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W O O D D E S I G N AWA R D S

주최 :

사단
법인

목재문화포럼

후원 :

이 작품집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산림청 녹색자금의 지원을 받아 발간하였습니다.

KOREA
W O O D
DESIGN
AWARDS
2009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OREA WOOD DESIGN AWARDS

발간사

지구 온난화 시대,
목조 건축의 도약을 기원하며...
올해로 일곱 번째로 맞이하는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Korea Wood Design Awards)은 국내 우수
한 목조 건축물을 발굴하고, 학생들의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상함으로써 올바른 목조
건축 문화를 정착시키고, 미래 목조 건축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목조의 우수성과 그 가능성을 알
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본 대전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목조건축 공모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대상 수상작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으로 승격되어 그 위상이 더욱
격상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韓)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주거 생활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행복 마을을 비롯하여, 각 지역
에서 한옥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신의 목재 가공 기술의 개발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
다. 이러한 한옥의 부흥은 본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기존의 경골 목구조 건물은 줄어들고 대신에 한옥이 준공 부문의 큰 축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목조건축 대전이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의 나아갈 길과 현 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지구적으로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는 큰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목재가 친환경 자
연 재료이며 환경에 부담이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목조 건축은 목재라는 자원을 우리 생활에 직접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목조 건축 대전은 이러
한 목재라는 재료를 통해 건축을 실현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대전 심사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힘써주신 손기찬 교수, 송재승 원장, 이전제 교수님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대전의 발전을 위해 도와주신「산림청, 녹색 사업단, 캐나다 우드,
한국 목재신문, 산림환경신문,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장흥 군청」
에도 깊이 감
사드립니다.
본 대전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발전에 기틀을 만들고, 새로운 도약에 도움 되고자 노력
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사) 목재문화포럼 이사장

오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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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우수한 목조건축물과 건축설계 작품을 심사∙선정하여 목조건축 산업의 발전과 목재문화 활성화를 모
색하는『2009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에 훌륭한 작품을 출품하여 수상자로 선정되신 분들께 축하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조건축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수고하신 목재문화포럼의 오정수 이사장
님, 심사위원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이용한 한옥 및 목조주택 건축과 목공예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 내부인테리어와 가구도 목재제품으로 대체하는 등 목재이용이 우리 생활에 차지
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목재로 건축할 경우 정서적 안정효과 뿐아니라 탄소배출량을 철근콘크리트 주택의 1/4로
줄일 수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목재가 갖는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로 제7회 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우수한 목조건축물과 설계작품을
발굴∙시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목조건축물 보급과 목재문화를 확산
하는 등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미래를 선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산림청에서는 목재체험교실과 DIY 목공활동을 지원하고, 우드 � 페스티벌, 목재과학 올림피아
드 등 목재체험 행사와 한옥 및 목재건축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후원, 목재이용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등
국민들이 목재를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목재부품산업(프리 컷) 육성, 목조주택 규격 표준화, 한국형 목조주택 개발 보급, 시공표준 개발, 목
조건축 및 한옥관련 법령 정비, 국산목재 가공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저탄소 녹색성장”
의 새로운 동
력으로써 목재이용과 목재문화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09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에서 입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목재이용 확대와 목재문화 확산에 앞장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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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v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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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y Report on Entries

준공부문

14 Completion Awards
Grand Prize | Kumgang Ananti Golf & Spa Resort

대상 | 금강산 아난티 골프 & 온천 리조트

Best Prize | Ulsan Petroglyph Museum

본상 | 울산 암각화전시관

Best Prize | Toechon Si Woo

본상 | 퇴촌시우(退村時雨)

Excellent Prize | Vestige of Adm. Sunsin Death Museum

특선 | 이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

Excellent Prize | Siheung Neunggok Pavilion

특선 | 시흥 능곡 보호각

Excellent Prize | Sechon DongJaBuk Culture Succession Facility &

특선 | 서천 동자북 문화역사계승시설 및

Community Center

마을회관

Excellent Prize | Inter-being

특선 | 어울림

Excellent Prize | BangJangSan Gymnasium

특선 | 방장산 숲속수련장

Special | HaYouJae

특별공로상 | 하유재(何有齋)

계획부문

58 Design Awards
Grand Prize | Branch Combination

대상 | 여가(與柯)

Best Prize | Portable House

본상 | 포터블 하우스

Best Prize | 5W1H : 5M1H

본상 | 육하원칙 그리고 하늘을 덮는 날개

Excellent Prize | Reappearance - Reunion in a time

특선 | 재현(再現) - 시간 속 재회

Excellent Prize | D.I.Y Agit

특선 | D.I.Y Agit

Excellent Prize | 3×3×3 Cube

특선 | 3×3×3 큐브

Excellent Prize | Land Snail

특선 | 달팽이

Excellent Prize | Design Own Your Space

특선 | 너만의 공간을 디자인 하라!!
특선 | 달팽이+게르

Excellent Prize | Snail+GER

기술보고서

74 Technical Reports
A Case of Hanok-Building Class(HaYouJae)

한옥짓기 실습수업(하유재(何有齋))

RICHMOND OLYMPIC OVAL

리치몬드 올림픽 오벌 빙상경기장

캐나다 목조건축 사례 탐방기 2008, 2009

소개
목재문화포럼 / 캐나다우드
녹색사업단
목조건축관련 단체

8

88

Training Report on Wooden Architecture in Canada 2008, 2009

90 Information
Wood Culture Forum / Canada Wood
Korea Green Promotion Agency
List of Wooden Architecture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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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2009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복권기금(산림청 녹색자금)의 지원으로 7회를 맞이하는 사업임.

DESIGN AWARDS
� 수상결과 (시상 내용)
▶ 준공부문(9작품)

� 작품 주제
준공 부문 : 2009년 8월 1일 이전 준공된 국내 목구조 건축물, 혼성 구조물,
목재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건축물, 목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및 조경시설물 등의 제분야
계획 부문 : NOMAD
다음세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유목민의 가치와 사상 그리고 욕구가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시장은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하여 유목민을 만족시키고자 할 것이다. 유목민은 자기 집을 가지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으며 주요 오아시스

구분
대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본상
(산림청장상)
본상

작품명

소속

수상자

금강산 아난티 골프 & 온천 리조트

(주)에스케이엠 건축사사무소

민성진

퇴촌시우(退村時雨)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울산 암각화전시관

경민산업(주)

이한식

와 항상 연결되어있다. 공간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자신이 함께 하는 문화나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목재문화포럼 이사장상)

바꾸어 가는 창조적 행위를 위한 거주환경을 제안하기 바란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살아있게 하고 이동성을 부

특선

이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이순신영상관)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김상식

여해주는 것, 다시말해 시대를 앞서가고 소외되지 않게 해주는 전체와 연결되어있는 거주형태로서 정보화, 고성능

특선

시흥 능곡 보호각

(주)지엘스트럭처

이한욱

화, 공업화, 친환경화에 부응하는 목구조공법과 목재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가능한 제안의 계획을 의미한다.

특선

서천 동자북 문화역사계승시설 및 마을회관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강승희

특선

어울림

호멘토(HOMENTO)

이건

특선

방장산 숲속수련장

건축사사무소 루하

허태훈

� 심사위원단 - 송재승(주택문화센터 원장/건축사사무소 미추 대표)
손기찬(건축사사무소 동이 대표/인하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이전제(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목재문화포럼 운영위원장)
� 접수 마감 - 준공 부문 : 2009. 8. 28
- 계획 부문 : 2009. 8. 28
� 작품 심사(포트폴리오 심사) - 일시 및 장소 : 2009년 09월 4일 / 서울대학교 200-6218
- 결과 : 준공부문 10작품, 계획부문 11작품 선정
� 현장 심사 진행(준공부문) - 1차 : 2009년 09월 19일(수)
- 2차 : 2009년 09월 23일(수)

� 특별공로상 : 何有齋(하유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사연구실

▶ 계획부문(9작품)
구분

작품명

대상

여가

(산림청장상)

Branch Combination

본상

포터블 하우스

(목재문화포럼 이사장상)

Portable House

본상

육하원칙 그리고 하늘을 덮는 날개

(목재문화포럼 이사장상)

5W1H : 5M1H

- 3차 : 2009년 09월 30일(수)
- 4차 : 2009년 10월 14일(수) ~ 10월 26일(금)

특선
특선

� 최종 심사(계획부문 공개심사)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7일 / 서울대학교 200동 세미나실
- 결과 : 대상(1점), 본상(2점), 특선(6점) 선정
� 최종심사(준공부문)

특선
특선
특선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19일 / 서울대학교 200동 세미나실
- 결과 : 대상(1점), 본상(2점), 특선(5점), 특별공로상(1점) 선정

특선

재현(再現) -시간 속 재회Reappearance -Reunion in a timeD.I.Y Agit
3×3×3 큐브
3×3×3 Cube
달팽이
Land Snail
너만의 공간을 디자인 하라!!!
Design Own Your Space!!!
달팽이+ 게르
SNAIL+GER

수상자

소속

채동희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웅철 / 이미란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전수성 / 서병덕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오미영 / 김수정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강병효 / 김다을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이진복 / 김보라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석 / 최윤경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신현국 / 최병득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전홍국 / 류수진

프리랜서
인하공전실내건축과

� 시상식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27일(금) 오후 5시 / 서울대학교 75-1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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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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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WARDS

KOREA WOOD

� 준공부문

DESIGN AWARDS
� 계획부문

올해로 목조건축대전이 7년차를 맞이하였다. 목조건축대전은 해마다 다

하기위해 2층바닥을 철골구조에 콘크리트 스라브로 한 것은 건식 목구조

「노마드」
라는 주제를 건축디자인 대상으로서만 보는 인식이 공모자들의

곧, 목구조의 특성(목조가 지니는 장점)을 최대한 구현하고, 적절하게 활

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우리나라의 목조건축의 흐름을 한눈으로 볼 수

의 차음상세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내법의 내화규정이 목

눈을 흐리게 하였다. 여전히 개념에서 껑충 뛰어 넘어, 시각적으로 이어 지

용하므로서써서 구조적(기술적)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물론, 주어

있는 목조건축행사로 자리잡았다. 초기에는 주택작품이 주류를 이루다가

구조로도 가능하게 됨으로서 아난티 프로젝트와 유사한 작품들이 많이 지

는 비약이나 아이디어 이전에 표현으로 나서는 소모적인 표출은 주제선정

진 시간과 현실적으로 국내 목조의 교육과 건축영역의 접근성에 한계가

다양한 용도의 목조건축물이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전통 한옥의 현대화 시

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만큼이나 안타깝게 하였다.

있겠지만, 기실 1차 제출된 계획안과 2차로 제출된 최종패널을 비교해보

도가 있었고 특히 작년과 올해는 대형목구조의 다양한 작품들이 주류를

또하나 우리의 이목을 끈 작품은「퇴촌시우」
주택이다. 목조로 지어지는

「노마드」
란 공간적인 이동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볼모지를

이루고 있다. 이는 건축가나 건축주들이 목구조에 대한 이해와 선호도가

건축물의 대부분이 주택인 것에 반하여 관심을 끄는 작품이 적은 것이 아

새로운 생성의 땅으로 바꿔 가는 것, 곧 한자리에 앉아서도 특정한 가치와

두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컴퓨터 작업수단의 공로이겠지만?)

증대됨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쉬운 가운데 이 작품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주택설계의 성패는 건축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가는 창조적인 행위를 뜻한

이는 과정을 뛰어 넘어, 쉽게 목표에 집착하는 대부분이 섣부른 결론에 선

목조건축의 새로운 흐름은 크게 두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

주와 건축가의 교감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입지적인 조건, 공사비, 시공성

다 라고 할 것이다. 즉 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볼모지를 옮겨

뜻 다가서는 현실에 놀랍고, 공모방법에 대한 회의마저 느끼게 하였다.

는 목구조의 시공이 기존의 현장제작에 의한 현장시공에서 공장제작에 의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작품이 완성되지만 무엇보다 건축가의 행위

다니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일체의 방식을 의미 하며, 철학적 개념뿐

실로, 1차 제출안이 아이디어 위주의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최종패널

한 프리컷공법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나타났고, 또하나는 대규모 건축물을

에 전폭적인 신뢰를 주는 건축주의 용기가 퇴촌주택을 성공으로 이끈 것

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문화. 심리현상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은 개개의 대상 자체의 조형적 완결성 중요하지만 주제를 둘러싼 문제 제기

대단면 목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목조건축물로 디자인되고 있다. 이러한

같다. 본 주택을 설계한 건축가의 일관된 설계개념을 익히 알고 있는 터라

물론「노마드」
라는 주제의 해법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형성되거

나 목조의 해법에 대한 사고를 좀 더 발전시키고 구축하는데 있을 것이다.

변화는 목조건축의 기술자나 디자이너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미래의 목조

퇴촌주택은 그동안의 작업의 한장을 완결하는 작품으로 보고 싶다. 실내

나 단순한 이동성, 조립성의 배열이 아닌 그 이상의 사회 문화적 함의를 갖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Branch Combination」작품은 작품의 완성도보

건축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다양한 목조 디자인

공간 디자인에서 목재사용을 절제하거나, 프리컷공법의 도입으로 보다 균

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다는 목구조방식으로서의 결구방법에 대한 끈질긴 탐구 자세는 그 과정에

의 시도가 목조건축 전문가의 구조계산이나 시공 노하우가 지원되지 않으

질한 품질을 유지하려는 의도나, 목조마감의 장점을 살린 명확하고 간결

공모의 주어진 시간이나 표현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견되었고, 해서 예견

서 기대되는 성과가 타 작품과는 충분히 구별되었기에 여가/Branch

면 건축물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우려가 있다.

한 적용등이 어우러져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다. 우리들의 감성에

된 해답은 없지만 실제 우리의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삶과 유기적 연관성

Combination」
작품이 대상으로 주어졌다. 물론, 결구방법과 형태(공간)의

금년도 출품된 작품들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출품작수는 많지않았지만

공감을 주는 한국형 주택의 한 모델로 추천하고 싶다. 한 건축가의 디자인

을 갖고, 상호 작용속에서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서로 공감되는 장으로서

배열에서 제한된 확장이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얻어지는 다양한

입상작 하나하나가 특색을 가지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에 찬사

개념이 누구에게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의 리얼리티에 대한 실험정신으로서의 기대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간이나 생활방식에 대한 표현이 아쉬웠다.

를 보내고 싶다. 심사위원들의 가장 이목을 끈 작품은 단연「금강산 아난

금년도 출품작의 특징중 하나는 공공건물의 대공간을 글루램을 이용한 목

더욱이, 기본적으로 목재가 지니는 특성에 대한 목구조의 본질적인 이해

그럼에도 국내 건축의 제한된 목조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티 골프&온천 리죠트」
다. 금강산이라는 특수한 위치, 대형 복합 건축물을

구조로 설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암각화 전시장, 방장산 수련장,

가 부족함을 느꼈다. 목구조(Tectonics)의 특성에 대한 해석의 표현이 눈

참여한 응모자와 입상자 모두의 노고와 열정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목구조로 설계, 열악한 공사여건에서의 시공등에서 현장심사의 호기심을

이충무공 영산관등 그 대표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은 목구조만이 표현할

에 잘 띄지 않음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탐구능력이

자극하였다. 현장심사를 위해서 어려운 절차를 밟아 금강산 현장에 도착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목조건축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여 2박3일를 체류하하였다. 본 작품은 나즈막한 산등성이에 저층으로

디자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자리잡고 있다. 저층으로 펼쳐서 배치함으로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 하

최근 전통건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발맞추어 출품된 신흥 능곡

고, 모든 실에서 금강산과 바다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크럽하우스는

보호각과 하유재는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신흥 능곡 보호각은

대단면의 글루램 아치구조로 목조 실내분위기로 디자인하였는데 특히 야

전통 목구조의 재현과 현대 목구조와의 접목이라는 건축가의 두가지 의도

간 조명의 연출로 밤과 낮의 새로운 공간체험을 하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로 건축되었다. 하유재는 대학 캠퍼스내에 전통한옥을 재현함으로서 학생

목구조미를 극대화 시키려는 설계자의 흔적이 구석구석에서 보여지고 있

들에게 건축 전과정을 직접 체험시키고, 일상 가까이서 한옥을 접하는 기

다. 호텔동은 2개층의 객실을 오픈된 편복도형으로 배치하여 자연과의 친

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화감을 높여주고 있다. 실내천장은 규격목재의 서까래를 더블로 배치하여

금년 목조건축대전의 특징은 작품의 다양성과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출품

(2-2x12) 지붕덮개용 합판과 함께 노출함으로서 목조분위기로 디자인

되었다고 평한다. 저탄소 건축의 중심에 목조건축이 있고 내년에는 더 많

하였다. 높은 목조 경사천장과 전면 덱크를 통한 금강산 전경이 어우러져

은 작품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바램이 있다면 목조주택의 다양한 작품

조화를 이루는 작가의 능숙한 솜씨를 느낄 수 있었다. 이 건물을 보며 목조

이 시도되어 우리주거의 바람직한 모델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면 단순히 A3도판에서 A1도판으로 확대되어 거의 대부분 내용과 표현 모

- 손기찬(건축사무소 동이 대표, 인하대 건축학부 겸임교수)

가 아닌 다른 구조와 비교할때 공사비 절감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장점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호텔동의 층간소음을 해결

12

- 송재승(주택문화센터 원장, 건축사무소 미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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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OOD DESIGN
AWARDS
2009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W O O D D E S I G N AWA R D S

준공부문
대상 | 금강산 아난티 골프 & 온천 리조트(Kumgang Ananti Golf & Spa Resort)
본상 | 퇴촌시우(退村時雨)(Toechon Si Woo)
본상 | 울산 암각화전시관(Ulsan Petroglyph Museum)
특선 | 이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Vestige of Adm. Sunsin Death Museum)
특선 | 시흥 능곡 보호각(Siheung Neunggok Pavilion)
특선 | 서천 동자북 문화역사계승시설 및 마을회관
(Sechon DongJaBuk Culture Succession Facility & Community Center)
특선 | 어울림(Inter-being)
특선 | 방장산 숲속수련장(BangJangSan Gymnasium)
특별공로상 | 하유재(何有齋)(HaYouJae)

준공부문 | 대상
Basement floor plan

금강산 아난티 골프 & 온천 리조트
Kumgang Ananti Golf & Spa Resort
민성진 | (주)에스케이엠 건축사무소

① Start House Lobby
② Start House
③ Grate Conference Room
④ Staff Restaurant
⑤ Cady Room
⑥ Kitchen
⑦ Cart Parking
⑧ Water Tank
⑨ Electric Room
⑩ Machinery Room

1st floor plan
① Lobby
② Restaurant
③ Conference Room
④ Lounge
⑤ Male Locker
⑥ Male Sauna
⑦ Female Locker
⑧ Female Sauna
⑨ Gallery
⑩ Kitchen
⑪ Office
⑫ Fan Room

위
치
대지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층
수

|
|
|
|
|

구
준
건
설
시

|
|
|
|
|

공
축
계
공

조
일
주
자
자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금강산 관광특구 일원
1,685,349.12㎡
30,232.15㎡
13,209.69㎡
클럽하우스: 지상2층, 호텔: 지상2층
노천온천: 지상1층, 티하우스: 지상1층
글루램+철근콘크리트
2008. 05. 30
(주)에머슨퍼시픽
민성진 / (주)에스케이엠 건축사무소
이만규 / (주)에머슨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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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estaurant
② Start House
③ Kitchen
④ Staff Kitchen

① Lobby
② Start House Lobby
③ Staff Room
④ Machinery Room

단지는 금강산을 바라보기 위해 서측을 향하게 되었고, 클럽하
우스와 콘도의 동측에 천창 및 고창을 두어 일출시 금강산의 신
비로운 아침 햇살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건물 내
부에서도 일출과 일몰의 시간적 흐름을 경험할 수 있게하여 금
강산과 동해의 절경을 시간별로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① Guest Corridor
② Locker Room
③ Sauna
④ Office
⑤ Cart Parking
⑥ Electric Room

클럽하우스는 단지의 핵심적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단지의 중
심부에 위치한다. 형태적으로 낮고 넓게 펼쳐진 수평적선을 강
조하여, 산악지형의 많은 봉우리를 갖고 있는 금강산과 대비되
는 모습으로 자연과 소통하고자 하였다.
구조체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구조용 집성재를 활
용하는 글루램 목재구조를 채택하여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웅장하고 역동적 긴장감을 주는 공간
과 아름다운 자연적 구조미를 표현하고자 했다. 면 으로서 공간

미국의 그랜드 캐년, 남미의 아마존강, 이집트 사하라 사막, 베트남 하롱베이, 중국의 항주, 호주의 골든코스트 등 각 국은 저마다 특색

을 형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는 대조적으로, 목구조는 선의

있고 자랑할 만한 자연적 보배를 가지고 있다. 금강산은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우리의 자랑이며 민족의 유산이다.

디자인을 통해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케노피의 외부공간과 로

솟구치는 기암절벽과 기묘한 봉우리, 풍파를 견뎌낸 소나무와 힘찬 폭포 그리고 맑고 푸른 동해가 어우러져, 수백년전부터 우리 선조들

비의 내부공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반복된 곡선 형태를 간

이 즐겨 그렸던 한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한다.

직한 글루렘 아치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처마에서 볼 수 있드
시 선처럼 얇고 자유로운 곡선의 형태는 콘크리트구조물이나

금강산 아난티 골프&온천 리조트는 금강산과 동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천해의 단지로서 그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에 설계의 주안

철골구조물에서는 찾을 수 없는 목구조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점을 두었다. 근시적 안목에서 벗어나, 통일 후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더라도 손색없는 세계적 수준의 골프 및 온천 리조트로 계획하고

특성으로 금강산과 조화될 수 있는 유기적 형태를 가능하게 하

자 하였다.

였다.

건축계획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이 기본개념이었다. 웅장한 금강산과 깊고 넓은 동해의 절경을 최대한 체험할

리조트 계획에 있어, 자연환경과의 조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개념으로 공간 디자인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목표개념이었다.

나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단일 건축물을 생각하기에 앞서 단
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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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계획에 있어, 지형에 순응하는 유기적 구조와 적절한 고저계획을 통해 자연의 훼손을 최소로 줄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단지 형상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금강산 아난티 골프&온천 건축

을 2단으로 조성하여, 동간 조망 및 프라이버시를 확보 할 수 있게 하여 모든 세대에서 금강산과 동해를 조망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물을 통한 자연과의 소통을 고민 할 수 있었던것에 큰 보람을

능선을 보존하기 위해, 2층 이하 규모의 경사지붕 형태를 계획하여 주변 경관을 해하지 않고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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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mgang Ananti - 클럽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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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mgang Ananti - 호텔

1st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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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Floor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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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mgang Ananti - 스파

목구조는 선의 디자인이다. 선과 선이 만나는 조인트 부
분 즉,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부분의 처리는 디자인에 따
라 전혀 다른 공간감이 형성된다. 아치 부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접합철물은 매입을 기본으로 하고,
노출이 큰 볼트 보다는 목재속에 심을 수 있는 핀(Pin)접
합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목재를 연결하기 위한 접합철
물의 디자인은 3D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였으며, 각 부
재의 정확한 길이와 핀(또는 볼트)을 위한 타공은 공장제
작을 기본으로 하여 현장에서는 조립만 할 수 있도록 했
다. 또한 부재가 바닥에 접합되는 디테일은 전체 구조물
의 안정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750mm 폭의 대
형 아치를 바닥에 고정하기 위한 디테일은 다른 부재와 달
리 힌지로 고정하여 거대한 부재의 무게감을 상쇄기키는
동시에 경쾌한 시각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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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 본상

퇴촌시우(退村時雨)
Toechon Si Woo
최삼영 | ㄜ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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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오리 233-1번지
330.00㎡
215.61㎡
159.91㎡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 중목구조
2008.2.19
안호종
최삼영 /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최원철, 김갑봉 / (주)스튜가ENC

퇴촌주택 부지는 후면 북측은 2차선 도로가 있으며, 전면 서측은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호
의 경안천을 바라보는 확 트인 시야를 가지고 있으며 대지는 남북으로 긴 형태를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주는 한계로 본동과 별동으로 나누고 두 채를 벌려놓음으로서 진입을 하면
서 채 사이를 통해 강을 조망할 수 있다.
퇴촌주택은 주말주택으로 계획되었지만 주말에는 가족 뿐 아니라 가까운 친지들이 자주 이
용하고 있어서 별채의 이용이 매우 적극적이며 가족의 적절한 프라이버시도 확보되며 효용
성 또한 높다.
본채는 스킵플로어로 되어있어서 서재와 자녀방을 중심으로 해서 거실과 부부침실이 위아
래로 반 층씩 물려있어 서로간의 소통이 순조롭다.
현관을 들어서면 주방을 만나고 주방을 지나면 거실이 나오고 거실을 지나면 서재를 만나
고 서재를 지나면 부부침실이 나타나 있으며 각 공간은 외부로 연결되는 발코니가 하나씩
달려 있어 외부조망하기에 적극적이다.
별채는 거실의 형식을 가지며 일부중층을 사용하여 작은 침실이 매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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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촌주택 시우는 환경친화적인 재료인 목재가 주체인 구조방식이며 주요 외장재 또한 목재사이딩으로 마감된 주택이다. 주요구조방식은 기둥보 방식의 중목구조를 기본으
로 적용하였으며, 시공의 정밀도와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골조는 공장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할 수 있도록 프리 컷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이미 프리컷의 기둥보방식은 헤이리소재의 갤러리 소소와 함양의 행복마을연수원 식당동을 목조시공전문회사인 스투가와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어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다.
냉난방방식은 대지가 전원속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방식을 도입하였다. 초기 투자비용은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에너지절약의 차원에
서 더욱 권장되고 국가적지원이 요청되는 바람직한 선택이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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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 본상

울산 암각화전시관
Ulsan Petroglyph Museum
이한식 | 경민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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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3-1
8,960㎡
2,025㎡
1,379㎡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 목구조
2008.2.25
울산시청
안정환 / (주)삼풍엔지니어링
이한식 / 경민산업(주)

건물형태
본 건축물은 대상지 앞을 흐르는 대곡천의 유연한 곡선과 산세, 전시관의 테마 등 복합적인 요소에서“반구대의 상징성”
을 유기적으로
풀어낸 것은 바로 암각화 속의“고래”
였다.“고래”
를 형상화 한 외부형태의 상징성이 건물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
는 전시관 내부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전시동선을 따라 관람자의 머릿속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리매김 한다. 외부형태와 내부기능이 상
호보완적 관계속에 살아 숨쉬고, 그 속에 사람이라는 유기체가 함께 동화되어 전시물과 하나가 되는 박물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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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특징
(1) 대형목구조 설계 시 평면상의 횡력을 잡아주기 위한 가새는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전면부에 수직방향의 아치보를 설치하고 후면부에 RC 벽체를 설치하여 강력한 코아를
설치함으로써 가새를 생략할 수 있는 평면구상의 새로운 설계를 시도하였다.
(2) 각 열의 입면형상이 어느 것 하나 동일한 것이 없어 자칫 복잡해 보이는 구조적 형태가
표현될 수 있으므로 아치곡선의 자유로운 융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3) 지금까지 목재건축물의 내화인증을 위하여 석고보드나 내화페인트를 도포하여 천연목
재 느낌 그대로의 내화건축물이 없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인 순수 구조용 집성재 자체
내화구조를 인증받은 건축물로 준공되었다.

주 단면도-1

주 단면도-2

구조계획
(1) 전시장이 설치된 대지의 입구에서 본 건축물을 바라보면 건축물이라기 보다는 커다란 조형물을 연상시키도록 구
조가 계획되었다. 고래의 머리를 표현한 정면은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면 아치보의 급격한 곡률변화를 주었으
며 고래의 이빨은 창호로써 표현하는 재치를 구조계획에 담아두었다.

정면도

(2) 구조용 집성재로 제작된 본 구조는 고래뼈의 구성을 기본으로 방문객이 전시관 내부를 마치 고래뱃속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각 구조간 지간거리와 형상의 구조계획 시 몇 번의 검토가 요구되었다.
(3) 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아치보는 하부구조단면의 구조적 보강과 시각적 안정감을 얻기 위하여 변단면 아치구
조를 선택하였다.
(4) 건축물의 수평하중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붕널(38mmX140mm)을 쪽매가공하고 길이 방향으로 Finger Joint하여
일체화 하였다.
우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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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은 이충무공의 유해가 안치되었던 이락사의 사적지로의 기능에 더 나아가
생생한 전시물, 영상물을 통해 교육효과가 가미되는 체험형 공간이다.

준공부문 | 특선

이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
Vestige of Adm. Sunsin Death Museum
김상식 | ㄜ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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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107번지 일원
23,770㎡
2,375.77㎡
1,331.61㎡
지하 1층, 지상 2층
목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2008.9.9
남해군수
김상식 /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창호 / (주)문창건설

배치개념
영상관은 대국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방사형 질서를 따르며, 전면에
노량해전 격전지를 향한 중심축상에 놓인다. 영상관의 좌측으로 이충
무공전몰유허지를 향한 축이 대지의 두 개의 정점으로 작용하며, 도
로에 대하여 정면성을 확보한다. 두쪽으로 대국산을 두고 바다를 향
해 열려있는 전형적 배산임수 배치를 따른다.
외부공간계획
대지는 영상관이 놓이는 추모공간과 이락사를 향한 계승공간, 진입도
로와 경계를 지어주는 전이공간, 휴게공간으로 구성된다. 휴식의 녹
지공간을 거쳐 계승마당에서 이락사를 방문하고, 영상관으로 향하는
일련의 과정이 공간으로 제공된다. 비정형의 대지위에 추모의 장을
원형으로, 계승마당에서 노량해전격전지를 상징하는 해전상징마당을
통해 영상관으로 진입한다. 전시와 영상물을 관람하고 나왔을때 축을
따라서 마치 추모의 행렬처럼 늘어선 열주들이 열린문으로 이끈다.
정사각형의 연지위에 놓은 열린문에서 최종적으로 노량재전 격전지
를 향한 시선을 둔다.
조형개념
이충무공을 추모하는 영상관은 거북선에 대한 고증을 통하여 거북선
형태를 건축적으로 재해석하여 현대화된 형태로 계획한다. 김재근,
남천우 교수의 두 가지 거북선에 대한 학설을 비교하여 건축물로 가능
한 범위로 지붕의 곡면 경사도를 조정하고, 입면 형식면에 거북선을
형상화하기에 적절한 전통적인 목구조를 채택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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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계획
영상과 전시의 다른 기능을 상반되는 형태와 공간으로 대비시킨다. 영상관은 둥근형태

단면계획

의 닫힌 공간으로, 전시관은 목재와 유리 외피를 가진 사각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계획

전시공간을 최소한의 구조 기둥만을 두어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

한다. 두개의 공간을 중앙홀 좌우에 배치, 대효과를 극대화 한다. 다리를 건너 진입하

록 하고, 독립된 영상관 매스는 내부의 관람객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적

게 되는 주출입구는 건물의 2층에 위치하여, 입구홀에서 바라볼 때 바다를 향해 트여있

정의 경사와 높이를 적용하여, 영상을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계

어 거대한 배가 바다위에 떠있는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고, 전시관은 거북선 내부에서

획한다. 실제 기중층이 되는 지상 1층에 연구/사무공간, 유물수장 공간을

전시를 보는 듯한 체험형 공간으로 표현하다. 2층의 전시관람을 마치고 중앙계단을 통

배치하여 외기와 햇빛에 노출되는 쾌적한 공간이 가능하록 계획하고 기

해 1층의 영상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시실 하부 1층에 관리수장고를 마련하여 동선

계/전기실이 관리영역의 하부에 위치하여 관리상의 편의를 제고한다.

을 분리한다.
입면계획
거북선 지붕을 연상시키는 곡면형태 지붕 위에 장스팬 기둥을 지지하는 솟은 기둥과 강

2층 평면도

선을 설치하여 돛대를 연상시켰으며, 2층에 격자 목구조물을 기분틀로 사용하고 그 사
이에 유리 커튼월로 마감한다. 거북선 선창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1층 목재루버로 외부
마감하여 내부는 루버를 통해 외부와 통풍, 채광이 되게 한다. 남북측은 선두와 선미를
연상시키는 사선으로 처리하고 목재루버도 완만한 곡면을 이루도록 설치한다.

1층 평면도

동측 입면도

북측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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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능곡 보호각
Siheung Neunggok Pavilion
이한욱 | ㄜ지엘스트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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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산15번지 일대
11,000㎡
157.99㎡
157.99㎡
지상 1층
목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2008.2.24
한국토지공사
김상식, 김용미 /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이한욱 / (주)지엘스트럭처

기본 계획
본 건축물은 노출된 유구를 내부에 넣어 외부로부터 유구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계획하였으며, 원
시 주거의 결구방식을 도입하여 서까래만으로 자립하여 지붕을 결구한 방식으로 서까래를 비틀어
서 인디안 천막처럼 구조적 힘을 더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부재는 모접기, 후리기 등을 하여 전통적인 한옥부재의 형태로 하였으며, 지붕은 적삼목 너와를 사
용하여 원시주거 복원경관과 동질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2동의 보호각은 각각 차별화를 두
어 형태, 구조가 다르게 계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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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보호각

9호 보호각

평면은 유구를 중심으로 8각형을 기본으로 계획하였으며, 8각 모서리에 외부기둥과 내부기둥 사이에는 관람로를

평면은 유구를 중심으로 10각형을 기본으로 계획하였으며, 10각 모서리에 외부기둥과 내부기둥을 2열로 배치하

두었으며 내부기둥 안쪽에 유구를 위치하도록 하였다. 지붕은 평면에 따라 8각형으로 벽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여 내부 기둥 안쪽에 유구가 위치하도록 하였다. 지붕은 2호 보호각과 달리 지붕의 상하부를 연결한 일체형인 것

얹었다. 상,하부가 분리된 형태로 처마는 곡선이 없이 직선으로 마감하였으며, 처마 끝은 전통한식 처마처럼 서까

이 특징이다. 처마는 서까래의 높낮이 변화에 따라 나뭇잎처럼 자연스럽게 처마곡선을 만들어 전통한식 처마의

래가 보이도록 하였다. 지붕 최상부는 채광을 위한 돔을 설치하였으며, 서까래의 결구 모습이 보여지도록 하였다.

맛이 나도록 하였다. 지붕 최상부에는 2호 보호각처럼 돔을 계획 하였다. 구조는 기둥머리 위에 창방과 나란한 보

부재는 전통치목기법을 사용하여 기둥은 민흘림을 주고, 서까래 마구리 주위는 후렸으며, 납도리, 퇴보 등은 모를

를 걸치되, 다음 기둥에 걸쳐지는 보 위에 반턱으로 걸치도록 하여 한 바퀴를 돌렸다. 상부서까래는 2호 보호각처

굴려 전통적인 조형미를 표현 하고자 하였다. 구조는 8각형의 내부 기둥머리 위로 2개의 네모꼴 보를 겹쳐 올리고

럼 비틀어서 인디안 천막의 추녀처럼 만들어 구조적 힘을 더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것들이 각각 만들어내는 세모꼴 산방 사이로 8개의 상부서까래를 비틀어 끼우면서 지붕 꼭지에서 이들이 서로
비틀어지면서 만나 전체의 결구를 마감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외부기둥과 내부기둥은 퇴보로 연결하여 구조적 안
정감을 주었으며, 외부기둥은 납도리로 내부기둥은 장여가 있는 굴도리로 연결하였다. 중도리는 기둥 중심선 상의
상부서까래에 올려 덧서까래를 받치도록 하였다.

2호 보호각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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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동자북 문화역사계승시설 및 마을회관
Sechon DongJaBuk Culture Succession Facility & Community Center
강승희 | ㄜ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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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136-1,2번지
5,977.00㎡
961.20㎡
961.20㎡
지상 1층
경골목구조 + 중목구조(1,2,3동, 마을회관)/조적도 + 목조트러스(4동)
2009.07
동산새마을회
강승희 /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최원철, 김갑봉 / (주)스튜가ENC

술 익는 마을 서천 동자북
잊혀져가는 기억,전통,문화....
계승되어야 하는 마을의 문화역사를 마을주민과 함께 만들어간다
동자북문화역사계승시설 및 마을회관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동자북 마을이 갖고 있는 문화역사자원
중 소곡주를 활용해 마을의 문화, 역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간계획이다.
동자북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단순한 시설물 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경관개선, 주민생활지원 등 마을단위의 공공
사업이다.
PROGRAM
문화역사계승시설 및 마을회관은 크게 방문자센터, 주민복지시설, 소곡주 공동생산시설로 구분한다.
방문자센터는 마을의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곡주 공동 생산시설에서 마을의 문화 및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넓은 외부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계획의 주안점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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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획
경골 목구조 + 중목구조: 문화역사계승시설 및 마을회관은 주변 context, 대지
조건, 문화역사가꾸기 사업 예산 및 기간, 지침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경골목구
조+중목구조의 구조양식으로 계획함.
마을 context: 동자북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마을 가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한식목구조 형태의 가옥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
대지조건: 문화역사계승시설 및 마을회관의 부지는 마을공동 경작지였으며 과거에 갯벌
이어서 대부분 점토층으로 이루어진 연약지반임. 그 결과 대지에의 하중을 최소 한으로
하는 경골목구조를 선택하게 됨.
동자북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의 한정된 예산 및 짧은 사업
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구조시스템보다 경제적이며 공기를 단축시킬수 있는 경
골목구조를 선택함.
전통성: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전통적 공간 및 디자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용이한 경골 목구조 및 중목구조를 사용함.
프로그램적 요구에 의한 목구조계획: 문화역사계승시설 및 마을회관의 주 프로그램인 생
활사전시실, 소곡주 생산시설, 마을회관은 일반 경골 목구조 건물보다 넒은 경간이 요구
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목구조와의 결합, color tie, 목구조 트러스가 사용됨.

배치개념
채 나 눔 : 채나눔 형식의 전통건축 배치개념을 통해 넒은 대지의 외부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각 프로그램과 외 부공간과의 연계를 극대화 함.
회

랑 : 회랑 계획을 통해 각각의 프로그램 을 연결하고, 전통적 공간을 연출함.
외부공간과 각 실의 전이공간 역할.

중

정 : 각 동의 배치로 중정을 형성하고 중 정을 통해 각 프로그램을 한 곳으로 집적시킴.
외부공간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행사마당 : 각 실별 프로그램을 외부까지 확장 시킬 수 있는 행사마당을 계획하고
내부와 외부의 자연스러운 체험을 가능하게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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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징
차를 몰고 분당에서 경기도 광주 신현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길을 따라 10여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 주택단지를 발

어울림
Inter-being

견하게 된다. 차로 오르기 전 올려다본 단지는 산을 따라 조밀하게 배열되어 정갈하고 고급스럽다. 이사이에 삐죽
하게 지붕을 내보이고 있는 본 주택은 주위 다른 주택과 외관상으로 차이를 보여준다. 높게 솟은 경사지붕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외부의 목재마감은 주위의 산새와 자연에 숨죽이고 있다. 차를 타고 올라 정면에서 바라본 주
택은 산 아래에서의 첫인상을 확고하게 한다. 이 주택의 특징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는 두개의 매
스를 이용한 공간의 분리이고 두번째는 목구조이다. 주택형태는 두개의 매스가 붙어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로인

이건 | 호멘토(HOMENTO)

하여 외부에서는 독립된 두개의 주택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주택 내부에서 그 성격이 현저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분리형 매스는 내부에는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의 영역분리로 확인된다. 두 매스 사이에 존재하는 계단실과
천창은 외부 및 내부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있다. 거실과 식당, 주방과 같은 공용공간은 2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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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511-77번지
627㎡
322.093㎡
176.606㎡
지하 1층, 지상 2층
경량목구조
2008.8.26
정상설
이건 외1인 / 호멘토(HOMENTO)
이건 외1인 / 호멘토(HOMENTO)

에 두고 침실, 욕실 등과 구분된다. 이와같은 평면 구성을 통해 중앙에 위치한 현관을 기점으로 공용공간과 사적공
간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내부공간에 들어서면 목구조라는 인상은 완전히 사라진다. 내부는 외부의 마감에 도
전하듯 모던한 느낌을 뿜어낸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목구조의 건물들은 대부분 외부와 내부가 목조라는 것을 보
여주기에 급급했다. 지붕과 외부로 돌출된 테라스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붕안에 조용히 숨어있다. 또한 내
부에서 목구조임이 들어나지 않는다. 보여지는 주택 내외부의 선<line>이 시플하고 단아하다.
건축주의 선호에 의해 선택된 목구조는 기술적 완성을 보여준다. 목구조만이 가진 장점은 널리 알려진 관계로 언급
은 지양하기로 하고 이집의 특지으로 대두되는 것은 일반 목구조로 풀기 어려운 주택의 기 좌우 스판 및 7M에 가까
운 큰 거실창호 개구부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국내에서는 생소한 공학목재인 페러렘빔<paralla beam>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을 이루었고 지붕안에 물받이를 매입시켜 심플한 외관을 해치지 않는 섬세한 배려를 아끼
지 않았다. 매스의 분리를 통한 공간의 분류, 목구조를 이용한 목구조만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은 디자인
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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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컨셉
자연에 가장 순응하면서도 자신을 돋보이게하는 주택 외관 디자인
높은 언덕위에 위치한 대지의 특성상 집이 높게 솟아있으며 부담스러울 높이를 지붕안에 2
층을 만들어 높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므로써 주변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모습을 자연스
럽게 연출. 또한 외관적으로 비대칭형 박공지붕의 두매스가 엇갈리게 배치하므로써 주변환
경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
가족간의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의 분리를 통한 프라이버시 확보
효율적인 공간활용 및 테마조경
불필요한 동선의 최소화(복도)
안방과 연계된 안방 후정은 건축주를 위한 정적공간으로 사색 또는 기도를 유도하는 작은 공
간임. 주방 및 다용도실과 연계된 후정은 다용도 창고 공간, 수돗가 또는 텃밭응으로 활용될
유용한 공간임. 거실과 연계된 앞마당은 탁트인 조망과 함께 시원한 전정구성.
일조권, 채광, 환기및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설계
두개의 매스 중 앞쪽에 배치된 매스는 공용공간으로 설정하므로서 일상중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용하는 공간인 거실, 주방, 식당 등에 중요한 위치를 배려함. 특히 주방의 양쪽으로 창을
냄으로서 통풍이 잘되도록 하였다.
친환경 소재의 적극활용
콘크리트대신 목구조 선택/나무소재 외장재 선택/실내 친환경 수입페인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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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 특선

방장산 숲속수련장
BangJangSan Gymnasium
허태훈 | 건축사사무소 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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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산 70-1
93,725.60㎡
331.08㎡
339.81㎡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 목구조
2009.2.24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허태훈 / 건축사사무소 루하
한정희 / (주)명인종합건설

숲속 반딧불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자연휴양림의 공간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목재가 가지고 있는 선형적인 구조물을 좀더 자유롭게 구성하여 부드러운 곡선을 대입시켰고,
인공의 구축물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분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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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미래지향적인 숲속의 반딧불이
� 목구조 : 자연친화적인 구조
� 폴리카보네이트 복층 : 목구조
바탕에 지루하지 않은 외장

� 기본 설계 개념
다양한 체험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차별화된
외부 공간 계획
지역의 문화,예술 ,자연적 요소를
도입, 활용하는 옥외환경 계획
어울림의 공간 만들기
기존 산책을 보존하고 확장하여
열린 교류의 장 마련
함께 어울리는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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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 특별공로상

하유재(何有齋)

하유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한옥짓기’
실습과정에 참여한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이 직접 지은 한옥입니다. 실습과정의 목표는 강의실에

HaYouJae

습은 익숙치 않았지만, 그래도 완공한 후에는 한국전통건축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재와 같은 자연재료의 특성을 직접 만져 익히는 수확도

서 진행되는 이론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실습을 통해 한국전통건축 조영(造營)의 지혜를 체득케하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긴 수업시간과 야외에서의 실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전봉희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사연구실

위
치
대지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층
수
구
조
준 공 일
건 축 주
설 계 자
시 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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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내
40.00㎡
14.58㎡
14.58㎡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 목구조
2008.6.13
강태진(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전봉희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사연구실
이재호, 장필구, 김수범 / 송정한옥(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한옥실습팀)

55

하유재는 효명세자가 독서하던 창덕궁 후원의 폄우사(貶愚?)의 뜻과 형태를 참고하였습
니다. 폄우(貶愚)란‘어리석음을 경계하고 고친다’
는 뜻으로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교에서
연구자들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삼을만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유재는 서울의 조산(祖山)인 관악산의 북쪽기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버스정류
장 옆이어서 학생들의 이동이 많으며, 소나무가 운치있게 주변을 감싸주어 아담한 마당이
기도 합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인접한 폭포의 맑은 물소리는 바쁜 일상에서
과거와 교감하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하유재는 (장자(莊子))에 나오는‘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
에서
두 글자를 따온 것으로, 무위자연의 도가 행해질 때 도래하는 생사가 없고, 시비가 없으며,
지식도, 마음도, 하는 것도 없는 이상향 혹은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칸 네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하유재에서 만큼은 언뜻 마음 속의 때를 벗겨내고
정신을 즐겁고 몸은 편안한 때를 가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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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OOD DESIGN
AWARDS
2009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W O O D D E S I G N AWA R D S

계획부문
대상 | 여가(與柯)(Branch Combination)
본상 | 포터블 하우스(Portable House
본상 | 육하원칙 그리고 하늘을 덮는 날개(5W1H : 5M1H)
특선 | 재현(再現) - 시간 속 재회(Reappearance - Reunion in a time)
특선 | D.I.Y Agit
특선 | 3×3×3 큐브(3×3×3 Cube)
특선 | 달팽이(Land Snail)
특선 | 너만의 공간을 디자인 하라!!(Design own your space)
특선 | 달팽이+게르(Snail+GER)

계획부문 | 대상

여가(與柯)
Branch Combination
채동희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Concept
Pattern은 단위 Unit들을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Unit을 만들고, 다시 조합되어 더욱더 커다란 하나를 만들 수 있
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Pattern은 기존의 특성을 버리고 새로운 특성을 갖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ingle Unit

Combination

유닛의 조합은 단위 유닛의 평면상 외곽과 만나는 부분을 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단위 유닛과 단위 유닛
과거의 유목민들은 가족 중심으로 한정된 영역안

의 결합에 앞서 하나의 유닛과 또 다른 유닛의 절반을 이용한 1.5유닛을 만들 수 있으며, 2유닛조합은 구조체를 서로

에서 그들의 생존, 생활을 위하여 이동하며 공간

연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바닥면을 접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Skin을 이용하는 유닛이기에 가능하다. 그리고

을 만들었다. 하지만 현대의 노마드족들은 이동

많은 유닛을 이용한 4유닛은 바닥면을 서로 겹치는 방법을 통하여 바닥면과 구조체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다. 이

이라는 관점에서는 과거와 유사하나 발전된 이동

와 같은 조합은 한정된 조합이 아니라 무한 조합이 가능하므로 가지와 같은 다양한 방향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광범위한 영역을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동 목적 또한 다양해졌다. 그

Drawing

Detail

리고 이러한 이동은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
적 이동, 혹은 유사집단의 이동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현대의 노마드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
한의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때에
따라 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타인과의 커뮤니티를 위한 장치를 필
요로 한다.

단위 유닛들의 조합을 통하여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하게 만들며, 조합 유닛들의 조합은 계속된
패턴을 만들어가며, 노마드족이 가지고 있는 광
범위한 이동영역을 표현 할 수 있는 무한 확장
되는 평면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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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

Study of Basic Structure

유닛의 조합은 단위 유닛의 평면상 외곽과 만나는 부분을 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단위 유닛과 단위

Strategy

유닛의 결합에 앞서 하나의 유닛과 또 다른 유닛의 절반을 이용한 1.5유닛을 만들 수 있으며, 2유닛조합은 구조

공간을 만들기 이해 필요한 Structure는 목재의 특성상 직선부재

체를 서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바닥면을 접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Skin을 이용하는 유닛이기에

를 이용하였으며, 조합의 기능성을 생각하여 평면상에서 바닥면

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유닛을 이용한 4유닛은 바닥면을 서로 겹치는 방법을 통하여 바닥면과 구조체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조합은 한정된 조합이 아니라 무한 조합이 가능하므로 가지와 같은 다양한 방향

과 같은 선상에 Frame의 끝점을 위치시켰다.
Transform of Structure

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Transform of Bottom

Develop

Develop
형태의 변화에 있어서 평면상에서는 일직선상에서 벗어나지 않도
록 하는 동시에 부재간의 점접을 늘려 구조적으로 발전된 형태를
갖게 한다.
Plan variation

Elevation variation

Sketch for develop

Detail Study

기름장부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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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걸침턱맞춤

연귀장부맞춤

반턱연귀장부맞춤

촉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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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블 하우스
Portable House
Concept
concept, movable, simple, lightweight, variablness이 다섯가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PORTABLE HOUSE는 이동생활에 있어 이용자

전웅철, 이미란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멀지 않는 미래에는 유목민 사상으로 하여금 많
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것이고 그 이동생활을 충
족해 주기위해서 그들을 위한 적당한 주거공간
이 필요되어질 것이다.
그 주거 공간 또한 이동하기 쉽고 간편하게 가지
고 다닐 수 있는 즉, 간편한 조립성, 공간의 가변

Module Size

성, 이동 가능성, 경량화 이 네가지의 특징이 포

각각의 부재들은 기본적인 치수를 가지며‘X’
와‘ㄷ’
의 조합에 의하여 구조체가 만들어지고 사이에 판넬을 끼워넣어 벽체를 구성하는 형

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식으로 이들 모두를 조합하면 높이 3.2m, 폭 2.8m, 너비 5m의 portable house가 완성되어진다.

Various Shape
모듈을 이용하여 형성되어진 그 공간은 규모와 크기가 정해져있지 않아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며 형태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구성 또한
달라져 이용자들에게 자신만의 공간을 창출하는 즐거움을 부여하며 상황에 따라 그 용도 또한 변화되는 가변적인 공간들이 만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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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 그리고 하늘을 덮는 날개
5W1H : 5M1H
전수성, 서병덕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Prologue
우산은 원래 비를 막아주고 햇볕을 막아주기 위한 생활공구
이다. 하지만 시대와 물질생활의 발전으로 우산의 가치는 이

기본유닛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모양은 그것이 설치된 공간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된다.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이

미 그의 용도를 벗어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서 각종

루어지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즐길수 있다. 요구와 조건에 따라 공간의 크기가 졀정되며, 덮게의 종류에 따라 더욱 다

색깔과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재료 쓰임이 풍부해짐에 따라

양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비가오거나 강렬한 햇볕을 피하기 위해 불투명 재질의 덮게를 사용 할 수도 있고, 외

우산도 복장도 같이 유행의 한 부분이다. 요즘 사람들은 여름

부환경과의 소통을 위해 투명한 재질을 두거나, 구조체만 남겨 놓을 수도 있다. 구조체는 그 스스로가 갖는 조형성

이면 누구나 가방에 우산을 하나쯤 넣고 다닌다. 휴대성과 편

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담재이 덩쿨등이 타고 올라가 사람들의 휴게공간을 형성 할 수도 있다.

의성이 좋기 때문이다. 또 어렸을적 누구나 한번쯤 비가오는
날이면 scene 2.와 같은 경험을 해 보았을 것이다. 그 아래 공
간은 외부와 다른 환경을 제공하며, 이벤트적 공간이다. 이 공
간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으며 심지어 무한한
확장성을 갖는다. 이러한 공간이‘내’
가 원할때‘내’
가 바라
는 장소에‘내’
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스케일로 형성된다면?
이란 물음을 갖고 NOMAD에 대한 계획안을 생각 해보았다.

기본유닛을 바탕으로 삼각과 육각의 접속 부재의 조합으로 무한히 성
장 가능한 공간을 형성 한다.

66

67

계획부문 | 특선

계획부문 | 특선

재현(再現) - 시간 속 재회

D.I.Y Agit

Reappearance - Reunion in a time

강병효, 김다을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오미영, 김수정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Combination

유목민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결

정차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휴대용품과 이

정을 스스로 한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얼마나 머무

동가능한 주거만을 가지고 점차 이동하게 된다. 분산되어 있

를지, 더불어 어떠한 공간에서 생활 할지에 관한 선

던 사람들은 문화, 정보 등의 주요 오아시스와의 연결을 통해

택 또한 유목민에게 맞기고자 한다. 다양한 싸이트의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집합된 각각의 유니트들은 가변

조건을 형성하는 유목과 개인의 기호에 따른 기능,

성, 이동성, 휴대성 등 유목생활에 맞게 서로간의 조합을 이루

그것의 영역 설정, 배치에 따른 사람의 조건이 결정

어 공동의 커뮤니케이션과 그 안에서 서로의 문화, 정보를 교

됨에 따라 특별한 자신만의 아지트를 탄생시킨다.

환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정착하지 않고 또 다시 다른 주요

기본 오각형의 모듈 집합 안에서 자신의 기호에 맞

오아시스와의 연결을 통해 이동하게 된다.

게 각 기능 들의 면적과 관계를 디자인한다. 그 후 모

Mass Study

듈화된 부재들을 사용하여 단 하나뿐인 아지트를 만

이 주거는 과거 노마드의 주거인‘게르’
의 기본 형태를 변형하

든다목재로 구성된 부재들은 가벼워 다루기 쉽고, 접

여 목재의 다양한 접합방식과 함께 현대인의 삶에 어울리는

합부의 연결법이 단순하여 누구나 도전 할 수 있다.

형태를 디자인 하였다. 더불어 앞으로의 주거 형태는 다양한

이 아지트는 모듈화 되어 있어 친환경적인 면에서 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고정된 삶이 아닌 구조와 공간, 생활 모

사용 할 수 있게끔 하였다. 기존에 위치 하고 있던 누

두 가변적인 성격을 나타내어 자연과의 깊은 소통과 개인의

군가의 아지트를 자신 만의 조닝을 한 후에 변화 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며 집합을 통해 공동의 커뮤니티를 형

어 부재가 필요 한 부분만 감하거나 더해서 자신에게

성 할 수 있다.

맞는 아지트를 만들 수 있다. 재사용 아지트는 친 환

Structure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는 달리 목궂만의 다양한 접합방식과 미
래의 유목생활에 필수요소인 이동성, 가변성, 휴대성 등의 이
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손쉽게 조립하

경적 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지트를 사용한 다른
유목민이 나에게 조금은 낯설은 싸이트에 관하여 주
는 아날로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매개 역활 또한
하게 해준다

고 이동 할 수 있기게 목구조의 다양한 활용으로 앞으로의 손
쉬운 유목생활을 꾀하여 본다.

Combination Diagram
얽매이지 않고 수평적, 수직적인 조합으로 개성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가변성 갖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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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큐브

달팽이

3×3×3 Cube

Land Snail

이진복, 김보라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Concept : 3×3×3을 이루고 있는 큐브의 면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으로 구조체를 이룬다. 노매드(유목민)의 이동성을
고려한 경량목구조를 지닌 1×1×2의 주거는 구조체에 언
제든지 원하는 곳에 추가, 제거를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
의 문제점인 주변사람들과의 결여를 공용공간을 통한 접촉
을 통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룬다.

조용석, 최윤경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Concept
달팽이는 껍데기속에 몸을 넣어 자신을 보호하고, 최소한
의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다.
자연 생태계 속에서 유기적 공간을 찾고, 달팽이 집과 같은

Cube Process : 큐브의 변형을 통한 1×1×2의 모듈의 공간
구성이 이루어진다.

피보나치수열의 비를 갖는 공간에서 개인주거가 효율적으

Concept Process : 큐브의 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목구
조를 이룬다. 이 구조안에 1×1×2, 1×2×1의 모듈을 가지
고 있는 유닛이 구조체 안에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유닛은
언제 어디서나 이동이 가능하며 각각의 유닛의 이동을 통해
서 전체의 볼륨감과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어 커뮤니티의 행
위가 일어나게 된다.

Built-in furniture

Structure Detail : 전체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구조의 방식은 2
×10의 목재를 두겹으로 각각의 목재에 홈을 파서 위, 아래
번갈아가면서 연결을 하는 방식이다. 3660mm×3660mm
의 모듈을 가지고 있는 구조체에 전체구조체와 동일하게
위, 아래 번갈아가면서 610mm간격의 목재로 구조를 보강
한다. 두겹의 목재의 사이공간에 4×4의 목재로 기둥구조를
세운다. 마지막으로 유닛의 구조가 천제 틀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보조적으로 지지한다.

율적 공간사용을 유도한다.

로 활용되고 쉽게 건축되어 NOMAD 생활을 제안한다.

목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한옥전통 문양을 이용한 벽과
가구를 디자인 한다. / 거실과 작업실, 침실에서 내벽은 미
적효과와 단위 목재는 가구로 사용되고 빈공간은 수납공간
으로 활용. / 사용하지 않는 블럭은 벽에 고정시키거나 사
용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변화시키거나 효

Structure
�확장형 빌트인 가구 : 목재의 경량성 활용으로 외벽에 사
용자의 요구에 의해 밀거나 당겨서 옷장 및 수납공간 확장
가능 이사 및 미사용시 벽에 접어 공간활용
�지붕 Brace구조 : Moving Brace를 이용한 주거공간 확
장 및 주거 이동시 수축을 통한 효율적 이사
�회전형 반턱 맞춤 : 기둥머리 맞춤으로 중앙의 기중을 통
한 이용은 회전을 통한 공간형성
�요철형 맞춤 : 벽과 천장 및 바닥연결, 수평/수직 목재 결
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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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의 공간을
디자인 하라!!
Design own your space

달팽이+게르
Snail+GER
전흥국 프리랜서
류수진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신현국, 최병득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달팽이의 형태와 게르의 주거형태를 기반으로한 이동형 주택
What about?
급격한 과학 및 기술의 발달로 인해 Life Circle과 생활 패턴의
변화 등은 주거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왔다. 무질서한 도시화
의 진행으로 농촌과 도시의 공존을 붕괴시키고, 과밀도시의
병폐를 불러왔다. 결국 대도시 주변으로 몰려든 인구의 주택
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층 집합주택단지가 건설되어, 이에 따
른 인구이동은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있다.
SNAIL : 등에 집을 짊어지고 이동하는 달팽이는 이동시 주거
의 최초 동물이다.
GER : 몽골으 유목민들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가죽을 따라
이동하며 간단한 조작으로 건립하고, 해체가 가능한 이동 주
거 Ger를 사용한다.
PROPOSAL
“SNAIL(달팽이)”
의 구조적 형태와“GER”
의 주거 양식을 혼
합한 새로운 주거형태를 제안한다.
주거환경에 있어 공간의 체적의 다양성을 공간 조닝과 함께
인간 모듈을 통해 공간의 높이 및 폭을 조절한다. 주립식 건
물의 GER과 이동성의 달팽이의 구조를 동시에 이용하여 각
UNIT를 하나의 UNIT로 만들어 이동성을 보장한다. UNIT간의
틈을 통해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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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와 섞는 전통적인 방식을 적용하였다.

1. 한옥짓기실습수업의 기획

(2) 수업과제물

2008년 2학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에서는 한옥짓기 실습수업을 진행

수업은 실습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이론지식은 수강생 개개인

하였다. 지금까지 일부 대학에서 한옥을 짓고 대학 시설물의 하나로 운영하는

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대신 지도교수와 도편수가 진행정

사례는 있었으나, 학생이 직접 손으로 한옥을 짓는 수업은 본교 개교 이래 처

도에 따라 설문조사와 과제물을 부여하여, 한국전통건축 또는 한옥에 대한 수

음이자 국내에 근대교육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생의 관심과 지식을 가늠하고, 수강생으로 하여금 실습수업과 공사진행과

이번 실습수업의 목적은 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론연구의 한계를 넘어

정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학생들로 하여금 실습을 통하여 한국전통건축 조영(造營)의 지혜를 심신으로
체득케하려는 것이다. 최근 한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이지는 사회적 분위

표3. 수업과제물 리스트

기 또한 수업추진의 배경이 되었다.

회

시기

1회

1주

2회

2주

설문조사#1

수강전 한국전통건축과 한옥에 대한
이해도 조사

3회

4주

부재 전개도

치목할 부재에 대한 암기
(기둥, 보, 도리, 장혀, 보아지, 대공)

4회

6주

목재반입,조립

목재의 표면형상을 통해 상화좌우를
구분하고, 치목과정과 기둥상부
결구방식을 설명과 도식으로 이해

(사진1)는 도편수가 수업마다 사용토록 지원해주었다.

5회

9주

지붕목공사 방법론

지붕목공사 과정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과 도식으로 이해

표2. 수공구 리스트

6회

16주

설문조사#2

설문조사#1 대비 수강생 본인의
학습정도 조사 및 평가

이 글에서는 한학기 동안 진행된 실습수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평가함으
로써 추후 관련활동의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1. 양판

2. 수업진행방식

한옥짓기 실습수업
A Case of Hanok-Building Class

실습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공사방식을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수공구
만으로 치목하는 실습 후에 전동공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수강생들은 표2와

1) 수업참여자
실습수업에는 총 27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지도교수 1인, 도편수 및 부편수
각1인, 수업조교 1인, 수업보조 4인 그리고 19명의 수강생으로 구성되었다. 이
재호 도편수1)와 여영대 부편수가 참여하였고, 수업조교 2명과 건축사연구실
의 대학원생들이 보조하였다.

명칭

규격

No.

명칭

규격

1

외날톱(日)

265mm

5

5m줄자

尺,m 병기

-

2

평끝

15mm

6

곡자(日)

尺

평끝

30mm

7

먹통

중

망치

大

8

손대패

45×210

전봉희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Jeon, BongHee / Professor, Seoul Natl.University

성별

남자:12

여자: 7

과정

석사:15

박사: 4

-

3

장필구 /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Chang, Pil-Gu / Ph.D Student, Seoul Natl.University

연령

만20~29: 15

만 30~39: 3

만 40~: 1

4

전공

건축학: 14

건축공학: 2

산림과학: 3

목표

에세이‘한옥이란 무엇인가’ 수강생의 한옥에 대한 인식 조사

같은 기본적인 수공구를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손에 익혔고, 다양한 전동공구

No.

표1. 수강생 구성(총19명)

제목

3) 기록작업
수업의 전과정은 디지털 자료로 기록하였다. 두 대의 디지털카메라로 수업과
정을 촬영하고, 한 대의 디지털캠코더로 움직임과 현장상황을 담았다. 또한,
주요 목가구부재는 조립직전에 치수를 계측하여 부재의 크기와 중량을 수강
생들이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후에 변이과정을 살피는 기본 데이터로 사
용하도록 하였다. 수업과정을 통해 생산된 기록자료들은 수업자체의 기록을

2) 진행방식

남긴다는 기본적인 목적과 함께 추후 건축학과에서 진행되는 관련수업에서

(1) 수업진행

생생한 현장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실습수업은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한 전 과정이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교내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의가 없는 토요일에 실습을 진행하였다. 오전 8시
30분에 현장에 집결하여 수업 기자재를 준비하고 오전9시부터 도편수의 지도
로 일몰까지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의 진행은 당일 작업에 대한 도편수의 설
명과 부편수의 시범이 있은 후에, 5인1조로 구성된 4개조가 각각 실습을 진행

사진1. 사용된 전동공구(좌:소형전동공구, 우:선반대패)

하였다. 수강생들은 목재의 치목과 조립을 주로 담당하였다.
수업은 도편수의 양판2)(그림1)을 기반으로 진행되었고, 수강생들로 하여금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1) (주)송정한옥 대표. 주요경력으로는 양평 상원사 대웅전 신축, 경기도 양주 죽산 안씨
종가 해체∙보수 등이 있다.

3. 실습준비
한옥의 입지는 수업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내로 선

번와공사 및 미장공사 등 목공사 이외의 공정은 전문기술자들에게 의뢰하고

정하였다.3) 해당위치는 건축학과와 가까워 학생들의 빈번한 이동에 유리하고

수강생들은 참관하게 하였다. 독립기초와 지붕보토의 경우는 강회를 피워서

순환도로변에 두어서 교내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였다.(그림2참조)

3) 관악산은 서울의 조산(祖山)이기도 하다.

2) 한옥공사를 위해 도편수가 그리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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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창고 내외부 사진 (좌:외부, 우:내부)

사진4. 목재운반

실습수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창고는 무상으로 지원받아 설치하였으며(사진3

▶ 기초∙기단공사: 5~7주차(10/8~10/15)
건물의 정확한 위치와 좌향을 결정하기까지 건축학과를 비롯한 교내외에서
의견을 받았으며, 남쪽이 불리한 지형과 순환도로변의 소음을 고려하여 마루
가 순환도로와 등지도록 하였다.

참조), 전기배선은 본 대학 건축학과에서 설치하였다. 그러나 인접한 장소에
급수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필요시마다 외부에서 급수차를 주문하는 등
의 애로점이 있었다.

사진5. 개토제

그림2. 한옥실습 위치도 (출처:www.naver.com, 사진의 위쪽이 북쪽임)

1) 실습대상의 계획
실습대상은 효명세자가 독서하던 창덕궁의 폄우사(?愚?, 사진2)의 뜻과 형태

그림3. 한옥짓기실습 계획도면 (위로부터, 평면도,입면도,단면도)

를 참고하였다. 폄우(?愚)란‘어리석음을 경계하고 고친다’
는 뜻으로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교에서 연구자들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삼을만 하다.

사진2. 창덕궁 폄우사

선정된 부지는 관악산의 북사면으로서 남쪽이 높은 경사를 이루는 점이 불리
하였다. 실습대상을 남향(南向)으로 한다면 채광의 이득이 크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차선책으로 동향(酉坐卯向)하기로 하였다.
실습대상의 규모는 학기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규모를 두칸으로 하였고, 유지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업교재로서의 의의를 따르기 위하여 난방, 전기 등

4. 실습수업의 과정

사진6. 강회피우기

수업은 총15주 수업중에서 13회 수업을 통하여 두칸의 한옥 완공을 목표로 진

기초공사는 독립기초를 선택하였고, 강회기초를 도입하여 전통적인 건축기법

행되었다. 2008년 9월 5일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동년 12월 13일까지

을 체험토록 하였다. 10월 9일에 강회를 피우고 이틀 뒤인 11일에 굴착기와

진행되었다.

진동기를 사용하여 기초를 타설하였다. 다음날에 바로 정초(定礎)하여 입주

당초 이 수업은 현장경험이 많은 도편수의 의견을 따라 13주 수업으로 계획되

(�柱)를 기다렸다.

었다.4) 그러나 우천과 추워지는 날씨, 그리고 작업의 미숙함 등으로 인하여 표

또한 한옥에서 한 자 이상으로 기단을 쌓는 것이 관례이지만, 수업 중 지면 높

4와 같이 변경되어 진행되었다.

이차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기단은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다.

▶ 오리엔테이션: 1주차(9/5)
실습 수업은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수업내용
과 실습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목공사: 4~13주차(9/27~11/29)
본 수업에 가장 많은 시간과 인원이 투입된 것이 목공사이다. 실제로 실습 첫
수업(4주차, 9/27)에 시작하여 13주차(11/29)까지 총 10회의 정규수업과 7
번의 보충수업을 합하여 17회의 목공사가 진행되었다.(표5참조)
목공사는 총 8일이 초과되었다. 수강생들이 치목작업에 익숙해지기까지 절대
적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붕가구재에서는 1회의 추가작업으
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반면 수장재는 손공구를 사용하여 작은 부재를
정확히 다듬어서 조립하는 과정이므로 2일이 초과되었다. 머름과 같이 부재가
작아질수록 많은 재가공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마루재는 착수하
지 못하였고, 수장재를 조립하기까지 총17회가 소요되었다.

▶ 개토제: 3주차(9/17)
제재소에서 운송된 목재는 도편수의 지도로 학생들이 직접 창고에 적치하였
다. 학생들은 부재를 직접 옮기면서 소요 부재들의 수량과 항목들을 가늠하도
록 하였다. 이후에는 (사)한옥문화원의 신영훈 원장님과 각 공정별 전문가들
도 참여하여 개토제를 진행하였다.

의 설비를 일체 적용하지 않는 마루와 마루방으로만 구성하였다. 한칸의 크기

사진7. 초석놓기

는 2.7m(9자)로 정하였고, 건축면적은 14.58㎡(약4.4평, 그림3참조)이다. 또
한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해서 부재의 치수, 수량 등은 도편수가 제안하도록 하
였다.
4) 이재호 도편수는 (사)한옥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한옥짓기 실습'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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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여 전문기술자(이근복 번와장)에게 일임하였다. 공사에 사용할 황토와

표4. 한옥짓기 수업계획 및 진행일정
계획 일정
작업계획

날짜

주차
1

OL
추석
공구설명,
기둥,도리,장여
기둥,도리,장여
기둥,도리,장여

대공,보아지,박공 등/
정초

주차
1

2

9.05
9.11
9.12

3

9.20

3

4

9.27
10.03
10.04
10.08
10.09

4

10.11

6

5

6

7

기초

석

미장

행사

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며, 번와 기술자들은 오전7시부터 일몰까지 작업을 진

OL

행해 주었다. 그러나 번와공사 완료 후에 영하의 날씨가 4일간 지속되어5) 보

기둥ⓝ
서까래좌판 기둥,보
굴착ⓝ
강회피우기ⓝ
기초
타설

8

목기연, 박공,개판

9

9

수장재,번와
수장재,마루
수장재,마루

10
11
12

미장공사

13

11.01
11.02
11.08
11.15
11.22
11.26
11.28
11.29
12.02
12.05
12.06
12.13

10
11
12

이동식비계철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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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강식: 15주차(12/13)
종강식에서는 한 학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도교수, 도편수의 평가와 학
생들의 소감을 나누었으며, 자체적으로 준비한 기념품과 수료증을 나누었다.
현수막

상량식준비

부재계측
초석면맞추기

상량식

강회 피우기

부재계측
부재계측

사진11. 수장재 조립광경

적심
번와

부재계측
물청소
답사

이동식비계철거#2

사진10. 서까래 조립광경

부재계측

당골막이ⓝ
14
15

▶ 미장공사:13주차(12/02)
미장공사가 개시된 12월에는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어 수업진행이 어려웠다.
시험적으로 당골막이 공사만 진행하였다.

좌향

기둥,도리,보,보아지
보ⓝ
기둥,대공,보,보아지
기둥,보아지,보,장혀,
도리,대공
상량
서까래,목기연,평고대,
박공,수장재
서까래,개판,목기연,박공
서까래,개판,목기연,박공
수장재
수장재
수장재
수장재
수장재
수장재

7

10.26

사진9. 목가구재 조립광경 (좌로부터 입주, 조립)

기둥,도리,보,보아지

이동식비계설치#1
이동식비계설치#2

8

토의 자연건조에 지장을 주었다.

휴강

공구설명, 우마제작

정초
정초

평고대,서까래

추석
개토제

목재반입

5

10.18

14
15

일에는 굴삭기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번와장의 현장경험

비고
기와

2

10.19

창호.실내공사
준공식

석회가 미리 운송되어, 작업 2주일전에(11/8) 미리 강회를 피워두고 11월15

창고설치ⓝ

10.12
10.15
10.16
10.17
상량식

가설

시행일정
공정
대목

청원산방
혹한으로 휴강

▶ 상량식: 7주차(10/18)
수업 한달여가 지난 10월 18일(일요일)에는 상량식을 거행하였다. 예로부터
상량식은 목수들을 치하하는 자리인만큼, 일손을 놓고 그간의 성과를 치하하
고 앞으로의 일정을 격려하는 잔치로 진행하였다. 이 날을 위하여 교내외의 많
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셨으며 서울대학교 장재성 학생처장, 한국건축역사학
회 장순용 회장,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 남영우 팀장이 축사를 하였다.

사진14. 종강일 단체사진

5. 예산계획과 집행(표6참조)
두칸, 약 4.4평의 한옥공사를 위한 예산은 약4천4백만원으로 책정하였다. 이
는 평당 일천백만원의 공사비를 목표로 준비한 것이다. 각 항목별 예산금액은

현장정리 종강

평당 공사비 내에서 도편수의 경험치에 따라 수립하였다. 학술 목적으로 진행

1. ⓝ 수강생 없이 진행 / 2. 주차가 기재되지 않은 일자는 보충수업 또는 준비작업임.

되는 공사였기 때문에 공정별 공사비는 일부 양해를 구할 수 있었다.
표5. 목조사 부분별 세부 일정표
No.
1
2
3
4

부분

주차
3
구분

계획
집행
계획
지붕가구재
집행
계획
수장재
집행
계획
마루재
집행
목가구재

표6. 한옥짓기 예산집행내역
4

①

5

6

7

9 10 11 12 13 14 15

변경
일수

공정

+4일

③

※ 원문자는 해장주간의 보충수업 횟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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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진12. 상량식

사진13. 번와공사 광경

+1일

①
②

가설
공사�

▶ 번와공사: 9~11주차(11/01~11/15)
번와공사는 지붕에서 많은 양의 흙과 기와를 다루는 공사이므로 안전사고를

+3일

내용
작업장설치
전기설비
이동식비계
천막
발전기
소계

금액(원)
(10,000,000)
(4,000,000)
(2,000,000)
178,000
457,000
635,000

비고
현물지원
현물지원
현물지원
자재임시보관용
3회대여, 연료비
(16,635,000)
[13,000,000]

미시행
사진8. 목가구재 치목광경

5) 11/17: -2.6℃, 11/18: -5.5℃, 11/19: -7.2℃, 11/20: -5.3℃ (출처: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

상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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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료비,운임
백호,진동기
물차
초석,운임

공정
기초
공사,
기단
공사

소계
자재비
운송비
인건비
선반대패운임
소계
재료비,운임
인건비
물차
소모품비
소계
비닐구입
재료비,인건비
소계
소계
제수비
강의료
식대
일회용품비
소계
제수비
상량봉안물품
현수막
일회용품비
사례비
초대장,답례장
소계
기념품
사례비
식대
소계
목장갑
엔진오일
못
먹물
소계
숙박비
주차권구입
식대
단체복
난로
답사비
소계

목공사

번와
공사

미장
공사
창호공사

개토제

상량식

종강식

소모품

기타

합

계

금액(원)
(800,000)
(2,000,000)
200,000
792,000
992,000
9,472,100
400,000
4,004,000
130,000
14,006,100
4,908,400
2,450,000
420,000
50,000
7,828,400
165,000
1,062,500
1,227,500
0
216,680
500,000
100,000
11,000
827,680
677,790
77,700
110,000
77,700
700,000
64,900
1,030,300
218,250
700,000
51,400
969,650
10,000
15,000
101,000
5,000
131,000
638,660
209,000
661,490
875,000
243,500
104,000
3,393,140
31,040,770

비고
현물지원�
현물지원��

수립된 예산 중 비용의 일부는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건축학과 건축사연구실

담겨진 보토의 중량은 1,377.65㎏으로 계측되었고7) 총13회가 사용되었으므

에서 지원받았다. 개토제∙상량식 축의금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가설공사와

로, 총 17,909.45㎏의 보토가 지붕으로 올려졌다.

장비대여 등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1) 실습수업에 대한 평가

예산집행결과를 보면, 총 31,040,77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현물지원을
(3,792,000)
[2,000,000]

두칸의 한옥은 교내의 실습대상으로는 최적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온돌과 기

추정하면 49,840,770원이 소요되었다.

계전기 설비는 제외하였으나, 수강생들이 모든 공정을 체험함과 동시에 목부

현물지원 반영금액을 보면, 공사를 완료한 목공사와 번와공사는 예산금액이

재 전체의 치목을 감당하기에 적절한 규모였기 때문이다.

초과지출 되었는데, 각 공사의 인건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자재
비와 운송비등 시중가격에 민감한 항목들이 원인이 된 것이다. 가설공사에서
[13,295,400]

도 초과지출 되었으나, 기초∙기단공사에서는 기단공사가 생략되어 지출이
감소하였다. 종합적으로, 예산계획은 43,770,400원이었으나 최종집행금액은
49,840,770원으로 초과지출 되었다.

2회
장갑, 비닐
[6,000,000]
당골막이 작업에 한함�
[2,000,000]
[3,000,000]

사진15. 보토계측 (좌로부터, 굴삭기 1버켓, 보토올리는 광경)

6. 부재의 계측작업

동시에, 현장에서 기술자가 손으로 던져올리는 알매흙의 중량을 계측하여 건
조중량과 비교토록 하였다. 공사 당시에 계측한 중량은 4.80㎏(11/15)이었으
며 두달간에 현장 창고에서 건조시킨 후에는 3.45㎏(’
09.01/20)으로 계측되

이번 수업에서는 한옥을 이루는 각 부재들의 처음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어 1.35㎏, 약 1/4의 중량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붕의 보토가 유사하

을 주된 계측작업으로 삼았다.

게 건조되었다면 12,872.42㎏으로 조정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옥에 사용되는 나무, 흙, 기와의 자연재료는 그 자체로 한옥의 특징이 되면
[

0]

서 동시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조와 하중

(3) 기와의 계측

에 의한 변화과정을 주요현상으로 판단하고 각 부재들의 결합전 상태, 크기와

기와는 본 수업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기성품이다. 중와(中瓦)는 규격으로 정

중량을 중심으로 계측하였다. 먼 훗날 이 한옥을 해체하게 될 때 비교자료로

해져있으므로, 샘플의 중량을 계측하여 시공완료된 기와의 총개수를 헤아리

사용하고자 하였다. 즉, 건축물의 하나로서 한옥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시도하

는 방식으로 계측하였다.

[800,000]

1) 목재의 계측
(1) 목재의 계측
[800,000]

목재는 한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료이면서 변형이 많은 부분
이기도 하다. 크기, 중량, 두가지 항목에 대하여 기록하다. 서까래는 총 50개가

전동공구用��

[ 0]
도편수,부편수

사용되었으며, 각 부재의 길이는 안허리가 용되어 2,708~3,098㎜의 범위로

※ ( )안의 금액은 현물지원을 추산하여 반영한 것임.
※ [ ]안의 금액은 예산계획 금액임.

실습수업 총 2회의 설문조사를 하였다. 첫 설문은 한국전통건축에 대해 수강

만족을 표하였다. 강의실의 이론수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실습과 한옥이 세워

구분
암기와
수기와
망와
착고
합계

총개수

단위중량

비고

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희열이 큰 요인이었다. 또한 참여자들간의 인간적인 유

1,109

5.0

5,545.0

대감을 장점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본 수업을 통하여 생산활동으로서 한국건

577

3.3

1,904.1

축사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작업량과 추워지는 날

6

6.4

38.4

씨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다. 또한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제공 없이 실습으

22

2.5

55.0

1,714

7,542.5

계측결과 4.4평의 한옥 번와공사에는 1,714장의 기와가 소요되었으며, 중량

위차이를 가지며 평균 24.14㎏, 총 1,207㎏의 중량으로 확인되었다. 최대 390

으로 계산하면 7,542.5㎏이다.

㎜의 길이차이를 갖는 부재가 13.50㎏의 중량차이를 갖는다는 것은 부재간의

2) 계측결과의 종합

로만 진행되는 수업방식과 변동이 많은 수업일정에는 아쉬움을 표하였다.

3) 전망
수강생들의 평가에서 확인하였듯이 한국건축사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실습
수업의 병행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학기 수업으로는 작업량이 과도하다는
것과 소요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수업을 1년 과정

총체적인 계측작업으로서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으나, 이상의 세가지 계측
(2) 보토의 계측

으로 구성하여 수업운영과 학생참여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예산계획으

작업만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시공완료시에 한옥 지붕에는

보토는 개판위에 쌓여 수려한 지붕곡선의 바탕을 형성하는 자재로서, 대표적

로 3~5년에 한 번씩 개설한다면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공공기관이

1,207㎏의 서까래, 17,909.45㎏의 보토, 그리고 7,542.5㎏의 기와가 사용되었

인 습식공정의 하나이면서 도면없이 기술자의 경험으로 시공되는 부분이다.

나 단체와 협력하여 비용을 지원받는 지역기반 수업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적심, 박공 등의 부재들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상기 자료만으로도 약 26.6

목재나 기와처럼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굴삭기 bucket에 한번에 실려지

더 나아가 건축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주

톤의 부재가 사용된 것이다. 총 6개의 기둥이 사용되었으므로 기둥 한 개당 약

는 보토를 기준중량을 설정하고 총횟수를 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버켓에

거문화에 관심이 많은 타학과 학생들에게도 개방하여 서로의 지혜와 땀을 나

4.4톤의 지붕하중이 전달되고 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누도록 하며,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중이 원하는 문화

겨울용�
식대
[2,875,000]
(49,840,770)
[43,770,400]

2) 수강생을 통한 교육적 효과

통한 학습성과와 수업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였다. 종강 후의 수강생 전원이
표7. 기와의 수량과 중량

계측되었고 2,831㎜의 평균값이 산출되었다. 중량은 19.65~33.15㎏의 큰 범

밀도차이 또는 송진함유량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6)

▶ 공정운영의 평가: 전체 공정은 15주 수업이라는 제한선을 기준삼아 기간
을 배분하였다. 결과적으로 15주 12회 실습으로 계획된 수업은 총 19회의 수
업으로 수장재 조립까지만 마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체험하는 치목작업의 미
숙함과 동절기의 날씨가 큰 요인이었다.
▶ 예산실행의 평가: 한옥은 규모는 두칸에 불과했지만, 모든 공정을 전통적
인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조건과 금액의 할인율이 크지 않아 상당한 비용이 발
생하였다. 많은 현물지원에도 불구하고, 완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43,770,400
원의 예산을 초과하여 49,840,770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되었다.
▶ 계측작업의 평가: 계측작업은 한옥 생애주기에 대한 기록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촉박한 수업일정 때문에 계측작업을 진행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측결과는 미래에 한옥을 해체하게 될 때에 한옥 부
재의 변화현상을 추적하는 흥미로운 자료가 될 것이다.

생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늠하기 위함이었고, 마지막 설문은 실습을

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중에서 지붕에 사용된 부재, 즉 서까래, 보토, 기와를
중심으로 계측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7. 결론

소양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해비타트
의 경우처럼, 한옥짓기 실습수업도 공익을 위하며 지원자의 손을 통해서 한옥

6) 서까래 부재는 기건조된 부재를 구입하였으므로 부재간의 함수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7) 1버켓의 보토를 잘게 나누어 저울(최대 200㎏)로 반복계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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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축하는 문화생산 현장으로서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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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몬드 올림픽 오벌 빙상경기장

그림 1 리치몬드 올림픽 오벌 경기장 실내전경

건축 ARCHITECTURE
리치몬드 올림픽 오벌 빙상경기장은 2010 동계 올림픽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목구조로 디자인되었다.
이 건축물의 지붕 목구조 디자인은 크기나 의미에서 브리티쉬 컬럼비아주의 목조 디자인과 공장제작
의 공업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 개념은 흐름(FLOW), 비상(FLIGHT), 융합(FUSION)이다. 이는 인접한 프라저강의 물과 강어
송재승 / 주택문화센터 원장, 건축사무소 미추 대표

귀에 사는 야생조의 형상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건물은 3개층으로 구성되어있다. 지하층은 주차장, 1층은 주입구와 부대시설이 있으며 최상층에 경
기장이 위치한다.
이경기장은 400m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으로 최대 8000명의 관람객을 수용한다. 올림픽 경기가 끝
난 후 이시설물은 다목적 스포츠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림 2 리치몬드 올림픽 오벌 경기장의 건축 디자인은 부지
의 역사성과 주변 지형을 고려한 시적 이미지에서 나왔다.
예를들면 지붕은 야생조의 이미지를 형상화 했다.
건물 북측면의 지붕은 목조 트러스로 껍질을 벗긴 것 같은
곡선으로 디자인하여 야생조의 날개를 연상한다. 또 북측면
을 통해서 산과 강을 조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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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STRUCTURE
이건축물의 하부 2개층은 콘크리트 구조다. 바닥에서 돌출된 육중한 경
사 콘크리트는 커다란 아취지붕을 지지한다.
주 아취는 간격이 47ft(14.3m)이고, 두 개의 글루램 부재가 앵글형태의

그림 5 우드웨이브 패널 상세

스틸 트러스에 매달린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삼각형 코아의 이 아취는
기계, 전기설비의 서비스 공간으로 이용하고 452개의 우드 웨이브 패널
를 지지한다.
디자인 단계에서 두 경우의 지붕구조를 검토하였다; 하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우드 웨이브 시스템과 또 하나는 보편적인 글루램 퍼린위에 스
틸 덱크를 설치하는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은 초기단계부터
330ft(100m) 스팬의 우드-스틸 조합 아취 구조위에 적용하였다. 건축
주나 디자인팀은 모두 목재를 선호하였으나 최종결정까지 수많은 기술
상의 문제해결과 경제성에 대한 답이 필요하였다.
디자인팀은 우드웨이브 시스템이 구조, 음향, 건축, 안정성, 시공성, 조
명, 내화, 유지관리, 내구성등에 적합함을 증명하기위해 연구와 고비용
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우드웨이브 시스템은 제반조건을 만족하였고 특히 일
반적인 조립식 메탈 덱크 시스템과 비교할 때 음향효과가 매우 우수했
다. 이 시스템은 섬세하게 가공한 목재 천장 및 지붕패널의 부드러운 외
관의 미적효과를 얻는 동시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시각적으로 감춰지
도록 디자인하였다.
오벌 경기장은 내화구조의 대상이지만 지붕구조는 목구조재가 인정된
다. 대단면 목재보다 작은 규격재를 사용한 우드웨이브 시스템은 시뮤레
이션 모델링을 통해 건축법의 내화구조규정에 합당함을 증명하였다.

그림 6
�지붕 구조용 목재는 브리티쉬 컬럼비아 제재소에서 공급받았다.
-2×4in(38x89mm)spruce-pine-fir 규격재 1,000,000bdft(2,400㎥)
-지붕패널용 4x8ft(1.2x2.4m)Douglas fir 합판 19,000장
-Douglas fir 글루램 보재용 규격재 1,000,000bdft(2,400㎥)
�남북측 지붕의 내민처마를 지지하는 엘로 시다 글루램 기둥재 29,000bdft(70㎥)
�에너지 절약형 냉동공장 및 우수집하설비 설치
�리치몬드 올림픽 오벌 프로젝트는 총공사비 CAD$178000000가 투입되었다.
수경 프라자, 공원, 요트장의 조성비도 포함된다.

그림 3
2010 동계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인 리치몬
드 오벌 경기장은 지붕이 목구조로 되어있다.
이 지붕의 주구조는 아취형의 목재와 철의 합성구조이며, 약 330ft(100m)스
팬이고, 속이 빈 삼각형의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공부분은 기계, 전
기, 배관의 공간으로 이용한다.
주구조인 아취간의 스팬은 42ft(12.8m)로 2x4(38×89mm)규격재를 기하학
적으로 구성한 조립식 우드웨이브 구조패널(WoodWave Structural Panels)로
되어있다. 이패널은 구조와 음향의 역할을 한다. 이 디자인은 경제성만이 아
니라 고기능의 미학을 겸하고 있다.
공사비 160억원이 소요된 오벌 지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스팬의 목구조로서
6ac(2.4ha)의 크기로 축구경기장의 4.5배가 된다.
그림 4 목구조 지붕시공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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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와 지속 가능성
오벌 경기장은 손꼽히는 최고의 수준으로 디자인 되었다. 이 구조 자체가 에너지와 환경 디자인을 인증하는 수준으로 디자인 되었다.
단판의 목재는 공사중 최소의 에너지와 오염을 발생하기 때문에 우드웨이브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크고 긴 스팬에 경량구조를 적용
하는데는 많은 제한을 받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산림의 목재를 사용함으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쾌적의 적응조건을 만들었다. 특히 이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와 전나무
중 불량으로 버려지는 약 15%의 목재를 재활용하여 구조재로 사용하였다.
건물 전체로 볼 때 목재는 구조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카본을 저장하고 카본 산화물 방출을 억제해준다. 숲에서 썩게 놔둔다면 카본 산화물
의 방출이 더 빨라질 것이다.
목재는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자재보다 에너지 사용이 적고 시공과 관리에서도 에너지를 덜 사용한다. 화석연료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 온실

우드웨이브 구조패널

가스방출도 줄일 수 있다.

THE WOODWAVE STRUCTURAL PANEL SYSTEM
우드웨이브 패널은 주구조인 목재-철 아취 보 사이의 스팬에 적용한다. 우드
웨이브 지붕 패널은 3개의 V자형 트러스 -중공, 삼각형 단면의 아취형상- 로
42ft(12.8m)길이, 4ft(1.2m)나비, 26in(660mm)깊이의 규격이고, 그위에
12x42ft(3.6x12.8m) 장방형 합판을 두께 28mm로 덮었다.

그림 8 우드웨이브 구조패널의 단면

V자형 트러스의 두 경사면은 2x4in(38x89mm)의 규격부재를 여러개 조합하
여 중앙부 하현재로부터 벌어지는 형상이다. 각 단위 부재는 계단식으로 조합
되고, 못과 보강 철제 스트랩으로 긴결한다. 단위 부재는 짧은 규격재를 연속
적으로 이어서 사용하고, 다양한 길이의 틈새를 줌으로서 구조의 경량화와 흡
음효과를 놉힌다.
연속적인 단위부재는 V자형 트러스의 길이방향으로 트러스 역할을 한다. V자
형 트러스 내부에는 삼각형의 합판 가스켓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전단력을 놉
히고 정확한 형상을 유지시켜준다.
공장제작과정은 컴퓨터 제어방식의 기계와 수작업을 병행하여 목재의 등급분
류, 다양한 길이의 부재생산, 부재의 조합, 아취형태의 V자형 트러스의 가공
및 26in(660mm)높이의 곡면부에 인장 스틸 로드의 설치 순서로 진행하였다.
최종 자재로 합성패널이 있는데 복합적인 구조와 최상의 성능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우드웨이브 패널은 천장이 구조롤 노출하여 V자형 트러스의 이빨
형상을 보여주고, 소음 반사와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고, 목재의 섬세한 가공
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자 패턴은 시각적인 질감을 통해 이 건물의 미적효과를
높혀준다.

그림 10 실내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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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우드웨이브 지붕 패널 시스템은 StructureCraft Builders회사에 의해 착상과 기술해결을 했다.
이명칭은 규격목재와 합판을 물결모양으로 서로 결합하는데서 명명되었고, 지붕구조를 천장
마감재로 노출하고 동시에 소음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 패널은 합성 아취 구조로 아취형 주 보와 지붕합판 사이에 설치한다. 이 구조는 뒤틀어짐을
방지하기위해 인장 타이를 설치한다.
�이 아취 패널은 현장조립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패널을 설치하기위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
�컴퓨터 제어방식에 의한 공장제작을 하여 제품의 정밀성과 균질의 품질을 얻었다.
�공장제작 패널은 소방법규에 적합하게 V자형 트러스 속에 스프링클러의 배선, 검정색 흡음재
그리고 화이버 단열재도 포함된다.
�이건물의 흡음은 흡음재의 사용과 패널 밑면의 넓은 오프닝이 한다.
�이 패널의 V자형태는 속이 비어 있어 스프링클러 배관을 숨길 수 있고 외부로 스프링클러
헤드만 노출되어 보인다.
�452개 우드웨이브 패널은 StructureCraft Builder 회사에서 시공했다. 공장제작에 25명의
목수가 8개월 작업을 했고, 현장시공은 10명의 목수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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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탐방기 2008
목조건축

캐나다
탐방기 2009
목조건축

신성진(2007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계획부분 대상)

정고은(2008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계획부분 본상,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2주일여의 캐나다 목조건축 기행은 나에게 있어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다른 도전이었다.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국내 목조건

이번 캐나다 목조건축 프로그램은 4박 5일간의 국내 이론교육과 일주일간의 캐나다에서의 현장견학으로 진행되었다.

축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건축물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나의 목구조 여행은 시작되었다.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이지만 목조건축은 생소한 분야였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되지 못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국내 이론교육은
4박5일 동안 하루 8시간 정도의 수업으로 재료부터 시작하여 설비 및 구조, 디테일 순으로 진행되었다.국내 교육이 이루어진 숲채원은 국

목구조 견학 프로그램의 첫 일정은 브리티쉬 컬럼비아 공과대학(BCIT)의 밴쿠버 캠퍼스에서의 수업으로 시작하였다. 이 행사를 후원한 캐

산 목조 글루램을 사용하여 지어진 건물로 이론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 이론교육의 장소로 적합했다고 생각한다.

나다 우드에 대한 소개에 이어 나무의 사용과 종류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평소 나는 나무 하면 원목과 공학목재만 있는 줄 알았지만 용도
와 사용에 따라 다른 여러 종류의 공학목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수업과 현장을 겸하면서 오전에는 이론교육 오후

첫날 이루어진 재료수업에서 형태와 구조적 역할 따라 다양한 공학목재의 종류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다양한 형태의 공학목재는 직선부

에 이루어진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목조건축의 기초 이론부터 실제 구조물 견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재로만 여겨오던 나무에서 자유로운 형태의 건축물로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런 재료들이 생산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에서도 함수율 검사가 이루어지는 등 품질관리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Skytrain Stations과 Surrey Central의 웅장한 목조건축물

몇 일 수업을 진행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목구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수분이며,캐나다에서는 그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초, 개

이틀째 오후 Skytrain을 타고 Skytrain Station들과 Surrey Central City Shopping Center를 견학했다. Skytrain Station은 공학목재의 한 종류

구부에 여러 겹의 방수층이라든지 외부 벽에 레인스크린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목구조가 점차 확대 되어가고

인 구조용 집성재 (글루렘)를 사용해서 지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철골과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나무의

있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시공되느냐에 따라 목구조의 보급과 정착뿐 아니라 발전가능성을 좌우할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구조미와 질감이 잘 나타나 있었다.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skytrain은 33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86년에‘교통과 소통’
이라는 주제로 개

들었다. 4박5일간의 이론수업은 목구조에 대한 무관심에 의한 무지에서 앎에 의한 관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된 EXPO를 맞이하기 위해 처음 개통된 이래 현재까지 꾸준한 확장을 지속 해오고 있다.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보통의 지하철과는
다르게 2량에서 5량 정도의 작고 짧은 skytrain의 스케일에 맞추기 위함인지 skytrain 역사 역시 비교적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캐나다에서의 현장방문은 주로 목조다층구조물과 대형목조건물위주로 이루어졌다.
단층 목구조도 생소했는데 목조로 다층구조물은 캐나다의 발전된 목조 건축술을 보여주고있었다.

Surrey Central City Center는 저층부는 쇼핑센터이고 상층부는 대학교인 특이한 프로그램의 건물이었다. 여기서 커튼월을 잡아주는 구조

실제로 캐나다는 80%이상이 목조건축물이며, 물론 이는 캐나다의 풍부한 목재를 바탕으로 하고있다. 처음 방문한 polygon 사의 는 4층

는 공학목재의 일종인 페럴램을 사용하였고, 대공간의 지붕은 합판을 만들기 위해 비니어을 켠 후 남은 통나무의 심재부를 재활용하여 입체

다층목조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이었다.

트러스를 만들어, 철골 트러스와 다른 매력을 보인다. 그 외 다른 부분은 와이어와 함께 사용, 목재의 압축력과 와이어의 인장력이 조화롭게

목조주택이면 외관까지 목조일색인 우리나라와 다르게 캐나다의 목구조는 구조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외관으로 마감하

드러내고 있었다. 이 건물은 목재와 철, 콘크리트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였다. 목조주택 특유의 삼각형의 지붕구조체는 구조계산이 되어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하중을 받는 부재 또한 같은 역할이라도 하중의 크기에 따라 다른 공학목재를 사용하도록 계산되어 시공하고 있었다.

Polygon사의 현대식 목조 타운하우스, 클라하니(Klahanie )

또한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지진이나 해일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책으로 기초부터 상부층까지 연결되는 철근재를 사용

캐나다 서부지역에서 많은 목조 단독과 공동 주택, 콘크리트 고층 주택을 시공하는‘Polygon’
사가 타운하우스 현장을 견학하였다. 이 공사

하여 수직 수평적 움직임에 대응하도록 사용하고 있었다.

현장은 정리가 잘되어 있었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체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눈 여겨 볼 것이 목재의 함수율 낮추기 위해

현장에서 알게 된 목구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소음이다. 단층이 아닌 다층으로 여러 세대가 거주하게 될 경우 층별소음이 전달된다는 점

서 공사현장에 히터를 켜서 목재를 건조시키고 있다는 것 이였다. 이와 같이 철저히 시공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도 . 클라하니는 주민

에서 좀더 신중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이것은 디테일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었다.

센터, 수영장, 실외 온천 등의 다양한 주민 공동 편의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캐나다는 시청과 도서관, 주민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목구조로 건축하여 대형목조건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휘슬러의 목조 건축물들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휘슬러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규모와 함께 겨울의 설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초입에
위치한 인포메이션 센터는 독수리 형상을 한 기둥보 구조의 목조 건물로 그 입구부터 웅장함을 드러낸다. 이 건물은 내부와 외부의 다른 수
축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의 구조와 내부의 구조를 따로 해서 2중으로 되어 설계되어 있다. 목조는 물과 불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
야 목조의 하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시설등에서는 목조가 구조체로서뿐만 아니라 심리적 환경적인 재료로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휘슬러 도서관 역시 대형 목구조 건축물중의 하나로,목 구조는 구조체와 외장재로서 역할을 동시에 하며, 다양한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하중을 부담하고 있었다.
마지막날 방문하게된 Bcit에서는 직업전문과정으로서 목조건축전문과정을 실습을 기반으로 기간별로 다양한 코스를 갖추고 있었다.캐
나다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밟아 전문적인 목수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Bcit 목조건축 연구실은 실험주택으로 목조가 자재로서의 친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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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장을 앞둔 호텔과 공공 도서관의 건축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 이 두 건물은 지열을 이용 하던지 지붕에 녹화를 하여서 에너지 절약을

뿐 아니라,공기순환을 이용한 온도조절시스템과 태양열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와 결합하여 목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최대화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특히 공공 도서관의 경우는 목조 지붕 위에 바로 녹화를 하였는데 큰 하중을 지지 하기 위해 원목을 여러 겹

4박 5일간의 이론교육이 목구조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 였다면, 캐나다에서의 현장견학은 목구조의 발전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겹쳐 지붕자체가 구조가 되게 하였고 그것을 글루램 기둥으로 지지 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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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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137-893) 전화 : 02-3445-3834~5 팩스 : 02-3445-3832

www.kgpa.or.kr

KOREA WOOD
DESIGN AWARDS

관련 단체 소개
한국목조건축협회

있는 발전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호간의 친목, 복리 증진을 위하여 경제적 지위 향상

Korea Wood Construction Association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 빌딩 812호

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3년 9월

한국목조건축협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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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서 이정하는 목조건축관련 비영리 법인으로써, 목조

홈페이지 : www.lumber.or.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 원정 빌딩 901호

건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를 천직으로 여기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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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을 통하여 목조 건축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우리나라에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모

Korea Specialty Construction Association

임입니다. 목조건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축업자의

Committee of Landscape Plants & Facilities

산림조합중앙회

권익 옹호를 위해 설립되어 목조 건축 산업에 관련된

Constructors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s Federation

자료 수집,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조사 연구 및 개

조경전문건설업자의 품위 유지와 상호 협력의 강화

산림 조합은 산림 소유자와 산림 경영자의 경제적,

선으로 목조건축기술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협회의

로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조경 관련 법령의 개선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 보호와 개발을 촉

회원인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

과 조경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함

진함으로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여 국내 목조건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으로써 조경 전문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고

목적으로 1962년 발족하였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7번지 율암 빌딩 706호

자 1985년 7월 20일에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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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Tel. 02-3434-7114

홈페이지 : www.kwca.co.kr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395-70

홈페이지 : www.nfcf.or.kr

홈페이지 : www.kwpa.or.kr

(전문건설회관 8층)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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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Korea Wood Building Design Association

홈페이지 : www.landscape.or.kr

Korea Wooden Structure Engineers Association

본 협회는 한국형 목조주택의 기술개발 및 새로운 주

「녹색자금」
은 복권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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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042) 603-7310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는 산림청 산하 비영리 공익법

택양식의 정착과 건강주택을 위한 신 기술의 보급과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인으로 목조건축의 설계, 시공, 감리 업무에 종사하

확산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산하에 유일한 목조건축관

Korea Federation of Furniture Industry Cooperatives

는 기술자(목구조기술자)의 권익과 목구조 기술발전

련 법인로서 지금까지 목조건축시방서, 표준상세도 등

우리나라 가구 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기술적인 연구, 세미나 및 국제심포지움의 개최,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협동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회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355번지

목조건축기사시험 실시, 목조주택감리인증사

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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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pector) 교육을 통한 전문기술자의 양성과 감리제

상을 기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홈페이지 : www.kwsea.or.kr

도의 확립 등을 실시하여 회원사들의 권익과 사업 확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상공부(현 산업자원

장에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로부터 1963년 12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중소기

한국DIY가구공방협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8-2 시화빌딩

업협동조합 중앙회 산하의 가구생산 전문단체로서

DIY가구문화의 보급과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건전

Tel. 02-553-2001, 02-553-2031

유일하게 전국적인 가구 산업 분야를 대표하고 있습

한 DIY가구문화 보급을 통해서, DIY 가구산업의 종

홈페이지 : www.wooda.org

니다.

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풍부한 국민 생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74-2 가구회관 2층

활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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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관련업체들의 정보교류, 업무개선 및 기술 연

Korea Lumber Industrial Cooperative

홈페이지 : www.kffic.or.kr

구개발을 통하여 제작물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서

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1968년 1월

더 나아가 밖으로 DIY가구문화의 양적, 질적 성숙을

8일에 설립되었으며, 우리 나라 목재 공업의 건전한

한국합판보드협회

이루는 데 그 설립의 뜻이 있습니다.

발전과 조합원 상고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협동

Korea Wood Panel Association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92-3번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조장하

본 협회는 우리나라의 합판, 목질 판재(PB, MDF),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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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외 조림 등 목재 공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회원 상

홈페이지 :www.koreadi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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