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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조 건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올해 다섯 번째로 맞이한 2007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KOREA WOOD DESIGN AWARDS)
은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조건축 발전의 기틀 마련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금세기에 이
르러 심각한 환경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친환경을
조성하는 지름길의 하나는 천연의 목재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희구하고 있는 바, 친환경적인 목재의 인식이 제고되어지면
서 우리의 생활공간의 일부가 회색문화로부터 녹색문화로 전환되고 있는 바, 매우 고무적인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개최되는 목조건축대전은 목조건축의 발전과 목재문화 진
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조건축대전에서는 계획부문과 준공부문에 다수의 훌륭한 작품이 응모되었습니다. 계획
부문에서는 실무자 학생 및 일반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 위주의 계획 구조설계 개념을 표현한
11창작품이 응모되었고, 준공부문에서는 설계자 시공자 및 제작자로부터 5년 이내 준공된 목
구조 및 혼성 건축물 리노베이션건축물 등 여러 분야에서 12작품이 응모되었습니다.
이들 작품은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계획부문에는 모두 6작품(대상 1,본상 2,입선 3) 그리고 준
공부문에서는 7 작품(대상 1, 본상 2,입선 3,특별공로상 1)이 선정되었으며, 한옥작품이 다수
선정되었는바,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수상자 여러 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대전의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장 손기찬 교수, 심사위원 송재승 원장, 이전제 교수, 정운주
건축사, 한동수 교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 산림청, 캐나다
우드, 한국목조건축협회 그리고 협찬해주신 한국목재신문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목조건축대전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기원하면서
축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사)목재문화포럼 이사장

정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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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국내 목조건축산업의 발전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해 개최하는‘2007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에서
수상을 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목조건축대전이 되도록 고생하신 정희석 목재문화포럼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전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웰빙 및 로하스 문화를 추구하면서 목재를 이용하는 목조건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목재문화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재이용은 가장 친환경적이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수단이며, 목재는 콘크리트, 금속 등에 비
해 훨씬 높은 온도, 습도조절 기능은 물론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 목조주택을 신축하거나 실내장식 등을 목재로 꾸미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는 생산과정에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의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탄소저장을 많이하는 물질입니다. 다행히 목재이용에 대한 관심과 수
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2003년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이 목재 및 목조건축물
의 우수성을 알리고 목재문화를 진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목재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알기쉬운 목재이용, 재
미있는 목공활동 등 홍보책자를 발간하였고 국민들이 목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을 권역별로 조성 중에 있으며, 대규모목재체험행사, 목재체험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목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인정, 목구조공사업의 전문건설업종
신설 등을 단체 및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어 목조건축물이 우리 생활에 좀 더 가
까이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우리건축의 본질과 목조건축물을 발굴∙시상하여 목조건축의 미래를 선
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목재문화 진흥 및 목조
건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5회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산림청장

서승진

7

05
07

From WCF President

개요

10

Progressive Report

심사평

12

Jury Report on Entries

발간사
격려사

준공부문
대상 | 라궁
본상 | 갤러리 소소
본상 | 에스케이 수펙스 센터
특선 | 종각
특선 | 취죽당
특선 | 웅진싱크빅 목재공사
특별상
국립산림과학원 테스트 하우스

계획부문
대상 | 기본 구성요소에서부터
본상 | 도시우산
본상 | Poly-Nest

Encouragement

18 Completion Awards
Grand Prize | Millenium Palace Resort & Spa
Best Prize | Gallery SoSo
Best Prize | SK Supex Center
Excellent Work | Jonggak
Excellent Work | Chijukdang
Excellent Work | Woongjin Thinkbig Wood Work
Special Award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in Test House

56 Design Awards
Grand Prize | Primary Element
Best Prize | Urban Umbrella
Best Prize | Poly-Nest

입선 | 열림과 닫힘

Selected Work | Open&Closed

입선 | 버티컬 파크

Selected Work | Vertical Park

입선 | Connection

Selected Work | Connection

기술 보고서
라궁
갤러리 소소

소개
목재문화포럼 / 캐나다우드
국립산림과학원
녹색자금관리단
목조건축관련 단체

76 Technical Reports
Millenium Palace Resort & Spa
Gallery SoSo

88 Information
Wood Culture Forum / Canada Wood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Green Fund Management Foundation
List of Wooden Architecture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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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2007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녹색자금의 지원을 받아 5회를 맞이하는 사업임.

� 시상식 : 일시_2007년 11월 30일 / 장소_서울대학교 농생대(75-1동)
식순 - 개회 및 국민의례
- 인사말 (정희석 목재문화포럼 이사장)

� 작품 주제
준공 부문 : 2007년 8월 1일 이전 준공된 (5년이내) 국내 목구조 건축물, 혼성 구조물, 목재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건축물,
목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및 조경시설물등의 제분야
계획 부문 : <85㎡

- 축사 (서승진 산림청장)
- 경과 보고 및 심사 총평 (손기찬 심사위원장)
- 시상식 : 준공부문/계획부문 (목재문화포럼 이사장)
- 폐회 및 사진 촬영

Human settlement for free
목구조 공법과 규격목재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연면적 100㎡범위 이내로 구조, 이동, 구축, 생활 공간등의
구성이 용이하고 자유로운 목조시설물

-만찬
� 수상작 전시회 : 일시_2007년 12월 3일~7일 / 장소_서울대학교 농생대(200동) 2층 특별전시실
� 작품집 발간 : 11월 30일

� 심사위원단
- 위원장 : 손기찬(건축가/인하대학교 겸임교수)
- 위 원 : 송재승(주택문화센터 원장)

이전제(서울대학교 교수)

정운주(공간 A&M / 건축사)

한동수(한양대학교 교수)

� 수상결과 (시상 내용)
▶ 준공부문(6작품)
구분

접수 번호

작품명

수상자

대상

2007A-011

라궁

조정구

본상

2007A-009

겔러리 소소

최삼영

본상

2007A-010

에스케이 수펙스 센터

정박

- 준공 부문 : 8월 31일(금) : 총 12작품 응모

특선

2007A-003

종각

지대진

- 계획 부문 : 8월 31일(금) : 총 11작품 응모

특선

2007A-005

취죽당

황두진

특선

2007A-008

웅진싱크빅 목재공사

이경호

� 접수 마감

� 작품 심사(포트폴리오 심사)

▶ 계획부문(6작품)

- 일시 및 장소 : 9월 19일(수), 캐나다우드사무소

구분

접수 번호

작품명

수상자

소속

- 결과 : 준공부문 9작품, 계획부문 7작품 선정

대상

2007B-010

Primary Element

신성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과

본상

2007B-011

Urban Umbrella

박지용, 박철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과

본상

2007B-008

poly-nest

김윤희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입선

2007B-007

Connection

김윤호

인하공업전문대학 실내건축과

입선

2007B-004

Vertical Park

김수영, 노인구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입선

2007B-003

열림과 닫힘

천홍국

인하공업전문대학 실내건축과

� 현장 심사 진행(준공부문)
- 1차 현장 심사(2작품) : 10월 8일
- 2차 현장 심사(5작품) : 10월 12일
- 3차 현장 심사(2작품) : 10월 15일

▶ 특별상 : 국립산림과학원 테스트하우스

� 최종 심사

� 공고

- 일시 및 장소 : 10월 29일, 서울대학교

다음 작품에 대한 수상을 취소합니다.

- 결과 : 준공 부문 : 대상(1점), 본상(2점), 특선(3점), 특별 공로상 선정

수상내역 : 2005년도 한국목조건축대전 은상

계획 부문(공개 심사) : 대상(1점), 본상(2점), 입선(3점) 선정

작품명 : CCA WOOD SYSTEM - Mobile Craft
수상자 : 성산종합개발 이한림, 경기대 건축학부 강병효
취소사유 : 동일작품을 2005건축대전 중복 신청 및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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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찬(건축가ㆍ인하대 겸임교수) | 심사위원장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올해로 5회째 맞이하는 짧은 년륜과 한정한 건축

었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성과에 비해 실망스러운 작품이 있는가

또한 계획부문에서는

도에게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번의 주제의 목적만큼은 좋다고 말하

영역으로 인해, 참여대상의 폭이 넓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점진적인

하면, 예상외의 기대를 할 수 있었던 작품도 발견할 수 있었다. 힘든 여정이

올해 계획부문에서 제시된 공모주제는 목조에 대한 쉬운 접근과 참여의 폭

기 어렵다. 그러한 소모적이고 현란한 과시적인 작업을 지양하는 의미에서,

노력과 호응으로 목조건축문화 발전과 친환경적인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

지만 현장심사의 필연성이 대두되는 문제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을 넓히기 위해, 설령 기술적 파악이 덜 된 응모자라도 주제가 속한 지평안

제시되었던 주제를, 목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차이를 응모자간에 발견하기

어, 우리의 목조문화의 창작의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 선도적 자취를 남기

마지막으로 최종심사에서 작품들에 대한 논의를 거쳐 대상 1점, 본상 2점,

에서 이해한다면 쉽게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

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고 있음을 심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선 3점, 특별상 1점 등 총 7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아쉽지만, 목조

성이 요구되는 주제인 만큼, 예년보다 작품수가 대폭 줄어 들긴 했지만,(공

대상작품의
「Primary Element」
는 목재의 기본단위인 2̋×4″
로서 적절한

건축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작품과 한옥의 재현으로 머무른 작품 - 2작품

모전 홍보 작업의 착오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년도와는 달리 일반적인 공

구축방법과 주제에 대한 개념의 질을 높이는데 비교적 긍정적인 대안을 제

준공부문에서

을 현장심사까지 하였지만 수상작에서 탈락시켰다.

모전의 관성에서 벗어나 목조건축대전이 지니는 특성과 목적에 근접하려는

시하였다. 본상인「Urban Umbrella」
는 창의적임에도 불구하고 목제로서의

올해 역시 예년과 같이 기술성과 함께 창의성, 친환경적 구현과 목조의 발전

특히 올해는 한옥관련 작품이 다수 출품되어 한옥을 이 시대에서 어떻게 접

열정은 최종심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능과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역시 본상인「Poly-Nest」
는

적 가능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심사 방법을 정하였

근할 것인지, 목조건축대전 심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출품된 계획안 총 11작품을 예비 심사한 결과 7작품을 최종 심사대상 작품

기본적인 환경문제와 함께 목재에 대한 진지하고도 지적인 접근에도 불구

다. 우선 1차 제출된 파일을 검토, 1차 심사를 거쳐 9작품을 현장심사대상작

한 많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의 주거양식에서 단절

으로 선정하였다. 미비한 작품도 있었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최종제출을 감

하고, 개념에서 껑충 뛰어넘어 시각으로 이어가는 심한 비약에서 진지한 탐

으로 결정하였다. 물론 목조대상작품의 출품 수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일

되어 왔으나 경제적, 기능적인 면에서 한옥을 재현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 방

안하여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하였다. 판넬과 모델을 제출하여, 직접 7작

구의 불충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 작품들이 상대적으

반적 단순목조에 침착하거나 가능성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 목재의 구태

식으로 그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해서「라궁」
작품은

품에 대한 응모자의 설명회를 열어 개별적인 설명과 질의하는 기회를 가져

로 쉽게 다양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달리 목조에

적인 사용 성과만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전년도까지에 비해 일반

목재의 현장가공이 아니라 기계적인 가공으로 인한 공업화의 전초로서의

제출된 작품에 대한 의문을 최소화하였다. 최종심사에서는, 일부 작품들에

대한 이해와 구축(결구)방법에 대한 접근은 대단히 고무적인 성과일 것이

적인 2̋×4̋공법의 펜션주택류의 작품들이 자취를 감춘 것은 목조건축대

경제성과 한옥을 개별채로서가 아니라 집합화시켜 다중시설(호텔)로서의

서 주제를 이해하지 못한채, 목조에 대한 탐구에 접근하였다고는 하지만, 기

며, 오히려 국내 목조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학도들이 다양한 제 분야에

전 심사의 역할기능으로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물론 전반적

재생을 실현시켰음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좀 더 기능성보다

본적으로 목재가 지니는 특성에 대한 목구조의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함을

서 폭 넓고, 리얼리티에 대한 감수성과 구체적인 상상력(추상적인 형태언어

인 이 시대의 목조건축산업을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목조

는 한옥의 외양적인 양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과 한계는 있지만, 한옥

느꼈다. 오히려 외형적인 팽대한 에너지로만, 단순히 목재를 사용한다는 위

가 아닌)과 실험정신이 기대된다. 제한된 주제와 목조의 극히 한정된 학역

문화 산업의 다양한 발전을 위해서는 선도적인 역할로서의 심사대상 기준

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실험작으로서 다중의 사용자에서 어떤 체험과 성과

안에 머물러 있었다. 목구조(Tectonics)의 특성에 대한 해석이 눈에 잘 띄지

의 범위내 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응모자와 입상자 모두의 노고와 열정에

으로서는 그 가치를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많은 논란과 숙제를 남겨두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않음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탐구 능력이 요구될 것

찬사를 보낸다.

제출된 파일심사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부 현장을 방문하기로

그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에 더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국립산림과학

이다. 이러한 탐구의 능력빈곤은 미적(시각적)풍성함으로 결코 보상받을 수

결정하였다. 3일간의 전국에 걸친 장정으로 현장심사대상 9작품을 방문하

원 테스트하우스는」계획디자인 기능보다는 목조주택의 성능실험에 대한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불분명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적인 과정을 뛰

여 심사한 결과, 몇몇 작품에서는 파일(사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

성과와 계속적인 기대에 의해 특별상으로 쉽게 결정하였다.

어넘어 단순 목표에 집착하는 것 - 이러한 조형적 목표 자체가 젊은 건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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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시공이 가능하였다.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

용하여 명실상부한 라멘조의 다양한 디자인을 기대한다.

규격목재를 사용하여 비교적 소규모의 구축물을 목조로 디자인할 때 설계

금년 목조건축대전의 준공부문 출품작들의 특징은 전통목조건축의 기법을

구조 대안의 하나로 주목한다. 전통 한옥을 모티브로 한 명품을 만들기 위해

웅진 싱크빅 목재공사 : 마감재 로서의 목재의 다양한 사용을 한 건축물

자의 아이디어에 높은 점수를 주려고 했으나 기대에 미흡한 작품들이 대부

적용하거나 한국형 목조주택을 테마로 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서는 디자이너의 역량과 공사비 절감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에서 보는 기쁨을 맛 보았다. - 콘크리트 옹벽, 지붕의 산책로, 중정의 덱크,

분 이였다. 본 작품의 부재 접합과 반복적인 확장은 목구조의 기본에 충실한

실내바닥 그리고 유리벽의 햇빛을 차단하는 회전 차폐막등. 목구조물이 아

접근방법이다. 2x4부재만 가지고 계획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지난해의 출품작들과는 매우 다른 현상으로, 서양식 목조건축이 국내에 유
입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목조건축을 전통이나 한국형으로 접근하

라궁 : 현대 건축물을 전통 한옥의 조형기법으로 건축하겠다는 건축주의 의

님이 아쉽다.

있지만 작품의의도에 일관성이 있어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 실제로 건

려는 시도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가회동의 한옥을 개보수한 취

지를 높이 평가한다. 호텔 숙박동의 배치에서 한옥의 ㅁ-형 객실단위를 자

취죽당 : 북촌 한옥마을의 보전을 위한 개보수의 사례로 건축가의 역할이

축해 보면 좋겠다.

죽당이나 종로구 재동의 가회헌+구르메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예로 원형

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마당을 노천 온천욕장으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건축가의 디자인 솜씨는 한옥의 협소한 공

입상작들 Poly-Nest는 작품취지나 부지 분석등의 준비작업은 거창하지만

을 보전하면서 현재의 생활기능에 맞도록 공간을 재구성한 디자이너의 솜

로 설정하거나 특히 대청, 누마루, 회랑, 대문등의 전통건축의 공간 도입은

간에서 취사 및 식사공간의 구성, 대문진입과 사랑채 마루의 공간설정, 조명

정작 작품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목구조의 건축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

씨가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대상작인 전통 목구조방식으로 설계한 호텔 라

리죠트 호텔에 걸맞는 시설과 한옥을 체험하는 최초의 시도로 기록될 것이

연출등에서 빛난다.

Urban Umbrella와 Connection은 목조건축을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보일뿐

궁은 한옥구조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다. 다만 대청이 바닥난방으로 인하여 원목마루를 사용하지 못한 점, 회랑으

종각 : 과학관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목구조로 디자인했다는데 그 의미를 둔

작품으로의 아이디어가 없는 구조물일 뿐이다. 재 도전을 기대한다.

준 작품이다. 이 호텔은 기술적으로 부재의 규격화와 프리커트 방식의 공업

로 둘러쌓인 외부공간의 미완성, 실내가구나 소품들의 건축공간과의 부조

다. 석조 첨성대를 목조로 형상화 하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불합리한 구조

Vertical Park는 무시하고 목재를 단순히 끼우고 맞추는 재로로써 해석하

화 건축을 적용하여 비싼 한옥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

화등은 옥에 티로 보여 진다. 그러나 한옥의 공업화건축으로의 가능성을 충

가 된 것 같다. 세련된 디자이너의 솜씨가 아쉽다.

다보니 건축물 구조의 기본을 도외시하고 있다. 작품취지를 잘 해석하면 좋

었다. 전통목조건축을 지향하는 작품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 부지내에 건축

분히 확인시켜주는 기분 좋은 목조건축물이다.

된 테스트 하우스가 있다.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국산

에스케이 수펙스 센타 : 도면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 보다는 실제 현장에

계획부문 | 목구조의 기본에 충실

설득력이 미흡하다. Revival, Koren Traditional Architecture를 1차심사에

재를 이용한 기둥-보 공학목구조 시스템, 프리커트 부재 및 모듈 설계 시스

가서 본 결과가 훨신 좋은 사례다. 주변산세를 조망하는 부지와 지붕의 곡선

목조건축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대학이 없는 실정에서 작품주제를

서 선정한 이유는 가능성을 기대했으나 구조적으로나 건축적으로 다듬어지

템, 전통과 현대 목구조의 융합등을 적용하여 테스트 하우스를 축조시연한

이 어우러져 목구조의 자연미를 돋보게 한다. 강당이나 전시실등의 대공간

정하는 데는 제약이 많았다. 따라서 목재의 특성과 기본만 이해하면 누구나

지 않아 만화 수준에 머므르고 말았다.

프로젝트다. 기둥-보 구조재를 기계 프리커트 방식으로 공장제작함으로써

을 목구조로 설계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건축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목

쉽게 계획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규모를 100㎡범위 이내로 한정하

현장 구조체 조립을 2일만에 완성하였다. 1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로 연

구조미를 감상할 수 있는 건축물로 추천한다. 그러나 목재와 이질재료의 접

거나 패널을 A3 1장으로 제한한 것등도 목조 시설물의 아이디어를 표현하

특별상

구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경쟁력있는 목조건축의 기술축척을 기대한

합 디자인은 앞으로 다양한 시도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는데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출품된 대부분의 작품은 목구

국립산림과학원 테스트 하우스 : 우리 몸에 맞는 목조주택의 유형이 무

다. 또하나 주목할 프로젝트로 파주시에 건축된 갤러리 소소가 있다. 본 작

갤러리 소소 : 산학연이 공동참여하여 진행한 최초의 한일목조공동연구

조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계획취지와 작품결과의 연계성이 미흡했

엇인가를 탐색하는 일환으로 시도한 작품이다. 특히 국산재 활용 및 건축물

품은 일본의 미야자기 목조기술연구소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참여

프로젝트에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목조 라멘조. 프리 컷 공법,

다. 대상작 Primary Element가 주제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다.

의 기본요소가 되는 목구조의 기술 축척, 차음성능과 단열성능의 기준 설정,

한 한일목조공동연구 프로젝트다. 본 연구는 프리커트를 전제로 목구조를

Skeleton and Infill 디자인 개념등을 접목하는 건축가의 도전의식과 열정에

라멘조로 해석하여 실험에 의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단 하루만에

찬사를 보낸다. 라멘조 목구조를 외벽체와 일체화 하거나 다층 건축물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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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열림과 닫힘은 건축과 빛에 대한 작품이다. 왜 목조건축이여야 하는

목조건축의 내구 성능의 향상등를 지속적인 연구와 테스트를 통해 완성하

Primary Element : 계획취지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다. 심사의 기준은

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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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소소 : 이 작품은 디자인적인 측면보다 구조적으로 매우 실험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오해 받기 쉽다는 등 다른 부분과의 세심한 연결에 좀 더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응모작은 준공작품과 계획작품 모두 기대치에 턱없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건물이라 여겨진다. 이 건물의 구조적 특징은 미래지향적인 목구조로서 단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못 미쳐 홍보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객실로의 진입동선의 처리도 회랑을 이용한 획일적인 방법을 사용하

순히 하나의 건축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구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국립산림과학원 테스트 하우스 : 이 작품은 건물의 완성도로서의 평가

그러나 저조한 참여도는 단기적으로 홍보방식의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될

고 출입구의 처리도 미숙하여 치나친 표현일지는 몰라도 마치 곳간이나 부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구조체의 재

보다는 목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새로운 적용을 시도한데서 평가되어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건축계가 처한 목조건축의 수요환경과 공급능

에 들어가는 느낌을 주어 아쉬움을 더했다.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환경 친화적인 건축을 실현함에 중요한 포인

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구조부재를 실제 적용하여 가능성을 찾고자 함으로

력, 그리고 대학교육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반면 시공단가를 낮추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대목수가 고심한 부재의 생산

트라고 생각된다. 둘째, 목구조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양방향라멘구조를 사

써 향후 국내에서도 부재 개발의 가능성을 보였으며, 부재 개발로 그치지 않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목조건축이 지어질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확고한

방식, 전통적인 구조재와 현대적인 수장재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점 등은 한

용한 것으로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셋째, 최근에 외국에서 활성화된

고 구조시스템으로까지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일반 건축가들의 목조건축 설계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옥의 현대화 가능성을 열어주는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시도로서 라궁은 건축

프리컷(Pre-cut)기술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국내에서는 구조재로

종각 : 이 작품은 첨성대의 일부를 형상화한 목구조물로서, 목재로 첨성대의

미래의 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목조건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 보다 오히려 대목수의 노력과 건축주의 의지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할 작

사용되지 않았던 삼나무 집성재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

일부를 형상화한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석조물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 내에서 활성화 되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품이었다.

은 어느 한 가지도 실험정신 없이는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인 첨성대의 크기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단순히 재료만 바꾸었다는 인상을

심사평에 앞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것이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의

한옥은 설계자 못지않게 시공자, 즉 대목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떻

과감하게 도입한 것은 국내 목구조에 있어서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으

강하게 받게 된다. 즉, 목구조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전후 맥락을 통해 느껴지는 공통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 보면 대목수의 수준에 결과물의 성패가 달려 있기까지도 하다.

로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실험정신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구조체의 단

그러다보니 목재를 사용할 때의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간과되어 내구성에

먼저 준공작품을 살펴보면 양적인 면에서는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

그러므로 차후에 한옥과 관련된 작품은 대목수와 건축가 모두가 평가의 대상

면칫수가 과도하게 보인다거나, 기둥과 벽체가 분리되어 있음으로서 자칫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태가 되어 버린 것이 아쉽다.

이 없었지만 건축유형과 기술수준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점은 취죽당과 기회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성품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조립하는 수준인 이른바 전원주택류의 목조건

대목수와 건축가의 절묘한 협력이 가능해야만 성공적인 당대의 한옥이 탄생

축 대신 건축가의 노력과 창의적인 시도가 두드러진 전통목조건축을 비롯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 마감재나 구조재로서 목재를 활용한 사례가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

그밖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목조건축과 마감재의 사용이 주가 된 작품을 구

로 보였다. 그 가운데 처음부터 심사자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라궁이었고 이

분해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조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실내의 인테리어와

견은 있었지만 결국 대상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특히 그것은 전통 한옥의 변

이러한 인상을 받게 한 것은 웅진싱크빅 목재공사였는데 이 작품은 이미 건축

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한옥구조를 재현하거나 정체불명의 변형

목재 내장재 간에 어딘지 모르는 거리감이 보이는 것과 결구부의 철물과 벽

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준 점에서 심사자들의

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큰 기대를 가지고 현장답사를 했으나 목조건축이

을 이루는 정도의 작업이었다면 그 의미는 대단히 줄어들게 된다. 이 작품

체와의 만남부분에서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었다.

호응이 높았으며 소수의 이견을 잠재울 수 있었다. 다만 현장답사를 통해 라

라기보다는 옥상정원의 처리와 지하주차장의 벽면에 사용한 목재공사였다.

에서는 전통 한옥구조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몇 가지 노력을 볼 수 있는데

Primary Element는 구조적해결이나 조형적인 제안을 함에 있어서 목

궁에서 아쉽게 느낀 점은 한옥을 이용하여 호텔을 만든 장점이 충분히 드러

그래서 응모작의 제목도 목재공사라고 붙인 것 같은데 목재 특유의 물성을

그중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도시형 한옥 구조를 호텔의 객실 유니

구조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남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 x 4 구조재를

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잘 드러내고 다양한 활용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높이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

트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도시형 한옥이 가지고 있는 연립적인 특

병렬 사용함으로써 부재연결의 축방향성이 생기고 이 방향성을 이용하여 중

이를테면 한옥이 하나의 가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가 아니라 호텔이라는 용

고 싶다.

성이 호텔기능에서 요구되는 유니트의 반복이라는 특징에 부합할 수 있게

심공간과 주변 완충공간을 설정한 시도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위 경관을 고려한 마스터 플랜이 충실하게 이루어

다음으로 계획작품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준이하라고 밖에 달리 표현을 할

되었고 투숙객은 각각의 유니트에서 북촌한옥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안마당

부분에서의 구조적 모듈들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져야 했는데 단순한 형태의 반복이 주는 단조로움과 상호 연계성의 부족이

수가 없다. 한 두 작품이 비교적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제시하였지만 대다수

과 대청마루등의 그윽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Urban Umbrella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구조적 대담성에도 불구하고 캐

노출되었다. 또한 한옥은 작은 스케일에서 느껴지는 공간의 여유가 돋보이는

는 목재의 물성은 물론 목조건축의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

갤러리 소소는 목재기둥과 보의 결구방식에 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노피를 구성하는 그리드와 하부 원형 모듈간에 규칙적인 만남이 있었으면

부분인데 라궁에서는 실내공간와 외부공간 모두에서 답답함을 주고 있다. 이

어 실망스러웠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대학교육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

방식은 연결철물을 노출시키지 않는 깔끔한 목구조의 진미를 보여준다. 그

훨씬 완벽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는 아마도 실내공간의 과도한 가구사용, 노천온천을 위해 마당에 설치한 욕

다고 보인다. 대다수 대학에서 목조건축과 관련된 설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러나 이 노력의 대가로 부재들이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Poly-Nest는 학생이 제안한 형상을 실제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구조적

탕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다시 이전으로

던지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우리 한옥구조의 대들보 등에서 볼 수 있는 투박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거칠고 구멍이 숭숭 뚫린 목재 스킨을 더블로

건축주의 요구였는지 모르겠지만 마당 한 복판을 점유한 노천온천은 어색하

돌아가 주제를 목조건축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해 보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함을 만날 수 있다고나 할 까.

사용하여 바닥, 벽, 천정을 모두 감싸고 안팎의 공기를 자유로이 소통시킴으

기 짝이 없었다. 과연 이 호텔이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염두에 두고 지어졌는

것 같다. 왜냐하면 주제를 줌으로 해서 오히려 학생들은 목조건축뿐만 아니라

에스케이 수펙스센터는 목재를 구조재, 내장재 그리고 외장재로 충분히

로써, 실질적 목적이라고는 오직 새를 조망하는 것 밖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지 하는 의문도 들었다.

주제에 대한 고민까지 하게 되어 이중의 부담이 되었고 결국에는 대다수 학생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외관의 형태나 세부적인 표현에서도 현대 목구

poly 로서의 nest를 목재라는 재료를 통하여 잘 표현하고 있다.

물론 개개의 객실에서 소품의 배치와 식재를 통한 전통건축의 묘미가 일부

이 주제의 해석과 목조건축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운주(공간 A&M / 건축사)

라궁은 전통 한옥구조를 현대적인 용도로 활용하였다는 시도에서 우선 주

16 2007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17

준공부문

KOREA
WOOD DESIGN
AWARDS
2007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W O O D D E S I G N AWA R D S

대상 | 라궁
본상 | 갤러리 소소
본상 | 에스케이 수펙스 센터
특선 | 종각
특선 | 취죽당
특선 | 웅진싱크빅 목재공사
특별상 | 국립산림과학원 테스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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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 대상

羅宮(라궁)
전체 남측입면도

조정구 | (주)구가도시건축사무소

위
치
대지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층
수
구
조
준 공 일
건 축 주
설 계 자
시 공 자

|
|
|
|
|
|
|
|
|
|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2-1번지 일대
19344.79㎡
1842.27㎡
1529.81㎡
지하1층/지상2층
한식목구조, 철근콘크리트 기초
2007.3.29
(주)신라밀레니엄
조정구
조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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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북단면도

21

누마루형 단면도

누마루형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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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궁’
은 호텔이라는 현대적 기능을 전적으로 새로운 땅에서, 적합한 대안을 찾아
내어 전통 한옥의 조형과 공간으로 만들어낸 사례라 할 수 있다. 준공한 라궁은 지
하1층,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557평, 동서로 98m, 남북 38m이며, 모두 16개의
객실영역과 식당과 라운지가 있는 관리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객실은 모두 독립적인
마당과 전망을 갖추고 있으며, 회랑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채를 이루고 있다. 여기
에 전면으로 인공연못을 두고 후면에는 중정과 화계를 두었다.
도시한옥의 집합개념을 적용한 집중형 배치 :‘집중형 배치’
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
이는 동시에,‘회랑’
을 연결공간으로 제안함으로서, 공간과 조형의 격식을 높이고,
일반 한옥 공간에서는 얻기 어려운‘고유한 체험’
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마당과 노천온천의 결합 : 한옥 마당이 지니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공간적 성격을 적
극 활용하여, 노천온천을 마당에 설치함으로서, 프라이비트 공간에서 자연과 개방
되어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마당과 노천온천의 결합, 또는 누마루와
노천 온천의 결합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다.
자연으로의 개방 : 주어진 기존 지형을 활용하여, 인공연못(가로 90m 세로 45m)을
중심에 놓고 주변 지형으로 둘러쌓아,‘개방적이면서도 외부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
독립적인 경관’
을 객실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전통적 격식공간의 창출 : 공적인 영역의 계획, 즉 리셉션과 라운지, 식당을
담고 있는 관리동과, 숙박 unit을 연결하는‘회랑’등의 공간과 조형은, 우리의 전통
적 조형을 현대적으로 승화하여 계획하였다.
전통법식의 해제 : 전통건축 요소의 다양한 결합 : 입구에서 진입하는 관리동은‘2
층 규모의 요사체와 높은 회랑을 결합하고 있으며, 숙박동은 궁중 혹은 사찰의 회랑
과 도시한옥의 유형을 연립하여 결합하고 있다. 또한 객실 내부에는 도시한옥에서
는 보기 어려운 누마루를 두어, 조경 및 수경공간을 조망하도록 하였다. 전체를 전
통 목구조에 기반하여 구축하면서, 전통적 법식의 긴장된 틀에 묶여있던 전통요소
들을 해제하여 다시 구성, 결합하였으며, 현대적 건축요소를 내연화하고자 했다.

전체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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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 남측 입면도

관리동 북측 입면도

관리동 동측 입면도

관리동 서측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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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2층 평면도

갤러리소소는 인공조림된 리기다소나무와 잡목으로 이루어진 경사진 대지에 길을 통해 건축과 자연의 긴

준공부문 | 본상

밀한 대화를 유도하도록 계획되었으며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기존 자연 질서와 조화로운 결합, 싸
게 지을 수 있는 공법의 선택, 가볍고도 소박한 조형으로 주변을 압도하지 않는 겸손하고도 단아한 형태로

갤러리 소소

계획되고 구축 되어야함을 전제했다.
땅속에 앉히는 카페동과 갤러리 1층은 콘크리트를 베이스로 시공 되어 두동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갤러리
1층과 2층은 목재 라멘조로의 기둥으로 통합시키며 숲을 향해 열어 두었다.

최삼영 |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진입은 두동 사이를 흐르는 숲을 향한 관통과정에 두었으며 카페상부 데크에서는 기존의 동산인 숲과 갤
러리 창에 비춰지는 허상인 숲 사이에 놓여진 즐거움을 누린다.
갤러리는 자연의 경사에 순응하는 계단을 통해 연결되어 목조라멘조 숲을 산책하게 되고 전시를 돌고 나
오는 브릿지에서 비로소 자연과 건축이 주는 조화의 메시지를 알수있도록 하였다.

위
치
대지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층
수
구
조
준 공 일
건 축 주
설 계 자
시 공 자

|
|
|
|
|
|
|
|
|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69번지
766.9㎡
274.74㎡
195.08㎡
2층
목조, 철근콘크리트조
2006.12.26
금혜원
최삼영
금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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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는 개인적인 프로젝트지만 목조건축 연구에는 다소의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미야자키 목조기술연구소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참여하고 미야자키현청과 목조전문시공
사인 스튜가의 협조와 참여로 진행된 한일 목조 공동연구프로젝트인 셈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사례가 드문 프리 컷이 전제된 목조 라멘조로서 시험적 성격이 강한 테스트하우스 이다.
수차례 일본을 오가며 실험체를 만들고 부숴보며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에서 프리
컷을 하여 단 하루 만에 조립 시공을 한 목구조의 새로운 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빨리 짓고 재활
용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건축이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할 미래형 목조건축이라고 규정짓고 이를 위한
제안으로 skeleton and infill의 개념을 설정했으며 지속가능하고 변화에 대응하여 해체, 재조립, 증개축이
쉬운 목구조 대안을 실험하게 된 것이다.
지상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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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30 2007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31

종단면도

횡단면도

32 2007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33

준공부문 | 본상

에스케이 수펙스 센터

행복관 - 정면도

정 박 | ㄜ쎄쩌코리아건설

위
치
대지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층
수
구
조
준 공 일
건 축 주
설 계 자
시 공 자

|
|
|
|
|
|
|
|
|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883외
3528㎡
1,187㎡
1,201.57㎡
지하1층/지상1층
POST&BEAM
2007.6.25
ㄜ에스케이건설
윤성섭
정박

행복관 - 좌측면도

행복관 - 부분입면도

행복관 - 우측면도

SUPEX CENTER 설계 설명서
충주 외곽의 소박한 2차선 도로를 잠시 지나다 보면 골프장 옆 산으로 들어가는 비포장 도로를 접하게 된다.
계곡 아래쪽에서 산을 향해 오르다보면 양측 산봉우리 사이에 어찌보면 아늑한 공간이 자리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랜 시간 공들인 흔적이 남아있는 숲속 길. 그 안에 어느 누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낡은 주택, 이곳
이 연수원 부지였다. 그러나 현장은 잡석이 쌓여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의 땅이었다. 북향 경사, 허리가 잘룩 들어
간 불규칙한 형태, 성절토가 이루어진 지질, 진입로의 난감함, ……
전시공간도 있으니 북향도 괜찮다는 위안을 삼으니 산 아래의 경치가 눈에 들어왔다. 본 연수원은 인근의 산행
과 연계된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 시설로 강당, 전시장, 교육장을 위주로 관리시설과 접객시설이 일부 포
함되어 있었다. 조용히 산을 시작하는 공간, 기업의 역사와 함께하는 공간, 오래된 마음을 가다듬는 공간으로 산
과 일체되는, 융화된 형태를 구상해야 했다. 대지의 경사를 이용한 스킵형의 건물을 구상하였으나 건축주의 요
구는 강당과 전시공간의 통합, 가변성이었다. 평면은 계곡과 양측 산 정상을 향하는 교차되는 두 개의 축을 기준
으로 동절기의 사용빈도가 낮은 시설임을 고려한 관리공간의 분리와 계절별 사용 시간의 분리를 계획하였다. 또
한 계곡에서 바라보면 양측 산의 형세와 어우르는 지붕의 곡선을 두고 계곡의 흐름과 산세의 흐름이 교차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항상 그렇지만 건축주의 오랜 기획, 짧은 설계기간, 급박한 설계변경등으로 많은 아쉬움
이 남지만 대기업에서 목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시도했다는 점과, 우리가 다루어 볼 수 있었다는 점
에서 그 의의를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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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관 - 종단면도

미래관 - 횡단면도

미래관 - 정면도

미래관 -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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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관 - 좌측면도

미래관 - 우측면도

supex center 설계 개념
1. 메스의 분절을 통한 지형의 고저에 따른 배치로 자연과의 조화
2. 계곡 방향의 축과 정상 방향의 축간의 상호 융합
3. 기능별 분회된 공간에 따른 입면의 순수한 표현
4. 지붕의 곡면 처리로 주변 산세와의 조화를 유도
5. 전망 확보를 위한 대형 전면 창호 구성
6.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용도별, 시간대별 구획
7. 천정 높이의 변화로 역동적인 공간감 표현
8. 곡선 구조재의 순수한 노출로 구조미 표현
9. 대규모 공간에도 공학용 목재를 사용 주요 구조재에서부터
친환경 건축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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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 특선

종각
지대진 | 한양통나무건축

위
치
연 면 적
건축면적
구
조
준 공 일
건 축 주
설 계 자
시 공 자

|
|
|
|
|
|
|
|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2-2 국립중앙과학관 역사의 광장
16.39㎡
16.39㎡
목구조
2006.10.9
국립중앙과학관
김학민
지대진

41

원광식 (진천 종 박물관 명예원장, 중요 무형문화재 112호 주철
장)님께서 기증하신 상원사 신라 성덕왕24년, 높이 167cm, 지
금 91cm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국보 제 26호)을 복원
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 기획 목적으로 종각형태로 건축
을 하였습니다.
동종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단순한 종각의 형태가 아닌 건축물
디자인 제안서 중에서 신라시대의 첨성대를 모델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의 기둥에 각각의 보를 올려 구조적 안정감을 주었으며 첨
성대의 상부 형태를 1대 1의 비율로 제작하여 축조형식으로 건
축하였습니다.
중앙 보 부분에 종탑을 철물로 이용하여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
하였고 종을 칠 수 있는 당목이 달려 있습니다.
구조의 안정감을 더 하기 위해 기둥의 하중을 안쪽으로 몰리게
하였으며 종소리의 울림을 더 하기 위해 종의 하단 바닥에는 울
림통을 설치하였으며 최 상단의 지붕 부분은 투명한 재질이 사
용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주안점은 신라시대 첨성대를 형사화 하였
으며 구조재는 말구 40cm이상의 원형의 통나무를 가공하여 각
단마다 12개씩의 부재에 못을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의 접합기
술로 완성되었습니다.
완성 이후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하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
구나 직접 타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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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 특선

취죽당

취죽당은 북촌 한옥마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31번지에 위
치해 있다. 이 지역의 한옥들은 1930년대에 당시의 개발업자들에 의해 지어졌는데, 이
후 여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집주인의 편의에 따라 개조되고 수리되었다. 우
리가 처음 방문했을 때 이 집의 평면은 매우 특이했다. 전체적으로‘ㄷ’자형 배치인데

황두진 | (주)황두진 건축사사무소

대문간에 들어서면 바로 앞에 사랑채 측벽이 가로막고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자 면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집이 사람을 맞이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전체적
인 집의 느낌이 썩 양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설계 과정에서 온전히 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기존 사랑채의 일부를 마루로 바꾸었다. 5미터 남짓한 규모지만 개방된 누마루가

위
치
대지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층
수
구
조
준 공 일
건 축 주
설 계 자
시 공 자

|
|
|
|
|
|
|
|
|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38.8㎡
59.5㎡
59.5㎡
1층
전통목구조
2005.6
신순자
황두진
박석규

생김으로 인해 집이 미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개선과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옥에는 소위 건축과 인테리어의 구분이 없다. 한옥의 각 요소들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들어올리는 분합문은 실내에 설치하는 인테리어 요소지만 이것은 전체 집안의 공간적 흐름
과 전개,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방식을 조절하는 건축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조명만 해도 그렇다. 우리
는 가급적 조명기구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특히 천장에서 아래로 달아매는 펜던트 타
입의 조명은 사용하지 않았다. 가급적 광원을 숨기고 눈에 드러날 때도 아주 단순하고 주장하지 않는
조명을 사용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명은 있되, 조명기구는 없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는 한
옥이 전통적으로 방바닥에 호롱불 같은 것을 놓고 조명하던 즉 광원의 위치가 매우 낮았던 집이라는
데도 이유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한옥은 집 전체가 조명기구라는 생각 때문이다. 천장에서 내
려쏘는 조명보다 은근하게 비추는 조명이 훨씬 더 한옥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집에서도 유리를 쓰지 않고 빛을 잘 분산시키는 창호지와 비단을 바른 전통방충망으로만 창호마감을
했다. 이렇듯 한옥은 건축적 조명(architectural lighting)을 실험하기에 좋은 대상이기도 하다.

이 집에서 주목할만한 또다른 요소는 부엌에 관한 것이었다. 한옥의 부엌은 전통적으로 순수하게 음식을 만드는
장소일 뿐, 그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다이닝키친(dining-kitchen)’은 아니다. 그래서 부엌에 식탁을 놓을 만
한 공간의 여유가 없다. 따라서 한옥을 관조의 대상이 아닌 생활공간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런 문제를 필수적으
로 해결해야 한다. 수 차례에 걸친 답사 끝에 우리가 찾아낸 해결책은 부엌 한쪽에 평상 비긋한 구조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좌식탁자(밥상)를 놓아 식사공간을 마련한 것이었다. 상을 접어서 치우면 평상시에는 작업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 하부에는 널찍한 수납공간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 입식식탁을 놓는 것에 비해 공간을 수직
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탁월한 방식이다. 이미 전통이 되어버린 한옥을 현대인의 생활에 맞추어 개보수하는
이 작업을 우리는 창조적 복원(creative restoration)이라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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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 특선

웅진싱크빅 목재공사
이경호 | (주)영림목재

위
치
연 면 적
건축면적
층
수
준 공 일
건 축 주
설 계 자
시 공 자

|
|
|
|
|
|
|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5-1
12,862.84㎡
3,226.93㎡
지하 1층/지상2층
2007.4.30
윤석금
정승권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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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은 21세기 우리 국민의 사회 경제 문화적, 기후적 생활여건과 민족적 정서에 부합하며, 환경
친화 건축재료인 공장에서 목재를 모두 가공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커트 방식의 기둥-보구조 형식으
로 개발하여 축조실연한 테스트하우스를 국내 최초로 선보여 목조건축업계 뿐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속에 아
울러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테스트하우스는 기계 프리커트 방식의 국산 낙엽송 목재로 만든 집성재 기둥-보 구조를 2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모두 완성하는 놀라운 기록을 수립하였다. 이 공사기간은 전통방식에서 30일정도 소요되던 공사기간
과 비교할 때, 획기적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비 절감과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구내에 2층, 연면적 234제곱미터의 규모로 지어진 테스트하우스의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분위기의 천연 목재가 자연스레 방문객을 맞이한다. 또 목조건축 고유의 탁월한 단열성능으로 인하
여 세계 최고의 이상적인 난방기술로 알려진 온돌에서 나오는 따사로움이 온 몸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된다.
테스트하우스는 목조 공동주택의 주요 과제인 차음성과 에너지효율, 내구성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한 연
구를 금년부터 수행하고, 한국형 목조건축 고유모델의 개발에도 활발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준공부문 | 특별상

국립산림과학원 테스트하우스
국립산림과학원

테스트하우스축조실연

테스트하우스 전경

테스트 하우스 계단실

사랑방의 기능으로 사용될 테스트하우스 공유동 내부

기둥과 보가 보이는 테스트하우스 실내 모습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테스트하우스는 21세기 우리 민족 주거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기획된 미래 지향적인 2층 목조건축물로서, 전통 목조건
축에서 사용하던 주요 구조부재를 미리 가공한 프리커트 방식의 기둥-보 구조형식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은 국산재의 고부가가치 목조건축 부재 활용 및 목조건축 문화 창달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형 목조건축 모델 컨셉을 적용한 테스트하우스를 축조실연하여 2007 1월 25일(목)에 준공하였다. 테스
트하우스는 국산재 프리커트 부재를 사용한 기둥-보 구조형식을 국내 최초로 적용한 사례이다. 테스트하우스는 설계공모 당
선업체인 ㄜ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한국형 목조건축의 모델 컨셉을 담아 설계하여, 목조 전문업체인 (주)스튜가에서 단기
간에 시공을 완료하였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거문화의 화두는 참살이(웰빙)다. 21세기 국민의 정서와 주거생활환경에 적합하고
참살이 주거문화를 누리면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목조건축 개발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을 모아, 국
립산림과학원은 시대흐름을 반영한 한국형 목조건축의 모델 컨셉을 적용한 테스트하우스를 시공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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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계획
각 요소의 결합과 구성 원칙
- 선들의 교차, 반복 내지는 중첩을 강조하고, 재료의 면요소를 살리도록 한다.
- 창호를 포함한 벽면 구성에 있어서 선과 면에 의한 구성이 되도록 한다.
- 선적요소와 면적요소가 적절한 비례로 결합되게 한다.
- 매스가 분절될 때, 재료의 변화를 준다.

목재외벽널(선적요소)

앞마당

칼라강판(선적요소)
뒷마당

스타코(면적요소)
1층평면도

구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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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계획 축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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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문

KOREA
WOOD DESIGN
AWARDS
2007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W O O D D E S I G N AWA R D S

대상 | 기본 구성요소에서부터(Primary Element)
본상 | 도시우산(Urban Umbrella)
본상 | Poly-Nest
입선 | 열림과 닫힘(Open&Closed)
입선 | 버티컬 파크(Vertical Park)
입선 | Connection

계획부문 | 대상

기본 구성요소에서부터
(Primary Element)
- 도시 안 명상 시설

� 규격 단위 부재
구조용 목재는 일정한 크기의 나무를 재단하여 생산된다. 규격화 된 나무의
성질 또한 목구조의 중요한 특성이다.
� 최소 나무 구조재
구조용 목재는 규격화된 치수로 제재 하여 구조용으로 적합하게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2×4, 2×6, 2×8, 2×10, 2×12가 있다.
최소 단위 규격재료로 구축되었을때 목구조의 특성과 다양함을 보여 줄 수 있다.

신성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과

어릴 때 나뭇가지를 가지고 놀다 보면 손톱으로 쪼갤 수도 있고 온 힘
을 다해도 부러뜨릴 수 없을 때도 있었다. 좀 더 커 그것이 결 방향에
따라 그 성질이 크게 달라 진다는 것을 알았다. 이 작품은 이런 나무
의 기본적인 특성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나무의 특성을 어떻게 잘 들어 낼 수 있을까?
나무 세포조직의 특성은 재료의 가공단위, 결합방법, 마감 등에 영향

� System
방향성을 가진 구조를 에워싸면서 중심성을 가진 완결된 공간을 만든다.
중심공간과 에워싸는 공간은 서로 위계를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기둥의 배열만으로도 그 위계를 알 수 있다.

을 미친다. 이 규격화 된 나무는 목조의 중요한 특성이고 최소 단위
규격재료(2X4)로 구축 되었을 때 그 특성과 다양함을 보여 줄 수 있다
고 생각하였다. 여러 스터디 과정으로 부재들을 결합하면 방향성을
가진 구조물이 나오게 된다. 이 방향성을 가진 규격재의 특성으로 중
심적 공간을 만들면서 system을 만들고 나무의 구조적 특성을 표현
해 내고자 하였다.
� Detail
여러 방식으로 2×4를 쌓아서 스킨을 마들어 공간의 위계를 만든다.
힘의 흐름이 중심으로 모이게 함으로써 극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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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합
2×4의 접합은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다.
기본의 접합 부터 스터디를 시작한다.
이 것들이 반복되고 서로 시스템에 의해 연결 되면서 다양한 구법이 나온다.
� 반복확장
기본 접합을 가지고 반복을 하게 되면 방향성을 가진 구조물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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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우산
(Urban Umbrella)
박지용, 박철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과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걸으면 빗방울이 머리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다. 그러한 날 우산 속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안도감 또는 편안함을 주재(主
材)인 목재를 이용 도시적인 스케일로 재구성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존재하는 장소의 특성에 따라 대응이 가능한 URBAN UMBRELLA(이하 UU)
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INFRA STRUCTURE와 결합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
게 된다. 일정 크기의 도시의 지면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고 뜯겨진 도시의 단
면에서 돌출된 인프라들 (예를 들면 가스나 전기 상하수도관 등)과 UU가 결
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3개의 샤워장과 한 개의 SHELTER로 구성된
기본형에서 장소의 크기나 성격에 따라 작은 단위로 변화 하거나 추가 유닛들
과 결합하면서 각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UU가 구성된다.
구법은 다중심의 평면과 도시의 바닥판으로 인식가능 한 장방형의 지붕을 연
결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추구하였다. 기둥이 여
럿으로 갈라져 다발의 형태로 존재하고 지붕은 스스로의 강성을 가지고 다발
의 기둥위에 얹혀지는 방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지붕의 형태는 격자의 형
태에서 RANDOM한 사선들을 가지게 된다.
UU는 여름과 겨울철 모두 사람들이 필요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는 자전거나 인라인 혹은 조깅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며 UU
를 둘러싸고 저전거 거치대가 설치되게 된다. 겨울의 경우 공급되는 전기를
이용하여 히터가 작동하며 SHELTER의 기능과 온수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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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Nest
김윤희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Human Settlement for Free’
에서‘free’
라는 자유로움에서‘새’
라는
metaphor를 사용하여 인간과 새가 함께 공존하여 또 다른 새들의 nest,
즉 settlement이자 인간의 settlement를 찾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한강의 주요 철새 서식지인 밤섬을 대지로 선정하여 계획하
였다. 철새들의 연평균 서식분포도를 조사하여 새들의 주요 nest를 조
사하여 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 13군데를 poly로 지정
하였다. 각각의 poly는 종류별로 철새들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한
다. 각각의 poly는 철새를 관찰 할 수 있도록 opening을 그들의 nest로
향하게 하였다. 각각의 poly들을 서로 연결하여 축을 형성하고 이에 따
른 13개의 다양한 평면과 그에 따른 입, 단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각
각의 poly에서 새들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zone은 단차를 두어 다
른 zone과의 차별성을 둔다.
왜 목재인가?
왜 목재로 만들어져야만 하는가?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대지가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인
‘생태계 보존 구역’
라는 주된 쟁점을 바탕으로 이 대지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주변환경의 자연환경의 회복을 유도하고자 할 때 이에 친환
경재료를 선정하고 시공,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CO2
배출량을 억제시키는 공법을 제안하여 설계안을 제시한다.
새들의 nest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엮어가며 만들어진다. 그리
고 그와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poly nest 역시 새들의 서식지와 이질감
을 갖지 않도록 하고, 또 다른 nest, 즉 settlement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목재는 20-30%의 수분을 중심부에서 함유하고 있다. 수분은
목재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한다. 이는 목재의 수분을 10%
이내로 감소하여 목재 자체의 강도를 높이고 수축이나 팽창 등의 변형
을 최소화한다. 이에, 압축된 목재의 중심부를 제거하고 철심을 심어
기존의 일반적인 접합과는 달리 좀더 경제적이고 변형이 적은 접합을
제안한다.

66 2007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67

주개념은 압축된 목재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작고 짧은 간벌
재 나무를 압축시켜 건축물의 구조체로 바꿨다. 건축의 역학
적, 환경학적, 공간 기능적인 요구에 호응하고 생물체의 세
포운동과 같이 나무조각이 모이고 겹치고 떨어짐으로써 전
체적인 nest를 구성한다. 더블스킨으로 구조체와 루버를 구
성한다. 장스팬이 가능한 더블 스킨은 공기층을 만들어 단
열, 차음, 방진효과가 있으며, CO2를 흡수한다.
4가지 종류의 간벌재로서의 배열 패턴을 만들어 패널화한
다. 패널의 배열로 공간기능과 환경조건에 따라 벽, 바닥, 천
장은 선에서 면으로 변화시킨다. 더블스킨으로 된 2개의
layer와 자연광은 각각의 장면에 고유의 투명도, 밀도, 심도
연출이 가능하다.
인공 조명이 거의 없는 공간을 조성한다. 루버시스템으로 간
접, 혹은 직접적인 태양광을 도입하여 인공 조명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계절, 시간에 따라 보이는 외부환경으
로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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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과 닫힘
(Open&Closed)
전홍국 인하공업전문대학 실내건축과

Intro
우리나라 전통주거에 있어 가구식구조로 인해 공간을 형성하였고 형성된 공

태양의 고도에 따라 건물이 빛을 받는 위
치도 변화된다. 변하는 태양에 위치에 따
라 벽체의 회전을 통한DYLIGHT 의 유입
을 최적화 시킴으로써 자연채광을 적극
유도한다. 또한 이는 센서를 통해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여 채광량이 가장 많은 방
향으로 벽체의 회전방향을 조절하여 조
도를 일정량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간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구성된다.
창호로 인해 구분되어 있던 공간은 창호의 개폐를 통해 공간의 가변성을 둠
으로 인해 단일공간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

Background
현대에 들어오면서 자연세광과 자연환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선조들의 주거형태를 통해 세광과 환기의 요소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조들의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바람길을 유도 하였다.
전통적 주거형태를 현대인의 생활과 가치관에 맞도록 재해석하여 현대의 새
로운 주거 형태로의 전환을 꿈꾸어본다.

Concept

우리나라 전통주거에서의 바람길을 열어
주었듯이 본 주거 공간에서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동시에 바람길을
열어줌으로써 자연환기를 유도한다. 바
람이 부는 방향을 센서로 감지하여 분석
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벽체의 방향을 설
정하여 최대한의 환기를 유도한다.

각재를 통해 벽체를 형성하고 구성에 있어서 열림(OPEN)과 닫힘(CLOSED)
을 통해 DAYLIGHT의 유입과 자연환기를 유도한다.
구조적 기둥의 모듈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을 사용자에게 맞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적 구성을 제안한다.
각재의 모듈화를 통해 공기의 단축을 유도하고 시공상의 편의를 도모한다

Prologue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자연은 시작이였고 끝이다. 자연으로 부터 왔고 또 자연
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삶속에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을 벗 삼아 살아온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현대의 편리
한 삶속에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구성 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
다. 기본이 되는 장방형의 공간에 회전하는 벽셰 모듈을 통해 지루하였던 장
방형 공간을 빛을 통해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과 동시에 인위적인 조도생성이
아닌 daylight을 이용한 자연 채광을 통해 친환경적 요소를 mass를 통해 일구

벽체와 천정, 벽체와 바닥이 맞닿는 부분
에는 목제의 홈을 통해 내구성을 튼튼히
하였고 회전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또한
벽체가 맞닿는 부분에 있어서 마찰에 의
한 목재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재
질을 삽입하여 충격과 마찰에 대한 손실
을 최소화 한다.

어 냄은 물론 공기의 흐름에 따라 통풍의 자유로움을 둠으로써 사용자의 선
택으로 인해 공간이 쾌적함을 조절 이루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 중심의
공간구성을 통해 사용자의 수에 따라 확장성과 축소를 가능케 함은 최적의
소요면적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사용에 있어서 최적의 상태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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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컬 파크

텍토닉

(Vertical Park)

조재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고안된 전통

끼움과 맞춤이라는 방법은, 나무라는 구
방식으로, 깨끗한 접합부위를 만들면서도
목구조만의 강한 구조적 역할과 아름다움

김수영, 노인구 홍익대학교 건축과

을 드러낸다. 그러나 현대건축에서 요구
되는 간결한 형태와 다층 구조는 끼움과
맞춤만으로는 구조적 안정을 얻을 수 없

시놉시스

다. 전통의 구조방식인 끼움과 맞춤을 응

전통적인 한국의 목구조에서 착안하여‘끼움’과‘맞춤’
을 이용한 다층목구조를 제안하고

용하면서 현대건축의 간결한 형태를 실현

자 한다. 규격목재는 나무를 현대적 재료로 탈바꿈시켰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되어

하고자 기둥을 엇갈려 배치하고, 수직 동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목구조는 다층구조로 구현되기에는 구조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를

선인 엘리베이터를 구조의 일부가 되게

가지고 있다. 이에 목조건축 선진국들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하였다. 부재의 길이가 제한되어있는 규

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다층목구조와 구조미를 하나의 구조로

격목재는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길이의

표현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이에 우리는 전통건축에서 사용되는 끼움과 맞춤을

자유를 제공한다. 다양한 공간의 모듈을

통해 목구조 자체의 구조미를 갖는 다층목구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위해 부재끼리 만나는 방법을 2방향, 3방
향, 4방향로 나누어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공간의 형태가 달라지면 같은 결
합부라 하더라도 각각의 부재의 형태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본 계획서 좌
측에 보이듯이 수많은 부재들의 형태를
계획단계에서 미리 결정해야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공간은 조금씩 다른 크기
를 가지게 되며, 모든 곳에서 항상 다른 접
합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버티컬 파크
적용될 때지는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로,
매우 빽빽하게 들어선 상점들 사이에 수
많은 사이공간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건
물과 건물사이, 길과 건물사이, 주차장과
건물사이, 간판과 건물사이 등 다양한 사
이공간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또한 이 길
은 압구정동 상업지역의 대표적이 길임에
도 불구하고 노천카페나 쉼터, 나무그늘
등이 없이 길과 사람과 차만이 다닐 수 있
는 길로 되어있다. 그래서 좁은 사이공간
을 수직으로 확장된 공공의 쉼터로 계획
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휴식처와 공
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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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문 | 입선

Connection
김윤호 인하공업전문대학 실내건축과

Background
현대의 도심 생활은 사각의 정형화된 콘크리트 규격틀 안에서의 단순하
고 무료한 일상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
색 빛 도심 속에서 자연을 그리워 하고 그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 본
project에서는 적막한 도심의 공간 안에 여유로움이 가득한“회색빛 도심
속 작은 자연 공간”
을 자연의 대표적 요소인 목재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Design Concept
흔히 목조 건축이라 함은 직선의 구조재와 공학목재를 가지고 골조를 만들고 침엽수합판, 또
는 OSB 등으로 1차 마감을 하여 그 위에 다양한 2차 마감재로 마감함으로서 구성된다. 본
Project에서는 마감재의 계획을 최소화하고 기본 골조를 구성하는 직선의 구조재와 공학목재
를 사용하여 목조건축물이 가지는 특유의 구조미를 부각시키며 목조의 재료가 가지는 1차적
물성의 특징을 살리려 하였으며, 목조 건축이 갖는 전형적인 구조방법을 사용하여 장소에 구
애없이 시공과 보수가 쉽고 안전하며 미적으로 뛰어난 건축을 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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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궁

� 목재 사용 계획서
사용수종

사용범위

수종선택 사유

1. 한국산 소나무 (육송)

�서까래

�소부재로써 국내 구입 가능

2. 독일산 소나무 (Pinus - sp)

�구조 및 수장재

�색깔 및 목리가 육송과 흡사
�구조재에 합당한 강도만족
�대량 수급 용이

3. 미국산 소나무 (Hemlock)

�대형 구조재(관리동 마루귀틀)
�대형 판재(숙박동 및 관리동박공재)

�대형 부재로써 수급 용이
�구조재에 합단한 강도 만족

B) 치목장 설치 및 치목

C) 기초타설 및 가설 설치물 설치

D) 숙박동 조립 - 숙박동 공정

주요공정
A) 목재의 선정과 사용계획
� 한옥의 모듈화에서 기획단계부터 목재의 안정된 수급이 가장 절실한 과제
� 독일산 레드파인 사용이유
라궁 건축계획 수립시에 부재를 중국에서 생산하려던 계획이 국내생산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2006년 7월 중
순경 육송의 대체수종으로 현재 국내 목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러시아산 레드파인(사스나)을 고려하게 되
었다. 그러나, 러시아산 목재가 수량이 부족하여 군산에 수입되어 있는 독일산 레드파인으로 대체하였다.
독일산 레드파인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1. 사스나보다 목질이 더 단단하다.
2. 송진이 많아 자연건조가 더디긴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단단해져 내구성이 좋다.
3. 색깔, 목리가 육송과 가장 흡사하다.
4. 견적서에 명시한 북양육송(레드파인)과 같은 수종이다.
5. 독일에서 조림한 나무로서 11m규격으로 맞추어져 콘테이너로 수입되어, 장재로 이용이 가능하고
제재시 손실이 적다. (사스나는 4m로 수입되었다.)

� 대형부재로 더글라스와 햄록을 사용한 이유
일반적으로 문화재공사에서 대형 육송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체로 더글라스를 사용한다. 그러
나, 더글라스는 붉은색이 너무 강하여 상대적으로 독일소나무와 가까운 햄록을 주된 원목으로 선정하였
다. 더글라스 중에서는 색깔이 연한 것들을 골라서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햄록의 갈라짐과 더글라
스의 붉은색을 피하는 방향으로 원목장에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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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관리동 조립

F. 기와 얹기

g. 각 부분 마감공사

� 관리동 2층 바닥구조 변경
협의공정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층
바닥구조

평방설치(450*450 공학목재)
+T100 Spancrete
+T30 고름모르타르
+T10 목재플로링

평방설치(270*450)
+ 평방과 평방사이 장선설치(400간격)
+ OSB 내수합판 설치(2겹)
+ 목재플로링

도편수의 검토결과 270*450의 목재와 장선바닥으로
구조가 가능하다는 판단
�450*450*5400mm 공학목재의 단가가 900만원
�목구조 변형 및 수축에 따른 바닥 콘크리트 이질현상 발생

H) A.L.C 조적 및 내장공사
� ALC 벽체공사
10월에 시작해 3월에 오픈해야하는 빠듯한 겨울공사에서 습식공정은 시공성 저하와 공기지연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 사용한 시공경험으로 기획단계부터 ALC를 벽체재료로 계획했다.
ALC는 무기질 소재로 불에 타지 않으며 화재시에도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이 강조되는 건축물의 내?외장재로
아주 적합하고, 제품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70%의 미세한 독립기포가 열의 전도를 강력하게 차단하므로 일반 콘크리트보
다 10배이상의 단열효과를 낸다. 또한, 차음성과 흡음성도 뛰어나서 라궁과 같은 연립형 주택에서 방음효과를 낼 수 있
다. 한편, 목재와 거의 같은 중량으로 일반 콘크리트 무게의 4분의 1정도로 가볍고, 표면이 평활하여 마감재의 부착성도
뛰어나며 절단 가공이 용이하여 공기단축과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

� 관리동 공정

모듈화 생산 시스템
A) 모듈화 생산 Flow Chart
기계가공

3차원 시뮬레이션

현장조립
주문가공

�3차원 시뮬레이션
Sketch-up과 AutoCad를 활용하여 계획
단계부터 가상의 3차원 모델을 제작하여
향후 공사 전반에 걸친 공법과 자재, 인
력, 경비 등을 미리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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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작업지시

�기계가공
소요되는 목재를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
확히 예측하여 주문가공과 현장 가공으로 분
업하여 가공한다. 주요부재를 가공할 자동화
기계를 제작하여 시간과 경비를 최소화한다

�3D 작업지시
부재의 가공과 현장 조립단계의 작업지시
를 초기에 제작하였던 3차원 도면을 활용
하여 작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정
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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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차원 시뮬레이션
� 관리동

D) 기계가공
� 주용 가공기계사양

� 숙박동

구분

서까래 가공기

도리모서리 가공기

기둥 수장홈 가공기

주먹장 가공기

동력

10마력 2개

10마력 3개

2마력 2개

2마력 4개

이송장치

자동

자동

수동

수동

작동

공압

모터

공압

수동

회로

시퀀스 제어

-

-

-

날

자체제작커터 2개

자체 제작커터 2개

30MM 각끌기

-

가공길이

L:3600MM(12尺)

-

가공 규격

∅90~150

무제한

무제한

가로=150~250

각끌기

세로=150~300

규격별 교체가능

최대240*300MM

� 주요가공 부재 생산의 1일 소요 인원 및 가공량 (기계작업과 수작업 비교)
구분
서까래
도리모서리
기둥수장홈
주먹장
(도리,장여)

서까래 가공기
기계작업
수작업
기계작업

도리모서리 가공기
∅120
L:2700MM

기둥 수장홈 가공기

주먹장 가공기

책임 1명, 보조 1명

150개

목수 2명

20개

책임 1명, 보조 1명

200개

수작업

(9 尺)

목수 2명

20개

기계작업

L:2700MM

책임 1명, 보조 1명

100개

수작업

(9 尺)

목수 2명

15개

기계작업

75MM

책임 1명, 보조 1명

300개

수작업

~300MM

목수 2명

50개

C. 작업지시
� 주요 가공기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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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소소

미래형 건축 지향

「SKELETON」

「INFILL」

�기둥, 보 등 구조부

�벽, 칸막이벽, 내장, 설비 등

�선재로 구성되는 골조

�변경가능성이 높은 부분

�장기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부분

�쉽게 노후되는 부분

「SKELETON」
50년시방 재이용

설 계

�지속 가능한 건축: 장수명화∙리사이클
�성장하는 건축: 가변성∙해체∙재조립∙증개축

SKELETON 구조설계「KEY WORD」

SKELETON ∙ INFILL의 설계수법
기 획

�

21세기형 목조 건축

유지 관리

�가변성에 대응

�유지관리 매뉴얼

�해체의 용이성

�변위의 계측

�2방향 라멘
�가구와 같은 디테일
�드라이 조인트
구조설계

접합

구조해석

2방향 라멘

가구와 같은 디테일

계산프로그램
멀티프레임

「INFILL」
10년시방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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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간단한 판넬 차용

�열관류율 정기관측

지붕구면 브레이스

하중조건
한국기준에 의함
지진:일본의 2할
바람:일본의 8할

드라이조인트
봉강샤프트와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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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ETON 구조설계
「2방향 라멘」
▶ 기둥과 보, 기둥과 도리
2방향의 접합을 강접합으로 설계
지붕구면은 브레이스
▶ 기둥의 길이가 다르므로
변위량이 서로 다르다.
전체를 일체화하여 해석,
변위량을 고려한 INFILL의 디테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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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ETON 구조설계
「가구처럼 조립하는 건축물」
�중단면∙프리컷의 장점 이해
�도면과 시방서로 명확한 지시
�공장에서 목재와 철물을 정확하게 생산 ∙ 가공
�현장에서 간단히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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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ETON 구조설계
「DRY JOINT」
▶ 리사이클
▶ 해체∙재조립 용이
▶ 약하고 무른 스기의 물성 이용
�쪼개짐이 적음
�파임이 발생하기 쉬움
�철물과의 궁합이 좋음
▶ 봉강샤프트∙드리프트핀: 접착제없이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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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시장의 발전, 캐나다우드가 함께합니다.
캐나다는 세계 최대의 침엽수 목재, 목재 2차 가공 제품 및 건축 자재의 수출국이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엄격한 품질 관리
방침에 따라 소비자들은 캐나다 목재 제품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고 산림업계는
친환경적인 산림 경영 기준에 따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우드의 주요활동
시장 접근
∙건축법규의 제개정
∙목조공동주택 보급을 위한 내화와 차음 구조
및 내진 설계 기준 확립
∙목조건축자재의 기준 및 인증
∙목조 기술 이전 및 교육

캐나다우드는 해외에서 캐나다 산림업계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정부를 비롯한
목조건축 관련 협회, 학계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목조건축에 대한 적절한
건축법규 및 기준들을 개발하여 한국 저층 주택 건설산업 발전과 목조건축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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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시장 개발
∙산업 전람회 참가, 교역 및 시찰단 활동
∙기술 세미나 개최 및 시장 홍보
∙한국과 캐나다 회사의 연결 및 사업 추진
∙목조 건축 기술자료 번역 및 보급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3-7번지 203빌딩 5층(137-893) 전화 : 02-3445-3834~5 팩스 : 02-3445-3832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

국립산림과학원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국

립산림과학원은 산림, 임업, 임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기관입니다. 산림과학기술개발이 갖는 경제, 사회, 환경, 문화적 포괄성과
연구 성과의 도출에 필요한 장기성, 연구 결과가 공익적 가치로 발현되는 특성
및 국내외 산림 임업 분야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재성능과
DIVISION OF WOOD ENGINEERING
국산재의 산업적 이용 촉진을 위한 고도 기술
중소경 국산재의 산업적 이용 촉진을 위한 국산재의
재질 평가, 생력화 가공, 목구조 시스템 개발 및 품질
표준화 기술의 개발

주요 연구 영역 및 목표
� 목재의 고도 이용을 위한 기반 기술
저이용 국산재 및 수입재의 최적 용도 구명을 위한 재질 평가
국산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위한 재질지표 정립
생력화 가공을 위한 수종/용도별 최적 건조 시스템 개발 및 적용
목제품 수율 향상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가공 기술 개발
●

●

●

●

� 국산재의 수용 창출을 위한 가공 기술
국산재의 금속 접합부 하중 내력 구명
국산 구조부재의 기계 응력 등급 구분 및 설계 응력 체계화
구조용 공학목재(집성재, I형 보, 트러스 등) 개발
목조 주택의 구조 안정성 및 주거 성능 구명 및 향상
국산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목제품 개발
한국형 목조건축 기술 개발
●

녹색자금(복권수익금)은 아름다운
도시 숲 조성과, 소외계층을 위한
체험교육, 산림문화 홍보사업 등에
지원됩니다.

●

●

●

●

●

장기하중 성능 평가

집성제 교량

(우) 130-7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성능과
전화 : 02-961-2713 팩스 : 02-961-2719 홈페이지 : www.kfri.go.kr

목재건조

녹색자금관리단
www.gfm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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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Korea Wood Construction Association

Korea Wood Building Design Association

Korea Lumber Industrial Cooperative

한국목조건축협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에서 이정하는

본 협회는 한국형 목조주택의 기술개발 및 새로운 주택양식의 정착

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1968년 1월 8일에 설립되었으

목조건축관련 비영리 법인으로써, 목조건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과 건강주택을 위한 신 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산

며, 우리 나라 목재 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고간의 복리 증진을

이를 천직으로 여기며 자재,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을 통하여 목조

하에 유일한 목조건축관련 법인로서 지금까지 목조건축시방서, 표준

도모하며 협동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조장하고 조

건축이 우리나라에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

상세도 등의 기술적인 연구, 세미나 및 국제심포지움의 개최, 목조건

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가고

다. 목조건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축업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설

축기사시험 실시, 목조주택감리인증사(Inspector) 교육을 통한 전문

있습니다.

립되어 목조 건축 산업에 관련된 자료 수집,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기술자의 양성과 감리제도의 확립 등을 실시하여 회원사들의 권익과

조사 연구 및 개선으로 목조건축기술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협회의

사업 확장에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인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국내 목조
건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 운영
- 한국전통목조건축과 현대목조건축의 접목을 휘한 의장 및 기술적 연구

- 조합원간의 사업 조성에 관한 기획 및 조합원의 권익 보호

- 한국목조건축 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와 지도

- 모기업체와 조합원인 수급기업체간의 계열화 알선과 조정

- 목조 건축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제공 및 보급

- 한국 목조 건축의 발전과 전문 기술 개발을 위한 자료 발간 및 지원

- 조합원 생산 제품에 대한 산업 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 목조 건축업의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

- 목조 건축 기술 보급과 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 관계 증진

- 조합원과 조합자세 사업을 위한 자금에 관한 사업

- 목조건축 품질 표준에 따른 감리 및 인증 제도의 도입

- 회지 및 정기, 비정기 간행물 발간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단체 계약의 체결

- 목조 건축업에 관한 강습회 등 홍보 활동

- 전문 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 목조 건축업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개선 건의

- 목조건축기사 및 감리 인증사 제도

-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목조 건축업 진흥을 위한 연구 사업 및 이에 필요한 부설 기관의

-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설치 및 운영

한국목조건축협회

-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기타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 목조 건축업 관련 국제 기관 및 외국 건설 단체와의 국제 협력 관계
증진

-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8-2 시화빌딩
Tel. 02-553-2001, 02-553-2031

-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및 전각호의 부대사업과 목재회관의
일부 임대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 목조 건축업에 관한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수탁 사업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 목조 건축업의 경영 합리화에 관한 조사 연구와 지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 회원사 공도의 이익이 되는 사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 빌딩 812호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엽합회

- 기타 회원의 복지 증진과 목조 건축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Tel. 02-783-0657~9 / Fax. 02-782-5738 / 홈페이지 : www.lumber.or.kr

홈페이지 : www.wooda.org

한국합판보드협회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7번지 율암 빌딩 706호
Tel. 02-518-0613 / Fax. 02-518-0614
홈페이지 : www.kwc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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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엽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산림조합중앙회

Korea Specialty Construction Association
Committee of Landscape Plants & Facilities Constructors

Korea Federation of Furniture Industry Cooperatives

Korea Wood Panel Association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s Federation

조경전문건설업자의 품위 유지와 상호 협력의 강화로 회원의 권익을

우리나라 가구 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

본 협회는 우리나라의 합판, 목질 판재(PB, MDF), 해외 조림 등 목

산림 조합은 산림 소유자와 산림 경영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증진하고, 조경 관련 법령의 개선과 조경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

모하여 협동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조

재 공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복리 증진을 위

을 도모하고 산림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

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경 전문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고

장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

하여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년 발족하였습니다.

자 1985년 7월 20일에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상공부(현 산업자원부)로부

1963년 9월 21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터 1963년 12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

- 회원 조합 지원 : 회원 조합의 육성 발전, 임직원 능력 배양

- 조경 건설업의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선

하의 가구생산 전문단체로서 유일하게 전국적인 가구 산업 분야를

- 원료 수급 알선 및 해외 조림 확대

- 사유림 경영 지도 : 임업 경영기술 보급, 상호금융업무 지도

- 조경 건설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대표하고 있습니다.

- 제품 조사 및 제조 기술의 지도와 연구

- 산지 자원 조성 : 종,묘의 생산 공급 및 경제림 육성과 산림자원 보호

- 합판과 목질 판재 및 목재 가공품 수출의 진흥 증대를 위한 제반

- 직거래 사업 활성화 : 임산물의 생산, 공급, 알선, 수출입 및 직거래

- 조경 공사의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와 조사 연구

시책 연구

- 품셈, 시방서, 설계 단가 및 노임의 합리적인 개선

- 가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분석과 행정 지원 및 대정부 건의

- 고유업역확대 및 회원사의 권익 보호

- 중소기업의 공동 판매 사업 등 협동화 사업 수행

- 제품의 수출 알선 및 외국 관련 상사와의 유대 강화

- 전문 기능 인력 육성 및 교육

- 서울국제가구 및 목공기계전시회 개최, 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주관

- 정부의 목재 공업 및 해외 조림 시책에 대한 건의 또는 자문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11-5 / Tel. 02-3434-7114

- 전문 기술 개발을 위한 자료 발간 및 지원 사업

- 가구 수출 증대를 위한 제업무 수행, 외국 가구 관련 전문기관과

- 제반 자료의 수집 및 연구 분석

홈페이지 : www.nfcf.or.kr

- 회원 봉사 업무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함

업무 협력
- 가구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단체 표준 품질 인증 사업

- 정부에서 지시하는 사업
- 제품 보급, 선전, 회원의 친목 및 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 품질 관리, 경영 관리 등 국내외 연수 사업 실시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8층)

- 관련 자료 수집, 조사 연구, 정보센터 운영, 수집 정보 제공

Tel. 02-3284-1126~8 / Fax. 02-3284-1129

- 가구 소식, 카탈로그, 협동 조합사 발간, 국내외 홍보 사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 원정 빌딩 901호

홈페이지 : www.landscape.or.kr

- 가구 산업 전반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목리 증진을 위한

Tel. 02-780-3631 / Fax. 02-780-3634

제반 사업

홈페이지 : www.kwpa.or.kr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74-2 가구회관 2층
Tel. 02-2215-8838 / Fax. 02-2215-9729
홈페이지 : www.kf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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