

건물을 띄우면서 생긴 녹지

공중의 보행 통로이자,  

건물 사용자의 휴식공간이 되기도 함

옥상의 녹지

단차로 인해 길에서도 옥상의 녹지  

인식할 수 있음

실제 디자인에 적용

기존의 길 유지 보행전용의 길 추가 완만한 경사의 길 만들어 줌 기존 필지

다산동의 길과 건물 스케일, 단차 이용

개인

담장 안의 녹지

나의 영역이지만 바깥에서도 볼 수 있음

공유 공간의 녹지

공동의 영역이지만 암묵적인 관리자가 있기도 함

건물외피의 녹지

담, 외벽, 지붕 등을 수직적 녹지로 활용

공중



배치에 따라

나무 심기

계단

모종 기르기

걸터 앉기

바닥 패턴

앉기

쌓은 높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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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를 이용한 레벨차 보완

디자인 전략 2_다산동 모습 개선하기



디자인 전략 3_다산동 모습 변화주기

컨테이너를 이용한 한양도성 보존 규제 수용

단면도1_축척 1:600

컨테이너 RC구조

내구성, 자유로운 입면유동성, 가변성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

두 프로그램이

만나는 지점

주민 대상

프로그램

단면도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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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단면도2_축척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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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끝까지 이끌어주신 교수님.

최고의 도우미 민범, 건휘, 주연, 선의, 민규.

응원해주고 도와준 친구, 동생, 언니, 오빠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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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동_모여사는 집



         

최희곤 ChOI, hee-gOn

Art residence in 
Sajik-dong

본래 한양도성은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던 

시설로서 성벽을 기준으로 내외부의 

일정 범위 안에는 주거지가 형성될 수 

없었다. 특히 구릉지와 산지에 축성된 

성벽과 인접한 지역은 지형적 제약으로 

주거지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한양도성과 인접하여 

여러 성곽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한양도성과 함께 도시문화 경관으로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한편 현재 성곽마을들은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사직동은 재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개발을 원하는 주민과 보존을 원하는 

서울시 사이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을재생으로 보고 사이트 분석을 통해 

사직동의 풍경을 형성하는 요소를 찾아 

존중하여 사직동 풍경에 어우러지는 

건물을 만들고 여기에 예술가들을 불러 

모아 마을재생을 하는 것을 설계목표로 

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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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성곽마을 사직동 풍경

Site area Sit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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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phology in Sajik-dong

Building / Openspace Hanok / etc Street

: 한옥 : 한양도성 : 옛 물길

StructureSmall lots Retaining wall

: 석조 : 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 : 목조

옹벽·길레벨차 옹벽·경관

콘크리트 옹벽

: 과소필지 (60m² 이하) : 과소필지 (90m² 이하)

: 6m 이상 도로 : 4m 이상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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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lot Small lot Small lot

Residence

Cafe, Gallery, etc

How to use small lots

How to use retaining wall

Panorama

Artist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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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ce type

: Service facility

: Residence

: Work room

: Artist residence

Program

mass process

Merge split Carve Make void

Private houselot Share house

Artist

Common 

Space

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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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Plan1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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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Plan

2F Plan



A-A’ seciton

B-B’ seciton

D-D’ seciton E-E’ seciton

Reinforced concrete + Wood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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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levation

Structur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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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RBAn HAnok 
FRACTAL



         

하창원 HA, CHANG-WON

도시의 양옥과 
한옥이 이루는 
불편한 Fractal

서촌이라고 불리는 경복궁 서측 지역은 

도시 한옥 밀집 지역으로 주변의 현대화 

흐름에도 지역의 분위기나 정취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이곳을 관찰하면 한옥의 

노후화, 기능을 상실한 마당, 데드 

스페이스로 변질된 골목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상 각 필지에 있는 

한옥들이 가지고 있는 마당의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점점 고층화되는 서촌의 

도시 흐름에 대해 한옥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를 한옥 단일의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인접해 있는 양옥 한 

채와 같이 묶어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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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의 한옥은 1910년대 이후 

지어진 도시 한옥으로,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최근의 

도시 주거 밀도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와 충돌한 지 

오래다. 

때문에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옥이 가지고 있는 밀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한옥의 문제를 주변 건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옥은 양옥을 통해 용적의  

문제를 해소하고, 양옥은 한옥을 

통해 수평적 공용공간 부재를 

해소하여, 옛 것을 담고 수직적 

도시맥락의 관계를 고려한 공간을 

보여주고자 한다.

SITE ISSUE

Nuha-dong Fractal

서촌의 한옥

한옥 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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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ISSUE

Housing Density

PLAN GUIDE

MADANG
기존의 경관 상실과 고립

WALL
양옥과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

DEAD SPACE
한옥의 담장과 양옥이 

서로에 대한 배려 없이 

만들어 낸 죽은 공간

Idea 1. 담장과 마당

한옥의 담장과 양옥이 만들어내는 

데드스페이스

도시 밀도가 요구하는 수직 수평적 

볼륨을 갖춘다.

담장의 재조정으로 확장된 마당이 된 

데드 스페이스

한옥의 지하와 양옥의 지하를 연결하여 

마당 이외의 공간에서 프로그램의 

교차점을 만든다.

Idea 2. 용적률과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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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PROCESS

세 개의 프로젝트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옥을 품고 있다는 공통점에서 

시작한다.

각각의 한옥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길과 마주하며, 접근하는 방식 또한 다르다. 

이는 한옥과 양옥이 만들어내는 마당의 성격을 결정한다.

막다른 골목 대로변

대로와 골목의 교차로

14m 도로

때문에 세 필지를 일괄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한옥과 양옥의 마찰과 공유 모두를 수용하여 계획하였다.

한옥지원센터

전시시설

벽화를 여러 레벨에서 볼 수 있는 마당

상업시설

작업을 위한 하나의 커다란 마당

다양한 레벨의 단면과 마당의 중첩

MASS + MA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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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DIAGRAM

골목 공간에서 제안하는 

3가지 공간과 프로그램

쉼터 공간

작업 공간

전시 공간

Ⓒ 전시시설

Ⓐ 한옥지원센터

이상범 가옥의 경우 한옥의 보존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내 외부 공간의 활용방안이 부족했다.

청전의 화방에서 작품을 보며, 청전의 가옥으로 
와 화가가 그린 벽화를 감상하며, 생활 공간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외부를 바꾸기보다는 지하 공간을 
이용하여 동선을 이어주며 연계성을 강화한다.

①

③

②

단열이 되지 않아 겨울에는 항상 비닐을 뒤집어씌우거나, 
노후화된 부분도 한옥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므로 외관상 
흉하게 복원하는 경우가 많다.

서촌 한옥의 거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한옥 경관의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한옥지원센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복원에 
대한 작업을 지원한다.

①

③

②

현재 도예가가 운영하는 공방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도예가 공방

두 공간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온 방문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단일로 
있을 때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의 프로그램은 
사람을 머무르게 하고, 주변을 완상할 수 있는 
찻집을 제안했다. 

①

③②

Ⓑ   상업시설  
(공방과 찻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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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위      치 ㅣ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182번 대지 일대

대지면적 ㅣ 603.4㎡

용도지구 ㅣ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 (20m 이하), 도로 (접합)

지번 용도 면적(㎡)

상업 시설

175-1 제2종 일반주거지역 31.4

175-2 제2종 일반주거지역 46.3

176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2.4

전시 시설

178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8.6

181 제2종 일반주거지역 66.1

한옥 지원 시설

184-2 제2종 일반주거지역 50

184-4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8.6

시설면적 건폐율 용적률

312.9㎡ 60% 165%

255.6㎡ 60% 135%

188.6㎡ 60% 60%

시설명 규모

한옥지원센터 지하 1층 지상 4층

상업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이상범 가옥 및 화방 지하 1층 지상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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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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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지하1층 평면도

상업시설

SECTIO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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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설

SECTION
한옥지원시설

SECTION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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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BUS DAy



         

노원역 버스차고지 
+ 주거, 근생

이 프로젝트에서는 버스 차고지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여 주거 - 근생과 

융합되었을 때에 양상을 건축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대에 버스가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버스 주차장이 

거주민과 주변 주민들을 위한 일일 

근생시설로 작동하게 했다.

이 근생 시설에는 사회적 교류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플리마켓, 고용 

지원센터도 포함된다.

갈장호 KAL, JA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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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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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주거 담장

담장으로 인해 주변 가로와 단절 

상업

버스 차고지내 시간대별 버스 수 (약 100대 기준)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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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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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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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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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ade 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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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JIN 상가 
RENOVATION PROJECT 
New life of a old building  
with old people



         

고영민 KO, YOUNG-MIN 

Renovate  
Mega-structure  
for the old,  
the young  
and nature

There is one of the mega-structure 

in Hong-Je whose name is Yu-Jin 

mansion. The long and large complex 

has been getting older and rusted 

but has had the life of residents and 

local complex. However it faced to 

be dimolished alongwith a project on 

revitalization of Seoul and renovation 

of Hong-Je river on which Yu-

Jin mansion is sitting above big 

plate. The project is seemingly nice 

and quite practical but it ignored 

something important which is The 

life of people living around it.

I thought a bing problem is right 

there and I found the way I follow 

the flow about city revitalization of 

Hong-Je river as well as the way 

I leave the mega-structure which 

is not only seen old and ruthless 

by some, but historical of Korean 

modern architecure. Therefore, I 

renovated the building with these 

two big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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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세대고립 분포

유진상가 사이트 분석, 맥락

Single household module Five Public space with outside

서울시 구별 노인인구 분포

Generation gap

서울시 구별 청년인구 분포

서대문구 고령인구 비율
46,758/323,105 = 14.4%

건물명 유진상가 (유진맨숀)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8-84 
용도 상가 & 주거 & 오피스
준공일 1970. 8. 14
부지면적 약 7,940㎡
연면적 29,606㎡ 
 (상가 9,667㎡, 아파트 19,939㎡)
층수 총 5층
세대수 91세대

70년대의 mega-structure

Line of defense

근대시절 전쟁시에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목으로서, 유진상가는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기초수급 노인 비율

홍은2동

홍은1동

홍제1동

홍제3동

16%

14.5%

15.3%

17.2%

39.8%

유진상가 주변 고령인구 비율

2010년 서울시의 홍제천 복원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 추진 
But!

주변 지역인들의 지역적 context와는 무관하여 지역 주민들, 
특히 지역 노인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프로젝트라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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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연계방식

독거노인 비율

현재 유진상가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삶의 행태

전국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

비 독거노인

독거노인

홍제1동
840/3,770 = 22%

No-man’s road long desolate void

3 layers by mega structure

semi-public 1
semi-public 2
public
outside
housing unit

small market street

홍제3동 
568/3,390 = 16.7%

홍은1동
1,216/4,048 = 30%

50대~80대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

곳곳에 분포한 청년들의 삶의 모습

젊은이와 중,노년의 화합의 가능성

서울여자간호대학

노인 봉사 활동 노인일자리 교육 및 알선

노인 복지 확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빈곤 노인 감소 기대

일자리 지원, 임대사무실 지원

대학 정원 감축에 대한 어드벤티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서울창업보육센터

홍은2동
881/4,441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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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process

existing structure blocks cut-off on the basement plate penetration through 3 masses

Conceptual drawing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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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perspective

2streets along with axis & river void for housing & community vertical extention for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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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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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학교
재동초등학교 리노베이션



         

김수인 KIM, SU-IN

시간이 흐르며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적 

활동도 과거와는 다르게 변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학교의 공간구조는 이를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새로운 교육적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간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 또 초등학교는 주민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공간을 

계획할 때 주변 맥락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재동초등학교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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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재동초등학교
대지위치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210
대지면적 : 8,692㎡

지역지구 :   제 1종 일반주거지역 

역사 문화 미관지구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주거지 위치

(북촌의 중심)

길과의 단절

관광객 동선

재동초등학교는 1895년 개교한 이래로 현재까지 북촌의 중심을 지켜오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본관이 1982년, 동관이 1992년 지어진 것으로 표준

설계도에 의해 지어진 전형적인 학교건축의 모습을 보여준다. 높은 옹벽이 

외부를 둘러싸고 있어 마을의 전체적인 맥락과 단절된 채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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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OVATION DIRECTIONS CLASSROOM

MASS

재동초등학교의 리노베이션은 전체적으로 닫혀있는 공간구조를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옹벽부분에 건물을 삽입하여 시선적, 동선적으로 길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공간을 재배치하였다. 교실을 클러스터를 낀 형태로 배치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늘렸으며, 가변형 벽을 통해 교실이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길과의 단절

클러스터

가변형 교실

재동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길과의 연결

학생수 증가 가정

학생, 주민,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더 많은 활동을 

위해 내부 공간

변화

교육적 프로그램 ↑

거리와 단절성 ↓

통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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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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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ONO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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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BEFORE

AFTER

B1F 1F 2F 3F

B1F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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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리노베이션 전

리노베이션 후

교과실

교과실

도서관 다목적시설 주차장 관광안내소

관리
행정
시설

관리
행정
시설

학습
지원
시설

학습
지원
시설

강당

강당

편의시설

편의시설

기타공용시설

기타공용시설

MODEL

2F 3F

1. 교실  2. 클러스터  3. 방송실  4. 창고  5. 기계실, 전기실  6. 교과실  7. 주차장  8. 도서관  9. 관광안내소  10. 관리실  11. 서고  12. 행정실  13. 교장실  

14. 보건실  15. 교무실  16. 급식실  17. 조리실  18. 휴게실  19. 영양사실  20. 컴퓨터실  21. 자료실  22. 실과실  23. 과학실  24.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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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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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해방



         

문윤기 MOON, YOON-GI

해방촌에 위치한 신흥시장은 과거 

1960년대 봉제공장의 활성화로 

유동인구가 많아 부흥했지만 90년대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주변 대형 슈퍼마켓과 

편의점과의 경쟁에서 밀려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쇠퇴하는 시장에서 상점들이 

나가면서 빈 점포들이 많이 생겼고, 

이러한 빈 점포는 외국인과 저소득층의 

주거로 채워졌다. 또한, 최근 들어 

신흥시장의 빈 점포의 싼 월세로 인하여 

카페, 공방 등 젊은 층이 운영하는 가게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재래시장이라는 프로그램만으로는 

침체하여 있는 신흥시장 부지를 활성화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해방촌과 신흥시장에 새로 

생기고 있는 공방과 작업실, 그리고 

외국인과 젊은 층의 1인 주거가 늘어나는 

현상을 적용하여 신흥시장부지에 기존의 

재래시장과 새로운 공방형 상점, 그리고 

주거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여 

새로운 지역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해방촌 신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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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과거 신흥시장은 많은 유동인구로 

인하여 많은 상점들이 존재하였다.

현재 신흥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과거 

상점이었던 곳은 빈 상태로 남겨져 

있거나 주거로 기능이 변하였다. 

하지만 최근 싼 월세로 인하여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들어서고 있다.

신흥시장의 단면적 장점과 현재 

변해가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방형 시장과 주거를 

도입하여 신흥시장을 다시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현재 전통시장의 수와 매출, 종사자를 보면 전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은 시설과 시스템의 노후화가 있지만 

비효율적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또한 대형파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의하여 전통시장의 기능중 물품판매의 

기능은 경쟁력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전통시장은 시장으로의 기능으로만 활성화될 순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제안

전통시장 현황
1. 대형마트/SSM 등 유통업체의 진출

전통시장 수 전통시장
총 매출(조원)

전통시장종사자 
수(만명)

2. 시설과 시스템의 노후화 3. 비효율적 지원정책

전통시장/대형마트 총 매출

전국 전통시장 화제발생 건수
 평균 70건

 재산피해 10.7억원

2002년~2014년

일률적 지원정책

포항 구룡포 전통재래시장 서울 강서구 방신재래시장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전통시장/기업형 슈퍼마켓 수

●신흥시장

서울시 용산구 용산2가동 1-43 외 78필지

대지 면적 : 1625.2m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연면적 : 3960.7㎡

주거 : 45세대

재래시장 상점 : 23개

공방형 상점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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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리노베이션 

기존 입면 문제점

 기존의 신흥시장 건물의 맞벽 건축과 기존 입면을 유지하면서 

 시장 내부의 신축과 부분증축, 리노베이션을 통하여 신흥시장을 다시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입면에 나타나는 전선, 파이프, 계량계를 1층의 새로들어오는 

상점의 간판을 사용하여 정리한다. 

입면에 나타나는 전선, 파이프, 계량계 등을 1층의 셋백을 통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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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이점
; 다가구 다세대 지역 활성화 주차시설 제안



         

아파트와 다세대, 다가구 주거지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다세대 주거지보다 

커뮤니티 밀도가 높아 삶의 질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가 아파트와 

같이 대필지로 확산되어가는 것보단 

소필지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여 다세대, 다가구 주거지 개선을 

위한 근린노드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이 

프로젝트는 프로토타입으로서 노드를 

만드는데,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최적의 크기인 반경 300m에 들어간다. 

프로그램은 아파트의 최대 이점인 

주차장을 필수로 하며, 동네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각 동네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옵션으로 골라 

들어간다. 대표사업지구로 정한 곳은 

중랑구 면목동이며, 현재 이 동네에 빠진 

프로그램은 도서관으로서 이것을 옵션 

프로그램으로 넣는다. 

이 프로젝트가 들어감으로 인해 주변 

주차필로티 차들을 일부 수용해 

주차필로티가 약 19% 절감 가능하며 

그로 인해 가로 커뮤니티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 건물의 크기는 S, 

M, L 세 가지가 있는데 동네에 따라 

맞는 규모가 골라 들어갈 수 있다. 

크기에 따라 주차방식, 프로그램, 수용 

대수가 달라지며 대료 설계는 L사이즈를 

대표로 만든다. 주차장에선 차가 빠지는 

오후 시간엔 도서관을 확장해 쓰고, 

인라인공간, 시청각공간이 생겨 주민들의 

다채로운 활동들이 가능해진다. 공간은 

스킵 플로어로 구성해 효율적 공간구성과 

주차장 확보를 하고, 상층부에선 

가운데에서 공간 구성해 주변 스케일에 

비해 거대해 보이지 않도록 한다. 

프로그램 배치는 가로와 밀접한 저층부엔 

상업과 동네 커뮤니티 시설을 넣고, 

가운데엔 도서관, 옥상엔 동네 텃밭과 

정원을 넣는다. 주차는 자주식 지상, 지하, 

기계주차를 혼용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박민아 PARK, 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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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Community density

ESSENTIAL

ELEMENT

Parking
Village Community 

facility
Plus program

주차장 상업시설 도서관

피트니스택배보관소

마을관리소

공구렌탈 어린이집

경로당휴식공간

텃밭

BASIC 

ELEMENT

OPTION 

ELEMENT

근린 노드 프로젝트

Program Site Analysis

Node

30
0m

반경 300m
10분 동네

공동체 형성의 

최적의 크기

Site: 중랑구 면목동

Area: 1610㎡

Size: 54m×30m

주변 프로그램:

경로당 x 2

체육시설 x 2

어린이집 x 6

도서관 x 0

세대수

약 1686세대

세대당 인구

2.17명

인구

3710명

필지

약 925개

Apartment Multi-family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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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Process

Pilotis & Road

사이트
필로티 반경 60m 보행거리 

- 차량으로 인한 가로환경 저해

주차필로티

93개

주차필로티

75개1층 주차필로티 건물

총 주차면

약 279면

총 주차면

약 225면

평균 주차면

약 3면

주차필로티

19% 감소 
(Large size)

주차근린 노드 들어가기 전 주차필로티와 가로현황 주차근린 노드가 들어간 후 가로변화

HEAVY TRAFFIC
COMMUNITY

LIGHT TRAFFIC
COMMUNITY

주차확보 위한 스킵플로어 주변스케일 고려한 가운데 매스 확장주차램프, 기계주차 확보 자동차 빛공해 차단 루버 설치



Size
Small Medium Large

4~5 필지

약 400m

기계주차

10대

필로티 4%

8~10 필지

약 800m

기계, 지하주차

25대

필로티 10%

마을 관리소

공구, 인라인 렌탈

택배 보관소

텃밭, 옥상 정원

피트니스

주민자치회

마을 관리소

공구, 인라인 렌탈

택배 보관소

텃밭, 옥상 정원

마을 관리소

공구 렌탈

택배 보관소

옥상 텃밭

15~17 필지

약 1600m

기계, 지하, 지상주차

52대

필로티 19%

필지

합필 규모

주차

커뮤니티시설

Program Arrangement

가로 밀접한 곳 커뮤니티, 상업 배치 지상, 지하, 기계주차장 배치

모든 프로그램도서관, 옥상 텃밭 배치

LIBRARY LIBRARY

UNDERGROUND PARKING

UNDERGROUND PARKING

PARKING

PARKING

PARKING

PARKING

PARKING

PARKING

PARK-
ING

PARK-
ING

PARK-
ING

ROOF GARDEN ROOF GARDEN
GARDEN GARDEN

MANAGEMENT 
OFFICE

MANAGEMENT 
OFFICE

FITNESS
CENTER

FITNESS
CENTER

COMMERCIAL 
& RENTAL 

OFFICE

COMMERCIAL 
& RENTAL 

OFFICE

254 

단면도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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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Perspective

AM 9:00 ~ PM 6:00

AM 9:00 ~ PM 6:00

단면도 A-A'

19
21

1

9

A
B

9
17

17

18
4

19

19

19

19

1915

19

1920

11

14

3

A 시청각실 개방

B 셔터설치

PM 6:00 ~ AM 9:00

주차가 감소하는 오후 시간에 주차장을 다른 프로

그램으로 확장 사용한다.

24:00~06:00

18:00~24:00

06:00~12:00

12:00~18:00

100%

100%

50%

40%

1 도서관

2 어린이도서관1
3 어린이도서관2
4 도서관로비

5 인라인, 공구렌탈샵

6 피트니스

7 상업

8 휴게실

9 옥상 정원, 텃밭

10 기계주차공간

11 장애인주차공간

12 지상주차1

13 지상주차2
14 지하주차장

15 주차입구

16 장애인화장실

17 여자화장실

18 남자화장실

19 주차램프

20 인라인공간

21 시청각공간

22 확장도서관

23 회의실

24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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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4

15

15

7 19

1912

11 2

38

82223

9
1

AM 9:00 ~ PM 6:00

PM 6:00 ~ AM 9:00

AM 9:00 ~ PM 6:00

C D E

G

단면도 B-B'

C 도서관 확장 이용 1

외벽 조절

D 도서관 확장 이용 2

회의실

E 도서관 확장 이용 3

실내와의 연결문 개방

G 셔터 설치

인라인 공간 개방



19

19

16

6

6

7

19

19 10

19

13

2

3

24

9

5

F

H

단면도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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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주민자치회

반찬 만들기 사업

H 지하 확장 이용

인라인 공간 연결문 개방

1 도서관

2 어린이도서관1
3 어린이도서관2
4 도서관로비

5 인라인, 공구렌탈샵

6 피트니스

7 상업

8 휴게실

9 옥상 정원, 텃밭

10 기계주차공간

11 장애인주차공간

12 지상주차1

13 지상주차2
14 지하주차장

15 주차입구

16 장애인화장실

17 여자화장실

18 남자화장실

19 주차램프

20 인라인공간

21 시청각공간

22 확장도서관

23 회의실

24 주민자치회

반찬 만들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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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Plan

1층 평면도

동네커뮤니티  도서관

14 지하주차장

15 피트니스

16 락커

17 샤워실

18 화장실

19 운동관리소

20 휴게실

21 어린이도서관1
22 상업6
23 렌탈오피스

24 동네관리소 및

 택배보관소

25 장애인주차장

26 기계주차장

27 카트렌탈공간1
28 기계주차관리소

29 창고1
30 창고2
31 어린이도서관2
32 휴게실

33 지상주차1
34 지상주차2
35 주민자치회

36 카트렌탈공간

37 가구보관실

38 창고1
39 창고2
40 남자화장실

41 여자화장실 

42 도서관1
43 도서관2
44 옥상정원 및 텃밭

45 남자화장실

46 여자화장실



PARK, MIN-A  259

1층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Image

Synopsys
설지면계 : 주차시설

대지면적 : 1610㎡

연 면 적 : 4635㎡

건축면적 : 1067㎡

건 폐 율 : 66.2%

용 적 률 : 287% 

규지면모 : 지상 4층, 지하 1층

위지면치 : 중랑구 면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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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UNITy 
CENTER



         

박재욱 PARK, JAE-WOOK

마을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농사짓는 우이동 
주민센터

도시가 차량을 중심으로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도보 생활권이 점점 파괴되어 

갔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편의를 

이용하더라도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차량이 

없는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받는다.

도보 범위 내에 있는 주민센터를 

리노베이션 하여 건물 내에서 먹을 

것을 경작해서 저소득층에게는 

필요한 신선식품을 마을주민들에게는 

공동체의 회복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민센터의 한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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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Expansion Food desert 

도시조직의 확장과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소형상점들은 대거 몰락했고 

그 결과 걸어서 400m 이내에 

식료품을 사러 갈 수 없는 

식품 사막이 생겨났다.

이러한 식품 사막은 앞으로 

도시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1930

1960

now

400m

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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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wellfare farm

Program Suggestion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주거 상업 공공

Si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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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층 평면도
1/200

기존 2층 평면도
1/200

기존 3층 평면도
1/200

기존 1층 평면도
1/200

신규 3층 평면도
1/100

신규 4층 평면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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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Plan Renovation Plan



266 

Section Detail
Vertical Farm

Perspective Strc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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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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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RISM
대전 도시기억의 축



         

서주형 SEO, JOO-HYUNG

대전 (구)충남도청 
문화재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설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사이트 

분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건축화되어 컨셉 혹은 메스의 형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대지의 도시적 맥락은 그 단계 이후로 

잊힌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반대로 

건축이 문제를 직면한 커다란 도시 

흐름을 얼마나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이다.

사람, 동·식물, 도시는 공통점이 있다. 

그 무엇하나 필수요소가 빠져나가면 

죽는다는 점이다. 그렇듯 도시는 기능, 돈,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활기, 생명력을 잃고 

점차 죽어간다. 이 프로젝트의 대상지인 

대전 구) 충남도청 부지 역시 대전 발전의 

도시 기억과 시민들의 추억을 담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이다. 이곳으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구) 

충남도청, 으느정거리, 대전역을 중심으로 

거점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 

떠나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우선 지하상가와 도청사의 안뜰을 

이어, 끊어진 도시 흐름을 입체적으로 

잇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대전과 

시민들에게 상징적 아이콘이 된 도청사를 

살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억과 

색깔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이를 통하여 단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도시 기억의 환승역의 역할을 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노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시했던 점은 도청사의 본질을 물리적 

대상 그 자체라기보다는 건물에 대한 

기억이며, 이러한 기억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와 함께 이를 도시적 맥락으로 

연결하는 점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작게는 근대문화유산이 

어떤 표정과 제스쳐로 대전과 

대전시민들에게 녹아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크게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의 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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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rism; 대전 도시기억의 축

의문점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제

<스튜디오 설계 프로세스>

사이트분석 (도시적 콘텍스트 분석)

사이트분석 (도시적 콘텍스트 분석)

건축화 (컨셉or매스화)

상호작용적 계획 (도시맥락적 프로그램 수용 등)

설계 중 잊혀진 도시맥락

도시 변화 양상을 바꾸는 설계

<프로젝트 설계 진행방향>



SEO, JOO-HYUNG  271

 
사이트 선정

경부철도의 대전역 개발과 함께 대전의 시발점이며, 도시 기억과 시민들의 추억을 담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곳이다.

원도 심화를 막고, 도시를 재생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대전역, 으느정거리, 구) 충남도청을 세 거점으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미미하다.  

그 원인으로 정책 거점들 간의 연결점 간과로 분석하고 그 Missing Linkage를 제안한다.

사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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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프로세스

프로그램 선정

I. 도시의 콘텍스트와 그것을 수용하는 프로그램

PRESENT :

도청사 앞에서 막힌
지하상가와 끊어진 도시의 흐름

PHASE _ I :
끊긴 지하상가를 도청사 안뜰까지 연장

PHASE _ II :
답답한 지하 공간을 열어 
숨통을 틔워준다

II.   도시와 이용자들의  
원하는 프로그램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대흥동 문화 예술의 거리

아트 프리마켓

대전 예술가의 집

콘텐츠 제작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

등록문화재

대전 문화예술촌

대전의 역사성;과학의 도시

KAIST, 대덕연구단지

EXPO93 사이언스 파크

1.1km의 지하상가

하루 130,000명의 유동인구

7개 대도시 중 공원조성면적 하위권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시민대학 (1150강좌, 18,000수강생)

<도청사 이전 후, 대상지 활용에 대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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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_ III :
도시흐름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원인, 신관과 의회

PHASE _ Iv :

신관과 의회 부지에 재건축을 통해
도청사 안뜰과 도시 흐름을 열어준다

<높은 공원 요구도에 대한 원인 분석>

대전

인천

서울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출처: 자체제작 

(자료: 대전시, 국립박물관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초연구(2009)) 

출처: 자체제작 

(자료: 대전시, 도시공원, 녹지현황(2015.6))

공원개수

5/7

공원율

6/7

조성율

6/7

1인당 공원면적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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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배치 컨셉(매스)

미술관 콘텐츠

콘텐츠

영상 제작 및 처리

가상현실

게임

뉴미디어

창작, 공연, 전시

융복합 공공문화서비스

디지털과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케릭터

공예

의류

IT & PC

대전 드라마타운

영상 제작 및 보호

가상현실 체험관

대중 참여 음악제작

만화 및 케릭터 제작

IT와 음악 융복합

디지털 공연

시민대학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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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닝 및 동선 전략 다이어그램

2층

옥상 마당

공원 마당

다목적홀. 중 강의실

카페. 레스토랑. 컨퍼런스홀

상설 전시실

체험형 공방. 세미나룸

진입 마당.

소 강의실. 중 강의실. 대 강의실

전시 마당

소 강의실. 중 강의실. 대 강의실

작업실. 공동작업실. 세미나룸

티켓 부스. 뮤지엄샵. 사무실 

레스토랑. 주차장. 물품보관실

수장고. 크레이트 보관소. 카페

작업 및 촬영실. 알림센터. 기계실 등

수장형 전시실. 영상실

혹은 오리엔테이션룸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수장형 전시실.  

복도형 갤러리. 창작연계 전시실. 영화관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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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SSOM_PLEX



         

손효제 SON, HYO-JE

도매업을 주로 하는 서울의 유명 

꽃시장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전통 시장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종로 꽃시장은 

예로부터 일반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점점 악화되어가는 

화훼 내수시장과 더불어 자리 이동으로 

인해 인지도가 떨어져 점점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 종로 꽃시장. 이를 

되살리기 위해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윈윈 

협동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온실-호텔, 

텔-꽃시장, 전혀 연관이 없는 프로그램이 

만나 서로의 장점을 부각해주어 길거리를 

활성화한다.

종로 꽃시장 
거점시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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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그중 볼거리 역할을 하는 

종로 6가의 ‘종로꽃시장’은 예로부터 일반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종로구에서 배치한 약 110개의 노점이 

양사길을 따라 이어져 있다.

종로꽃시장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 시장 크기 : 길이 100m 폭 4m
• 2열 횡대 (55×2)

• 노점 규격 : 2×2.7×1.8(m)

‘가’ 라인

55개 중 49개만 운영

‘나’ 라인

55개 중 51개만 운영

‘가’ 라인 모습

‘나’ 라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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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장소 부재

추운 계절엔

판매 품목 감소 화훼산업 내수시장 침체

도시정비구역에

거대한 상가 준공 예정

② 거점시설의 부재 ④ 꽃 소비 - 부정적 인식 ⑤ 주변 지대의 위협적인 개발

현황과 문제점

① 위치 이동의 부작용

인지도 하락

매출 하락

전(前) 위치 가게와의

교류 단절

운영시간

8:00~18:00
운영시간 이후

활동 無

③ 저녁시간 이후 버려진 시장골목

노점 모듈 ‘가’ 라인 (55개) : 인도 방향 / ‘나’ 라인 (55개) : 도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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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프로젝트 제안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협동으로 꽃시장의 

거점시설을 개발하여 윈윈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시장을 이루고있는

노점

입점 예정인

소규모 상점

문화, 학술, 미스코리아,

호텔 사업을 하는

건축물 소유주 대기업

대기업이 소유한 꽃시장 근처 업무시설.  

대기업은 업무시설 대지에 신축으로 공사를 한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협동으로

개발하는

온실

도심형소규모

호텔

상가

지분 온실 자리를 노점과 소규모상점에 임대

특색있는 온실 + 꽃시장 공간으로 방문객 유치

▷ 도시정비구역과 함께 개발하기 좋은 사업 아이템 

프로그램의 상징성

재료 창고로 사용 가능

다양한 품종 / 운영시간 증가

보관장소 증가 / 화훼 외의 프로그램 가능

대기업의 주요 사업

외국인 방문객이 가장 많은 지역

테마가 있는 호텔로 방문객 유도

호텔 방문객들로 인한 꾸준한 수요

외국인 방문객을 겨냥한 상품 개발

호텔 연회장의 결혼식/세미나/전시회에 화훼 협력

상가를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소상공인 진흥 업체로

기업 이미지 업그레이드

노점과 연계된 프로그램

인지도와 매출 증가

이전 상가와의 교류가 재활성

인지도와 매출 증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윈윈 전략으로 성격이 

다른 두 단체의 상생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아침~저녁

해가 진 후

문화생활공간과 꽃을 접목시켜 꽃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매개체라 인식하게 함

노점의 꽃을 온실에 보관

길거리에 따뜻한 이미지 연출

온실 상점

호텔 방문객은 온실에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이벤트 재방문 시 

꽃을 가져갈 수 있음

온실의 꽃이 노점에 진열 

덥거나 추운 계절 관리가 필요한 꽃만 소수 온실에 남아있음

호텔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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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컨셉

매스 디벨롭

종로꽃시장의 ‘선적요소’

길을 따라 늘어진 노점

길의 재정비 및

이벤트가 일어나는 중정 생성

노점과 프로그램이

연계된 상가

3층으로 가는 길을 따라

온실 확장

온실을 통과하는 길

시장의 이미지 투영

시장과 온실이 보이는 호텔

외부계단과 연결된 상층부

이어지는 길

시장을 면하는 쪽으로

테라스 확장

온실과 다양하게 접하는 상가

온실의 확장

슬릿 효과를 주는 루버

지상의 시장을 본 딴

상층부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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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

2 디저트 카페

3 도예공방

4 공방

5 선물/포장숍

6 꽃꽂이 교육센터

7 호텔 로비

8 베이커리

9 카페/PUB
10 인테리어 공방 및 숍

호텔 방문객 주출입구

노점 - 상점
노점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이전

노점-상점의 교류를 활성화시킨다.

동시에 사람들의 동선을 중정으로 이끈다.

1층 온실
노점들을 위한 온실자리.

평상시엔 노점 골목에 진열해뒀다가,

날씨를 피해서 온실 안으로 들이기도 한다.

호텔 진입
시장의 혼잡함을 피해

호텔 방문객은 반대편에서 접근한다.

주출입구

골목길관광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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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

2 레스토랑

3 찻집

4 찻잎 건조실

5 드라이플라워 건조실

6 남자화장실

7 여자화장실

8 생과일주스 카페

9 도예공방건조실 

10 도서관/서점

11 직원휴게실

12 다목적홀

13 사진관

14 사진관 작업실

15 호텔 레스토랑

16 호텔 객실

17 호텔 층별 로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5층 평면도 6층 평면도

4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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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대지면적 : 2410sqm
▷건축면적 : 1076sqm
▷연면적 : 5230sqm
▷건폐율 : 44.64%

▷용적률 : 217.01%

5층 ▶   호텔 지분 / 일반인 출입 가능 / 호텔 방문객을 

위한 선물용 꽃 보관 장소

4층 ▶   호텔 지분 / 일반인 출입 가능 / 호텔 방문객을 

위한 선물용 꽃 보관 장소

3층 ▶   호텔 지분 / 웨딩 촬영 장소

2층 ▶   상가 지분 / 재료 보관 장소 / 프로그램 상징성 

부각

1층 ▶   노점 지분 / 일반인 출입 가능 / 보관 및 판매장소

온실을 보며 식사하는 호텔 레스토랑

온실을 내려다 보는 쪽



Special Thanks to
재원오빠, 상원이, 민수, 하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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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대지면적 : 2410sqm
▷건축면적 : 1076sqm
▷연면적 : 5230sqm
▷건폐율 : 44.64%

▷용적률 : 217.01%

꽃시장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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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Review
 2016

貯;流 [저;류] _
망우리 공동묘지



         

송혜린 SONG, HYE-RIN

최근 우리는 개인주의의 극심화를 넘어 

남의 일에는 지나칠 정도의 냉소를 

지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나와의 특별한 

공유점이 없는 누군가의 비극에 대해 

측은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이의 마지막 가는 그 길을 공유할 때라면, 

한 사람의 죽음, 그 가족의 슬픔을 함께 

추모할 수 있다. 자기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걷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이들의 슬픔을 공유할 

수 있다. 공유점이 없던 사람들이 이 

장소에서 공유점을 만들게 된다.

서울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규모가 가장 

큰 공동묘지인 망우산에 오르면 엄청난 

수의 봉분이 온 산을 뒤덮고 있는 

절경 아닌 절경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지금까지도 공동묘지의 기능이 강해 

보이는 반면, 묘지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사랑받는 공원이자 서울 사람들에게는 

산책코스로 추천되는 서울 둘레길에 

속해있다. 또한, 망우산 주변 주민들에겐 

죽음의 공간인 무덤이란 가장 큰 삶의 

공간인 집에서 창문만 열면 보이는 

것이다. 망우산은 일종의 삶과 죽음의 

경계이자 그것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죽음과 가장 가까운 ‘비일상적인 장소’인 

동시에 가장 ‘일상적인 장소’인 장소에서 

우리는 슬픔을 공유한다.

구분 추모관 화장장

대지현황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 57, 58 일대

지역, 지구 자연녹지지역, 유수지

대지 면적 12,523.3㎡ 4,312.2㎡

건축규모

용도 추모관 화장장

구조 철골조, 트러스 철골조

층수 지하 2층, 지상 2층 지하 2층, 지상 1층

건축 면적 5,077.4㎡ 1,874.7㎡

연면적 6,364.6㎡ 2,074.2㎡

건폐율 40.5% 43.4%

용적률 50.8%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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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2. 2. 동아일보
[망우리 공동묘지 형성]

“미아리 공동묘지가 조만간 

가득 찰 것에 대비하여 

경기도 망우리의 임야 

70여 만 평을 경성부의 

공동묘지로 결정하였다.”

“이태원의 공동묘지를 택지화하기 

위하여 37,000餘基 중 연고자가 

있는 묘는 망우리로 이장하고 

무연고 묘는 신사리(新寺里)에서 

화장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25일부터 

망우리시립공동묘지에  

새로운 분묘사용을 일체 금지. 

28,500여 기의 분묘가 가득차 

이장을 장려.

서울시는 중랑구 망우묘지 공원 내 

애국지사 묘역을 대대적으로 단장하고 

주변 산책로정비 및 도시환경림,  

자연 관찰림을 조성하는 등 

묘지공원정비사업 진행

1933. 10. 24. 동아일보 1973. 3. 22. 매일경제
[분묘사용 금지]

1995. 11. 18. 경향신문
[망우리묘지 역사공원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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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전      분묘

Context values

1990년대 납골당

2000년대 자연장

2050년대 산골장

Q. 분묘문화가 바뀌어가는 원인은 무엇일까?

장례 후

운구 안치

안치실 화로작업실
유족 대기실

수골/분골실

2-15분
 고별시간

2시간
 화장대기

4-8분
 분골대기

화장 수골 봉안 추모

봉안담

봉안묘

산골

자연장

화장장 납골당 추모

접근성 친환경 공간효율 자연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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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물길

조경수

납골당 및 자연장

소하천

산골

비가 오지 않을 때 

저류조 공간 이용

홍수가 났을 때

저류조 공간 폐쇄

평균 연간 저류조 강수량 

평소 1년 빈도

평소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올 때 장마 때

10년 빈도 30년 빈도

출처 : 망우산 빗물저류시설 운영관리

출처 : 망우산 빗물저류시설 운영관리
빈도별 최고 수량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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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객 내부 동선

화장장 이용객 내부 동선

294 

상여길

추모길

화장장 이용객 외부 동선

추모객 외부 동선

운구길



추모객

화장장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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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C

Scene I

Scene K

Scene F

Scene M

Scene 01

Scene 10

Scene 19

Scene 15

02

09

11

17

18

A

J

H

DB

G

L

E

03

08

12

16

20

04

07

13

05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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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F Plan

B1F Plan

B2F Plan B2F Plan

참배실

명상실

봉안당

산골장

상여길

물

2F Plan

2F Plan

1F Plan
Scale:1/500

1F Plan
Scale:1/500

화장장 이용객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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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ONG RESTORATION



         

허재혁 HEO, JAE-HYEOK

12. There are 60 major buildings 
in Seoul when Gubo Park-taewon 
wandered Kyungseong, but using 
until now is just 12 buildings. 
A modern culture is still alive. It 
has value so people in our time 
have to take care of and preserve 
the culture. Not just preserve and 
restore the modern building, but 
propose the new way of restoration. 
After restoration of the cultural 
asset, the way of using is selected 
by consideration of connection 
to surrounding area. And new 
building is transplanted existing city 
organization.
I t is suggested that restore 
of Daegwanjeong which was 
guesthouse of imperial family 
and build “Boutique Hotel” in 
Sogong-ro, main streets of modern 
culture of costume. Through the 
boutique hotel based of modern 
culture of costume, combination of 
Daegwanjeong and modern style of 
buildings re-implants in present city 
again. 
Business progress restoration of 
Daegwanjeong and renovation of 
existing 5 buildings, not original 
plan of Buyung Group have; ignore 
the site of Daegwanjeong and build 
a new building in th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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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Buildings Site Analysis

1. Connect Bukchon with Namchon

2. Historical Place at Krean Empire

3. Costume Culture Hub in 1930 - 1960



The Korean Empire buy 
Daegwanjung for using as 
a guest house

–   Many tailor shops were  
formed at Sogong-ro

–   Daegwanjung extended 
for using as Namsan 
library

–   Sogong-ro became 
Costume Culutre hub

–   Daegwanjung was 
pulled down and other 
buildings are empty

Time Line

1900

1920

1960

2000

Project. So-gong Restoration

Design Director. 허재혁

Designer. 문경동

Constructor. 민병문 & 이정연

Design Supporter. 문주희

Construction Supporter.   김태훈 & 김두호 & 최석원  

장혜림 & 홍성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동기 및 후배들의 아낌없던 지원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졸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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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Diagram

1. Existed three Layer

1.   Existed 5 buildings and Ground 
of Daegwanjung

1. Existed Building Ruins

4.   Link additional buildings

2. Added New Layer

2.   Add New volum and facade for 
contrast to Daegwanjung

2. Restore Daegwanjung

5.   Adjust building mass for contrast 
to Daegwanjung

3. Linked each Layer

3.   Make Addtional Mass and Open 
the existed building for Connect 
to Daegwanjung

3.   Make park with restored 
Daegwanjung and ruins

6.   Existed Buildings spread with 
New Facade

Mass Diagram

Restoration Diagram



Renovation Diagram

1. Existed Structure

1. Old Part of building

Program Diagram Facade Diagram

1.   Business owner and Tailor shop link with Boutique 
Hotel

BOOYOUNG CO. Boutique Hotel Tailor Shop

Guest Room

Tailor Shop

Facility Zone

Parking Lot

2. Program Diagram

1.   New Structure for  
Additional mass

3.   Move Window for Exposing 
the Structure

2.   Put in a window like exist 
building

4.   Fill the gap of window and 
Make Facade like a patch

Room Diagram

View Diagram

2. Make Corridor

2. New Part of building

3.   According to Structure,  
Divide the Rooms

4.   Secure Area From  
Additional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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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Elevation -1

Section -1
Scale : 1/100

Section Perspective

306 



Elevation -2

Section -2
Scale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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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HOUSING



         

구본엽 KOO, BON-YEOB

화양초등학교는 건대와 세종대 사이의 

청년 1인 주거 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폐교될 것이라 예상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청년들에게 주거란 

과거 전통사회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집의 의미보다 주거의 기능적 역할에 

충실한 바쁜 일상의 쉬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 또한, 그들의 삶 

대부분은 집이 아닌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주거유닛은 쓸데없이 넓을 

필요 없이 최소크기 13sqm로 설정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닛을 

만들어 기둥 사이에 배치하고 나머지 

공간을 공용 공간으로 사용하게끔 했다. 

배치는 최대한 채광 받는 유닛이 많도록 

하고 주거 이외의 공간이 많도록 했다.

줄어드는 학생 수  
도심 속 유휴지가 될 
학교의 주거로의 
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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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주거의 증가로 인한 주거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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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1인주거 생활 시 공용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SITE  

공용공간은 하나의 건물뿐만 아니라 

거주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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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RRANGEMENT DIAGRAM 

EXISTING SITE CIRCULATION

ALTERED CIRCULATION

MASSING STRATEGY

담장을 둘러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했지만, 담장을 허물어

통행을 가능하게 하고 후면의 어린이 공원과 연계하여

동내 전체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KOO, BON-YEOB  313

DECONSTRUCTION STRUCTRE
평면을 구속하는 요소 제거

MAINTAIN STRUCTRE
기둥 보 구조를 통한 자유로운 평면

EXISTING STRUCTURE SYSTEM
기존 초등학교의 획일적인 공간분할

BASIC LIVING PLATFORM UNIT

커뮤니티는 주거 이외의 공간에서 이루어짐을 생각해 유닛은 14sqm로 최소단위의 

1인 주거로 설정했고 채광을 받는 유닛의 개수가 많아지도록 테라스로 나갈 수 있

는 유닛이 최대가 되도록 배치했으며 유닛 각각은 바닥이 구조체 기초의 역할을 하

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EXISTING SITE CIRCULATION 기존 학교의 구조에서 획일적인 공간분할을 하던 내벽을 철거하여 평면의 활용성을 

증가시킨다. 주거 유닛이 독립적으로 구조체 역할을 하게 하였으므로 건물은 언제

든지 다른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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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1인 주거 유닛이 최대한 많이 채광 받을 수 있게 배치하고  

공용공간에서의 교류뿐만 아니라 복도 공간에서의 커뮤니티가 일어나도록  

이동 동선 이외의 데크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공동의 테라스나 hall을 만들어줘  

우연적 이벤트가 일어날수있게 가능성을 열어준다.

학교건물의 본동은 1인 주거 유닛의 배치를 통한 주거방식의 도입이였다면  

새로짓는 건물은 기본적인 쉐어하우스 평면을 도입하여 사용한다.  

이들 두가지 주거유형은 두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건물을 통해  

공통된 라운지를 가지고 교류한다.

SPACE DIvISION DIAGRAM

COMMON USE SPACE
공용공간

외부공간 및 이동동선
TERRACE/CIRCULATION

코어
CORE

데크 공간
DECK

주거 유닛
RESISDENTIAL UNIT

scale 1/200 scale 1/200 scale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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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DENTIAL AREA

LIBRARY

SPORTS FACILITY

ENTRANCE/COMMERCIAL

LIVING PLATFORM

SHARE HOUSE

COMMON US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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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 PLAN
scale 1/200

LIvING PLATFORM

LIvING PLATFORM

SHARE HOUSE

4F PLAN
scale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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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PLAN
scale 1/200

2F PLAN
scale 1/200

LIBRARY

LIBRARY

LIvING PLATFORM

LIvING PLATFORM

SHAR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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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었던 5년간의 설계였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정이, 민규, 성언이, 아현이, 

종원이, 창이, 인한이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걱정하고 도와주는 

현진이와 정수형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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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EL  
금성극장 재가동 프로젝트



         

김세정 KIM, SE-JUNG

버려진 극장을 
다시 가동시킬 콘텐츠, 
그리고

자본은 사라져 가는 것들에 무관심하다. 

단관극장의 화려한 시대는 있었다. 용산 

금성극장 역시 그 시대를 살았다. 그러나 

자본 경쟁 속에서 밀려난 단관극장들은 

대부분 철거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마치 애물단지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다. 금성극장은 운 좋게도 

살아남았지만, 본래의 역할은 뒤로하고, 

노란 박스들만 가득 쌓인 채 놔둬 졌다. 

가까운 과거들은 취약하게도 금방,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상업성이나 역사성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건물들이다. 남는 것은 그저 그 

공간 안에서 추억을 간직한  소수가 

아쉬움뿐이다. 상업성은 미시적이지만 

즉각적이고, 역사성은 평가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중간에서 ‘사라져가는 

기억들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다. 

극장 공간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구조는 그대로 존재했지만 그 내부를 

채울 콘텐츠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공간에 동력을 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현재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개의 콘텐츠가 적절히 융합된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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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EL | 사라진 금성극장

SITE

“2층까지 있던 걸로 기억해요, 2층에 영사관 있고 1층의 반 정도 좌석.”

- 깊고**

“단성사보다는 금성이 시설은 조금 더 나았습니다.”

- 주말**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파비안느라는 영활 본 적이(있었습니다)...

성남(극장)은 아마 금성 맞은편이었죠. 거기서는 죽은 시인의 사회 봤는데... 

아 추억 돋네요.”

- 깊고**

“1층에 롯데리아인가 있었고, 극장 들어가면 매점 하나, 넓은 로비 그리고  

상영관... 지하에 파라솔이라고 카페 하나 있었고.”

- 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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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87-1번지 

용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163.5㎡

연면적   2,102㎡

건축면적   826㎡

용적률   180%

건폐율   71%

“아, 옛날 영화의 날인가에 공짜로 장군의 아들 보러갔다가 압사당할 뻔한 기억”

- 47**

“거기에서 예전에 홍콩영화 많이 했었죠. 소오강호를 거기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극장 내부는, 다 거기서 거기인지라. 매점 하나 있었고 화장실 그리고  

빨간 소파가 있던 기억이 나네요”

- 주말**



324 

REFUEL | 금성극장 재가동 프로젝트

PROGRAMMING

SHAPING

EXTENSION vOID CONNECTION FA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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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FLOOR PLAN
1/400

THIRD
FLOOR PLAN

1/800

SECOND
FLOOR PLAN

1/800

BASEMENT
FLOOR PLAN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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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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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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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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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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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ALED TRIANGLE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 
인포메이션 공원

나규태 NA, KYU-TAE

휘경동 194-42번지 일대에는 철도라는 

두 개의 인프라스트럭쳐에 의해 만들어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도심 속의 

섬처럼 공터로 남겨져 있었고, 사용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채 존재했다.

이곳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들도 

주거지역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고 지구 단위의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 공터는 앞으로 공원의 

일부로서 계획이 되어있다.

현재 공터의 가치를 살리면서 공원화가 

되어서도 그 속에 어우러지게 하고자 

한다.

진행 중인 재정비사업의 인포메이션 

센터와 조합원들의 사무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집회공간, 사업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카페 라운지, 사업을 홍보하고 

전시하는 공간,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을 높은 곳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시설을 계획하고 외부로 연계되는 

야외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방문객들이 이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입구에서부터 안쪽까지 겪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담긴 인포메이션 센터이자 

공원시설을 계획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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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 Lot between the Railway

Two Railway

Heogi Station

1910s
Gyeong-Won Line

1939s
Jung-Ang Line

1960s
Housing Site

1980s
Heogi Station Run

Disconnected Area

~2016s
Unclear Purpose

Site : 194-42 Hwi-gyeongdong, Dongdaemoon-gu, Seoul

History of Site

Traffic inconvenience

Invisible wall in City

Block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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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enewal Project : Hwi-Gyeong 3 Area

Hwi-Gyeong 3 Area

20m road

culture facilities

park

sit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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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Idea

조합사무실 회의실 집회 홍보 전시

Desig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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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인포메이션 전망시설

Application

two railroads

flow lamp

main pathway

rise observatory

division and absorb into

r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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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scale 1/600

SITE PLAN
scale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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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FLOOR PLAN
scale 1/600

1. 전망타워

2. 사업홍보전시관

3. 인포메이션

4. 조합사무실

5. 카페

6. 공중화장실

A. 주차숲

B. 보행데크

C. 중앙광장

D. 야외집회스탠드

E. 야외조각전시장

F. 오솔길

SITE PLAN
scale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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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Plan

잔디밭

수풀

수풀

진입로 주차숲 쉼터 전망타워

카페 메인보행로

세면대 보행로 홍보전시관 오솔길

야외스탠드 조합사무실 오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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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영현, 은지, 준호, 지수, 태준 다들 고생했고

덕분에 무사히 졸업작품 끝냈구나.

밤도 안 새는 졸작같지 않은 졸작해줘서

고맙다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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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PARK, JI-YEON

우리 주변에 좀비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그러한 

사람들과 단절되는 상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가 범죄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교도소의 

특수성을 반대로 이용하여, 좀비들에게서 

도망쳐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을 

생각했다. 위험 지역과 안전지대의 경계인 

교도소의 외주 벽을 증축하여 특별한 

도심의 대피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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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대지면적  70700㎡

용도  (평시) 운동시설+야영장시설 / (비상시) 대피소

안양교도소는 1912년에 개청 되었으며,

안양 도심지에 위치하여 학교와 주민들 생활권에 근접해있다.

그래서 이전과 관련된 압력이 가장 많은 교도소이다.

이 프로젝트는 안양 교도소가 이전된다는 전제하에 시작하였다.



344 

Prison

외주벽에 증축되는 박스의 분절

안전지대

안전지대

section
평시

비상시

현재 안양 교도소 배치

활용 건물

plan

외주벽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닿는 면적을 많이 하여 비상시 외부인 출입 감시에 용이

분절의 방법

wall

Program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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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교도소 내부 건물에 따른 그리드

조경

교도소 내부 건물의 기둥과 보 구조만 남긴다.

생겨진 그리드가 캠핑 스팟이 되어 비상시와 평시에 유동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비상시에 중앙 회전식 원형 관개 농법을 이용하여 식량 재배에 적은 물의 양으로도 충분하도록 한다.

Camping spot grid

Landscape

Green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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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cale_1:2000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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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 주택
망원동 438 재개발 계획안



         

서정석 SUH, JUNG-SUHK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은 

1972년 대홍수 이후 망원 유수지의 

신설과 동시에 서울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70년대를 거쳐 제법 

살만한 동네로 정착해 갔지만 84년 

재발한 대홍수는 점차 망원동을 그리 

좋지 못한 동네로 기억하게 만들었다. 

2000년대에 들어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계획 발표 이후 투기세력이 

몰리며 투기 목적의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지만, 계획이 폐지됨과 동시에 

투기 붐은 다시 사그라지고 있다. 지금의 

망원동은 앞서 말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동네가 형성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을 모두 담고 있는 

흥미로운 도시 조직을 간직하게 되었다.

망원동엔 부흥주택이란 특별한 건물이 

있다. 망원동 개발을 시작하며 국가에서 

제공한 공동주택이다. 특유의 긴 골목으로 

인해 서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도시 조직을 형성해내고 있다. 하지만 이 

재밌는 공간도 주거환경개선이란 가면을 

쓴 투기 목적의 재개발로 인해 곧 사라질 

예정이다. 주변의 다세대 주택과 어우러져 

만들어낸 골목이란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공간은 나 홀로 아파트로 변모하여 

동네에 새로운 장벽을 만들어 낼 것이다. 

도시는 필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재개발은 대부분 철거 후 

전면 재개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동네의 기억과 개성을 무시한 폭력적 

방법이다. 동네는 저마다의 색을 지니고 

있고 다채로운 색이 모여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낸다. 서로 다른 동네엔 다른 

방식의 재개발이 필요하다. 난 망원동에서 

부흥주택이 지닌 가능성을 보았고 그것을 

단서로 삼아 망원동에 어울리는 새로운 

재개발 방식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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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은 1972년 대홍수 이후 망원 유수지의 신설과 동시에 서울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개발
되기 시작했다. 70년대를 거쳐 제법 살만한 동네로 정착해 가던 중 1984년의 기록적인 홍수가 재발하며 사람들
의 기억 속에 그리 좋지 못한 동네로 남기 시작했다. 90년대를 거치며 신축빌라 등이 세워졌지만, 아파트 붐 속
에 비교적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계획 발표 이후 투기
세력이 몰리며 나 홀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획은 전면 폐지되었고 투기 붐은 다시 사그라지고 
있다. 지금의 망원동은 앞서 말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동네가 형성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을 모
두 담고 있는 흥미로운 도시 조직을 형성하게 되었다.

1972’

1976’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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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8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재개발 예정 지역

2017년 철거 및 착공 예정

대지면적 : 5032㎡

재개발 예정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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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개발 안 부흥 맨션의 제안

재개발 부지 선정

전면 철거

나홀로 아파트 건설

망원동 438번지 일대는 현재 나 홀로 아파트로 재개발 계획이 수립된 상황이다. 기존의 

재개발 방식은 대지의 모든 것을 허물어 낸 뒤 새로운 볼륨을 만들어 낸다. 이는 도시의 

기억을 담고 있는 도시조직을 모두 파괴하게 된다. 기존 다세대 주택과 부흥 주택 사이 

보행로는 새로운 나 홀로 아파트로 인해 단절되고, 또다시 동네에 거대한 장벽을 세운다. 

이는 곧 윗동네와 아랫동네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는 커뮤니티 구역의 축소를 의미한다. 

나는 기존 도시조직과 동네 주민들의 동네 이용법을 배려한 새로운 재개발 방식을 제안

하고자 한다.

재개발 부지 선정

가능성을 지닌 건물 존치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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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계획 단지 내 기존 거주 세대수는 87세대이다. 기존 계획안은 주거 유닛으로만 용적률을 가득 채워 상가가 존재

하지 않았다. 재개발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이슈가 ‘돈’이니 만큼 용적을 가득 채우는 방향은 바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거 유닛만으로 용적을 가득 채우는 것은 집을 단순히 부동산으로 바라본 관점이라 생각한다. 재개발에 적절한 세대수

만큼 주거 유닛을 채운 후 새로운 골목과 상점들로 남은 용적을 채운다면 주거에 대한 수요와 동네가 필요로 하는 프로

그램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돈’과 관련된 이슈도 물론 해결될 것이다.

기존 재개발 안

총 139세대

44형 A 18세대

44형 B 21세대

44형 C 20세대

67형 A 40세대

67형 B 40세대

부흥맨션 계획안

총 104세대

부흥동 30형 21세대

34형 8세대

32형 8세대

46형 4세대

복층형 9세대

65형 30세대

58형 6세대

61형 6세대

69형 6세대

76형 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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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주택

단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망원동엔 부흥연립 혹은 부흥주택이라 불리는 흥미로운 주택이 있다. 망원동이 개발되기 시작하던 때에 국가에서 국민

에게 제공한 주택이다. 2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호마다 다락이 있어 주변의 3층 건물과 높이가 비슷하다. 구조는 조

적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흥주택 특유의 긴 골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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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상점가

부흥주택의 골목은 특별한 비례를 갖고 있다. 골목의 폭과 건물

의 높이 비례가 1 : 1.5 정도로 위요감을 느끼기 좋은 비례의 골

목이다. 본래 주거의 용도였으나 구조상 현대의 주택 수요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이 특별한 골목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점가로 리노베이션을 진행한다. 상점가는 직주일체의 형

태로 지층의 상점을 운영하는 주민이 2층에 주거하는 운영방식

을 취한다. 이러한 방식은 부흥 골목의 동네 커뮤니티의 역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부흥맨션 부흥동 

201호 

홍상원네 집

부흥맨션 부흥동 

101호 

정진네 집

부흥상점 201호

홍상원 가죽공방

부흥상점 101호

정진 정육점



356 

부흥맨션

부흥 골목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부흥맨션 지층엔 상점과 서비스 시설을 배치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

하는 상점가의 특징상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상점가 지붕엔 입주민과 동네주민의 완충재 역할을 해주는 커뮤니티 

데크를 설치한다.

복도형 A동엔 각 호마다 마당형 현관을 도입한다. 마당형 현관은 서로의 삶을 일부분 드러내며 자연스러운 동네 분위기

를 형성한다. 또한 두 개층에 하나씩 다목적 공용공간을 설치함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적절한 세대수가 모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획일적인 아파트 입면에 다양성을 부여하며 사시사철 다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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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서 각 호의 현관으로 바로 진입하는 동선을 취해 주민간의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유발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부흥 주택의 골목은 집으로 가는 길에 주민들 간의 우연한 마주침을 유발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커뮤

니티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동선의 흐름을 단서로 현대 도시 스케일의 공동 주택에 어울리는 동선을 만들어 낸다.

주차장으로부터 현관으로 들어오는 동선의 편리함은 유지하며 지층 상점가 사이사이 주동 현관을 배치해 다양한 동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마주침을 유발한다. 동네 커뮤니티는 거창한 커뮤니티 스페이스가 아닌 동네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집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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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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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평면도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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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평면도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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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결같은 신뢰로 묵묵히 저를 응원해주신 부모님, 누나 감사합니다. 힘들 때 

가장 큰 축복이었던 사랑하는 지은이 고맙습니다. 한참 부족한 날 믿고 따라주

며 정말 고생한 도겸이, 단이, 승은이, 경진이, 별이, 수재, 정말 고맙다. 너희 덕

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야. 숱한 밤을 함께하며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정진, 홍상원, 고맙다. 우리 스튜디오 식구들, 서해일, 최준호, 구본엽, 나규

태, 김세정, 박지연, 이승현, 함께 웃었던 시간이 큰 힘이 되었다. 가장 아름다

운 학기를 너네와 같이 보내며 인생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귀찮은 질문과 

연락도 마다하지 않은 이우조, 김아리, 강희문, 범준이형, 준기형, 경민이형, 보

람이형, 희태형, 고맙습니다. 큰 사람이 될게요. 졸작 기간 묵묵히 이해해준 서

원, 김태준, 신준섭, 이성욱,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설계를 넘어 인생 자체에 큰 

가르침을 주신 김주경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에 인간 서정석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적지 못한 수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사

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김주경 스튜디오  ─  KIM, ZUK-HYUNG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6

더불어주택



         

서해일 SEO, HAE-IL

주거문제는 매년 이슈가 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만큼 정부의 관심도 많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주거문제의 해결을 간구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문제를 

가진 세대 계층을 크게 노인과 청년 

두 세대로 보고, 양 세대의 주거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되었다.

노인과 청년은 가진 서로 다른 

주거문제를 가지고 있다. 노인은 

주거복지의 부족이, 청년은 주거비 지출의 

부담이 각 세대의 주거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였다. 각 세대를 위한 여러 

주거정책들이 있지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한 혜택에서 비껴간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도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노인들은 돈이 있고, 청년들은 활력이 

있다. 각 세대는 서로 다른 세대를 도울 

능력이 있다. 노인들의 주거복지 부족을 

청년들이 채워주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노인들이 덜어 줄 수 있는,  

각 세대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시스템과 주택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인청년주거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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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S

노인주거문제

노인가구 비율 증가

가족의 구성이 핵가족화되면서 노인 단독가구, 독거노인가구의 비율이 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을 가족구성원이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그 보호대상자나 최저소득계층을 제외한 차상위계층, 중산층은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인부양과 보호 기능의 이전 차상위계층, 중산층의 주거복지 소외

(출처: 통계청)

%

1994 2000 2004 2012

55.0

노인단독가구 비율

독거노인가구 비율

40.4

16.0
20.2

과거

FAMILY

COUNTRY
& SOCIETY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최저소득계층
영구임대주택, 기초생계비 지원 등 
주거비지원, 저렴하게 의료시설 이용

차상위계층, 중산층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부족

소득상위계층
유료노인복지주택

청년주거문제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청년 주거빈곤율 상승

선진국에서는 슈바베지수가 40이 

넘어서면 주거비부담이 매우 크다

고 본다. 우리나라의 소득 1분위 청

년의 주거비 부담은 2010년 이미 

40을 넘어섰고, 소득에 비해 지나

치게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출처: 통계청)
RIR :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 
Schwabe : 전체 지출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 

2009 2010 2011 2012

%

48.6

36.5
40.3 39.6 41.6

54.4 53.2
49.3

소득 1분위 청년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RIR

Schwabe

%

(출처: 민달팽이유니온)

1995 2000 2005 2010

46.6

29.2

19.3
14.8

36.334.0
31.2

58.2
서울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율

전국 가구 주거빈곤율 주거빈곤 가구의 구성

최저주거

기준미달
지하

옥탑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지출

대학가 원룸의 3.3㎡당 임대료는 아파트의 임대료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비싼 임대료는 청년들을 옥탑과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는 청년 주택정책이 있지만,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학원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혜택에서 빗겨나간 청년들이 전체 청년의 50%를 넘어선다. 

정부가 모든 청년을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ONE-ROOM
10만 9000원

APARTMENT
4만 6000원

TOWER PALACE
11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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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노인청년주거협동조합

더불어주택

COORDINATOR
시행사 또는 사업자

설계, 건축, 운영 등의 역할

집과 토지를 가진 노인들과 저렴한 가격에 

집을 임대할 청년들을 모집

노인과 청년들에게 주택에서 거주할 때의 

규칙에 대한 충분한 설명

노인이 소유한 토지 이외의 개발을 위한 

토지 추가 매입

경우에 따라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와 

청년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을 전제하여 

정부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HOUSING
저렴한 주거

1인가구, 2인가구, 부부, 1자녀 가정, 

SOHO, 창업을 위한 주택, 셰어오피스 등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

형의 청년주거 유닛

SERvICE & vOLUNTEER
간단한 서비스

노인정, 휴게공간 등 커뮤니티 시설 관리, 

노인교육,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한 

자원봉사,

노인들 말동무 되어드리기

SENIOR CITIZEN
노인들

집과 땅, 재산을 가진 노인들

좋은 주거환경과 적절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필요

기존에 살던 주택은 70년대에 개발되어 

상당히 낙후된 상황

계단, 문턱, 화장실 등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필요

YOUTH
청년들

저렴한 주거를 원하는 청년들

희망하우징,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만을 위한 정책, 

취직준비생이나 대학원생 등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비율 50%

COOPERATIvE
협동조합

임대주택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주택관리

협동조합 경영, 조합원 교육, 대외활동, 

공동체 활동, 청소, 쓰레기 처리 등 

주거 전반적인 분야의 사항을 조율, 결정

입주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며 협동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함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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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972 1974 1998 2000

경춘선 폐쇄 이후 판자촌 주거지 동시적인 다세대 주택 단지로의 개발 사이트 서측 내부순환로 고가도로 건설 사이트 동측 아파트 단지 건설



제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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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ISSUES

위치  동대문구 제기동 122-417 등 20개 필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지면적  2416.45㎡

건축면적  1421.02㎡

연면적  3398.03㎡ 

건폐율  58.80% (60% 이하)

용적률  140.62% (200% 이하)

노인인구 비율(%)

제기동은 서울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

이다. 또한 주변에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등 여러 대학들이 위치해 있어, 노인 

및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수요가 높다.

1970년대에 일시에 다세대 주택단지로 개발된 제기동 고산자로56길 일대는 이

후 서측에는 정릉천 고가도로, 동측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동서축으로 단

절되고 남북축으로만 열려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한 대지이다. 아파트단지 주

민들의 민원에 의해 아파트 후문에서 고려대역으로 접근이 편리하도록 놓여진 

다리만이 동서방향으로의 유일한 숨통이다. 바로 옆에 정릉천이 흐르고, 자전거

도로와 공원이 있지만 3m가 넘는 레벨 차가 있고, 접근을 위한 계단이나 자전거 

경사로도 수백 미터를 걸어 대로변으로 나가야만 이용할 수 있다.

블록규모 인접도로 현황 지형 레벨차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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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및 배치도

SCALE 1:200

2층 평면도 

SCALE 1:200

청년 1인주거
전용면적: 20.25㎡

발코니면적: +5.625㎡

노인 1인주거 뒷마당형
전용면적: 27㎡

마당면적: +10.125㎡

노인 부부주거 뒷마당형
전용면적: 54㎡

마당면적: +20.25㎡

청년 1인주거 SOHO형
전용면적: 25.875㎡

SENIOR HOUSING 
UNIT PLAN
노인주거유닛평면

yOUTH HOUSING 
UNIT PLAN
청년주거유닛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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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부주거 앞마당형
전용면적: 48.75㎡

발코니면적: +5.625㎡

마당면적: +10.875㎡

노인 부부주거 옆마당형
전용면적: 59.625㎡

발코니면적: +5.625㎡

마당면적: +48.7425㎡

노인 1인주거 공유마당형 A
전용면적: 27㎡

발코니면적: +5.625㎡

마당면적: +30.9375㎡

노인 부부주거 공유마당형
전용면적: 59.625㎡

발코니면적: +5.625㎡

마당면적: +30.9375㎡

노인 1인주거 공유마당형 B
전용면적: 27㎡

발코니면적: +5.625㎡

마당면적: +13.5㎡

청년 2인주거 상점형
전용면적: 78.75㎡

청년 2인주거 SOHO형
전용면적: 46.125㎡

발코니면적: +5.625㎡

청년 2인주거 SOHO+다락형 A
전용면적: 40.5㎡

다락면적: +20.25㎡

데크면적: +20.25㎡

청년 2인주거 SOHO+다락형 B
전용면적: 25.875㎡

다락면적: +25.875㎡

데크면적: +25.875㎡

청년 부부주거 복층형
전용면적: 46.125㎡

발코니면적: +5.625㎡

청년 부부주거 단층형
전용면적: 46.125㎡

발코니면적: +5.625㎡

청년 3인주거 SOHO형
전용면적: 72㎡

발코니면적: +5.625㎡

청년 3인주거 SOHO+다락형
전용면적: 51.75㎡

다락면적: +25.875㎡

데크면적: +25.875㎡



372 

DESIGN STRATEGy

노인주거

노인주거유닛 두 집 사이의 마당 수평, 수직적 시선 교류

유닛 속의 오피스 공간

다양한 유형의 주거유닛의 혼합적 배치

공유하는 오피스 공간

청년주거

정릉천 출입구 ▶

◀   주출입구 

부출입구

3층_ 노인정, 휴게공간

재가노인복지시설, 협동조합사무실 등_2층

1층_슈퍼마켓, 서예학원, 커뮤니티 카페, 상점 등

여가생활

교육

슈퍼마켓 학원 카페 분리수거 등교, 출근 대중교통

강연 협동조합 노인복지 자원봉사 상담

운동 휴식

커뮤니티 동의 주민 동선

커뮤니티
서로의 문제 해결을 돕기위해 만난 노인과 청년은 더 나아가 세

대를 넘어선 커뮤니티까지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노인

과 청년의 동선이 집약된 건물을 통하여 집을 드나들면서, 마주

치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행위를 통하여, 아파트에서 사라져

버린 커뮤니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층을 비롯한 주변으로부터 접근성이 높은 층에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웃의 주민들과 아파트 주민들까지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른 층에는 협동조합사무실이나, 노인복지

시설 등과 같이 강한 목적성을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주거
마당을 공유하는 노인주거는, 마당을 통하여 도시에서 누리지 

못했던 전원생활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당은 노인들 

개개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 노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것이다.

청년주거
다양한 청년층의 주거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1인 주거, 2인 

주거, 부부주거, 3인 주거 등 여러 유형의 주거유닛이 배치된다. 

특히 공유하는 오피스 공간을 가진 주거는 청년들이 모여서 스

터디를 하거나, 창업을 하는 공간으로서 비용을 줄여주고, 또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발코니 마당이 더해진 노인주거

주거에 딸린 발코니를 길쪽으로 확장하여 노인주거의 뒷

마당이 되며,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로 이용된다. 1층 

주거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1층 레벨은 1M 들어올려지

며, 1.2M의 난간은 주거내부에서 외부로의 시야는 확보

하되, 밖에서 안으로의 시선은 차단한다.

주출입 엘리베이터와 분리된 주차장 엘리베이터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올라온

노인과 청년은 각각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1층의 공용

공간을 반드시 지나게 된다. 이 곳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공간 중의 하나이며, 목적성을 가진 이동 중에

가장 많은 마주침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정릉천 자전거도로

기다란 블록의 중심에 위치한 이 사이트는 정릉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정릉천 레벨로 내려가기 위해서

는 수백 여미터를 걸어가야한다. 주택에서 정릉천으로 통

하는 길이 있다면, 노인과 청년이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마당을 공유하는 주거

마당을 수평적으로 공유하는 노인주거. 마당을 공유하는 이웃과는 

물리적으로 통해 있다. 복도와 만나는 공간을 공유하여 출입시에 

또는 마당을 이용할 때에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게 된다. 이 주거 

유형은 수직적으로도 시각적으로 위아래의 이웃과 교류할 수 있

어 노인 간의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을 준다.

중앙 계단

주택의 주출입구와 정릉천으로의 출입구

를 연결하는 주계단. 동측과 서측의 주거동

으로 출입은 이 주계단에서 갈라져 이루어

지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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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SOHO형 주거

셰어하우스의 작은 오피스는 3인이 공유하는 

공부방이나 작업실, 사무실이 되며 더 나아가 

청년들의 작은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한다.

3인 SOHO형 주거 + 다락 + 옥상데크

다락은 작은 공용 오피스와 주거공간이다. 다락

에서 통하는 옥상데크는 그들을 위한 작업 공

간, 휴식 공간이 된다.

복층형 부부주거

거실과 침실이 수직으로 분리되어 있다. 두 공

간 모두 동향으로 위치하여 좋은 일조조건을 

갖추게 된다.

아파트

약 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제기3주거환경개선지구에 비

해 현저히 많은 1,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한신아파트의 

뒤쪽 출입구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 이 지역의 중요한 

유동인구 유입요소이다.

고산자로 56길

동네 사람들의 주된 이동경로. 남북축으로 길게 

늘어선 고산자로 56길은 다른 길과의 접촉없이 

400미터 가량을 길게 늘어서 있다.

정릉천 다리

6호선 고려대역으로 가기위해 이곳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선이다. 이 블록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도 고려대역으로 이동할 때 이 다리를 이용한다.

상점형 2인주거

상점형 주거는 창업을 위한 청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점 겸 주택이다. 상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길에 

위치하며, 외부주민들을 주거단지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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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SEON-DONG 166 
HANBOK COMPLEX



         

이승현 LEE, SEUNG-HYEON 

Establishing an 
Identity of IKSEON 
by HANBOK

Maintained for a long time Ikseon-

dong is located in Jongno 3-ga. Urban 

Hanok has been in development since 

1930 and is  left to the present. The 

land around 166 street also keeps 

its physical appearance from then. 

Surrounded by high buildings, Ikseon-

dong is now shown to be forming 

“Hanok Island”. Nearby are mainly 

commercial facilities, and there are a 

range of facilities including residential, 

accommodation and office. In this 

point of view, judging that Ikseon-

dong is nothing but just an old 

neighborhood, I suggest “Hanbok 

Complex” in order to grant an urban 

identity to Ikseon-dong.

I selected the site which is the only 

place where no Hanok exists around 

166 street, paying attention that the 

environments of north and south of 

this site are shown to be different.

Judging that alleys are the ones that 

create urban context of Ikseon-dong, I 

segmented masses on basis of narrow 

alleys.

I opened up the 2nd floor a view 

overlooking part of the roof of 

Hanok, and on the upper side made 

an opening as the frame that holds 

the whole view of Ikseon-dong. In 

contrast, the portion facing the high 

buildings tries to give vitality to the 

street by connecting the segmented 

masses and creating a new facade 

as placing hanbok and silk. Also by 

placing Atelier of tw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ho run an hanbok 

store named “Hyeong-je hanbok” in 

hanok on the site,  forming  the road 

and yard area in place where directly 

or indirectly experience hanok and 

hanbok.  Customers are devided into 

3 groups such as customizing, rental, 

mending. Considering each circulation 

in building, rooms are arranged. And 

there are some public spaces -a park 

and a living facilities  for inhabitants 

and tou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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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Location  Ikseon-dong, Jongno-gu, 137-10 

District  General Commercial Area, Green Area
Land Area  2,749.127sqm. 

Building Area  1,153.195sqm.

Total Floor Area  2,685.875sqm.

Building Coverage Ratio  41.94%

FAR.  102.35%

Heignt  12.4m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 Wood



Number of Stories Flow Building Use Specific Use

Residence Accommodation Restaurant Gukak Shop
Office Commerce Cafe / Shop Hanbok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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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SEON-DONG ANALySIS

CHRONOLOGY 
1414

Build of
Donnyeonbu

Relocation of
Jeongyeo-Daewongun Shiren

Build of
Meteorological 

Station

Build of 
Urban Hanok

Urban Tissue Preserved ‘Urban Management plan’
in motion

Designation as
‘Ikseon Redevelopment District’

1869 1907 1912 1933 20162004

Change of Lot Build of Urban Hanok

1910’s 1930’s 2010’s 1920-1930 1940-1950 1960-1970

Change of Building 
Kyo-dong 
Elementary school
(1894)

O-Jin-Am

Tap-gol Park

Jongno Officetel ibis Ambassador Hotel

Nagwon
Shopping 
center(69)

1970’s 1980’s 1993 1994 2000’s 2010’sJongno Tax 
Offic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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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NALySIS

HANBOK PROCESS

CUSTOMER

CUSTOMIZING

MENDING 

RENTAL 

ISSUE

PROGRAM INTERACTION

PROGRAM CIRCULATION

Error in process of measuring to tailoring 

Error in process of tailoring to basting 

Poor training condition
Demand of D.I.Y
Needs for ‘Hanbok’ etiquette classes

Not reflecting Trend
Not considering Color mix 

Not interested in hanbok

Demand of rental
Needs for taking pictures with Hanbok
Needs for ceremony with Hanbok

Atelier
Workshop

Classroom

Office

Showroom

Exhibition

Rental shop
Photo Studio
Make-up room
Event hal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s. Song Jeong-Soon(70)
Ms. Heo Soon-Sim(70)

Laboratory
Natural Dyeing
Hanbok
Making Process

Hanok
Outdoor 

Silk props 

Resta
uran

t

Office
Retai

l
Cafe Park

ing

Park Eve
nt H

all

Studio
Clas

sro
om

Works
op

Atelie
r

Consu
ltin

g O
ffice

Silk 
Exh

ibitio
n

Han
bok S

how
room

Rental
 Shop

CUSTOMIZING CUSTOMER

RENTAL CUSTOMER

MENDING CUSTOMER

DESIGNER / CRAFTSMAN

STUDENT / CUSTOMER 

vISITOR / EMPLOYEE



Segmenting masses 
on basis of narrow alley 

Give a vitality to the street by 
a new facade of Silk and Hanbok

  

Connect Hanok and new building
  

Set Void to show Hanok 
  

placing masses 
for public space

holds the whole view of Ikseon-dong
through the opening as a frame      

A view overlooking 
part of the roof of Hanok

LEE, SEUNG-HYEON  379

DESIG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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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ELEVATION

SECTION A-A’
WEST ELEVATION



LEE, SEUNG-HYEON  381

 SOUTH ELEVATION

SECTION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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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FLOOR PLAN

2. HALL
15. FITTING ROOM
18. OFFICE
21. TERRACE
24. DECORATING WORK
25. SEWING WORK
26. IRONING WORK
27. NATURAL DYEING WORK

2. HALL
13. RETAIL
14.HANBOK SHOWROOM
15. FITTING ROOM
16. CHECK ROOM
17. MAKE-UP ROOM
18. OFFICE
19. CONSULTING
20. TAILORING WORK
21. TERRACE
22. CAFE
23. RESTAURANT

1.RENTAL SHOP
2. HALL
3. INFO.
4. SILK EXHIBITION
5. CLASSROOM
6. HANBOK ATELIER
    MENDING WORK
7. PHOTO STUDIO
8. EVENT HALL
9. MADANG
10. EVENT MADANG
11. TOURIST INFO.
12. SUNKEN
13. RETAIL
22. CAFE
28. PARKING
29. PARK

2nd FLOOR PLAN

1st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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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 LIGHT DISTRICT



         

정진 JUNG, JIN

일제시대부터 교통과 공업의 중심지였던 

영등포에는 공장들과 철도역 주변의 

상권과 더불어 성장해 온 성매매 

집결지가 있다. 그러나 한때의 호황기를 

지나 영등포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영등포의 공장들은 하나둘씩 공장 부지를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전했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성매매 집결지 지역은 

더욱 고립되고 음지화되었다. 영등포구는 

성매매 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성매매 집결지는 

잔존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를 

밀어내고 그곳에 거대한 복합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은 어려워 보인다.

왜 성매매 집결지라는 도시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매매 집결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영등포 4가 
성매매 집결지의 
공간 시퀀스의 
재생을 통한 
건축적 가능성



386 

디자인 프로세스 성매매공간이 가지는 건축적 의미와 해석 그리고 변화

1. 기존 상태

현재 영등포4가에 잔존하는 성매매 업소.

2. 영등포4가 상인마을회관

성매매 업소들이 공공의 개입으로 점차적으로 성매매 집

결지가 하나의 상점 마을로 변화해갈 때 발생할 문제들을 

처리할 업무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을 가진 상인마을회관을 

설립.

3. 갤러리

성매매 집결지가 다른 프로

그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될 공간의 기억들

을 성을 주제로 하는 갤러

리에 이식.

대지위치 Location of site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의 
역사 History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 4가

타임스퀘어
TIMESQUARE

신세계 백화점
SINSEGAE DEPARTMENT 

STORE

상업시설 밀집지역
COMMERCIAL AREA

1970’s

1980’s

1990’s

The present

영등포역 민자역사
YEONGDEUNGPO-STATION

상업시설 밀집지역
COMMERC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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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매매 종사자 재활센터

성매매 집결지가 상점가가 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성매매 종사

자들을 재활 치료할 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상인마을회관과 연

계하여 주변 상점을 통해 사회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5. 하나의 상점 마을의 형성

거리의 이용객들과 재활치료를 받는 성매매 종사자들, 그리

고 상인들이 어우러져 특색있는 하나의 상점 마을을 형성.

Building Typologies 성매매업소와 상점 - 공간 시퀀스의 유사성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의 
역사 History

성매매 집결지의 현재모습 성매매로 인한 가로의 음지화 성매매 집결지의 도시환경 개선 어려움 복잡한 토지 소유관계 

대지경계선

소유자 1

 명목상 소유자

소유자 2
공동 소유자

공공

실 소유자

실 소유자
하나의 대지

(필지)

하나의 대지
(필지)

로드뷰를 통해서 대상지를 보면 대상지 위에 모자이크가 씌워져 있다. 대상

지에서는 여전히 현행법상 불법인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

순적이게도 비일상적인 성매매 집결지가 일상의 공간 속에서 공공연하게 존

재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상 속에서 그 존재를 숨기고 지우려는 노력

이 공존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의 도시환경을 개선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한 토지 소유관계에서 기인한

다. 워낙 소규모 필지가 많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하고, 한 필지에 대해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

거나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명목상의 소유자로 되어있으나 실 소유자는 따로 있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복잡한 토지 소유관계 때문에 민간자본을 통한 개발은 한계가 있으며, 공공자본과 공공

의 개입으로 통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성매매 업소들은 성을 상품화하여 상행위가 벌어지던 곳이기에 성매매 업소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시퀀스가 있고 그와 유사한 시퀀스를 가진 몇몇 상업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하였다. 성매매 업소는 일반 상업시설과 유사하게 쇼윈도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여성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쇼윈도를 통한 시각적 자극에 반응으로 수요가 생기면 전위 공간에서 흥정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 공간으로 함께 가기 위해 선택한 여성을 기다린다. 그 이

후 밀폐된 행위 공간으로 들어가 목적 행위를 한다. 이러한 성매매업소의 상행위를 위한 공간 시퀀

스는 일반 상점에서 보여지는 장면들과 유사하며 용도 변경되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각각의 성매매 업소들이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상업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을 때 기존의 

홍등가의 입면을 가진 독특한 분위기의 상점 마을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야외 주차장

OUTER PARKING

왕복 8차선 도로

PHOTO 

STUDIO

CERAMICS 
SHOP

BOUTIQUE

HANDICRAFT 
WORKSHOP

SUSHI 
BAR

FURNITURE 
STORE

ROOM CAFE

타임 스퀘어

TIME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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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리에 현재 존재하는 상점들

1. 영달네 떡볶이

2. 경성 약국

3. GS25 / 우도 설렁탕

4. 신세계백화점 상품창고

5. 순창식당 / 태양전기

6. 아방궁 / 고려PC / 새마을 인력사무소

7. 보건당 한의원

8. 토속골 / 신셰계 리빙텔

9. 유천상사 / 충신 한약방

10. 완산골

11. 호프 아마릴리

12. GS25

홍등가가 독특한 분위기의 상점가가 되었을 때 대상지에 대해 생겨나는 것에 대한 대응과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응 그리고 

남겨지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세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해진다.

첫 번째는 생겨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상점 마을이 형성될 때 필요한 행정적 사무적 업무과 커뮤니티활동을 위한 

마을회관이다. 마을회관은 기존의 성매매 업소 건물을 이용하여 일 층엔 공중화장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홀 

그리고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휴게 녹지 공간을 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본래 대상지가 가지고 있었던 성에 대한 기억들을 담아 기억을 보관해줄 갤러리이다. 

갤러리는 기존의 건물을 일부 허물고 증축된 부분을 덧붙여 기존의 건물의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성매매업소라는 공간은 사라지지만, 성매매에서 일했던 종사자들은 남겨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상점 마을 커뮤니티와 연결하여 자활할 수 있는 성매매 종사자 자활센터를 거리의 한 켜 뒤의 고립된 땅에 건립한다. 

이 세 프로그램이 형성된 상점 마을과 더불어 홍등가로 불리던 음지화된 공간을 양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HANDICRAFT 
WORKSHOP

기존의 성매매공간의 공간구조를 이용한 상점으로의 용도변경

변화한 가로환경으로 인해 변하는 인적요소들에 대한 대응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거리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필요에 대응 

새것과 옛것의 완충공간

기존건물

증축되는 부분

성매매 여성 자활 센터

영등포4가 상점마을회관

영등포 성매매 거리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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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PLAN 2F PLAN

1. 복도

2. 탈의실

3. 상담실

4. 세탁실 

5. 주방 겸 식당

6. 플래져 랩

7. 필로티 하부 라운지

8. 중정

9. 실내 라운지

10. 갤러리

A-A SECTION

B-B SECTION 1. 영등포4가 상점마을본부 사무실

2. 직원 라운지

3. 화장실

4. 다목적 실

5. 전시실

6. 아트리움

7. 이벤트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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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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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희문이, 찬희, 주영이, 두현이, 예진이, 예은이, 현규야. 고맙다!



         

김주경 스튜디오  ─  KIM, ZUK-HYUNG STUDIO

Architectural Review
 2016

기찻길 옆 다시쓰기



         

최준호 CHOI, JUNE-HO

청파동 154·180번지 일대는 

서울역의 탄생과 함께 영향을 받은 

곳이다. 역이라는 거대 교통 플랫폼은 

역세권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주변에 많은 것들을 

남겼지만, 이곳의 집들과 여인숙, 

술집들과 공장들은 대부분 문을 닫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상으로 솟아난 철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대상 필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철로와 그 부지들로 인해 

지하화된 대지들을 들어 올리고, 조망을 

위한 공간으로서 탈바꿈시키고 그와 함께 

부족한 숙박시설과 청파동 주민들을 위한 

주민시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파동 154·180번지 
일대 숙박시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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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필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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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현황

건폐율 60%

주거 제조업 기타

근생 숙박 존치 건물

용적률 200%

기본정보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54 & 

180번지 일대

대지면적 : 2310㎡ + 2040㎡

서울역이라는 거대 교통 플랫폼은 사람을 모아

주고 흩뿌려주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도 도심 관

광지로 통하는 결절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

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거대한 축을 형성하여 지

역 간의 단절을 발생시켰다.

서쪽의 8차선 도로와 철로 부지로 인해 물리적

으로 고립되어 있다. 또한, 철도 부지는 주변부

보다 6m가량 높기 때문에 대지가 지하화되어있

다. 이 두 가지는 이 지역이 낙후되는 데 큰 영

향을 끼쳤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노후화된 주거, 방석집, 여관, 버려진 제조업 공장

과 같은 도태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

라서 기능이 죽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청파동의 다세대주택 단지는 경사진 지형에 위치

해 있다. 그리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평지보다 더

욱 많은 OPEN SPACE를 필요로 한다. 거대 스케

일의 효창공원보다 조금 더 밀접하고 미시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OPEN SPACE가 필요하다.

서울역

차도와 철도

용도

프로그램

OPEN SPACE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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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전략

결절점

소음 , 먼지  발생

도심관광지 인접

새로운 볼거리로 제시

HOTEL

CHANGE

LIFT UP
THE GROUND

HIGH-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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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 진행 과정

기존 건물 3동 존치 동선의 내부화를 위한 볼륨 배치 최대 건폐율 면적 확보

조망을 위한 HIGH-RISE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 판을 들어올려 공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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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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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투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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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묘 앞 광장



         

홍상원 HONG, SANG-WON

동묘 재개발 프로젝트 동묘는 보물 142호 동관왕묘와 동묘 

벼룩 시장 그리고 신설동 종합원단 

가죽 시장 등 다양한 도시적 행태가 

일어나는 곳이다. 하지만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 없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동묘는 단어 자체로 투영되는 

도시적 이미지가 없다. 이로 인해 동묘의 

장소성은 특별함이 없어졌고 각각의 

특성들이 가진 영역들은 조율되지 못한 

채 이질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따라서 

동묘가 가진 특성들의 이질적인 관계를 

해소하며 동묘의 장소적 특징이 드러나는 

도시 속에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묘의 도시 속 이미지는 역사, 문화,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건축적인 특징과 함께 

역사적인 가치가 저평가되어 현재 훼손 

받는 동관왕묘를 이미지 구축의 기준으로 

선택했다. 동관왕묘의 성역화는 박제된 

형태의 복원이 아닌 동시대의 주변 

특성들과 영역을 조율하는 방식이 올바른 

동묘의 도시 속 이미지 구축의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도시 속 이미지는 현재의 

도시 행태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랜드마크 

건축물이 아닌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가 

바르다고 생각했다.

주변 특성들의 영역이 자유롭게 활성화될 

수 있게 지상은 광장으로 조성하였고 

쉽고 편하게 연결되는 지하는 Mall과 

Mart 등 목적 공간을 두어 지상과 지하 

그리고 그 연결지점에서 동묘의 다양한 

도시적 행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동묘의 도시 속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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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ys

동관왕묘 서측(동묘앞역쪽 도로) 벼룩시장 거리(청계천 방향) 동관왕묘 남문 앞, 1pm

서울평화시장

왕십리

동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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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 : Various Context

벼룩시장 거리(청계천 방향) 동관왕묘 남문 앞, 1pm

Figure & Ground 상업시설

동묘벼룩시장 &

신설동 종합원단 가죽시장

주차시설

점포상이 많은 동묘는 화물차와

도매상인들의 주차수요가 많다.

건축년도

문화재보호반경 100m 내의 건물들은 대부분

1950, 60년대의 오래된 건축시기를 보인다.

동관왕묘 남문 앞, 5pm



408 

Issue 2 : Historical Fact

Strategy 1 : Plaza

지적상의 영역 변화

동관왕묘의 지적상의 영역은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동관왕묘를 둘러싼 

담벼락 내부로 국한되어졌다.

1913 : 경기도경성부동부

숭인동원도

<종묘>

종묘광장 복원사업

- 홍살문

- 하마비

<동묘>

?

1936 : 대경성정밀도_

지번구획입

1971 : 종로구청

폐쇄지적도

1780 : 한양전도

조선의 왕들은 능행길에 동묘

를 지나 제례를 지내는 경우

가 많았다. 한양전도에서 종

로길과 동대문을 지나 동관왕

묘까지 이어지는 길의 비중이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동관왕묘의 제례가 중요

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 개방화장실

식재 분포

제례의 영역

문화재의 건축적 특성 중 일부가 중국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축조하고 건립한 건축물이기 때문

에 제례의 양식도 종묘나 문묘와 같다고 예상된다.

1975 : 근린공원화 사업

1975년 동관왕묘의 근린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사당

내부에 심겨진 식재와 개방화장실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당의 영역에서 제거되어야 할 요소이다.

동관왕묘의 무료입장이 가능한 9~18시는 상인과 행

인들의 무분별한 화장실 이용과 공원화된 영역은 잠

재적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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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2 : Basement Mall & Mart

Issue 3 : Topographic Condition

청계천 - 동대문 시장으로부터 오는 외국인 관광객(요우커 등)의 이동경로

숭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청계천 특별계획구역

건축물의 가능범위

- 건폐율 60% / 용적률 800%

문화재 보호법 - 보호반경 100M
- 앙각규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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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 Cheonggye stream

People movement

Mall & Mart

Books & Exhibition

Building Elementary

Parking Lot

Vehicle movement

East side Section

Center Section

West sid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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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scheme
대상지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37, 234 번지 일대

대상지 면적 :   7758.482㎡ (광장-7506.276㎡, 

관리동-252.206㎡)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숭인 

제1종지구단위계획,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용도 :   상업시설

건폐율(법정) : 60%

용적률(법정) : 800%

주차대수 : 410대

SIT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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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3F : Dongmyo Of fice Level Plan

Ground Level plan B1F : Cheong-gye stream Leve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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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Program
1 HALL

2 BOOK STORE

3 LOUNGE

4 OFFICE

5 RETAIL SHOP

6   JEWELRY &  

COSMETIC SHOP

7 FOOD COURT

8 MART

9 NURSING ROOM

10 DISPENSARY

B2F : Mart & Food Court Level Plan B3, 4F : Parking Lot Leve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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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예문화박물관
풍문여고 리노베이션

4학년 윤정원 스튜디오

Yoon, Jung-Won Studio

이민범  

Lee, Min-BeoM
북촌은 우리나라에 얼마 남지 않은 한옥 지구이며 비교적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도시화된 서울의 고층빌딩과 큰 필지와는 다른 북촌만의 작은 

필지와 고즈넉함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르는 요인이 되었다. 한 여고가 이전하며 

새로운 용도와 주인을 맞이할 건물은 독단적인 형태로서의 특징보다 사이트 

주변이 갖고있는 규모와 풍취를 이어야 할 것이다. 한옥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큰 필지와 건물을 다시금 스케일을 낮춰 주변과 더욱 맞아 들게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한 건물은 규모가 클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하로 넣었다. 여고에서 박물관건물과 운동장에서 공원이 된 공간은 여고에서 

박물관이 된 건물과 운동장에서 공원이 된 공간은 북촌을 들리려 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있다. 



북촌의 소필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합쳐지거나 흡수되

는 형태로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북촌의 정체성인 소필지와 

골목은 당연히 보존되어야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주변의 맥락을 

이어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Under 100㎡

100~300㎡

300~500㎡

5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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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서비스 공간

전시 공간

전시 공간

카페
안동별궁 터

풍문여고 리노베이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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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의 소필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합쳐지거나 흡수되는 형태로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북촌의 정체성인 소필지와 골목은 당연히 보존되어야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주변의 맥락을 이어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Lee, Min-BeoM  421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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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윤정원 스튜디오

Yoon, Jung-Won Studio

이정연  

Lee, Jeong-Yeon

사람들은 ‘북촌’이라 함은 한국의 전통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관광지로써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북촌은 주거로서의 한옥의 가치는 보존되고 있으나, 전통성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장소가 아닌 상업적 프로그램이 줄을 지어 서 있는 상황이다. 

마치 ‘인사동’ 골목길들이 상점으로 변해온 것처럼 북촌도 상업적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풍문여고는 북촌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로 역사성 있는 근 현대적 

건축이다. 하지만 ‘학교’라는 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고, 사람들은 멋스러운 

담장과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학교의 모습만 경험할 수 있었다. 이때, 2014년 

풍문여고가 강남으로 이전되고 서울시에서 서울전통공예박물관으로 지정하면서 

‘북촌’의 역할을 다시 되찾도록 건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담장으로 

둘러싸여 메가스케일 압박감을 주는 건물이 아닌 ‘북촌’의 모습을 담고 있고 

한국의 전통성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장소로서의 변화를 주고자 한다.

WALKING THROUGH
RenoVATion oF PUnGMoon GiRL’S HiGH SCHooL To  
SeoUL CRAFT ART MUSeUM

C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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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ERATED SPACE STRATEGY

PROGRAM
북촌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한옥, 골목길, 다양한 높이의 구릉지이다. 옛 한국은 

골목길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인사하고 얼굴을 맞대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다

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집집마다의 특색을 볼 수 있기도 했었다. 북촌은 이러

한 골목길의 옛 모습을 담고 있고, 이를 재해석하여 본 사이트에 담으려 한다.

북촌의 도시조직이 갖는 작은 스케일과 유사한 크기로 매스들을 조성하여 풍문

여고건물이 갖는 주변 지역과의 스케일적 괴리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고자 했

다. 매스의 오픈을 만들 때, 길의 면한 쪽과 중앙에서는 오픈하여 열린 느낌을, 

사이길에서는 비교적 적게 오픈하여 북촌의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느낌을 주고자 

했다.

매스의 높이를 다양하게 만들어 일 층에선 다양한 높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

고 일층부터 경사로와 계단을 통해 다양한 콘타의 확장과 높낮이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동선과 매스를 설계했다.

완만한 부분과 가파른 부분이 공존하는 콘타를 확장하여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 

북촌의 지형을 재해석하여 도로 레벨과 동일하도록 레벨을 조성하였다.

중앙 공간에서는 마을의 쉼터처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오픈을 내어 골목길과 

길, 공방과 전시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city
scale

 workshop  mterial display

 shop display

mass in mass wall in mass

gabled
roof

contour
& alley frame activity space caused by

pop-up store or rest area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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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STRATEGY SUSTAINABLE STRATEGY

natural ventilation;
wind blowing between mass and mass

creating lamp for barrier free design

safe evacuation plan & creating
new core for barrier fre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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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마크 브로사 스튜디오

MARC BRoSSA Studio 

LOTTE MOGO
롯데 모고

Response of Becoming High rise - Low Density 
My Jamsil Jugong 5th District Renovation project will revitalize and 

update a concept that everyone in the room has some experience 

with, and understanding of   Mid/High rise Residential Complexes. These 

structures are everywhere in Korea, and while Korea has advanced 

culturally, technologically and architecturally, one of the core types of 
buildings desperately needs to be updated. in order to do this i have 

identified three key points of focus.

First - Why do people want their apartments to be redeveloped?

Second - Are there structural problems with the current apartments?

Third - How can we renovate apartments in a way that brings them 

up to date and acts as asensible framework for future    updates and 

renovations?

강희문  

KAng, He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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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마크 브로사 스튜디오

MARC BRoSSA Studio 

THE SPACE IN BETWEEN
Hangang Mansion Renovation project

신재원  

SHin, JAe-Won

Freely access

ISSUE - “Isolated city - Ichon”

existence of the horizontal barriers which are parallel axes 

(rail road and highway) to river, caused to isolated layered areas 

from each other in ichon dong. This isolation empowered and 

transformed to site & river disconnection by highway and also 

site to site by railroad. this iSoLATion not only among the 

sites also emerged in the communities.

Livable place Upgrade the tanji amenity Upgrade the unit amenity

GOALS - “Regenerating Outdoo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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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ation the in between space”

Community GAP

existing building

Community GAP 

in tradional societies hanitats had a space that allowed to socialize to people.

But in modern apartments don’t have th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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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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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ad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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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도시

길과 건축의 관계는 서로 상당히 밀접하다. 길은 건축에 영향을 받고, 건물은 그 

길과 어우러지며 만들어진다. 그렇게 지금의 삼청동길, 인사동길이 존재한다. 

삼청동과 인사동을 연결하는 서측 주도로를 중심으로 길과 건물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길에 어우러지는 건축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 그리고 길에 맞추어 정해진다. 길의 성격과 상반되거나, 

엉뚱한 프로그램의 건축물은 도시에 어우러지지 못하고 자연스레 사람들의 

이용이 줄어들 것이다. 삼청동과 인사동의 입면 컨텍스트를 분석, 적용하여 

연속적인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URBAN SECTION 
북촌 공예박물관, 풍문여고 리노베이션4학년 홍만식 스튜디오

Hong, MAn-SHiK Studio 

이경호  

Lee, gYeong-Ho

삼청동길과 인사동길을 연결하는 서측 주도로 분석 배치도

건물이 길을 마주하는 방법, 저층부와 상층부 (삼청동길 입면)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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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DESIGN PROCESS

old & new

road open

moving line

program

void & opening

elevation

DiSPLAY

SHoP

CRAFTS

ZONNING CONCEPT

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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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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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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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오다
북촌 공예 박물관 _ 풍문여고 리노베이션

현대인의 삶 속에서 공예는 일상과 분리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북촌 공예 

박물관은 보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딱딱했던 박물관이 좀 더 포근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이 박물관에서 프로그램과 공간 사이에서의 하나의 여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현재 풍문여고는 인사동길, 삼청동길이라는 강한 길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길에서 사람들이 길을 따라 걸으며 프로그램을 즐긴다.

또한, 다른 지역보다 공예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이는 길의 폭과 건물의 스케일이 만들어 내는 길의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길은 포근하며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길을 따라서 여러 먹을 것과 눈을 즐겁게 하는

공예품들이 함께 있어 사람들을 이곳으로 향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 풍문여고는 길과 담을 쌓고 단절되어있다. 

새로 지어질 공예박물관은 그래선 안 될 것이다.

담을 헐어 길과 소통하게 하고 인사동, 삼청동으로부터 시작된 흐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건물 안에 길을 만들고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4학년 홍만식 스튜디오

HONG, MAN-SHIK STUDIO 

이다솜  

LEE, DA-SOM

길과 행위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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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밀집되어 있는 한옥일 

것이다.

한옥은 현대 건물들과 달리 

사람에게 가장 편안한 

스케일을 지니고 있다.

대지 내에는 다양한 레벨이 

존재했다. 건물과 지형은 

서로 교차하며 내부의 

프로그램과 소통한다. 

공간은 지형을 이용해 길과 

통하고 외부와 끊임없이 

교류한다.기존건물의 보존과 철거 길을 향한 열림 도시 스케일을 지닌 매스 매스 사이의 열린 공간 도시적인 길의 유입, 큰 흐름 골목 사이사이로의 여정

도시 스케일, 한옥 길의 흐름과 분화, 골목길 건물 사이의 열린 공간, 마당 삼청동과 인사동을 잇는 길 대지로의 접근. 그리고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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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시는 꽁꽁 둘러싸고 

건물 속에 갇혀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전시는 여전히 길과 

함께한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맘에 드는 

곳이 있으면 들어가 구경하고 

다시 나와 길을 따라 걷는 

것처럼 전시실에 들어가 관람을 

하고 나오면 입면의 유리 블록 

틈으로 외부공간이 보인다. 

유리 블록은 내부를 완전히 

드러내진 않지만, 외부를 완전히 

차단하지도 않는 역할을 한다. 

건물의 내부를 걷고 있지만, 

여전히 외부와 소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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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OR & STORAGE 
선형성과 비선형성(영역)

대지는 남산 자락이 한창 개발되었던 60~70년대 조직들의 선상 위에 위치해 

있다. 현 대지와 건물은 일대일 또는 일대 다의 전달, 선형에 기록되는 옛 정보의 

전달 방식과 너무 닮아있어, 현 상황에서는 온전한 기능을 다 하기 어렵다. 특히나 

미디어의 교류, 시민들의 삶이 투영되는 미디어 테크의 특성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에 그와 반하는 개념과 방식을 덧붙여 정반합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그 

개념과 방식은 탈 위계적이고, 다대다의 전달, 볼륨에 기록되는 정보이다.

정덕현

Jeong, duK-HYun

3학년 최상기 스튜디오

CHoe, SAnKi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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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추출과 분절

SToRAGe
FieLD
non-LineARiTY
neUTRALiZeD
RooM

ConneCToR
LineARiTY
SYSTeM
MeCHAniCAL 

CiRCULATion

증폭과 확장

DESIGN PROCESS

DEMOLITION PLAN exisiting Demolition new / Rei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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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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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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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PENETRATION
필동 예술도서관

3학년 최상기 스튜디오

CHoe, SAnKi Studio

한주희  

HAn, Ju-Hee

SITE

남산 둘레길

남산의 둘레길은 남산을 전체를 연결하지만, 

사이트에서는 큰 옹벽으로 되어 뒷산과 단절

남산 제1호 터널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주요한 터널, 그러나 

우리사이트에서는 보행자의 진입을 단절시키는 

요소이다.

진입 터널과 육교

사이트와의 연결을 시도한 흔적, 그러나 

오히려 주변을 단절 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남산한옥마을과 빠른 이동을 위한 큰 도로와의 

연결은 주택가와 한옥마을을 단절시켰다. 

톨게이트와 사이트

연결과 단절은 선의 요소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부피로 만난다면, 그것은 중첩의 의미가 강조된다.

중첩과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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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RENOVATION STRATEGICS

CIRCUIAT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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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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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미디어테크의 정의는 과거 단순히 도서를 열람하는 

공간에서 현재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계하여 ‘뉴미디어’를 생산해내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3면이 산과 대로로 막혀있는 사이트에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다 많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의 연속성, 탈 중심성, 건물 내/외부의 소통의 미디어테크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설계하였다.

R E V I V E
namsan dulle-gil park3학년 신창훈 스튜디오

SHin, CHAng-Hoon Studio

신석재  

SHin, SeoK-JAe

서울의 중심부인 남산자락에 위치하지만, 미시적

으로는 주변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사이트를 감싸는 남산 둘레길을 이용하여 

주 사용자를 주중/주말의 둘레길 이용객, 서울시 

계획에 의한 관광객, 주택가 주민으로 설정하였다.

Mass diagram

Demolition

Concept diagram Structur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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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detail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원/놀

이터를 컨셉으로 설정하고 전시, 

공방, 공연의 프로그램을 제시하

였다. 기존 건물의 벽을 모두 덜

어내고 컨테이너만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내/외부의 경계를 없

애고 동시에 건물앞의 광장을 건

물 내부로 끌어들였다. 컨테이너

가 기존 건물과 둘레길, 필지를 

자연스럽게 잇고 다양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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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s

2F plan 

B1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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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RF plan   

4F plan   

3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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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지식의 범주와 정의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그에 맞춰서 MeDiA(미디어)라는 소통의 매체는 과거 상형그림에서 시작하여 

활자를 통해 책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음악, 영상 등과 융합하여 

발전하였고, 더욱 나아가 3D 홀로그램, inTeRACTiVe MeDiA, 사물인터넷의 

형태가 되어 새로운 세대의 미디어가 현실화되고 있다.

과거 안기부 건물이었던 본 건물을 새로운 세대의 혁신적 미디어 자체를 

공간화시켜 시민들이 직접 경험, 관찰, 감각적으로 느끼고 또 다른 생산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미디어 센터의 존재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RINNOVATIVE 
MEDIATEQUE3학년 신창훈 스튜디오

SHin, CHAng-Hoon Studio

박신영  

PARK, SHin -Young

Site Analysis
남산 자락에 위치한 건물, 명동이 오는 도시적 흐름이 큰 도로에 의해 단절 주변 문화공간들과 시너지 효과 발생

미디어의 공간화

Program Apporach
다음 세대 미디어의 적극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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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Renovation
전면 보강 및 비우기, 후면 보 제거

Process
도시적 문맥 잇기, 새로운 매스의 삽입

Sit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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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s
4개의 다른 건축공간과 그를 연결해주는 동선들

4F PLAn
scale : 1/500

3F PLAn
scale : 1/800

2F PLAn
scale : 1/800

1F PLAn
scale : 1/800

SeCTion
scale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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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에 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막대한 미디어를 보관할 공간, 즉 미디어 테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현재 남산 제1청사로 사용 중인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통해 미디어 테크로 변환하고자 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장소이며 현재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 방문 수가 상상을 

초월하여 치솟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공간 및 미디어 체계가 잘 구축되지 

못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서울에 대한 정보를 담는 공간인 시티 갤러리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한편 남산 1호 터널이 위치한 대로와 남산 둘레길 사이에 기존 건물이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도보의 접근이 다소 불편하지만, 서울의 중심인 남산 밑자락에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교통접근이 수월하다는 결과를 토대로 교통시설의 추가적 시설을 배치할 방안을 

갈구하다가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서울 시티투어 버스를 끌여들여 서울의 미디어를 담기 

위하여 전시관과 관광 안내소 등의 구성 요소로 차 있는 시티 갤러리와 서울 시티 투어 버스 

플랫폼을 접목시켜 도시 복합 갤러리를 만들고자 한다.

CITY COMPLEX GALLERY
Media theque3학년 정기정 스튜디오

Jung, gi-Jung Studio

김태훈  

KiM, tAe Hoon



KIM, TAE HOON  461

SIT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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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SeCTion

SCALe : 1/800

CRoSS SeCTion
SCALe : 1/800

B1 PLAn
SCALe : 1/800

B2 PLAn
SCALe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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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PLAn 
SCALe : 1/800

3F PLAn 
SCALe : 1/800

4F PLAn
SCALe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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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MEDIATHEQUE

현재의 도서관에는 정보는 가득하지만, 직접적인 정보의 교류는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배움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미디어 테크를 만들고자 하였다.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부스로 만들고 부스의 조합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부스는 마치 갤러리에 그림이 걸리듯 공중에 떠 있도록 하였는데 사람들의 

행위를 전시하여 미디어 테크에 온 사람들이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박미정  

PARK, Mi-Jung

3학년 정기정 스튜디오

Jung, gi-Jung Studio

SITE LOCATION SITE ANALYSIS

SPA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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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RENOVATION
 기존 구조

 철거 구조

 보강 구조

산책로

(남
산공원길)

 동적 부스

 중성적 부스

 정적 부스

 서가

 코어

 강의실

 카페

 사무실

CIRCULATION & 
PROGRAM

허공에 떠있듯 설계된 부스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동적으로 배치되어 때에 

따라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도록 함 

*  부스에 들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 

가죽공방, 꽃꽂이 교실 등

건물 내부로의 시선을 열어두어

내부공간의 공간감을 즐길 수 

있도록 함

건물 내부로의 시선을 차단하여

외부의 경관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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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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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Do HoUSe는 검도 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같이 사는 주택이다. HoUSe 

A는 스승과 그의 아내가 거주하고 HoUSe B는 제자 3명이 거주한다. ALPHA 

SPACe는 공동 운동공간인 검도장이다. 검도장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점을 경사가 있는 대지의 특성으로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검도장으로 추구했다. 주택을 한옥 풍으로 하여 개방적인 느낌으로 하여 

외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게 하였다. 그리고 자연환경을 두 가구 모두가 만족하며 

느낄 수 있게 하려고 원래의 자연환경 반대편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주택 내부 

어디서나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살기
KenDo HoUSe

이  창 

Lee, CHAng

2학년 이선영 스튜디오

RieH, Sun-Young Studio

House A 

House B
Alpha Space

Kendo

3 pupilsKendo master and his wife

Bedroom

Living room

Kitchen

Living room

Bathroom

Utililty room

Gym

Parking lo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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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PLAn 1F PLAn 2F PLAn

Model and Re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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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바람의 언덕 위에 위치한 전망대 카페이다. 주변의 사슴 숲, 바위산, 

강북 빌딩 등의 경치를 고려하여 3층 카페의 매스와 창문의 위치를 설계하였다. 

공원 쪽을 향해 살짝 기울여 층고를 높인 지붕과 매스의 사선을 통해 평범해 

보이는 경치에 웅장함과 높이감을 더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입구는 

왼편의 벽과 오른편의 억새를 따라 들어가며 마치 동물의 굴을 기어들어 가듯 

사용자에게 기대감을 준다. 언덕의 경사를 따라 설계한 매스는 형태와 재료를 

통해 외부에서도 내부의 공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OBSERVATORY CAFE
DiAGonAL VieW

박세현 

PARK, Se-HYun

2학년 이선영 스튜디오

RieH, Sun-Young Studio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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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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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TOGETHER
마주 잡는 집

A, B 세대가 분리되어 생활하면서도 위·아래·좌·우 공간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집을 생각했고, ㄷ 모양의 공간이 서로 맞잡은 형태가 되었다. 

A 세대는 집에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고 B 세대의 집은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므로 A 세대의 공간보다 B 세대의 공간이 뒤로 

물러나 큰 폭의 벽과 지붕으로 둘러싸여 있다. 

A, B 세대의 드라마 작가와 사회부 기자가 각자의 분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고 

영상 매체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홈 시어터를 공유한다.  

민경진  

Min, KYeong-Jin

2학년 신범식·강제용 스튜디오
SHin, BuHM-SHiK·KAng, Je-Yong Studio

지하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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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남측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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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  

Lee, Yong-HYun

BOOK FOREST HOUSE
Three generation house

근래의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3대가 같이 사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노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움을 받기는 싫어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3대가 같이 살면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면서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장남 부부가 책과 관련된 일을 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각 층별로 책장을 양옆으로 배치해서 책과 

자연스럽게 엮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학년 신범식·강제용 스튜디오
SHin, BuHM-SHiK·KAng, Je-Yong Studio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다락층 평면도

1층 배치도 AA`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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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노메트릭

모델

알파스페이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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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저류시설로 이용되는 대지의 모양을 그대로 읽어내며 이용자들의 동선을 

구획하고, 열고 닫는 공간의 느낌을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를 

진행하였다. 선택 사이트는 다른 두 사이트에 비해 낮은 대지와 인적이 드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망대는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편견을 깨며, 인적이 있는 

공간으로의 재탄생을 생각하며 시작되었다. 세 개의 저류시설은 생태 연못으로 

탈바꿈하고, 마루를 중심으로 돌아서 꽈리를 튼 형태를 구성하였다. 또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긴 램프로 이루어진 동선에 다양한 공간적인 리듬감을 

제시하며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유도하였다.

서울숲 전망대
장소와 물성

2학년 김인철 스튜디오

KiM, in-CHeuRL Studio

최석원

CHoi, SeoK-W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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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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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RRACED HOUSE
TWiST & CLiMB

8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두 가구가 꼬이면서 서로를 지탱해 가면서 올라간다.

750cm씩 높아지는 연결된 파트들을 통해 거주민들은 층의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높이감을 느끼게 된다.

파트들의 연결 부분은 공간의 활용설을 높이기 위하여 계단과 가구를 결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가운데 중정을 통해 만들어진 북카페로부터 시작해 가구로 연결되는 고리는 

거주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통의 장의로 역할을 한다.

박재경  

PARK, JAe KYung 

2학년 김인철 스튜디오

KiM, in-CHeuRL Studio

1층 평면도 HouSe1 평면도 HouSe2 평면도



PARK, JAe KYUnG  481

단면도

입면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 북카페 - HoUSe1 침실 - 전경 - 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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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생활패턴이 아주 다른 자매가 사는 집을 컨셉으로 잡았다. 그래서 1층은 

분리되어 있고, 2층 발코니 또는 알파 스페이스를 통해 서로의 집을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 1층은 부엌, 거실 등 손님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고 2층은 

가장 사적인 공간, 그리고 3층은 알파 스페이스로 두 Client의 공통분모인 책에서 

시작해 ‘서재’로 잡았고 이 서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간들은 두 Client를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해준다. 매스들은 딸이 있는 Client 2의 정원 확보, 등고, 

다양한 View 확보와 Client들의 동선 유도, 건축선 등에 의해 배치되었다. 

CONNECTION
α Library

안영경

An, Young-KYung

2학년 김현아 스튜디오

KiM, HYun-AH Studio

Client1 Space Client2 Space Sharing Spac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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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도

모델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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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은 서울숲에 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건물과 주변 환경의 연결을 통해 건물의 안과 밖이 교류할 수 있는 관계성을 느낄 

수 있다.

여러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동선을 통해 사용자는 카페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바라보고 걷는’ 행동을 하게 되어 그 속에서 서울숲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

BLAZE A TRAIL

양희지  

YAng, Hui-Ji

2학년 김현아 스튜디오

KiM, HYun-AH Studio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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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단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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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유닛 3개를 결합하여 삼각형 유닛을 만들었다.

삼각형 유닛의 각 꼭짓점을 모서리 중점에 접착시켜 전체적인 모델을 구성하고 

경사를 다르게 주어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정삼각형, 육각형, 이등변 삼각형과 

같은 다각형을 관찰할 수 있다.

REPEATITIONS AND PATTERNS

양유진

YAng, Yoo-Jin

1학년 김성홍 스튜디오

KiM, Sung Hong Studio

CONCEPT



YAnG, Yoo-Jin  489

정삼각형 정육각형 이등변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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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2D TO 3D
UPGRADinG DiMenSion

그림에 있는 선들을 대칭적으로 이어 서로 다른 모양의 2D의 패턴들을 뽑아냈다.

2D의 패턴들을 연속적으로 이었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3차원은 위에서 보았을 때 원래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 

유기주

Yu, gi-Ju

1학년 김성홍 스튜디오

KiM, Sung Hong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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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그림 분해 모형 앞에서 본 사진

위에서 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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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TITION & PATTERN
iMPReSSioniSM

9×9mm 3장의 종이로 이루어진 한 모듈을 반복하여 패턴을 만들었다.

모듈 자체가 입체감을 가지고 있어, 빛과 함께했을 때 같은 입면에서도 다양한 

패턴을 도출할 수 있다.  

CONCEPT

1학년 김승희 스튜디오

KiM, Seung-Hee Studio

김다빈

KiM, dA-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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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에서 빛을 비출 때 뒤에서 빛을 비출 때    

사선으로 빛을 비출 때 최종적으로 도출한 패턴  

최종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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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2D TO 3D
UPGRADinG DiMenSion

Islamic  Pattern  →  Islamic  Fslamic 
<islamic Pattern> 2D 원본에서 벽체가 되는 선과 벽체 무늬를 나타내는 패턴을 

추출하여 이슬람식 건축물의 프레임을 구현하려 했다. 레이어를 세 개로 나누어 

높이감을 주고, 평면뿐만 아니라 입면에서도 패턴을 드러내고 싶었다. 

CONCEPT

Layer 1

Layer 3

Layer 2

장혜림  

CHAng, HYe-LiM

1학년 김승희 스튜디오 

KiM, Seung-Hee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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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REPETITION & PATTERN
MiLitARY PARAdeS

반복과 패턴이라는 주제에 맞게 한 유닛을 변형 없이 반복하였다.

단순한 반복임에도 보는 각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

투과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불투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CONCEPT

과정

unit → 

김하은  

KiM, HA-eun

1학년 황동욱 스튜디오

HWAng, dong-WooK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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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패널

휘어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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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그림을 3D화 시킬 때 원본 특징을 살리고 싶었다. 

기본의 그림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색깔들은 농도에 따라 점점 덧칠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1~2~3층으로 나누었다. 

또한, 그림에 있는 다양한 모양들이 그냥 평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있기보다는, 서로 층 때문에 겹쳐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1~2층 

블록들은 전체 모양을 기준으로 상상하여 만들었다.

FROM 2D TO 3D
UPGRADinG DiMenSion

박서현  

PARK, Seo-HYun

1학년 황동욱 스튜디오

HWAng, dong-WooK Studio

CONCEPT

ALL

2F

1F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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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ITIONS AND PATTERNS

육각형의 연속된 패턴을 생각하였다.

단순한 단일 유닛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평면적인 육각형 패턴에 입체적인 

정사면체가 접합된 모형을 완성했다.

안상현  

AHn, SAng-HYun

1학년 서재원 스튜디오

SuH, JAe-Won  Studio

CONCEPT

구상단계의 다이어그램 단일 유닛 4개가 합쳐진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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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바라본 모습

앞에서 바라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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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2D TO 3D
UPGRADinG DiMenSion

그림의 핵심적이 요소인 기타를 기본구조로 하여 그 주변의 다양한 모양의 

병들을 기본구조에 추가하였다.

곡선이 두드러지는 그림  →  모형에도 곡선을 최대한으로 활용했고, 

기둥이나 벽 같은 건축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건물 내부로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학년 서재원 스튜디오

SuH, JAe-Won  Studio

최맑은별
CHoi, MALgeun-BYuL

Le Corbusier (Charles-Édouard Jeanneret), 1920, Still Life 손으로 직접 그려보면서 그림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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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onoMetRiC
그림의 구성요소들이 모형에 반영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엑소노메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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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M.S. in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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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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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ant Profes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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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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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ng, Kyung-Ju 황경주	 Yoon, Jung-Won 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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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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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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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n, Young-Bae 안영배	
Professor Emer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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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Teuk-Koo 이특구	
Professor Emer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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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 Dae-Hyung 홍대형	
Professor Emer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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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 Chan-Hwan 최찬환	
Professor Emeritus

Professor Emer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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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 Buhm-Shik 신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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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and Theory
B.S., M.S.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Korea 
KIRA

Kim, Seung-Hee 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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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 Chang-Hoon 신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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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ng, Dong-Wook 황동욱	

Visiting Lecturer / Architectural Design
B.S. M.S.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Korea
KIRA

Jung, Gi-Jung 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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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h, Jae-Won 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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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 Man-Shik 홍만식	

Department of architecture, School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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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B.S.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Ulsan, Korea
KIRA

Kang, Je-yong 강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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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ZuK-Hyung 김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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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In-Cheurl  김인철	
Adjunct Professor / Architectural Design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M.Arch. in Architecture, Texas A&M University, USA 
B.S. in Architec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KIRA

Kim, Hyun-Ah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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