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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조건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8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KOREA WOOD DESIGN AWARDS)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무한
히 기쁘게 생각됩니다. 목재문화포럼은 우리 생활공간에서 회색문화로부터 탈피하여 친화경의 녹색문
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재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대전은 목재문화포럼의 주요
행사 중의 하나로서 목조건축의 발전뿐만 아니라 목재문화의 창달과 진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인구의 기하학적 증가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자
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또한 우리의 생활공간에도 새집증후군 등 생활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
면서, 이들에 대한 개선책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늘 쾌적한 주거 및 생활 공간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리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친
환경적인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지름 길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천연의 목재자원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
용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여섯 번째로 맞이한 2008 대한민국목
조건축대전은 목조건축의 지속적인 발전과 아울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본 대전에는 계획부문과 준공부문으로 구분되었는데, 계획부문에 있어서 작품 주제는 어린이 놀이공
간(Children’
s Playroom)이고 미발표 창작품을 응모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준공부문에서는 금년도 8
월 이전에 준공된 국내 목구조 건축물, 혼성 구조물, 목재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건축물 및 조경 시설물
등의 작품을 응모 대상으로 하였는 바, 계획부문에서는 38개의 창작품, 그리고 준공부문에서는 8개의
작품이 응모되었습니다. 응모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응모 작품에 대한 심사 기준은 작품의 디자인, 창의성 및 목재공학의 적용 기술의 수준 등에 비중을 두
고, 1차와 2차 심사를 거처 선정되었는데, 계획부문에서는 17작품(대상 1, 본상 2, 특선 3, 입선 11) 그
리고 준공부문에는 6작품(대상 1, 본상 2, 우수상 3)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 수상 작품을 엮어 200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이란 책자를 발간하여 기
록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들 작품은 이 시대에 있어서 목조건축의 정수
이고 , 미래에 있어서도 목조건축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본 대전에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심사를 해 주신 심사위원장 한동수 교수, 심사위원 손기찬 교수, 송
재승 원장, 박진호 교수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본 대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
신 산림청 녹색사업단, 캐나다우드, 한국목조건축협회, 그리고 협찬해주신 한국목재신문사에 깊이 감
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재문화포럼은 목조건축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사)목재문화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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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격려사

국내 목조건축산업의 발전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해 개최하는 200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서 수상을
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목조건축대전이 되도록 수고하신 정희석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
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전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웰빙, 로하스(LOHAS) 문화를 추구하면서 목재를 이용하는 목조건축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목재문화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재이용의 중요성은 최근 지구가 당면한 기후변화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목재가 핵심역할을 담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당사국이 되는 2013년경에는
그 중요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제는 숲을 가꾸고 목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경제도 사회도
발전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소의 저장창고인 목재의 이용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
고, 탄소배출량을 감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목재는 콘크리트, 플라스틱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온도, 습도조절은 물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목조주택을 새
로 짓거나, 실내장식이나 가구를 목재로 꾸미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목공체험 행사나, DIY공방이 증가하는 등 목재이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2003년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이 목재 및 목조
건축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목재문화를 진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목재이용과 기후변화 관련 홍보책자를 발간하였고
국민들이 목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을 권역별로 조성 중에 있으며, 대규모 목재체험행
사, 목재체험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목조건축물의 내화 및 차
음구조 인정 등을 단체 및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어 목조건축물이 우리 생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에서는 목재이용 관련사업을 적극
적으로 지원해서 웰빙, 로하스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우리건축의 본질과 목조건축물을 발굴∙시상함으로써 목조건축의 미래를 선
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목재문화 진흥 및 목조건축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0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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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y Report on Entries

준공부문
대상 | 레이크힐스 순천 컨트리 클럽하우스
본상 | 청소년 녹색 교육센터-숲체원
본상 | 늘목리 주택

16 Completion Awards
Grand Prize | Lake Hills Suncheon Country Club House
Best Prize | Juvenile Green Education Center-Soop Cheh Won
Best Prize | Neulmookri Residence

우수상 | 서울남산국악당

Excellent Prize | Seoul Nam San Gugakdang

우수상 | TD&C HOUSE

Excellent Prize | TD&C HOUSE

우수상 | 본좌

계획부문
대상 | 놀이공간을 만들다
본상 | 유영림(幽影林)
본상 | 어린이들의 길
특선 | 나무 꽃 위에 놀다
특선 | 숲
특선 | 나무섬
입선 | Play Landscape
도시 속 경계

Excellent Prize | Origin

50 Design Awards
Grand Prize | Creative of Play Room
Best Prize | Dim Shadow Forest
s Path on the Street, Forest and Everywhere
Best Prize | Children’
Excellent Prize | Play in Wooden Flower
Excellent Prize | Forest
Excellent Prize | Wooden Island
Selected Work | Play Landscape
Selected Work | Boundaries Inside a City

정글룸

Selected Work | Jungle Room

호기심

Selected Work | Curiosity

숨바꼭질

Selected Work | Hide and Seek

바다나무놀이터

Selected Work | Sea Wood Play

변화하는 덮개
나 너 그리고 우리끼리
Zooning Room

Selected Work | Trans Cover
Selected Work | Me, You, and Us Together
Selected Work | Zooning Room

온고지신

Selected Work | From Post-and-Lintel Construction

롤리폴리

Selected Work | Roly-Poly

기술보고서

77 Technical Reports

경골 목구조체의 단열 성능

소개
목재문화포럼 / 캐나다우드
녹색사업단
목조건축관련 단체

Insulation Efficiency of Wooden Light Weight Frame

86 Information
Wood Culture Forum / Canada Wood
Korea Green Promotion Agency
List of Wooden Architecture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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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200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복권기금(산림청 녹색자금)의 지원으로 6회를 맞이하는 사업임.

DESIGN AWARDS
� 수상결과 (시상 내용)
▶ 준공부문(6작품)

� 작품 주제

구분

작품명

수상자

대상

레이크힐스 순천 컨트리 클럽하우스

권순관

본상

청소년녹색교육센터-숲체원

김용미

본상

늘목리 주택

강승희

우수상

서울남산국악당

김용미

우수상

TD & C HOUSE

엄학진

우수상

본좌

허길수 외

준공 부문 : 2008년 8월 1일 이전 준공된(5년이내) 국내 목구조 건축물, 혼성 구조물, 목재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건축물,
목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및 조경시설물 등의 제분야
계획 부문 : 어린이 놀이공간 Children’
s Playroom
목구조 공법과 규격목재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적용한 미발표 창작품.
� 심사위원단 - 위원장 : 한동수(한양대학교 교수)
- 위 원 : 박진호(인하대학교 교수), 손기찬(건축가∙동이건축), 송재승(주택문화센터 원장)

▶ 계획부문(17작품)

� 접수 마감 - 준공 부문 : 8월 29일(금) : 총 8작품 응모
- 계획 부문 : 8월 29일(금) : 총 38작품 응모
� 작품 심사(포트폴리오 심사) - 일시 및 장소 : 9월 5일(금) 서울대학교
- 결과 : 준공부문 8작품, 계획부문 18작품 선정
� 현장 심사 진행(준공부문) - 1차 현장심사(2작품) : 9월 19일(금)
- 2차 현장심사(2작품) : 9월 20일(토)
- 3차 현장심사(4작품) : 9월 25일(목)
� 최종 심사(계획부문 공개심사)
- 일시 및 장소 : 10월 3일(금) 서울대학교
- 결과 : 준공부문 / 대상(1점), 본상(2점), 우수상(3점) 선정
계획부문 / 대상(1점), 본상(2점), 특선(3점), 입선(11점) 선정
� 시상식 : 일시_2008년 11월 28일(금) 서울대학교 201동 101호
식순 - 개회 및 국민의례
- 인사말(정희석 목재문화포럼 이사장)
- 축사
- 경과 보고 및 심사 총평(한동수 심사위원장)
- 시상식
- 폐회 및 사진 촬영
-만찬
� 수상작 전시회 : - 1차 : 10월 11일(토) 여의도 공원내‘문화의마당’
- 2차 : 12월 1일~5일 서울대학교 200동 2층 특별전시실
� 작품집 발간 :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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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품명

수상자

소속

대상

놀이공간을 만들다

정주기 / 한송이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본상

유영림(幽影林)

최민욱 / 김형섭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본상

어린이들의 길

김부희 / 정고은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특선

나무 꽃 위에 놀다

이재홍 / 김유미

부산대학교 건축학부

특선

숲

조경석 / 정재연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특선

나무섬

허길수 / 박소영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입선

Play Landscape

박정민 / 유동욱

우송대학교 건축학과

입선

도시 속 경계

강인선 / 박유라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입선

정글룸

정렬 / 이종석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입선

호기심

심미리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입선

숨바꼭질

정수지

금강TD&Cㄜ

이한림

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

입선

바다나무놀이터

이수정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입선

변화하는 덮개

황희영 / 이대한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입선

나 너 그리고 우리끼리

전수성 / 조은지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입선

Zooning room

강병효 / 김다을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입선

온고지신

엄태근

입선

롤리폴리

김태연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이재경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과

� 공고
다음 작품에 대한 수상을 취소합니다.
수상내역 : 2007년도 계획부문 본상
작품명 : Poly-Nest
수상자 : 김윤희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취소사유 ‘The
:
Eco-center at the Nakdong River’작품에서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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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부문

올해의 준공부문 심사기준도 예년과 같이 목조건축의 기술성과 함께 창의성, 친환경적 구현과 장래의 발전적 가
능성을 중점적으로 하여 심사하였다. 제출된 준공부문 작품파일을 가지고 1차 심사를 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출

청소년녹색교육센터 - 숲체원

품작이 많지 않아 출품작 전부를 현장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3일에 걸쳐 현장심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심사

건물의 다양한 용도를 목조로 해결하려는 건축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며, 국산목재의 활용을 극대화하였고, 특

를 한 결과 대상 1점, 본상 2점, 우수성 3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금년도 출품작들은 양적으로는 줄었으

히 마감용 목재의 국산 재활용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순수한 국내기술로 구조를 해결하고, 구조재의 가공 및 시공

나 다양성이나 규모면에서 괄목할 만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목조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러

까지 국내기술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되지만 목구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세련미가 부족하였다. 대형

한 작품들이 실현되기까지는 목조건축을 선호하는 건축주(사업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하고 있다.

목구조에서는 구조방식, 부재의 크기 및 결구방식 등에서 구조 디자이너의 다양한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유

본상 이상의 세작품은 모두 우열을 가리기에 손색이 없어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레이크힐스 순천 컨트리

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고려한 마감재의 선택과 형태 디자인이 앞으로 목조건축에서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클럽하우스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한국의 열악한 목조건축환경에서 건축주의 의지, 건축가의 작품성 그리고 시
공자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 졌음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두개 작품은 현장심사까지 거쳤지만 입상
작에서 탈락시켰다.

레이크힐스 순천 컨트리 클럽하우스

늘목리 주택
이 작품은 건축주의 직접적인 삶의 방식이 주거에 잘 반영된 주택 유형으로서 우리의 주거양식에 훌륭한 본보기

목조로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를 건축하겠다는 건축주의 의지를 높이 평가할 수 있었고, 목구조재를 노출하여 인테

를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흔히 보여지는 과시적 주거방식이 아닌 단층의 지붕선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

리어의 디자인 요소로 적용한 것이 호평을 받았다. 구조방식 및 시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와 일본의

화, 용도에 따라 작은 영역으로 구획한 여러개의 덱크는 실내외를 용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목구조

기술지원을 받는 등 시공자의 각별한 노고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국내의 대형목구조의 기술을

재와 마감재를 실내외에 적절히 노출하여 목조분위기를 연출한 작품이다. 특히 마감용 합판을 활용하여 실내가구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법은 건식목구조의 장점을 살려 습식구조보다 공기와 공사비를

뿐만 아니라 덧창, 실내문 등에 건축재로 사용한 디자인너의 세심한 흔적이 주택의 완성도를 높여 주고 있다.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목구조로서의 실내마감 디테일이 건축가의 세심한 디자인이 있었다면 완성도가
높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12 200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13

KOREA
W O O D
심

사

평

DESIGN
AWARDS

KOREA WOOD

DESIGN AWARDS

� 계획부문

이번 2008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의 심사에 임하면서 심사위원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반가웠던 것은 지난해에

마지막으로, 재료와 주제의 조화라는 측면 역시 학생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당연한 말로 들릴지 모르

비해 계획 작품의 응모작 수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점이었다. 이를 통해 주체 기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

지만 실제 제출된 작품들에서 재료의 특성을 살려 주제를 부각시키거나 주제를 부각시키기기 위해 재료를 적절하

보와 더불어 건축과 학생들의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증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응모작

게 활용한 탁월한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 이는 상호관계성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어떤 작품은 기

의 질적인 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존의 상투적인 놀이공간과 유사한 것을 그대로 재현을 하기도 했는데 공모전에 제출할 작품이라면 적어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독창적인 아이이어가 있는지 살펴보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했을 것이다.

다만, 아직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의 전제조건인 목재의 활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민이 부족한 작품도 적
지 않게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 두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몇 작품에서는 목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이렇듯 전반적인 평가는 지적할 사항들이 많았으나, 대상으로 선정된 정주기, 한송이 학생의“Never Land”
는아

목구조라 하기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축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과연 이 학생들이 단 한번 이라도

이들이 주어진 목재 부재들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놀이장치를 만들거나, 유동적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된

제대로 목조건축을 본 적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의 목조건축대전에 참여하는 학생

작품으로 아이들 스스로 공간을 창의적으로 만들어가고 또 그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전의 주

들에 있어 목재에 대한 물성과 목구조에 관한 구축 및 표현 방법의 기초적 이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에 제일 부합하는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목조건축은 물론 최근 도입된 서구식 목조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지
식의 토대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본상으로 선정된 최민욱, 김형섭 학생의“유영림(幽影林)”
은 나무의 형상을 띤 구조체를 구축하여 아이들이
오르내리면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고, 나무 위에서“tree house”
와 같은 아지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

또 한 가지 지적하고픈 사항은 주제에 대한 접근과 해석에 대한 것이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목재의 특성을 적극

념으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목구조 공모전이라는 전제인 목조의 재료적 특성과 구축 방법, 아이

적으로 활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계획하는 것으로, 다양한 구조적, 형태적, 공간적 특성을 가진 어린이 놀이

들의 놀이공간으로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공간으로 디자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어린이 놀이
공간에 대한 선입견이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로로 천편일률적인 용어를 구사하고 있었으며, 개

또 다른 본상인 김부희, 정고은 학생의“Children’
s Path”
는 거리의 모퉁이, 버려진 땅, 주차장 등 도시의 구석구석

념의 설정도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써 제출된 작품들이 대부분 단순

어디에나 유연하게 목조 부재를 조립하여 낮이나 밤이나 어린아이들의 놀이공간을 형성해줄 수 있는 구조물을 제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주제들이 많았거나, 또한 놀이 공간을 놀이터나 놀이기구로만 단편적으로 생

안하였다. 이 작품 또한 주요 개념을 놀이터나 놀이기구로 너무 한정하여 단순구조물만 재안하였고 놀이 시설로

각하거나, 놀이공간을 형성하는 단순구조물만 제안하거나, 심한 경우엔 공모전 주제와 작품 내용과의 일치를 찾아

써도 창의적인 디자인이 좀 부족했다는 평가였다.

보기가 힘든 작품도 있었다는 평가이다. 결과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결과물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좀 더 유연한 사고, 다양한 접근방식과 표현을 위한 상상력을 요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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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대상 | 레이크힐스 순천 컨트리 클럽하우스(Lake Hills Suncheon Country Club House)
본상 | 청소년녹색교육센터-숲체원(Juvenile Green Education Center-Soop Cheh Won)
본상 | 늘목리 주택(Neulmookri Residence)
우수상 | 서울남산국악당(Seoul Nam San Gugakdang)
우수상 | TD&C HOUSE
우수상 | 본좌(Origin)

준공부문 | 대상

레이크힐스 순천 컨트리 클럽하우스
Lake Hills Suncheon Country Club House
권순관 | 대림이앤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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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1번지
1,619,834㎡
13,451㎡
5,551㎡
지하 1층, 지상 1층
목구조+철근콘크리트
2008. 02. 24
레이크힐스 순천 C.C
Sung Jin Ken Min / SKM 건축사사무소
권순관 / 대림이앤씨(주)

레이크힐스 순천 C.C 클럽하우스는 여수 공항에서 30분, 공주에서 1시간내에 도착하는 전남 순천 주암면 구릉
지에 위치한다. 이 건물은 부드러운 능선의 자연환경과 순천시의 역사와 전통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
어 계획되었다. 켄 민성진(SKM 건축사 사무소)이 한국적 건축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로 건축주와 대화를 나누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이 화두와 더불어 한국 고건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전통 건축의 미
를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목재를 사용한 가구식 구조의 건축은 솔직하고 정갈하다. 외부에서는 메탈이 주는 단단하면서도 활기찬 매스감
이 느껴지고, 목재가 노출된 내부공간에서는 한옥의 처마 아래 있는 듯 단아하고 따스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무의 물성과 효용성, 축조법, 디테일 등의 건축개념부터 시공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중
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다.
입구의 캐노피에서 부터 시작되는 목구조 구조물은 로비, 식당, 단체실로 이어진다. 국내 최초로 BVD 행거접합
시스템(BVD: Hanger Joint System)을 적용하여 시공했다. 또한 이 건물에는 나무와 더불어 스테인리스 스틸,
돌, 유리 등의 4가지 재료를 사용 물성의 특성을 압축하여 자재 또한 절제해서 사용 했다. 더불어 지붕의 천창과
커튼월은 내 외부의 경계를 허물어 내부에서도 자연과 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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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한 대공간 구축을 위한 글루램 접합에 대한 고민
레이크 힐스 순천 컨트리클럽하우스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9개
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격화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시공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재가 필요했다.

한국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소재, 또한 위의 목표들을 구현할
수 있는 재료로 우리는 목재를 선택했다. 한옥의 처마선을 살리려는
디자인 의도를 가진 글루램은 구조상 역아치 형상을 하고 있다.
14m 역아치 장 스팬과 12m 층고를 실현하고, 동시에 글루램 자체가
인테리어 감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로 구조용 집성재인 글루램을 사
용하였다. 글루램은 기존목재의 강도 및 내구성과 내화성이 뛰어난
자재로 중량이 작고, 자유로운 디자인 설계가 가능하며, 조립이 간
편한 장점을 갖고 있는 재료이며, 현대적건축물 에서는 잘 느낄 수
없는 단아하고 따뜻한 느낌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
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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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D행거 접합 시스템의 도입
구조용 집성재 건축물이 점차 대규모화되면서 국내에서도 강도와 강성이 보다 더 높은 접
합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건축물은 역아치 구조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용 집성재 기둥과
지상 1층 RC구조의 접합에서 BVD 행거 접합 시스템을 사용 했다.
만약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판 삽입 플레이트를 사용 했다면 본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상 미관을 많이 해치는 구조가 되었을 것이다.
현재 국내 구조용 집성재의 접합 시스템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강판 삽입볼트
접합외에는 실용적인 방법이 없었다. 그에 따라 독일의 피터 버처가 대단면 구조용 집성
재의 기둥과 보를 접합하기 위해 개발한 BVD시스템을 국내 최초 도입해 적용하였고, 이
방법은 접합효율이 매우 우수해 다양한 디자인의 요구에 대응 할 수 있었다. 이는 대규모
목구조 건축물에서 목재와 철물을 접합할 때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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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 본상

청소년녹색교육센터

숲체원

Juvenile Green Education Center-Soop Cheh Won

숲체원은 최근 지구 온난화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체험중심의 프로그램과
운영시스템을 통해 숲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생명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깨닫는
녹색문화의 메카로 만들고자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한국녹색문화재단이 건립한 상설 숲
문화 교육시설이다.

김용미 | ㄜ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숲체원은 지하 매설부분을 제외하고 내∙외장재는 국내산 낙엽송을 사용하였으며 생활
관과 관리자숙소는 SPF구조재를 이용한 목구조와 교육관, 본부동, 강당, 실습관등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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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건축면적
층
수
구
조
준 공 일
건 축 주
설 계 자
시 공 자

|
|
|
|
|
|
|
|
|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 1-3 번지, 산56번지
39,832㎡
6,904.27㎡
4471.55㎡
지하 1층, 지상 2층
목구조(일부 철근콘크리트구조)
2007.5.30
(재)한국녹색문화재단
김용미 /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박재윤 / 강산건설주식회사

내산 낙엽송 집성목을 이용한 목구조 형식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목조 건물의 형식을 경
험할 수 있으며,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과 태양열 가로등 및 3중 고도처리를 통한 오
수정화 및 배출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적인 시설을 하고 있다.
숲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생태관찰로 구간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약 330m의 데크로드
와 300m의 적벽돌 포장구간, 약 200m의 투수콘 포장구간으로 구성 하였으며 국내 유일
의 시설로서 높이 75m, 길이 900m의 목재데크 장애인 숲 탐방로를 갖추고 있어 장애인
및 청소년, 일반인들을 포괄하는 숲체험 및 교육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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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현황

본관

대지는 남쪽 약 1.6km지점의 청태산 자연휴양림, 남서쪽 약 2.5km지점에 둔내 자연휴양림, 남서쪽 약

전시장, 교육연구, 용역관리, 시설관리, 사무실, 교장실의 기능으로

25km지점의 치악산 국립공원 등 주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수려한 경관의 휴양림 구역으로 북쪽

단지 초입부에서 방문객을 맞이하여 운동장을 감싸 안는 원형 배치로

태기산과 남쪽 청태산을 잇는 산맥에 위치하고 있다. 숲체원의 동쪽으로부터 남서쪽 면으로 계곡이 흐르고

가운데 빈 공간에 하늘을 담는다. 남쪽 계곡으로 목재터널 야외전시

계곡 방향을 따라 남서와 북동쪽으로 전망이 열려있으며 70~80년도에 조림된 낙엽송, 잣나무 등 울창하고

장을 배치하여 자연으로 열린 시야를 확보하고 남사면에 기대어 숲문

아름다운 숲, 맑고 깨끗한 계곡이 어우러져 산림 휴식과 체험∙교육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화전시관을 배치, 지형 고저차를 이용하여 전시관/운동장과 방문자센
터/시무실 영역으로 구분한다.

배치계획의 주안점 _「나무 심듯이…」

둥근 목재터널 공간은 시선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계곡을 향해 조망

계곡 방향으로 열림 : 대지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산세 능선에 기대어 남쪽∙남서쪽방향으로 열어 계

을 열어주고 산의 능선을 닮아 흐르는 경사진 지붕은 구조를 그대로

곡 방향으로 시각적∙공간적 개방감 확보한다.

노출하여 역동적인 목구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산세의 흐름에 따른 방사형 배치 : 남향받이 경사면 형상이 방사형으로 전개되므로 그 흐름대로 배치한다.
건물을「나무심듯이…」배치 : 건물과 건물사이 거리를 많이 띄어서 건물들이 몰려있지 않도록 하고 숲에

전체 시설에 있어서 목구조의 가구식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마감재

의해 건물이 충분히 가려지게 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한다.

를 목재로 통일하여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하여 숲체원의 교육적

건축계획의 주안점 _ 목구조 / 자연존중 / 열린 공간

본관 2층 평면도

효과를 높인다. 자연지형 경사를 그대로 활용한 배치를 통하여 기존
지형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레벨 차에서 오는 시공간적 변화를

전체 시설에 있어서 목구조의 가구식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마감재를 목재로 통일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내외부 공간에 담는다.

어우러지게 하여 숲체원의 교육적 효과를 높인다. 자연지형 경사를 그대로 활용한 배치를 통하여 기존 지
형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레벨 차에서 오는 시공간적 변화를 내외부 공간에 담는다.

본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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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
300인 규모의 집회와 방문객센터 기능으로 단지진입부에 배치하여 대규모
인원의 입/퇴소식 활용, 운동장과 연계한 집회 활동 프로그램을 수용한다. 굴
곡지는 지형에 따른 곡선 지붕으로 역동성을 높이고 내부에서는 목구조 장
스팬의 구조미를 그대로 표현한다. 공간을 감싸 안은 볼륨이 떠있는 형상으
로 처마를 갖는 대부분의 타건물들에 대해 변화요소로서 작용, 집회시설로
서의 상징성을 확보한다.

강당 우측면도

교육관
채의 나눔 + 자연을 닮은 마당
산세의 흐름이 건물로 인하여 단절되지 않도록 휴게동/후생동/강의동을 떨
어뜨려 배치하여 그 사이로는 자연을 담는 두 개의 열린마당, 진입마당과 하
부데크를 두어 다양한 외부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세 개의 채는 각각 마
당을 통해 개별 진입하도록하며, 동을 나누고 높이를 달리하여 경사지에 배
치함으로써 건물 규모는 작아보이게 하고, 각 건물의 채광, 조망 환경을 양호
하게 하였다. 목구조 기본모듈을 중심으로 기둥, 보의 수직 수평 구성을 기본
교육관 단면도

으로 하는 목구조미를 최대한 살렸다.

생활관
<나무를 심듯이…>라는 단지 배치개념에 따라 생활관을 여
러 채로 나누어 띄엄띄엄 배치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
였고 각 건물이 숲 속에 들어있는 느낌을 최대한 부여하는
동시에, 단위 UNIT간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채와 채 사이
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채광, 조망 환경을 배려하고 단지
내 도로는 3m로 하고 투수콘 포장을 함으로써 필요 시 자
동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
하여 차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부대시설 등을
계획하였다. 각 단지의 진입부에 장애인 동을 두어 장애인
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였다. 산세를 따라 옹기종기 모인 숲
속의 오두막처럼 생활관의 채들이 모이도록 하여 하나의
마을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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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 본상

늘목리 주택
Neulmookri Residence
강승희 | ㄜ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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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467-3번지
2,798㎡
181.03㎡
165.64㎡
지상 2층
경량목구조
2007.08.20
권종택
강승희 / ㄜ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김갑봉 / (주)스튜가이앤씨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에 자리잡은
이 주택은 주말 주택이나 전원 주택이 아
닌 농촌 동화형 주택으로 이 땅에, 이 마을
에 적응하여 간다.
늘목리 주택은 한옥의 채 나눔 구성을 모
티브로 공간을 계획하였다.
한옥의 채나눔은 채워짐과 비워짐이 적절
히 공존하여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구
성으로 산, 하늘, 나무 등의 자연요소로 둘
러져 있는 이 대지에 적절한 배치 방법이
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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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나눔

자연으로의 순응, 도시와 농촌의 혼재된 연속성

3채의 main space들과 이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sub space 들이 결합하여 3채의 분동이 한 채의

자연을 향해 주체가 아닌 객체로써, 자연과 농촌 구성원의 일부로 스며들도록

주택을 이루고, 각 채 사이의 비워진 공간은 이 집만의 작고 아늑하지만 주변의 자연에 시원스레 열

한 늘목리 주택은 자연을 내부 공간으로 최대한 유입시켜 건축에서 자연을 품

려있는 안마당으로 자연스럽게 구획된다.

고, 자연 속에 건축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재료의 물성과 구법 등을 연구하였

손님의 방문횟수가 많은 이집의 특성에 따라 제일 앞 첫 채에 사랑방을 두어 찾아오는 손님들의 하
루 묵어감이 가능토록 하였고, 이는 현관과 대문의 형성에 따라 별채처럼 분리 된다.두번째 채에는
안방이 세 번째 채에는 아이들 방을 배치하여, 사랑방과 안방 사이의 안마당과 안방과 아이들 방 사
이의 deck 마당을 가진다. 늘목리 주택은 진입의 큰 마당과 함께 각 채와 채 사이에 두 개의 마당으

다. 목재라는 물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주변의 자연의 변화와 어우러
질수 있으며, 친환경적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나무라는 소재는 결국 자연이 건
축적 요소로, 시간이 흘러 건축적 요소로 쓰인 나무가 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료인 것이다.

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개의 작은 마당들은 거실과 식당에서 자연으로 만나지며, 채 나눔을 통해 만

곳곳의 비워진 공간들은 농촌의 삶에서 겪게되는 일들에 대한 이벤트성 체험형

들어진 공간의 마당들은 사랑방, 거실, 안방, 식당, 아이들 방의 실들이 마당의 주인이 된다.

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별거 아닌듯 보여지는 마당들은 앞서 말했듯

한옥의 채 나눔이라는 공간 구성은 넓은 대지에 공간을 펼쳐 놓는 것을 가능토록 해주며, 이는 자연
을 향해 주체가 아닌 객체로써, 자연과 농촌 구성원의 일부로 기존의 자연에 대해 주도적으로 우뚝
솟아있는 입장에서 벗어 날수 있게 해주었다.

이 각 공간이 주인이 되어 자연을 담기도 하지만 농촌이라는 마을적 특성에 따
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들의 중심에 있으며, 어쩌면 도시적인 생활공간과
농촌의 지역적 삶을 혼재시켜 지금껏 이질적으로 분리 되어 온 이 두 삶의 패턴
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도시적 삶의 패턴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었던 건축주에게 채 나눔과 자연으로
의 순응을 통하여 농촌이라는 지역적 삶의 특성과 몸에 배어 있는 도시적 생활
패턴의 삶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써 작용하였기를 바란다.
숨 쉬는 집
늘목리 주택의 주인장은 도기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 아끼는 도기들을 보관하
는 동시에 곁에 두고 볼 수 있도록 벽의 일부를 장으로 만들어 공간과 공간을 분
리하는 칸막이이자 보관장으로 만들어 집의 일부 공간을 도기 전시장을 지나가
는 듯 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또한 늘 책과 함께 지내는 생활 덕에 보유하는
책의 수량이 많아 도기와 마찬가지로 서재의 책장도 벽의 일부로 디자인 하였
다. 목조는 늘 집이 숨을 쉰다.
잘 만들어진 도기는 숨을 쉬며 독성을 품지 않는 것처럼 목조 또한 그러한 것이
다. 그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들도 친환경적인 목재 및 도료들을 사용하여 자연
의 맑은 공기와 함께 집을 숨 쉴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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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 우수상

서울남산국악당
Seoul Nam San Gugakdang
김용미 | ㄜ금성종합 건축사사무소

위
치
대지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구
조

|
|
|
|
|

준
건
설
시

|
|
|
|

공
축
계
공

일
주
자
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84-1 남산골 한옥마을 내
4220㎡
2,935.35㎡
380.28㎡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조
지상층 : 전통 한식목구조
2007. 11
서울특별시
김용미 / ㄜ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정진우 / 삼부토건주식회사

설계개념
도심지 남산자락, 그 중에서도 한옥마을 내 위치한 이점을 살려 도심지 전통문화 체험시설로서의 중심에 서는 것을 목표
로 하는 국악전용극장으로서 정악과 민속악을 고려한 무대를 마련하고 객석에 회랑설치로 전통이미지 연출하여 공연자
와 관객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외부에 노출된 건물은 한식전통 목구조로, 전통 공공 권위 건축형식인‘ㅁ’
자형의 구성과 중첩된 지붕의 조형미를 갖도록 계획하며 경사지에 전통 화계를 도입하여 기존 한옥마을과 조화되면서도
새로운 전통 건축 양식의 미를 선보인다. 대규모 공연장은 지하에 계획하는데, 자연음향을 고려한 최적의 무대음향 설계
와 전통 국악기 연주에 적합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국악의 섬세한 음감을 표현하도록 한다.

정면도

주단면도

37

우측면도

입면계획
삼문 열림마당을 향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내부마당으로 유입, 각동의 성격에 따라 기단
및 지붕의 높낮이로 위계적인 질서를 주며 전체적인 지붕의 다양한 형태 및 배치로 변화있
는 입면을 구성한다. 체험관과 시연장은 벽체를 창과 문으로 구성하여 열고 닫음에 따라
내∙외부가 자유롭게 변화하여 다양한 연출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간구성
건물의 앉힘은 기존의 열린마당을 정면으로 향하고 대지 양쪽의 산책로와 지형의 흐름에
따라 앉힌다. 각 동은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 하면서 위계적인 공간으로 분절 및 연결되어
시각적 열림과 공간적 영역을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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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상원
침상원이 공연장 홀과 연계됨으로서 휴게공간이 되어
삼문부터 시작된 공간의 기승전결 흐름이 끝을 맺게됨

1.무대 / 2.개석 / 3.홀 / 4.강의실 겸 연습실 / 5.교보재실
6.사무실 / 7.청소도구함실 / 8.장비반입구 / 9.안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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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 우수상

TD & C HOUSE (눈꽃마을)
엄학진 | 환경포럼건축사사무소

인제군 북면 원통을 지나 20여분쯤 44번국도변의 구불구불한 계곡과 내설
악의 운치를 즐기다보면 미시령과 진부령으로 나누어지는 용대 삼거리가
나온다. 황태축제의 장과 용대전망대가 있고 생태하천공원과 접해 있는 용
대삼거리의 정표 인공폭포를 바라보며 작은 하천을 건너면 나지막한 구릉
위로 2층 규모의 전원주택 한 채가 눈에 들어온다.
2004년 9월 어느 날 사무실 근처 한 음식점에서 89년 미시령도로의 개통과
함께 속초, 고성지역에 리조트 개발붐이 일 때 함께 한 적이 있는 건축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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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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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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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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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656㎡
163.92㎡
116.89㎡
지상 2층
경량목구조
2008.03
ㄜTD&C
엄학진 / 환경포럼건축사사무소
최용기 / (주)TD&C

아주 우연히 만났다.
이야기 속에 용대 삼거리 인근 약 33,000㎡의 부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 단
지를 구상중이며, 전원생활과 함께 민박형태의 펜션 사업을 하고자 함에 만
남에 기쁨이 더하였다.

좌측면도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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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랜에 준해 계획된 단지내 접근도로, 필지의 크기와 형상,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배치의 방향은 인공폭포가 보이는 남동향을 주향으로 하고 건물은 부지 후면부에 위치
하여 정원화할 수 있는 조망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공간구성의 주안점은 향과 조망을 고려한 일자형배열로 각 기능별 개방감을 확보하고
민박부분은 기능의 특성을 고려해 각 실마다 독립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전원적인 외부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남동쪽의 열려있는 넓은 앞마당은 진디와
화초를 심어 조망성을 확보하고 북서쪽 실개천이 흐르는 낮은 지세부분은 자연적인 형
상의 조건을 고려한 조경석 쌓기로 하고 기존 수목은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과 좀 더 가까
이 하고자 하였다.
매스의 형상은 공간구성에 따라 세겹의 맞물려진 한쪽 경사지붕으로 하고, 깊은 처마,
처마 아래 가새, 넓은 데크, 발코니, 가벽, 다락창 등의 매개요소를 계획하여 단순하면서
개성있는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외장 재료의 구성은 나무와 적별돌을 주재료로 하고 아
이보리 색과 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주조색으로 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친근감 있는 전원
주택의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특히 한 해가 일찍 지는 이곳 어둠의 적막함은 깊은 처마
아래 벽체등, 넓은 잔디정원 위의 데크등, 조경등에 의한 야경을 연출하여 도심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황홀감을 느끼게 하였다.

현황측량, 현장조사 등을 기준으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2005년 여름부터 대지조성공사와 함께 시범주택을 짓기로 의
견이 모아졌다.
그 당시 교통 및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와 방문객 숙소
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시작된 시범주택의 전제조건으로 위
치와 규모는 전원주택단지의 중심부인 현 위치에 연면적 약
160㎡ 내외의 2층 민박형 전원주택으로 하고 공사비는 3.3㎡
당 약 350만원+∝로 잠정 결정아래 시작되었다.
황태의 고장이듯 겨울철의 강한 바람과 많은 적설량, 주변 지
형지세에 따른 일조량과 조망권의 한계, 거리에 따른 공사비,
시공성 등의 제약적 요소와 전체적으로 남동향의 완만한 구릉
지, 조성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양호한 수림대, 부지경계를 따
라 흐르는 운치 있는 하천, 구릉지사이 보일듯 말듯 숨어 있는
실개천등의 잠재적 요소는 계획의 주요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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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의 배봉산 자락에 있는 노천극
장은 학생들의 쉼터로, 주민들의 산책길로 많은
기억이 담겨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 정자를 짓
는다. 기존 대지의 흐름, 주민들이 운동할 때의
흐름, 학생들이 이용하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
으면 한다. 노천극장의 경사를 파악하고 나무의
위치를 파악한다. 원래 그곳에 있던 나무를 한
그루도 훼손하지 않으려 함이다. 학생들이 노천
극장하면 떠올리는 일반적인 그곳은 그냥 두어
야한다. 그곳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산책로 건너
편에 나무사이에 있는 땅을 발견한다

준공부문 | 우수상

본좌 Origin
허길수 외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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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5동 서울시립대학교 내
45.80㎡
42.70㎡
42.70㎡
지상 1층
경골목구조
2007.11.11
서울시립대학교
허길수, 신병민, 손경민, 박종희, 이안나, 안윤희(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전은필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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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는 서울시립대학교 내부적으로 시행되어 왔던‘나무정
자짓기’
의 다섯 번째 작업으로‘구조물의 건축물화’
과정을 공유하
기위한 현장 교육으로서 매년 대지조건을 주고 아이디어를 출품하
여 학생이 직접 시공하는 공모전작품이다.
서울시립대학교의 배봉산 자락에 있는 노천극장은 학생들의 쉼터
로, 주민들의 산책길로 많은 기억이 담겨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 정
자를 짓는다. 기존 대지의 흐름, 주민들의 산책로 이용의 흐름, 학생
들의 쉼터로서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길 바란다.
대지의 경사를 파악하고 나무의 위치를 파악한다. 원래 그곳에 있던
나무를 한 그루도 훼손하지 않으려 함이다. 한국건축의 자연 순응적
대응은 과거에도 그렇듯 오늘날의 정자에서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
이다. 자연의 숨은선을 찾아 거스르지 않길 조심히 바라며 계획했
다. 주민과 학생, 자연과 인공이 아스라하게 만나는 경계로부터 조
금 벗어난 곳에 놓인다.

대지가 머금은, 자연을 담는 액자가 되길, 단순한 경골목구조 구법
속에서도 반복과 변화, 형태의 자유로움과 동적인 활기를 품길, 쉼
터로서의 기능과 함께 구조의 요소요소들 속에 자연을 담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서, 떨어지는 빗소리에 귀기울이고, 지붕위 쌓인
눈에 눈돌리고, 켜켜히 프레임사이로 뵈는 자연의 변화를 느끼길…
본좌(本座)… 자연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공간으로서의 정자.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느끼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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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문 | 대상

놀이공간을 만들다
Creative of Play Room
정주기, 한송이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단순한 objet을 통해 아이들은 놀이를 유도하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가 놀이를 찾고 만들어가기를 바랬다. 그러기위해서는
그러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고 우리는 그 장
치들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은 스스로 놀이공간을 만들고 놀
이를 찾아가고 만드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나무블럭 들을 발견하고 그 대상을 인지한다. 그리고
그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것들을 손으로 만지면서 경험을 하
게 된다. 그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무언가를 만들게 되고 그 과정
에서 창의적 사고를 키우게 된다. 그리고 그 창의적 사고의 발달
과정을 통해 새롭게 무언가를 발전시켜 만들어내고 그것은 완결

� 오르락 내리락 눕거나

� 당기거나 밀거나

� 끼우거나 쌓거나

� BLOCK

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체험 할 수 있는
IDEA들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가 각자의 놀이공간을 스스로 만
들기를 유도한다. 또 아이들이 사용하기전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은 뛰고, 눕고, 오르
고, 내리고, 구르는 등의 많은 행위들을 행할수가있다. 이 모든
아이어들로 이루어지는 공간은 항상 유동정이고 사용자의 계획
에따라 공간의 성격이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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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형적인 형태
1. 공간의 높낮이를 통한 아이들의 행위유도
- 오르고 내리고 눕는 행위
2. 수평적인 요소의 나무 + 유선형의 철골
3. 수평적인요소들의 연속적 사용으로 인한 유선형

� 쌓기&끼우기
� 유동적인 벽체
1. block를 이용하여 벽체를 만듬
2. 외부힘에 의한 유동적으로 벽체가 변형

목구조에 사용되는 짜임을 이용한 결합방법의 견고성
핑거의 나무막대를 끼우는 방법
구멍이 3개, 2개 뚫린 나무도막에 긴 나무 삽입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구성

�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공간
1. 외피와 수평막대와의 접합
2. block과의 접합을 통한
다양한 공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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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림(幽影林) - 그윽한 그림자의 숲
Dim Shadow Forest
최민욱, 김형섭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 내부 투시도

기존의 놀이터는 놀이라는 행위를 특정한 객체로 변환시킨“명사”
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놀이터는 아이들의 자연스럽게 뛰놀 수 있고 다양한 놀이
의 가능성을 지닌“동사”
의 공간이다. 아이들에게 정해진 행위를 강요하기 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을 느끼고 그러한 환경과 놀이를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놀이터, 나뭇가지를 자연스럽게 타고 오르내리며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터가 바로 그러한 곳일 것이다.
‘은은한 그림자의 숲’
이라는 뜻을 가진 유영림(幽影林) 계획안은 한 그루의 나무를
닮았다. 이 나무의 주변으로는 생겨날 그림자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놀이
터가 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은 나무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
이다. 아이들은 나무와 놀고, 나무에게 배우고, 나무를 닮을 것이다.

� 주요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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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길
Children’
s Path on the Street, Forest and Everywhere

concept
Path: 학교 가는 길,슈퍼 가는 길, 친구 집으로 가는
길, 놀이터로 가는 길 아이들이 가야 하는 모든 길은
어른들의 시선과 스케일로 이루어져있다. 아이들의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다.아이들은 길에서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고 헤어지는
법을 배운다. 단순히 통과하는 공간이 아닌 사건이

김부희, 정고은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일어나는 공간이다. children's path는 시멘트 바닥
과 아스팔트로 이루어진 길이 아닌 목조구조로 된
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들만의 길이다.

prologue
오르고, 내리고, 매달리고… 아이들에겐 기둥 하나도 놀이터가 된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놀이터와 놀이기구 뿐만 아니라
골목길, 주차장, 모든 장소가 아이들에겐 놀이터이다.
기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소 위에 목재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놀이터라는 새로운 기능으로 overlap 된다.
여러 개의 목재 선재는 사다리가 되고, 미끄럼틀이 되고 다리가 되어
아이들에게 새로운 길과 공간을 제공한다.
어른들의 길이 아닌 오직 아이들만을 위한 새로운 길이자 놀이터이다.

Space: 주차장 자동차 뒤,막다른 골목길, 책상 밑,
장롱 안. 아이들의 스케일에 맞춘듯한 작은 틈들은
아이들만의 공간이 된다. 아이들의 동선에서,혹은
길에서 만나는 공간들은 그들의 쉼터이자 놀이터이
다. 벽과 큰 물체로 사이에 생긴 공간은 어둡고 폐쇄
적이며,안전하지 못하다. solid가 아닌 liner(나무)로
엮어진 light box는 시각적으로 차단되고,빛과 바람
은 통과하는 반 폐쇄적인 공간이다.
City: 어른들이 남겨놓은 길과 공간이 아닌 아이들
만의 길과 공간은 그들만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 것
이다. 오르고 내리고,매달리고..골목길,주차장 등 기
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소위에 목재구조물을 설
치함으로써 놀이터라는 새로운 기능으로 over lap된
다. 여러 개의 목재선재는 사다리가 되고,미끄럼틀
이 되고, 다리가 되어 어른들의 길이 아닌 오직 아이
들만을 위한 새로운 길이자 놀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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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te

나무 꽃 위에 놀다

우리가 계획한 구조는 주기둥 1개로 지탱되는 꽃과 같은 구조이다.
강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경사를 만들고 서로 이어지며 자

Play in Wooden Flower

연스레 이꽃 저꽃 놀수 있도록 만들었다. BRANCH BEAM은 기둥과 볼트접
합으로 간결하고 강하게 접합되며, 메인 바닥재는 목재로 봄트 없는 끼워 맞
춤식 연결로 계획되어 바닥재 뿐만 아닌 화분, 의자 등의 요소가 자유롭게

이재홍, 김유미 부산대학교 건축학부

끼워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인장 캡이 이를 한번 더 잡아 준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부산시 온천천 놀이공간이다. 강변 시설의 정
비로 사람들과 어린이들의 이용이 잦아졌지만 정작 덜 정비된 강
과 좋지 않은 수질로 강 자체를 이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계획안

� Dodecagon

을 통해 강의 흐름을 막지 않는 구조물을 제안하며, 아이들과 사람
들은 이를 자유로이 건너며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 이상에 재미를
느끼게 할 시설을 제안한다. 주변에 건널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없는
관계로, 천을 건너가는 구조물에서 설계를 시작했다. 부지에 특성
상 시야를 가로막을 수 있는 메스형 구조물이나, 강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은 피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계획하게 되는 구조
는 주기둥 1개로 지탱되는 꽃과 같은 구조체이다. 상의 흐름을 방
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평지와 경사를 만들고 서로 이어지며
자연스레 이꽃 저꽃 놀 수 있도록 만들었다. 관람석형 계단과 쌓여

� Octagon

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체, 아이들의 아지트가 될 수 있는 아지트형
밀폐공간 등 구조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더욱 재미를 느끼게 하고 있다. 구조체는 branch beam을 통한 기
둥과 볼트 접합으로 간결하고 강하게 접합되며, 세세한 여러 부재
들이 서로 연결되어 목재의 힘을 늘리고 비틀림을 막아준다. 메인
바닥재는 목재로 볼트 없는 끼워맞춤식 연결로 계획되어 바닥재
뿐만 아닌 화분, 의자 등의 요소가 자유롭게 끼워질 수 있도록 하였
다. 전체적으로는 인장 캡이 구조체의 힘을 한번 더 보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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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숲

2개의 나선 판들이 상하로 겹치고 그물이 쳐
져서 적당한 그늘과 빛을 만드는 것으로 시

Forest

작한다. 어린이들은 판을 따라 계속적으로
뛰거나 움직일 수 있다. 판들 사이에 있는 그
물은 내외부의 시선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조경석, 정재연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준다. 또한 그물은 판과 판 사이를 건너갈 때
타고가거나, 점프, 흔들기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상하 판의 옆 그물은 위로 오르기도
가능하게 해준다. 숲의 모든 요소는 기능뿐

‘숲’프로젝트는 어린이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가능성을 자유롭

만 아니라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가능

게 즐기며,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

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들이 모여

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였다.

서 이루어진 숲의 전체적 형태는 지나가던
아이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놀이터 분석으로 시작해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보았다. 놀이터는 여러 놀이기구들의 집합이다. 각각의 기구는 어
린이들에게 한가지의 행위를 강요하며 기구들 간의 관계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놀이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롭고 즐겁지
않다. 즉 이번프로젝트는 공간이 어린이들의 놀이 행위를 제한시
키지 않고 다양한 행위가 연결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놀이행위는 색다른 움직임이 아닌 사람의 원초적인
행위이다. 아이들은 미끄러질 경사가 있으면 미끄러지고 오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오르며 놀이행위를 한다. 즉 이번프로젝트는 공
간에서 어린이가 스스로 가능성을 찾아 놀이로 활용할 수 있는 공
간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어린이 놀이공간은 금속의 놀이기구가 주를 이룬다. 금속
의 차가움이 어린이들에게 감성적으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
는 안전, 경제적 이유를 대며 가장 중요한 하나를 제외시켰다. 어
린이 놀이 공간에서 목조라는 재료는 아주 알맞은 재료이다. 어린
이들이 맨손 맨발로 만져도 거리낌이 없는 친환경 재료라는 점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아이들은 목조
공간에서 놀이행위를 하며 자연스럽게 자연과 친해지게 되고 정
신적 육체적으로 높은 가능성을 지닌 아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들은 금속의 차가움이 아닌 나
무, 자연에 따뜻함을 배울 것이다.

구조
구조 디자인 부분은 자유로운 평면지지, 짧은 목재를 기둥으로 사용, 목재의 재활용 3가지를
목표를 세웠다. 목재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철근과 콘크
리트 같은 궁합을 찾았다. 그래서 목재의 접합 부분에 금속 조물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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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섬
wooden Island
허길수, 박소영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현대의 playground는 인공적 환경에 의해 정해진 행위와 일시
적인 즐거움을 강요하곤 한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일련
의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인위적 놀이에 대해
선 방관해왔다고 본다. 시대가 바뀌어도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친근한 놀이감은 자연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현대
의 어항과 같은 물놀이 공간과는 달리 과거에 우린 자연 속 흙
내음, 풀내음을 동네 물놀이에서도 쉽사리 접할 수 있었다.
playground란 아이들의 오감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고, 보호자
와 서로의 관계를 통해 교감하는 장소(place)라 생각한다. 이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고, 오감을 통해 자연을 놀이감 삼아 즐길
수 있는 공간, 물속을 배회하는 듯한 비일상적 공간을 제안하
고자 한다. 기술은 시대의 반영에서 재료의 쓰임을 결정하는
것이 기술이다. 그래서 재료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이라 하겠다.
이러하듯 기술과 함께한 재료는 시대마가 그 생사를 나누곤 한
다. 흙과 콘크리트가 그러했고 나무와 철이 그러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역사에 뒤켠에 선 재료에 대해 의문
을 갖는다. 이러한 의문은‘모든 재료는 그가 되려는 바가 있
다’
고 말한 미켈란젤로의 말과‘건축은 여러 가지 타협에 의해
순수한 관념의 표현이 될 수 없다’
고 말하는 플라톤에 의해 더
욱 깊은 미로에 빠진다.
나무는 철이라는 재료의 발견과 시대의 기술에 의해 그 지닌
물성조차 잃어간다. 나무는 철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타자화된
다. 구조재로서의 벽돌이 치장재로 전락하듯이 우리 시대의 나
무도 단순히 압축재로만 여겨진다. 여기서 우린 나무의 숨겨진
물성을 찾으려했다. 인장을 이용하고, 다른재료와 만나는 구법
을 엮어나가고, 주요구조와 외피구조에 대한 틀을 깸으로서,
이는 현실화되리라 생각한다. 이를 현실화하는데 물환경은 많
은 힌트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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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Landscape
박정민, 유동욱 우송대학교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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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속 경계
Boundaries Inside a City
강인선, 박유라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Problem
어린이들에게 있어 다양한 놀이 형태가 중요함에도 불

우리 도시 속에는 경계라는 바운더리가 존재한다.

구하고 현대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규격화되고 정형화

경계와 경계가 만들어 내는 골목길은 공동생활 구역이

되어 자연에 가까운 다양한 놀이 환경이라기 보다는

면서, 통행이 기능, 서민들의 휴식처, 아이들의 놀이터

놀이터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는 일률적인 모습으로

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현대 도시의 경계에는 많은 문

만들어져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비교적 다양한 놀이

제점이 존재한다. 높고 낮은 매스 속에서 도시는 쉴 틈

시설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러한 놀이 공간 역시 과거

이 없고 소통을 막는 경계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의 산업화, 규격화의 사고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

도시 속 경계에 새로운 놀이기능의 기능을 부여 하여

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의 커뮤니티와 소통을 돕는다.
오르고 내리고 기어가는 다양한 체험은 어린이의 신체

Design Motive

를 발달시키고 균형감각을 익히며 조형감과 사고력을

나무는 우리들에게 포근함, 안락함, 따스함을 가져다

증진시킨다.

주는 친환경적인 재료이다. 목재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러한 도시 속 경계는 목재로 표현 할 수 있는 가능성

공간의 변형과 함께 유기적이고 유연한 공간을 구성하

을 최대한 발휘한다.

게 된다. 이 공간은 나무의 뿌리와 같이 대지와 구조재

정적인 단위부재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원시적 나무

간의 경계를 상실시키고 주변 풍경들과 연속 되어진

이미지를 결합한 형태는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사

다. 또한 얽히고 설키며 다양한 곡선을 그리게 되고 창

회적 기능을 돕는다.

조된 공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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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룸
Jungle Room
정렬, 이종석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계획부문 | 입선

아이들은 자신의 생활에 있어 현재의 문화와 어떠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시
기이다. 이로 인해 어린아이들의 놀이는 일정치가 않으며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내거나 규칙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이 정글룸은 기존의 놀이공간보다 더욱 창의
적이고 의욕적 놀이를 위해서 가변적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다양한 놀이와, 서
로 다른 행위와 형태등 그 속에서 아이들은 또 다른 놀이와 규칙을 만들어 낸다.

호기심
Curiosity
심미리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처음 어린이 놀이 공간이라는 주제를 보고 어린 시절 내
가 가장 재미있어하던 놀이가 무엇이었나? 고민하게 되
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에게 호기심을 주는 것들이었
다. 호기심. 어린 시절 나에게는 항상 원동력이자 모든 일
의 중심이었다. 어린 시절, 개구쟁이였던 나는 담을 넘어
다니던지 차고에 숨어들어 창문을 통해 뒷마당에 숨어들
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렇게 공간에 대한 틀을 잡고 나
니, 형태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그리고 내가 잡은 주제에
맞게 건물 형태에 호기심을 가진 적이 있나 다시 한 번 생
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득 시골 할머니 댁에서 본 기와
집이 생각났다. 서울 토박이, 어린 꼬마인 내가 보기에 너
무나 신기해 보이던 집이었다. 이것저것이 궁금했던 그
집. 몇 십 년 전만해도 흔했던, 하지만 이제는 보기 힘든
기와집.
다른 아이들도 기와집을 본다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신기
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점점 우리나라 전통에 대
해서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미로 같은 공간이 아이들
에게 호기심과 탐험심을 자극시켜주지 않을까? 아이들도
내가 차고를 찾았던 것처럼 또래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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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바꼭질
Hide and Seek

계획부문 | 입선

Design Concept
숨바꼭질 또는 술래잡기라고도 한다. 여러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사람을 술래로 정하고, 일정한 장소를
집(?)으로 정하여, 술래가 집에서 눈을 가리고 열을 세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는다. 그런 다
음 숨은 사람을 찾아나선 술래가 사람을 찾아내면 재빨리 찾은 사람의 이름과 숨은 장소를 크게 부르며 집을

바다나무놀이터
Sea Wood Play

짚는다. 그러나 숨은 사람이 술래 몰래 먼저 집을 짚으면 계속 술래를 해야 하고, 술래가 찾아낸 사람이 많으면

정수지 금강TD&Cㄜ

그들끼리 다시 가위바위보로 한 사람의 술래를 뽑아 놀이를 계속한다.

이한림 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
이수정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Concept
�One Deck
Play Ground / Ship-Part / Water Park 등
다목적 공간
�Rectangie Deck
휴식, 만남, 통로의 기능의
Interactive Space에 의한 연결
�Spread Deck
Rectangle Deck 확장성으로 불규칙적 형태의
다목적 공간 생성

70 200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71

계획부문 | 입선

계획부문 | 입선

변화하는 덮개

나 너 그리고 우리끼리

Trans Cover

Me, You, and Us Together

황희영, 이대한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전수성, 조은지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우리는 어린이 공간으로 대지를 만들고자 했다.
다양한 대지가 집약되어, 아이들이 이를 대지위에

Prologue

서 뛰어놀게 하고, 대지의 안과 밖이 있어 안에서의

미래사회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교육의 중요성은 자라

행위와 밖에서의 행위를 만들며 안과 밖을 넘나들

나는 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 큰 가치가 있지만

게 하고 싶었다. 또한 변화 가능성이 있어 지루함을

호기심 많고 신체적으로 활발한 그들의 다양한 요구에

느끼지 않고 아이들의 놀이의 행위, 형태, 툴의 변

대항 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

화를 가져오게 하고 싶었다.

게다가 현 시대의 어린이들은 많은 놀이와 학습의 시

먼저 대지의 대지선을 그리고 사막의 모래 언덕을

간을 자연과 인간보다는 주로 컴퓨터를 통한 게임이

연상시키는 대지 선을 그려 넣었다. 여기에 보아뱀

나 인터넷을 통한 학습, 혹은 놀이를 통하여 많은 시

을 상상했다. 보아뱀 안에서 놀고 있는 코끼리를 상

간을 보내므로 어린이들에게 메마른 디지털 환경에서

상했다. 그리고 모래 위에서 뛰어노는 코끼리를 상

탈피하여 보다 풍부한 감성적 체험을 경험 할 수 있는

상했다. 내부 공간이 있는 모래 언덕의 단면이 되었

놀이공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 외부는 코끼리가 뛰어 다닌다.
비슷한 모양의 모래 언덕을 중첩되게 그렸다.
언덕의 단면 사이사이로 틈새(void)가 생겼다.
코끼리(어른, adult)가 빠져나오기엔 작아 보인다.
하지만 아이들(children)은 쉽게 빠져나와 안과 밖
을 자유로이 다닐 것이다.

72 200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73

계획부문 | 입선

계획부문 | 입선

Zooning Room

온고지신
From Post-and-Lintel
Construction

강병효, 김다을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엄태근
우리는 Childen's Playroom을 목재로 계획하면서 목
재의 어떠한 특성이 어린이들의 놀이형태에 관여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어린이들은 사고가 고정
되어 있지않아 상상력이 매우 풍부한 시기이므로 이
러한 어린이들에게는 하나의 닫혀져 있는 폐쇄적인
공간보다는 그들의 상상력 더욱 발휘 할 수 있는 개방
형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루기 쉽다는
목재의 장점을 뽑아 어린이들이 나무를 제어함으로서
그들만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보았다. 나무는 가변형의공간을 만들어 냄에 있어 상
당히 유용한 재료이다. Con't, Steel, Glass에 비해 다
루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촉감적인 측면, 시각적인 측
면,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 또 한 작은
개체로도 유닛화(ex 1×4. 1×6, 2×4, 2×6) 되어있
어 어린이들도 직접 다룰 수 있으며, 수리 및 유지, 보
수가 용이하다.
본 모델은 2개층을 가진 1.87m×1.87m×2.1m의 유
닛이 총 9개가 존재한다. 9개라는 것은 임의의 숫자로
최소 4개의 유닛만 있으면 활용 가능하며 사용자의
공간에 맞추어 확장이 가능하다. 1층은 어린이들의
제어에 의해서 다양한 공간 및 루트가 발생하며 2층
은 관리자인 성인에 의해서 루트의 형식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목재로는 주로 1×6, 2×6가
사용되었으며 결구 방식으로 고무접합을 이용하였
다. 고문는 목재를 다루는 어린이의 안전에 이로울뿐
만 아니라 마찰력이 좋아 임시고정에도 매우 유용하
다. 그리고 가변목재에는 베어링을 부착하여 근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배려하였다.
이번 주제가 Childen's Playroom인 만큼 어린이의 입
장에서 이해 할 려고 노력하였고 기존의 지루하고 뻔
한 놀이 공간이 아닌 어린이들의 모험심을 충족해 줌
으로서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생기있는 공간을 연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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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문 | 입선

롤리폴리
Roly-Poly

Technical

Report

김태연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이재경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과
아이들의 놀이공간은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해야 하
며, 그 공동체만의 영역은 보호되어야 한다.

경골 목구조체 단열 성능
Insulation Efficiency of Wooden Light Weight Frame

현재 아이들의 놀이터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장소
가 아닌 종속적인 장소로서 존재한다고 판단하기에,
우리는 기존의 놀이공간보다 공동체를 보호하며, 외
부와의 소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기획
하였다. 자연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새 둥지를 모티브로 하여 시작하였으나,
형태적인 모방이 아닌, 그 기능을 파악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려 하였다.
Construction Diagram

서론

오뚜기는 철물을 제외하고 모든부분 가구식으로 디

“사람에게 집은 성과 같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자인 하였다. 목구조의 장점을 못이나 볼트없이 결

오래된 구절이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오래된 성은 춥고

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크게 나무+나무와

건조합니다. 오늘날의 주택은 효율적인 중앙 난방시스템

나무+철의 두가지 구조부분을 가지게 디자인 하였

과 단열성이 좋은 건물 외피를 갖추고 있어 안락한 안식

다.기본적으로 7개 프로파일로 디자인된 오뚜기는

처입니다.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고 무더운 여름에는 열

생산에 관한 부분을 고려하였고, 조립과 분해가 용

을 방출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택의 벽과 지붕을 이용합

의하도록 하였다. 편리한 조립분해는 어린이 쉘터를

니다. 오늘날의 주택 구입자들은 단열 수치가 높은 에너

고정시키기 보다 어떤 곳에나 설치가 용의하게 하기

지 효율적인 주택을 원합니다. 에너지의 비용과 환경적

위함이었다.

인 함축사항들이 고려되면서“에너지 사용 줄이기”
가목
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열성 수준은 현재 많은 법규 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사
항입니다. 보다 엄격한 단열성 규정은 설계업체들이 단
열 성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구조체의 영향을 반드시 이
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목조 건축은 오랜 역사를 지녔기 때문에, 단열 특성과 성
능 기록을 잘 정립해 왔습니다. 단열 특성에 대한 다른 시
공 시스템의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지도 이해되고 있지
도 않습니다. 이 간행물은 목재의 단열 성능과 기타 골조
기술에 대한 현 지식을 살펴봅니다.
이 정보는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가 최고의 단열 성능을
제공하는 시공 기술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77

지 효율성을 최대화하려면, 반드시 열 흐름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골조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 조립물을 설계하고 연속적인 공기막, 단열재, 내후막을 사용하
여 건물 외피를 통한 공기 누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림1 참조)
기밀막이란 건물의 외피 안팎으로의 공기 이동을 제한하는 막입니다. 이는 제
어되지 않은 공기 유출을 통한 열 손실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원치않는
수분이 벽이나 지붕 개구부를 통해 유입되지 않게 해줍니다.
전형적인 골조 시공에서, 공기 유출은 외벽과 천장을 횡단하는 설비, 환기구,
파이프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용된 기밀막은 반드시 건물 외피 전체에
서 연속적인 내구성과 강도를 지녀야 하며 바람, 환기, 공기 이동으로 생기는

그림 1 :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목재 골조와 단열재 상
의 연속적인 기밀막 적
용은 공기 유출을 감소
시켜 건물의 단열 성능
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기압차에 저항하도록 올바르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골조 부재 안쪽
에 설치된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막은 코킹처리되고 석고보드의 사용으
로 제자리에 기밀하게 부착되어 기밀막을 형성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폴리올
레핀계 부직포“방습지”막으로 연결부가 테이프로 붙여져 벽 덮개 외부에 적
용됩니다.
추운 기후에서는, 실내용 폴리에틸렌 막과 외부용“방습지”막이 함께 사용됩
니다. 왜냐하면 폴리에틸렌 기밀막은 방습막이기도 하고 외부용“방습지”
는
내후막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기후에서는, 수증기가 내벽 또는 천장 마

이러한 천장 환기구 주
위에 코킹 처리와 더불
어 기밀막을 겹쳐 설치
하면 건물 외피를 통한
공기 유출 방지에 도움
이 된다.

감재를 통하여 확산되어 나중에 벽이나 지붕 구조체 내에서 냉각, 결로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습막을 단열재의 따뜻한 면에 설치합니다.
폴리에틸렌은 벽 구조체 내에 있는 모든 수분을 가두기 때문에 추운 기후에서
주택의 외부에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방습지”형태의 재료는 증기 막이 아
니어서 주택의 외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단열 성능

분자들이 에너지(열)를 재료의 차가운 쪽으로 전달합니다. 전도는 주로 건물의 기초
와 골조 부재를 통해 발생합니다. 열의 이동 속도는 사용된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벽, 지붕 또는 바닥 공간에 설치된 단열재는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

온대기후에서는,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20%가 주택건물의 난방, 냉방, 조명을

2. 대류는 공기의 이동으로 가열된 공기가 밀도가 낮아져 상승하고 추운 공기가 가

을 전달하는 속도를 늦춥니다. 단열재의 효율성은 구조물 내의 공기 주머니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사용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선별적인 자재의 사

열된 공기에 의해 남겨진 공간을 채우기 위해 유입되면서 발생합니다.

용과 건물 시스템으로 건물의 전반적인 단열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3. 복사는 열파에 의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열을 전달할 때 일어납니다. 예를

외벽널 재료 설치 이전
에 외부 덮개에 내후막
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
비, 눈에 대한 추가막 역
할을 한다.

들면, 태양은 지구를 가열하는 복사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복사는 건물의 표면 온도

� 열 전달 정의

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주로 유리 창문과 문에 대한 난방 규정에 영향을 줍니다.

통한 열 전도를 감소시키고 공기주머니를 작게 유지하여 대류를 최소화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일반적인 단열재는 광물질이나 유리섬유 그리고 팽창가능
한 포상물질 등의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4. 기류는 건물 내부와 외부 간의 기압차에 따라 뜨거운 공기나 차가운 공기 뿐만 아

내후막은 바람, 비, 눈으로부터 외피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방어라인으로

열은 항상 따뜻한 곳에서 찬 곳으로 이동합니다. 열은 겨울에 건물 외피를 통

니라 건물 외피에서 새어 나오는 공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류를 초래하

외부 덮개에 설치되는 막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밀막으로 사용되는“방습

해 실내에서 외부로, 그리고 여름에는 외부에서 실내로 이동합니다. 건물 내외

곤 한다해도, 공기 유출은 작은 구멍을 통해 벽이나 지붕으로 직접 움직일 수도 있습

지”형태의 막이나 다른 형태의 덮개 종이가 포함되지만 이러한 막은 반드시

로 이동하는 열을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열의 흐름에 저항하는 재료의 복

니다. 이는 수증기를 벽 공간으로 운반하여 결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벽 개구부 주위에서 비흘림과 함께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합적 사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이 4가지 열 전달방식 모두가 건물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기밀하게 시공된
1. 전도는 고체 재료의 한 쪽에서 열로 인해 분자들이 여기될 때 일어납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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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에서 대부분의 열 손실은 건물 요소들을 통한 전도로 발생합니다. 에너

출처: John W. Wren Holdings Ltd.

단열 성능이 나쁜 구조체를 사용함으로써 초래되는 분명한 결과는 건물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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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냉방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에 대
한 영향 이외에도, 이같은 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건물의 수명기간 동안, 건물

그림 4 : 목재와 강재를 통한 열 흐름

골조가 단열값에 미치는 영향

가스를 덜 생산합니다. R-2000 주택은 또한 개선된 신선한 환기 시스템, 창문

주의 계속적인 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설계 기술을 사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내구성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림 2 : 목재의 현미경적 구조

만재

목재 스터드

다. 재료가 열 흐름에 저항하는 정도를 열저항(RSI)이라고 합니다. 열저항은 m2

캐나다 정부의 후원을 받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캐나다 이외의 국가들을 위

�C/W의 단위를 가진 RSI 값으로 표시됩니다. RSI 값이 높을수록 열의 흐름에

한 수퍼 E 주택 프로그램입니다. 수퍼 E 주택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기술, 전문

대한 저항이 커집니다. 열 투과(U)는 구조체의 열저항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지식, 훈련을 지원받아 영국, 아일랜드, 일본에 도입되었습니다.

단열된 구조체들은 보통 건물 외피 전체에 걸쳐 균일하지 않습니다. 목조나 경

R-2000 프로그램과 수퍼 E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량 철골 벽 또는 지붕에서, 골조 부재는 규칙적인 간격을 갖고 배치되고 이러

http://www.oee.nrcan.gc.ca/r-2000 및 http://www.super-e.com을 각각 방

한 위치에서는 골조 부재 사이의 공간과는 다른 수준의 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문해 주십시오.

골조 부재는 전체적인 벽 또는 천장 구조체의 단열 효율성을 낮춥니다. 이 위

건물에서의 에너지 보존에는 투입 에너지와 운영 에너지의 두 가지 측면이 있
강재 스터드

골조 부재에서 일어나는 높은 열 전도율을 열교라고 부릅니다.

그림 3 : 일반적인 재료의 열 저항성 (RSI/mm)

� 체화 에너지

있는 공칭 RSI 값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즉, RSI 값은 단열재 자체에만 기초

건물의“투입 에너지”
는 원료의 확보, 처리, 제조, 현장 운송, 그리고 시공에 소

를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골조 시스템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

비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초기 투입 에너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 상대적인 단열 특성을 표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에너지는 건축재료의 제조와 현장 운송 및 건물 시공에 사용되는 에너지

주요 저항 없음

콘크리트

0.001

제재 및 구조용 목재 패널

0.009

석고보드

0.006

열저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법규는 이 점을 인지하고

유리섬유 단열재

0.022

규정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유효 RSI 값이 사용될 것을 요구합니다.

광물질 섬유 단열재

0.024

� 목재: 천연 단열재
목재는 자체 세포 구조 속에 수백만개의 작은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천연

습니다.

구조체의 단열값은 전통적으로 구조체에 사용된 단열재의 표면에 명시되어

강판

출처: 캐나다주택공사 (CMHC)

성능 규정 및 환경적으로 개선된 건축재료를 통합합니다.

건물 외피 구조체의 열 흐름에 대한 저항은 사용된 재료의 특성에 달려 있습니

치에서의 열 전도율은 골조 재료의 열적 또는 단열 특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조재

계세칙에 따른 건물은 건축법규의 규정을 능가하며, 에너지 소비가 적고 온실

입니다. 간접 에너지는 사용 시점까지 연료 및 에너지를 처리, 운송, 전환, 배달
하는 데 관련되는 에너지 사용입니다.

그러나 구조체의 단열 성능은 골조와 단열재의 결합된 영향에 달려 있습니다.
벽 표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골조 재료의 단열 특성은 구조체의

건물에서의 반복 투입 에너지는 건물의 수명기간 동안 재료, 구성요소 또는 시
주: 열 흐름 선들은 각각 벽을 통한 열 흐름의 상당하는 양을 나타냅니다.

스템의 관리, 수리, 복구, 개장 또는 교체에 소비되는 재생불가능 에너지를 의
미합니다.

유효 RSI 값은 구조체의 측정된 열저항입니다. 이는 구조체 내의 모든 재료들
의 단열 효과를 고려합니다. 골조로 만들어진 구조체에서는, 골조 부재들이 열

경량 철골 부재는 자체의 폭보다 구조체를 통한 열 투과에 훨씬 큰 영향을 미

운영 에너지의 보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더 간단하고 더 일반적이나, 투입

교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체의 열 흐름에 대한 저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치며 단열재를 통해 열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열교현상은 경량 철골 구조체

에너지의 영향은 구조물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목재위원회(Canada

이 부재들의 영향이 계산되고 부재들 사이의 공간에 대한 단열값이 결합되어

의 유효 RSI 값이 공간에 채워지는 단열재의 RSI 값의 50-60%가 되도록 만

Wood Council)는 지구온난화 가능성, 대기와 수질 오염, 폐기물의 측면에서

유효 RSI 값으로 표현됩니다. 유효 RSI 값은 서로 다른 시스템들의 열저항을

듭니다.

비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표 1 : 1970년 시공 대 R-2000 설계

단열재입니다. (그림2 참조) 열 전도성은 상대밀도에 따라 증가하므로, 목재
는 밀도가 높은 재료보다 나은 단열재입니다.

목조 구조체의 전체적인 단열 효율성은 구조 부재가 차지하는 면적의 크기만
큼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목조 구조체의 경우, 유효 RSI 값은 공간에 채워지는

침엽수는 유사한 두께의 유리섬유 단열재가 갖는 단열 성능의 반 정도를 갖지

단열재의 RSI 값의 약 90%입니다.

에너지 보존과 목조 건축

만 콘크리트와 석재에 비하면 약 10배이고 강재에 비하면 약 400배입니다. 그
러나, 주골조 재료 가운데 목재가 최고의 단열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목조

경량 철골 구조체에서, 열은 병렬 경로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재는

목조 건축 기술은 지난 수십년간 새로운 에너지 보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발

건축 기술은 벽, 지붕, 또는 바닥 구조 내의 효율적인 단열제품을 포함하는 것

높은 열 전도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 흐름은 구조체를 통해 외피의 안

전해왔습니다.

에 기초를 둡니다. (그림3 참조)

쪽에서 밖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단열된 공간의 중심에서 골조 부재

자체의 공기 주머니 구조로 인해, 목재는 효과적인 차음재이기도 하며, 자체
구조는 음 진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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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열 흐름은 강재 스터드에 집중됩니다. (그림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R-

4참조)

2000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캐나다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와 캐나다의 주택 건축 업계의 협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R-2000 설

건물 요소

1970년대 시공 예

R-2000 설계 예

바닥 면적

207.4m2

207.4m2

설계 수명

30년

30년

주요 구조

목조 시공, 콘크리트 지하

목조 시공, 콘크리트 지하

38 x 89mm 스터드(GRN)

38 x 140mm 스터드 (KD)

RSI-2.1 유리섬유 단열재

RSI-3.5유리섬유 단열재

목재 창문,

PVC 창문, low-E,

표준 이중유리

이중유리, 아르곤 충전

벽돌

벽돌

목조 트러스, 아스팔트 싱글

목조 트러스, 아스팔트 싱글

RSI-3.5 유리섬유 단열재

RSI-8.8 유리섬유 단열재

외피
창문
외부 크래딩
지붕 시스템

81

구조물의 투입 에너지가 환경에 주는 영향을 보여주는‘환경 영향 평가

설비, 에너지 소비가 적은 조명 및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주택 가전제품

(Environmental Impact Study)’
를 간행했습니다.

등에서 크게 증대될 수 있습니다.

요로 합니다. 이는 동일한 성능을 얻기 위해 비용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그림 6 : 목조 대 경량 철골 - 유효 단열 값

HOT2000은 캐나다천연자원부에서 개발한 주택 건물용 에너지 분석 프로그
전과정에 걸친 건물의 투입 에너지와 운영 에너지에 대한 오늘날의 비교에서

기초, 벽, 다락방에서의 단열성 증가 및 단열처리된 문과 창문은 건물의 운영

는 운영 요소가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건물들이 점점 더 높은 에너지 효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투입 에너지 영향이 더 높은 재료를

율성을 갖게 되고,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멀리함에 따라 수명기간에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4.3

3.0

2.1
1.8

습니다 (4개의 인자 감소). 총 R-2000 연간 운영 에너지 사용은 1970년대 설
계의 42%였으며 R-2000 주택에 대한 총 30년 전과정 동안 사용되는 에너지

� 운영 에너지

3.0

2.9
2.5

R-2000 주택에 대한 연간 공간 난방은 1970년대 주택의 27%밖에 되지 않았

계자로 하여금 다양한 건물 설계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3.4

걸친 운영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투입 에너지의 비율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
습니다.

램이며 www.buildingsgroup.nrcan.gc.ca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설

3.8

2.5

2.0

현장 측정과 모델링

1.3

는 1970년대 주택의 4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운영 효율성 총 개선량의 약

건물의 운영 에너지를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반 정도가 발전된 외피 설계 덕분이고 나머지는 높아진 기계설비 효율성의 기

현장 보고서는 실제크기 철골조 주택의 단열 성능이 앞서 토의된 실험실 측정치

인식되고 있습니다.

능때문입니다.

보다 떨어짐을 보여줍니다.

캐나다에서, 주택 에너지 소비는 지난 30년 동안 40%가 줄었습니다. 1970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투입 에너지 영향은 건물의 운영 에너지 규정이 감

주택 설계와 R-2000 주택 설계의 전과정 환경 영향에 대한 비교는 Athena™

소함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림5 참조) 이는 또한 R-2000

지속가능재료평가원 (Sustainable Materials Institute)와 CANMET 에너지 기

주택을 시공하는 데 들어간 재료 규정의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술 센터 및 캐나다천연자원부의 협력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투입 에너지 영향이 공간 난방의 영향과 결합되면, R-2000 주택은 30년에 걸
Athena™ 지속가능재료평가원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캐나다에서 전형적

실험실에서 사용한 표본은 표준 시공에서 볼 수 있는 교차점, 창문틀 또는 문
출처 : 캐나다주택용에너지법규 1995년

틀과 같은 이형이 없는“공”
벽이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실 테스트들은 또한 지
붕 골조나 토대와 같은 구조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단열 측면에서 격리된 벽 부

한 실험실 연구는 병렬 경로 열 흐름에 대한 가정이 경량 철골 시스템에는 적

분에 국한되었습니다. 다음 테스트는 성능이 실제로 산정되는 철골조 주택에

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서 수행되었습니다.

쳐 에너지를 60% 덜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61% 더 적게 배출하게 됩니다.

으로 시공된 단독주택 설계들에 대한 투입 환경 영향 등의 환경적 성능을 비교

실험실 테스트는 구조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격리된 공벽 시스템을 시험하는

했습니다. 이 연구는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연구위원회(National

열상자법을 사용합니다. 이 실험들은 강재 스터드가 구조체의 유효 RSI 값을

Research Council)의 부지에 위치한 캐나다주택기술센터 주택들의“준공”설

현격하게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근래에, IRC는 3가지 강재 스

적외선 온도기록은 전통적인 목조 벽과 비교하여 경량 철골이 건물 외부로부

터드 벽 구조체의 RSI 값을 측정했습니다. 이 연구는 강재 스터드 벽 구조체의

터 많은 열 손실을 초래하고, 강재 트러스를 목재 트러스로 바꾸면 다락방의

경우 유효 RSI 값이 단열재의 약 반 정도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강재 스

단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킴을 보여줍니다. 강재 스터드 지점에서 측정한 온도

터드를 사용하면 전체 구조체의 전반적인 성능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는 사이 공간 지점에서 측정한 것보다 4℃가 낮았습니다.

계에 근거하였습니다. 1970년에 지어진 것과 동일한 주택에 대한 세부사항들

� 온도기록 테스트

이 오늘날의 R-2000 준수 시공과 비교되었습니다. (표1 참조)

목재와 강재의 단열 성능 비교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에서의 운영 에너지 효율성은 단열성이 높고 기밀한 건

강재는 목재보다 열을 400배나 빠르게 전도합니다. 그러나 강재 C-채널 스터드

물 외피 시스템, 단열성이 높은 창문,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난방, 냉방 및 온수

가 목재 스터드보다 훨씬 얇기 때문에, 20게이지 강재 스터드는 폭 38mm의 목

강재 스터드의 외부면에 단열재를 추가하는 것은 자체 RSI 값에만 기여하게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본느빌 전력공사(Bonneville Power Administration)가

재 스터드보다 약 10배 가량 많은 열을 전도합니다. 골조 시스템의 단열 성능은

됩니다. 벽 구조체에 있는 강재의 영향을 완전하게 없애지 못하며, 별도의 단

경량철골 주택에 대해 실시한 온도기록 테스트는 합판 덮개와 18.5mm 포상

실험실과 주택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목조 시스템의 우

열재를 위한 비용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물질 덮개를 지닌 벽들이 단열 측면에서 동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캐나다에너지법규(Canadian National Energy Codes)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공간 단열재와 RSI 1.1 덮개를 갖춘 140mm 벽의 적외선 온도기록에 의하면

벽, 지붕, 바닥 구조체 구성에 대한 유효 단열 수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IRC가

외부 온도가 4.4℃일때 강재 스터드 위의 실내벽 표면 온도는 7.3℃였습니다.

그림 5 : 투입 에너지 대 수명기간 난방 에너지

월한 성능을 증명해줍니다.
투입 에너지 8%

수명기간 난방 에너지 92%

� 실험실 연구 결과

수명기간
난방 에너지 92%

수명기간
난방 에너지 77%

개발한 엄격한 산출법을 사용합니다. 그림 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경량 철

이 연구는 열이 강재를 통해 아래로는 기초와 위로는 강재 지붕 구조까지 이동

목조는 오랜 역사동안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테스트와 성능에 기초하여, 미국

골은 빈 공간에 채워지는 단열재의 유효 RSI 값을 거의 50% 가까이 감소시키

했음을 보여줍니다.

난방냉동공조기술자협회(ASHRAE)의 기초 안내서는 병렬 경로 열 흐름에

는 반면, 목조는 유효 RSI 값에 10% 미만의 영향을 줍니다. 즉, 38×140mm

대한 유효 열저항을 산출하는 절차를 사용합니다. RSI 값은 골조(RF)와 단열

경량 철골 벽이 공간 단열재를 갖춘 목조 벽과 동일한 단열 수치를 얻으려면

미국철강협회(AISI)가 실시한 실험실 테스트는 12.5mm 포상물질 덮개가 강

재(RI)에서 산출하고 그런 다음 평균 유효 RSI 값(RE)은 총 면적에 대한 비율

별도의 51mm 포상물질 단열재를 필요로 합니다.

재 스터드와 공간의 기온차를1.6℃ 아래로 유지시킨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주택에 대한 온도기록 현장 테스트에 의하면 강재 스터드와 공간의 기온

로 각 면적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경량 철골 구조체에 대한 유효 RSI 값은 동일한 단열재로 채워진 목조 구조체

1970년 주택

82 200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R-2000 주택

캐나다연구위원회(NRC)의 건설기술연구소(IRC) 및 미국주택건축업자협회

보다 훨씬 낮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체는 포상물질 덮개가 없는 목조 벽과 동

(NAHB) 연구센터와 오크리지국립연구소에서 수행된 경량 철골 벽 성능에 대

일한 유효 RSI 값을 얻기 위하여 외부 포상물질 덮개로부터 높은 열저항을 필

차는 50mm 포상물질을 사용한다해도 2.3℃였습니다.
현장 성능은 실험실에서 측정한 성능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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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침입

낮은 단열 성능의 영향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에너지서비스그룹(Energy Service Group)은‘에너지
디자인 업데이트(Energy Design Update)’1995년 8월호에서, 주택에 있는
경량 철골 벽의 측정된 침기율은 목조 벽의 침기율보다 약 50%가 높다고 언급
했습니다.

� 시공 비용 증가
경량 철골은 목조 시스템과 동일한 열저항을 얻기 위해 외부에 별도의 포상물

� 강철 스터드 벽의 얼룩
강재 스터드 벽의 얼룩 (Ghost Marks on Steel Stud Walls)

질 단열재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38×140mm 목조 벽과 동등한 단열성
을 지닌 경량 철골 벽을 만드는 데 50mm 두께 포상물질 덮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장 창문과 문설주 등의 별도 설비를 위해서는 비용이 증가됩니다.

얼룩은 보기싫고 어두운 수직의 자국으로 외벽의 안쪽 표면 위 골조에 나타납
이는 강재 벽 시공에서 상단과 하단 플레이트에 사용된 채널에 있는 구멍 때문

니다. US Steel이 197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용한“얼룩(ghost marks)”

에너지 규정과 환경 비용의 증가 (Incresed Energy Requirements and

입니다. 이는 다락방으로 가는 수많은 침기점을 제공해 줍니다. 공기 침입의

은 주택 시장에서 강재 스터드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단일

Environmental Costs) 캐나다 몬트리얼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90㎡ 벽 면적

증가는 또한 열교현상과 소음 전달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햇(Hat)”채널에

미해결 기술 문제로서 강재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재 스터드의 설계는

에 38×89mm 골조와 RSI 2.3 단열재가 설치된 작은 주택은 경량 철골인 경우

기인합니다. 채널의 사용은 다락방에서 벽 전체 길이의 홈 구멍을 만들어 증가

바뀌지 않았고 얼룩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가 목조인 경우보다 연간 추정치 2900 kW-h를 더 사용하게 됩니다.

된 공기 흐름을 허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얼룩은 수분 응축으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며, 심지
어 완벽하게 건조한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룩은 떠다니는 먼지 입

단열 성능이 낮은 경량 철골은 건물의 난방과 냉방에 드는 에너지 사용이 증가됩

실험실과 현장 테스트의 결과 차이때문에, 테네시주 오크리지의 오크리지국

자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는 사방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차가운 벽에서보다

니다. 경량 철골의 낮은 단열 성능으로 인해 증가된 에너지 사용의 환경적 영향은

� 컴퓨터 모델링에 의하면 창문, 문과의 교차점 및 코너들과 같은 시공 특성의 영

립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은 실제 창문, 문 및 기타 건물요소들의 교차점이 공

따뜻한 공기에서 더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 결과, 먼지 입자는

사회가 부담해야만 하는 비용으로 전환됩니다. 이 비용은 대기 오염 증가, 이산화

향은 강재 벽의 단열 성능을 비교대상인 목조 벽에서보다 훨씬 많이 떨어뜨리

벽 실험실 테스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벽 표면쪽으로 밀쳐집니다.

탄소배출 증가, 재생불가능 화석연료의추가적 사용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경량 철골 구조체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한 포상물질 덮개의 사용 또한 환경

이 연구에서 보고된 벽 시스템의 경우, 전체 벽에 대한 경량 철골 벽의 유효

목조 벽과 같이 균일한 표면 온도를 가진 벽에서, 축적된 먼지는 벽 표면에 고르

RSI 값은 공벽의 값보다 19%가 낮았습니다. 전체 벽에 대한 목조 벽의 유효

게 펼쳐 있으므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량 철골 벽과 같이 냉점을 갖는

산됩니다. 일부 포상물질 덮개의 생산은 오존층 고갈을 초래하는 수불화탄소

RSI 값은 공벽의 값보다 9%가 낮았습니다. 전체 벽을 고려할때, 경량 철골 벽

벽에서는, 먼지가 냉점 위에 더 빨리 쌓이고 얼룩으로서 눈에 띄는 것입니다.

(HCFC)를 만들어내고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25mm

의 유효 RSI 값은 목조 벽의 유효 RSI 값보다 40%가 낮았습니다.

적인 비용을 초래합니다. 포상물질 덮개는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로부터 생

며, 이는 실험실과 현장 연구 사이의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 경량 철골 구조체를 사용하여 단열 성능을 얻기 위한 시공 방법은 구조체의 낮
은 현장 성능을 감안하여 조절되어야 합니다.
� 경량 철골은 목조 구조체와 동일한 단열 성능값을 얻기 위해 골조 외부에 추가
적인 단열재를 필요로 합니다.

고형 포상물질 100㎡를 만들거나 120㎡ 방갈로를 피복하려면 대략 1600
US Steel은 1970년대 초에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여 얼룩을 초래하는 조건을

kW-h의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추가 단열재를 제공하지 않으면 난방비와 냉방비가 많아지고, 벽에 얼룩이 지

요약하자면, 이 보고서는 창문, 문, 벽의 교차점과 지붕 및 토대와의 연결부와

조사했습니다.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물질의 추가적 환경 비용은 경량 철골의 환경적 비용을 결정할 때 포함되

며 곰팡이 성장이 증가하여 실내 공기질이 나빠집니다.

같은 시공 특성들의 영향은 경량 철골 벽의 단열 성능을 목조 벽에 비해 더 많

� 얼룩은 벽 온도차가 1.8℃ 이상 바뀔 때마다 생겼습니다.

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목조와 동등한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포상물질이 반

이 떨어뜨렸다는 결론입니다. 목조 건축은 전체적인 단열 성능 측면에서 분명

� 심각한 변색은 강재 스터드의 온도가 공간보다 4.5℃ 이상 차가울 때

드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 뛰어납니다.

경량 철골 시스템은 동등한 단열막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수 있으나 별도의 단
열재 사용으로 시스템에 대한 재료량과 환경 비용이 증가됩니다. 설계업체들

발생했습니다.

은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시스템의 총 성능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실내 공기질
열교지점에 국부적인 냉점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면 강재 스터드 같은 높은 전

강재 및 콘크리트에 비교하여 목재는 독특한 세포 구조 덕분에 열 흐름에 대한

결론

월등한 저항성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건물 외피 설계에 있어서, 목조는 다른
건축 재료보다 전도를 통한 열 손실이 적습니다.

도성을 지닌 골조 재료로 다르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캐나다 연구원
은 환경 건축 뉴스(Environmental Building News) 1995년 9/10월호에 보낸

건물에 대한 에너지 규정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단열 성능은

또한, 목조가 단열재, 기밀막과 내후막 등의 적절한 시공 기술 및 재료와 결합

서한에서 강재 스터드 상의 열교지점에 생기는 곰팡이 성장이 가져오는 건강

원하는 특성일 뿐만 아니라 많은 관할지역에서 의무적인 법규상 규정입니다. 목

되면 공기 유출이 최소화되어 주택의 수명기간에 걸친 에너지 소비량에 순감

문제에 대해 주의를 주었습니다.

조와 경량 철골 시스템에 대한 최근의 연구 및 경험은 단열 성능 문제를 상세하

소를 초래합니다. 1970년 목조주택 시공과 R-2000 목조 설계를 비교하면, 운

게 조사해 왔습니다.

영 에너지 총 개선량의 약 반 정도가 발전된 외피 설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대부분의 주택에 있어 주요 실내 오염원입니다. 습도가 높은 주택에
서 국부적인 차가운 표면은 추운 첫 몇개월이 지난 후 심각한 곰팡이 성장을

다음은 목조와 경량 철골 시스템의 단열 성능에 대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사항

초래합니다.

들의 요약입니다.

아울러, 목재는 유일한 재생가능 건축재료이며 목제품 생산은 산업용 에너지

� 공벽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 연구에 의하면 경량 철골 벽은 목조 벽에 비해 단열

규정을 감소시키고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줍니다. 목조 건물은 또한

이 연구원은 곰팡이 성장 가능성과 건강에 대한 나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경량
철골 부재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냉점을 감소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
해 반복하여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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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강하고, 안전하며, 따뜻하고 비용 효율성도 지닙니다.

� 현장 연구에 따르면 경량 철골 주택의 단열 성능은 실험실 테스트가 예상한 것
보다 더 나빴습니다.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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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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우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번지 서울대학교 200동 상록관 6218호 (사)목재문화포럼 사무국 tel) 02.871.0155 Fax) 02.871.0156 홈페이지 www.woodforum.or.kr E-mail woodfor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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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gpa.or.kr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

KOREA
W O O D
DESIGN
AWARDS

한국목조건축협회
Korea Wood Construction Association

한국목조건축협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에서 이정하는
목조건축관련 비영리 법인으로써, 목조건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를 천직으로 여기며 자재,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을 통하여 목조
건축이 우리나라에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
다. 목조건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축업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설
립되어 목조 건축 산업에 관련된 자료 수집,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조사 연구 및 개선으로 목조건축기술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협회의
회원인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국내 목조
건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목조 건축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제공 및 보급
- 목조 건축업의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
- 목조건축 품질 표준에 따른 감리 및 인증 제도의 도입

관련 단체 소개

- 목조 건축업에 관한 강습회 등 홍보 활동
- 목조 건축업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개선 건의
- 목조 건축업 진흥을 위한 연구 사업 및 이에 필요한 부설 기관의
설치 및 운영

한국목조건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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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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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엽합회

- 기타 회원의 복지 증진과 목조 건축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국합판보드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녹색자금」
은 복권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되며,

Tel. 02-518-0613 / Fax. 02-518-0614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개선, 도시림조성 등「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
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해외산림자원 조성」
을 위하여 쓰여 집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반월길 81 아너스빌 309호 (우) 301-120

TEL (042) 603-7303~9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7번지 율암 빌딩 706호

FAX (042) 603-7310

홈페이지 : www.kwca.co.kr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Korea Lumber Industrial Cooperative

Korea Specialty Construction Association
Committee of Landscape Plants & Facilities Constructors

Korea Federation of Furniture Industry Cooperatives

본 협회는 한국형 목조주택의 기술개발 및 새로운 주택양식의 정착

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1968년 1월 8일에 설립되었으

조경전문건설업자의 품위 유지와 상호 협력의 강화로 회원의 권익을

우리나라 가구 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

과 건강주택을 위한 신 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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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진하고, 조경 관련 법령의 개선과 조경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

모하여 협동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조

하에 유일한 목조건축관련 법인로서 지금까지 목조건축시방서, 표준

도모하며 협동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조장하고 조

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경 전문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고

장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

상세도 등의 기술적인 연구, 세미나 및 국제심포지움의 개최, 목조건

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가고

자 1985년 7월 20일에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상공부(현 산업자원부)로부

축기사시험 실시, 목조주택감리인증사(Inspector) 교육을 통한 전문

있습니다.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Korea Wood Building Design Association

터 1963년 12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

기술자의 양성과 감리제도의 확립 등을 실시하여 회원사들의 권익과

- 조경 건설업의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선

하의 가구생산 전문단체로서 유일하게 전국적인 가구 산업 분야를

사업 확장에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경 건설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대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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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 공사의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와 조사 연구

- 한국전통목조건축과 현대목조건축의 접목을 휘한 의장 및 기술적 연구

- 조합원간의 사업 조성에 관한 기획 및 조합원의 권익 보호

- 품셈, 시방서, 설계 단가 및 노임의 합리적인 개선

- 가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분석과 행정 지원 및 대정부 건의

- 한국목조건축 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와 지도

- 모기업체와 조합원인 수급기업체간의 계열화 알선과 조정

- 고유업역확대 및 회원사의 권익 보호

- 중소기업의 공동 판매 사업 등 협동화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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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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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기능 인력 육성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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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조 건축 기술 보급과 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 관계 증진

- 조합원과 조합자세 사업을 위한 자금에 관한 사업

- 전문 기술 개발을 위한 자료 발간 및 지원 사업

- 가구 수출 증대를 위한 제업무 수행, 외국 가구 관련 전문기관과

- 회지 및 정기, 비정기 간행물 발간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단체 계약의 체결

- 회원 봉사 업무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함

- 전문 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 가구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단체 표준 품질 인증 사업

- 목조건축기사 및 감리 인증사 제도

-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품질 관리, 경영 관리 등 국내외 연수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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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협력

-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8층)

- 관련 자료 수집, 조사 연구, 정보센터 운영, 수집 정보 제공

-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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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소식, 카탈로그, 협동 조합사 발간, 국내외 홍보 사업

-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및 전각호의 부대사업과 목재회관의

홈페이지 : www.landscape.or.kr

- 가구 산업 전반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목리 증진을 위한

일부 임대

제반 사업

홈페이지 : www.wooda.org

90 200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 빌딩 812호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74-2 가구회관 2층

Tel. 02-783-0657~9 / Fax. 02-782-5738

Tel. 02-2215-8838 / Fax. 02-2215-9729

홈페이지 : www.lumber.or.kr

홈페이지 : www.kffic.or.kr

91

한국합판보드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Korea Wood Panel Association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s Federation

Korea Wooden Structure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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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조합은 산림 소유자와 산림 경영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는 산림청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목조건

DIY가구문화의 보급과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건전한 DIY가구문

재 공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복리 증진을 위

을 도모하고 산림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

축의 설계, 시공,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목구조기술자)의 권

화 보급을 통해서, DIY 가구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하여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년 발족하였습니다.

익과 목구조 기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풍부한 국민 생활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

1963년 9월 21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DIY가구공방협회

니다. 안으로 관련업체들의 정보교류, 업무개선 및 기술 연구개발을
- 회원 조합 지원 : 회원 조합의 육성 발전, 임직원 능력 배양

- 원료 수급 알선 및 해외 조림 확대

- 사유림 경영 지도 : 임업 경영기술 보급, 상호금융업무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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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업무
양성교육, 자격검정, 경력관리, 경진대회

통하여 제작물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서 더 나아가 밖으로 DIY가
구문화의 양적, 질적 성숙을 이루는 데 그 설립의 뜻이 있습니다.

- 목구조시설물에 관한 업무
구조진단, 관리점검, 설계지도, 시공지도

- 정보를 원하는 일반대중에게 DIY가구를 소개하고 알리는
1st 포털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 : DIY가구업종의 허브(Hub)기능

시책 연구

- DIY가구공방 창업희망자들에게 업종 선배로서의 조언과

- 제품의 수출 알선 및 외국 관련 상사와의 유대 강화
- 정부의 목재 공업 및 해외 조림 시책에 대한 건의 또는 자문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11-5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355번지

어드바이스 제공 : 업종 내 구인구직 정보제공

- 제반 자료의 수집 및 연구 분석

Tel. 02-3434-7114

Tel. 050-2260-6000 / Fax. 050-2261-6000

- 가구공방 관련 전문교육의 알선 및 진행을 통한 회원사의 전문성 증대

- 정부에서 지시하는 사업

홈페이지 : www.nfcf.or.kr

홈페이지 : www.kwsea.or.kr

- 회원사 상호간에 기술 및 트렌드 등을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

- 제품 보급, 선전, 회원의 친목 및 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92-3번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 원정 빌딩 901호

Tel. 042-536-6573 / Fax. 042-536-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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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www.koreadiy.org

홈페이지 : www.kw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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