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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다가오는 미래 !
목조 건축 시대를 기대하며...
올해로 여덟 번째로 맞이하는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Korea Wood Design Awards)은 국내 우수한
목조 건축물을 발굴하고, 학생들의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상함으로써 올바른 목조 건
축 문화를 정착시키고, 미래 목조 건축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목조의 우수성과 그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본 대전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목조건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학생 작품이 크게 늘었습니다. 참가 대학의 수가 늘었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대학
에서도 참여하였으며, 그 작품의 수준 역시 크게 높아졌습니다. 심사위원 분들은 작품 심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이는 미래 우리 목조 건축의 전망을 밝게 하는 것으로 축하할 일이라 할 수 있
습니다.
범지구적으로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는 큰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민
간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목재가 친환경 자연
재료이며 환경에 부담이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목조 건축은 목재라는 자원을 우리 생활에 직접 이
용하는 것을 넘어서,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목조 건축 대전은 이러한
목재라는 재료를 통해 건축을 실현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대전 심사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힘써주신 인의식 건축사, 송재승 원장, 이전제 교수님의 노
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대전의 발전을 위해 도와주신 산림청, 녹색 사업단, 캐나다 우
드, 한국 목재신문, 산림환경신문,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장흥 군청에도 깊이 감
사드립니다.
본 대전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발전에 기틀을 만들고, 새로운 도약의 도움이 되고자 노
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사) 목재문화포럼 이사장

오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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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훌륭한 건축가 분들의 우수한 목조건축물과 미래 건축학도들의 건축설계 작품을 심사?선정하여 목조건
축 발전과 목재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한『2010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에서 수상자로 선정되
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년간 수고하여 주신 목재문화포럼의 오정수 이사장님, 심사위원
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는 범지구적 재앙 속에서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이용한
한옥 등 목조건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주택의 내부인테리어와 가구도 목재 제품
으로 대체하는 등 목재이용이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목재로 건축하거나 생활속에서 목재를 사용할 경우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탄소배출을 줄
일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가치
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로 제8회 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우수한 목조건축물과 설계 작품을
발굴?시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목조건축물 보급과 목재문화를 확산
하는 등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미래를 선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도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한옥 등 목조건축의 보급, 목재이용 활
성화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재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
으며 앞으로 그동안의 육성과 보호위주의 산림정책 패러다임을 탄소순환과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목재이용을 확대하여“저탄소 녹색성장”
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시 한번『2010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에서 입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목재이용 확
대와 목재문화 확산에 앞장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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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ve Report

심사평

12

Jury Report on Entries

준공부문
본상 | 餘天齋(여천제)
본상 | 남양주 에코빌리지

14 Completion Awards
Best Prize | Yeo Cheon Jae
Best Prize | Nam yang ju Eco Village

본상 | 진주(부산방향)간이 휴게소

Best Prize | Jinju highway service area

특선 | 제천 애련리 조현우씨 주택

Excellent Prize | Mr. Cho-Hyunwoo's house

특선 | 땅콩집

계획부문
대상 | Forest Box
본상 | 人道管(인도관)
본상 | Wood roof
특선 | 순라의 지속
특선 | 바람 길 그리고 문화 정거장

Excellent Prize | Duplex House

36 Design Awards
Grand Prize | Forest Box
Best Prize | a sidwalk pipe
Best Prize | Wood roof
Excellent Prize | Maintain Sunra
Excellent Prize | Communication With The Pathway of the
Wind Culture Station

특선 | 유목민의 휴식처 : 유목민의 소통
특선 | 休[휴]
특선 | 수퍼노멀
특선 | 가로수
특선 | 하나되는 캠퍼스
특선 | 공간, 장소가 되다
특선 | 리버서블 하우스
특선 | Pond skater

Excellent Prize | Hue
Excellent Prize | Super Normal
Excellent Prize | Trees Lining a Street
Excellent Prize | 하나되는 캠퍼스
Excellent Prize | Space turn to Place
Excellent Prize | Reversible House
Excellent Prize | Pond skater - Kinetic waterfront wooden pavilion

기술보고서

70 Technical Reports

휘슬러 공공 도서관

Whistler Public Library

소개
목재문화포럼 / 캐나다우드
녹색사업단
목조건축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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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 Prize | Nomads Rest: Nomadic Communication

78 Information

Wood Culture Forum / Canada Wood
Korea Green Promotion Agency
List of Wooden Architecture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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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2010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복권기금(산림청 녹색자금)의 지원으로 8회를 맞이하는 사업임.

DESIGN AWARDS
� 수상결과 (시상 내용)
▶ 준공부문(5작품)

� 작품주제 및 대상
계획 부문 : 자유

구분

응모 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품.

본상

여천재
(Yeo Cheon Jae)

응모 자격 : 건축 및 관련분야 설계업무 종사자, 대학(교) 및 대학원 건축, 실내디자인,조경, 임산물관련학과 재학생
응모 작품 수 및 인원 : 응모자 1인당 1작품, 공동출품은 2인 이내

준공 부문
응모작품 : 2010년 8월 1일 이전 준공된 국내 목구조 건축물, 혼성 구조물,
목재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건축물, 목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및 조경시설물 등의 제분야

(Nam yang ju Eco Village)
진주(부산방향)간이 휴게소

본상

응모자격 : 응모작품의 설계자, 시공자(혹은 제작자), 건축주로서 출품건축물의 관련서류(건축물 대장 등 증빙서류)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

남양주 에코빌리지

본상

특선

소속

수상자

주. 노바건축사사무소

강승희

(주)광장 건축사사무소

이현욱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수린가

김명수

(주)광장 건축사사무소

이현욱

작품명

(Jinju highway service area)
제천 애련리 조현우씨 주택
(Mr. Cho-Hyunwoo’
s house)
땅콩집

특선

(Duplex House)

응모작품 수 : 응모자 1인당 최대 3점 이내

� 심사위원단 - 송재승(주택문화센터 원장/건축사사무소 미추 대표)
이전제(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목재문화포럼 운영위원장)
인의식(윤미 건축사사무소 소장)

▶ 계획부문(13작품)
작품명

수상자

소속

Forest Box

신창범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과

人道管(인도관)(a sidwalk pipe)

하영혜

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

Wood roof

최민욱, 박민영

특선

순라의 지속(Maintain Sunra)

김승옥, 박민호

경상대학교 건축학부

특선

(Communication With The Pathway of the

윤진관, 이효상

부산대학교 건축학부

이준희, 황지현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구분
대상

� 접수 마감 - 계획 부문 : 1차(작품 계획안) 2010. 8. 23(월) ~ 2010. 8. 28(토)
2차(패널, 모형) 2010. 10. 13(수)
준공 부문 : 2010. 8. 23(월) ~ 2010. 8. 28(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본상
(산림청장상)
본상

� 설명회 개최 - 5월 22일(토), 서울대학교 75-1동 203호

(산림청장상)

건축공학 전공

바람 길 그리고 문화 정거장

� 작품심사(포트폴리오 심사) - 일시 : 2010년 9월 8일
- 장소 : 서울대학교 200-6218

인하대학교 대학원

Wind Culture Station)

� 최종공개심사(계획부문) - 일시 : 2010년 10월 13일
- 장소 : 서울대학교 200동 세미나실
� 최종심사(준공부문) - 일시 : 2010년 11월 10일
- 장소 : 서울대학교 200동 세미나실
� 최종결과 발표 - 일시 : 2010년 11월 11일
- 방법 : 홈페이지 개제 및 개별 연락

특선

유목민의 휴식처 : 유목민의 소통
(Nomads Rest: Nomadic Communication)

특선

休[휴](Hue)

최재훈, 유상후

특선

수퍼노멀(Super Normal)

이정연, 남해진

충북대학교 대학원

특선

가로수(Trees Lining a Street)

이솔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특선

하나되는 캠퍼스

박철균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특선

공간, 장소가 되다(Space turn to Place)

박진규, 박혜연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특선

리버서블 하우스(Reversible House)

고은진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특선

Pond skater - Kinetic waterfront wooden pavilion

최지훈, 최정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시상식 - 일시 : 2010년 11월 26일(금) 오후 5시
- 장소 : 서울대학교 75-1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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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부문

DESIGN AWARDS
� 계획부문

금년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심사의 특징은 출품작수가 적다는 것과 그러

콘크리트조보다는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스고 단지 전체를 시공하면 그 이

작년 목조 건축 대전에서의 주제는‘노마드’
였으며,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비록 작품은 우수하였으나 본상을 받지 못한 아쉬운 작품이 여러 개가 있었다.

면서도 시사성을 잘 드러내는 작품들이 좋은 평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익은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다층공동주택이 목조로 건축되는 것

어려운 주제이어서 인지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였다.

SUPER NORMAL은 기존 목조 주택의 일반적인 형태에 다양한 조형감을

현대식목조건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20여년이 가까워지고 있고 목조건

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해결하여야할 문

올해에는 작년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목조 건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관점에

주고 이에 적합한 목구조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패시브 건축의 개념을 완벽

축대전도 올해로 8회를 맞이함으로서 한국의 목조건축의 특성과 방향이 조

제도 많다. 설계과정에서 목구조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술

따라 다양한 방향에서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지 않았다.

하게 접목하여 미래 목조주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널리 보급되어

금씩 드러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목조건축대전을 통해 주목을

력 확보가 과제다. 계획설계에서 상세설계까지 설계자와 구조설계자의 코

이것은 목재를 사용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조형물까지 학생들에게 폭넓은 기

있는 목조 주택에서 다양한 현대적 형태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

받은 작품들은 주로 공공건축의 대형목구조물들이였다. 초창기 단독주택이

디네이션이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사비를 절감하기위해서는 구

회를 주고, 이것을 계기로 여러 방면에서 목재 사용이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수한 작품이다.

대상을 받은 적이 한번은 있었지만 그이후로 대상을 받은 작품은 없었다.

조설계가 매우 중요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시공현장의 작업은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소금쟁이 모습의 Pond Skater는 목재를 이용한 가변형 구조체로서

매년 만세대이상이 목조로 건축되어지고 있고 그중의 대부분이 목조주택임

공장작업을 극대화하기위한 패널화공법을 구조체뿐만아니라 마감까지도

결과적으로 올해의 목조 건축 대전에서는 다양한 방면에 많은 우수한 작품

Archigram의 Walk-in City의 상상화가 현실로 만들어진 것같이 미래 건축

에도 불구하고 우리몸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목조주택이 없었다는 것

병행함으로서 공기단축은 물론 주거의 품질을 고급화, 균질화할 수 있다.

이 접수되어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을 상상하게 만드는 훌륭한 작품이다.

에 안타까움이 그간의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소감이다. 물론 한 두건축가의

미래건축은 인력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장비가 집을 짓는다고 보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FOREST BOX는 한옥의 안마당과 툇마루의 개념

비록 목재보다 강재가 적합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목재의 물성의 한

주택작품들은 꾸준한 출품으로 작가의 뛰어난 디자인 솜씨를 지켜볼 수 있

면 이작품은 목조의 기술을 축척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감을 만들었고, 외부

계를 뛰어 넘는 작품은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어 즐거움을 주었지만 그외 건축가들의 참여는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다

또 하나의 주목되는 작품은 도시형 목조주택의 모델이다. 주택-여천재는

수직 목재루버의 각도에 따라 BOX 내부와 외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 될

Reversible House는 의자의 기능과 형태를 확장시켜 주택까지 연결시킨 아

양한 건축가들에 의한 참신한 주택작품이 없다는 것은 분명 목조건축의 확

전형적인 신도시주택지에 제안하는 주택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판교신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디어가 독창적이었다. 비록 수평재와 수직재가 얽혀 만들어지는 공간이

산방향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목구조의 이해부족

시와 같은 지가가 비싼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의 구조가 습식구조가 아니라

또한 규칙적인 외벽 형태에 불규칙적인 사선 빔을 관입시켜 미묘한 변화감

협소하여 주택으로 기능적이지 못한 것이 지적되었으나, 의자라는 하나의

에 있다고 본다. 현대식 목조건축의 주류가 되는 구조는 경골목구조이다. 이

건식 목조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15년전 일산신도시 정발산 주위

을 유도하여 숲과 조화 될 수 있는 조형물로서도 손색이 없는 작품을 만들었

세포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유기체의 모습은 다른 기능이나 조형물로서 훌륭

경골목구조를 주택이나 소규모건축물에 적용하면 합리성과 경제성을 취할

의 단독주택들에서 시도했던 목조주택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당시 건축

다고 본다.

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가의 창의적인 시도가 가능한 공법이다.

주들은 서구적인것에 대한 동경에서 목조주택을 선호하였다. 목조에 대한

본상을 받은 WOOD ROOF는 목재의 물성과 구조를 정확이 이해하고 만든

Space turn to Place는 목구조에 흔히 볼 수 있는 사각 조형물이 아닌 유기체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기대하는 작품은 소규모건축이라도 경골목구조를 잘

기술이나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목조주택이 건축될 수 있었을까?

훌륭한 작품으로 대상 수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경쟁이 되었던 작품이다. 바

와 같은 구조물로, 자연과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구조체가 될 것이다.

이해한 저렴한 주택, 목구조를 마감으로 디자인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설

거기에는 건축전문인은 없었고 무역업자가 있었다. 그들이 미국이나 캐나

람의 힘을 잎과 나뭇가지로 흡수하여 나무 기둥을 통해 뿌리에 전달하듯 지

비록 유니트는 사각이지만 결합방법과 디자인에 따라 자연과 함께 조화되며

계, 경골목구조의 단점을 해결하기위해 하이브리드 설계등 경골목구조의

다로부터 기술과 인력을 공급하는 중재여할을 하였다. 그때 우리의 기능인

붕의 하중을 나무가지 형상인 구조체를 통하여 하나의 기둥으로 모아 지반

숨을 쉴 수 있는 구조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섬세한 디테

특징을 최대로 적용하는 작품이 필요하다고 본다.

들이 어께너머로 목공기술을 전수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설계

에 전달하는 목구조로 개방된 큰 공간을 만든 훌륭한 작품이다.

일로 바로 현장에 적용시켜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다.

이런 관점에서 금년에 출품한 남양주의 에코빌리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

자나 기술자등 건축전문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참여하지를 않았다.

또한 본상을 받은 인도관은 도심의 보행로를 따라 축을 달리하며 배치된 다

이번 목조건축대전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이 신세대에 맞게 다양한

고 지켜볼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본 작품은 국내에서 목조로 건축된 최초

그동안 목조시공사나 목조설계사가 소수이지만 등장하였고 판교신도시의

양한 크기의 반원과 이를 연결하는 가변형 수평 루버로 구성되었고, 내부 혹

관점에서 목구조를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런 다양함과

의 4층공동주택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런 다층공동주택이 일반적

주택지는 목조를 접목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목조주택이 도시

은 외부로 이동하는 보행자에게 다양하게 연속된 조형감을 느끼도록 하였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목구조의 발전과 밝은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

으로 지어지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의 내화규정에 저촉되어

근교의 저렴한 주택으로 맴돌다가 고가의 도시주택으로 변신하려는 시도가

다. 수평 루버의 개폐 방법에 따라 주변 빌딩과 교감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았다. 이번에 작품을 출품하여 상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모두 훌륭한 역량을

공동주택을 목조로 건축하는데 제약을 받아 왔다. 남양주 에코빌리지를 효

금번 목조대전에 출품된 여천재라고 할 수 있다. 목조주택의 기본이되는 단

낮에는 햇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차폐시 도심 속의 STREET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 목구조 건축의 구도자가 되기를 바

시로 목조공동주택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에코빌리지는 4개층을 복

열과 차음등 주택성능을 달성하는데 콘크리트주택보다 우수하다는 장점을

GALLERY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밤에는 루버사이로 나오는 다양한 조명

란다.

층으로 구획하여 두세대가 거주하도록 설계되었다. 각세대는 데크를 설치

보여주는 이 주택은 목재를 구조재에서 마감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으로 도심속의 조형물이 되고 축이 바뀌며 절개된 틈은 보행자에게 적당한

하여 지형에 무관하게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업시행사가 목조를 선택

서 주택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보여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가의

개방감도 주며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것이다.

하게된 동기는 습식구조와 비교할 때 공사비의 경제성에서 우위라고 판단

숙련된 솜씨와 축척된 시공기술은 목구조미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손색이

하였고, 계절의 영향을 받지않는 목구조가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

없다. 밀집된 도시형주택지에서의 외부공간을 확보하기위해 데크를 이용한

을 잘 이해하였기때문이다. 실제 시공과정에서 패널공법을 도입한 것도 공

감싸진 마당을 둠으로서 주택의 내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아

기단축과 공사비절감을 극대화하기위한 시도였다. 이를 위해 패널공법의

이디어가 돋보인다.

노하우가 많은 캐나다우드의 기술지원과 목조전문가의 현장지도가 있어서

금년도 심사에서 공공건축물로 주목을 받은 작품이 진주휴게소다. 이 목조

성공리에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층목구조의 해결뿐만 아니라 내진, 내

건축은 다중 다수인이 이용하는 휴게소라는 장소성 때문에 목조건축을 대

화, 차음등 공동주택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는 기술이 완벽하게 적용

중화하는데 역할이 클 것이다. 건축가의 성숙한 디자인 솜씨로 작품을 감상

되었다. 이번에 지어진 건물은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조건축 공

하는 즐거움이 배가한다.

인의식 (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대표)

사비를 산출하기는 미흡하지만 개략 검토한 결과로만 보아도 습식구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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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OOD DESIGN
AWARDS
2010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W O O D D E S I G N AWA R D S

준공부문
본상 | 여천제(Yeo Cheon Jae)
본상 | 남양주 에코빌리지(Nam yang ju Eco Village)
본상 | 진주(부산방향)간이 휴게소(Jinju highway service area)
특선 | 제천 애련리 조현우씨 주택(Mr. Cho-Hyunwoo's house)
특선 | 땅콩집(Duplex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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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 본상

餘天齋(여천제)
Yeo Cheon Jae
강승희 | 주. 노바건축사사무소

2010년 어느 가을 날의 햇살을, 하늘을, 그리고 바람을 여기 한 가족에게 담아드립니다.

餘 남기다,나머지,여가,여분
마당, 비움, 남겨진 공간에 대한 고찰. 물리적 비움을 통해 삶의 풍경을 담는다.
건축적 사고에 의해 비워진 공간은 대지 내에 삶의 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대지에 머물고 건축은
대지 위에서 의미를 가지며 대지의 가능성을 이끌어낸다.
비워진 공간은 사람, 건축, 대지의 관계맺음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공공, 도시와의 관계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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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98-4
265㎡
292.42㎡
128.66㎡
지하1층, 지상2층
경골목구조
2010.9.7
한상현
강승희 / 주. 노바건축사사무소
김갑봉 / 주. 스튜가이엔씨

동측면도

서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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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담는 집 여천재.
도심속에서, 특히 판교택지개발지구와 같이 계획 도시에서 땅을 비우는 일은 경제적 이유, 공공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큰 결단력이 필요한 일이다. 비워진 공간은 버려질수도, 공공에 의해 침범될 수도 있
는 공간이다. 여천재는 전통공간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하여 비워진 공간과 내부 공간을 소통시키고
공공과의 관계 맺음을 형성한다.

남측면도

중정 북측면도

북측면도

중정 남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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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기 (수평+수직)
<하늘담기>

공중마당
<사람담기>

감싸기
<세월담기>

끼어들기
<풍경담기>

채나눔
<행위담기>

물성의 삽입
<도시담기>

19

준공부문 | 본상

남양주 에코빌리지
Nam yang ju Eco Village
이현욱 | (주)광장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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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123-5번지
300.69㎡
300.08㎡
102.67㎡
지상 4 층
북미식 경량목구조
2010.3.18
삼각산밸리
이현욱 / (주)광장 건축사사무소
전병일 / 삼각산밸리

Luxury Green
럭셔리 주택이란 값비싸 보이는 호화로운 주택일까?
사실 보기에 값비싸고 호화로운 집이 럭셔리 주택이 아니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집이 럭셔리 주택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벽면에 사용한 타일이 고급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한 본드가 친환경적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나아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 지속되는 주택,
저탄소 녹생성장을 제대로 실현하는 주택을 럭셔리 그린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럭셔리 그린의 중심에 목조주택이 있다.
입면도

목조주택은 그 본질적 특성만으로도 충분히 럭셔리 주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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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정
4층 목구조(우리나라최초)로 한층에 22평 연면적 88평
1,2층 한세대 3,4층 한세대

목조주택의 대중화
사실 목조자재비는 콘크리트보다 싸나 인건비는 월등히 비싸 목조주택은
가격경쟁에서 콘크리트건물에 불리해왔다. 목조주택 특성상 대량생산이 어려워,
최첨단공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공사비용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번 프로젝트는 목조주택의 대중화라는 큰 주제를 내걸고 시작되었다.

1. 설계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대량생산하고 현장에서는 그것들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공장에서 구조체 제작

3. 선적

4. 이동

5. 현장 기초 공사

6. 현장에서 조립

7. 외벽마감 공사

8. 내부 인테리어 공사

9. 조경공사

22 2010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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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 본상

진주(부산방향)간이 휴게소

木(skeleton & infill)
마감재료로서의 목재 뿐 아니라 구조재 이면서 마감이 되는 목구조의 장점이 돋보이며
해체와 이동이 자유로우며 증축과 변형이 용한 건물이다.

Jinju highway service area
진주휴게소는
최삼영 |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현상설계 공모에서 당선되어
2010 7월에 준공된 보기드문 목구조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대중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에 준공되었음은 목조건축의 홍보와 발전에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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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382 외 77필지
91,582㎡
2,187.28㎡
1,979.09㎡
지하 1층,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목구조
2010.7.26
한국도로공사
최삼영 /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강인식, 이한식 / 새미래건설주식회사, 경민산업(목구조)

일반인에게 목조의 아름다움과 친환경성, 실용성, 편안함과 안락함을 알림으로써
미래 지향적이고 생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목조건축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또, 휴게소중에서 최초로 BF인증을 받아 장애없는 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휴게소이다.
건축과 자연의 긴밀한 대화를 유도하게 계획되었으며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기존 자연질서와 긴밀한 결합,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친근하고 편안하게 가볍고도 소박한
조형으로 주변을 압도하지 않고 겸손하고 단아한 형태로 계획되고 구축되어야 함을 전제했다.
주변의 숲과 나무들과의 어울려 휴게소의 휴식의 이미와 잘 어울린다.
기둥과 기둥 사이사이로 열린 시각적 연결은 간이 휴게소지만 풍부한 공간감을 가지게 한다.
이런 시각적 소통을 통하여 자연이 배경이 되어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한다.
지붕과 매스사이로 빛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따뜻한 나무 휴게소를 부각시키며
화장실 내부에 중정공간을 두어 나무와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간다.
나무그늘 아래 잠시 쉬어가듯,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나무향 가득한 휴식을 이용객에게 전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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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대+채우기
(skeleton & infill)
증개축용이, 구조미

하이브리드
(hybrid)
평면의 융통성, 구조의 안전성

프리컷공법
(pre-cut)
공장생산, 균일성, 규격화, 공기단축

종단면도-1

종단면도-2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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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 계획
- 전실의 남향배치로 한낮의 햇살을 실내의 어느 한 실도 음영이 지지않는 밝은 실내를 지향.
- 전실의 남향배치로 한겨울에도 낮동안 입사된 따뜻한기운이 저녁까지 유지됨.
- 전실이 남쪽을 향하는 일자형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2층에 아이방을 두어 전체적으로 유기적이고 조화로움을 꾀함.
2. Mass 계획
- 일자형 평면의 단조로운 매스는 각 실의 적극적인 분할과 조합으로 변화를 시도하여 1개의 실이 1개의 mass에 대응하는 계획
- 수평적인 요소들을 수직적으로도 결합하여 전체 수평적 요소와 조화 시킴
- 각실이 대응하는 매스는 적절하고 이질적인 마감계획으로 자칫 수평적요소의 강조만으로 지루해질 수 있는 것을 피함

준공부문 | 특선

제천 애련리 조현우씨 주택
Mr. Cho-Hyunwoo’
s house
김명수 | 수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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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526-10외 1필지 백운전원마을
1032㎡
134.48㎡
116.93㎡
지상 1층
경골목구조
2009.8
조현우
김명수 / 수린가
김명수 / 수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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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sign 계획

5. 실내 계획

- 목조주택이 갖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 최소한의 건축 요소만 사용

- 수평으로 긴 평면 계획으로 자칫 동선이 길어짐을 방지하기위하여 거실과 주방을 한 공간에 놓이게 하였고,

- 하나의 매스는 하나의 실을 상징하며, 또한 그 한 개의 실은 각각의 가족 구성원을 상징한다.
즉 이 작품의 주요 개념은 서로다른 개성을 가진 각각의 가족구성원이 수직 수평으로 만나고,
대비되면서 이루는 조화로움을 표현하고자 함이다.

이층 계단실도 현관 바로 앞에 위치시켜 동선의 길이를 최소화 하려고 하였다
-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내장재 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의미에 부합하는 색인 백색을 주로 사용하여
내부의 깔끔함과 시원함을 표현했다.

4. 구조 및 단열 계획

6. 시공 계획

- 전통적인 경골 목구조 방식 (외벽 2×6, 내벽 2×4)

- 경제적 여건에 맞게 평범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대 전제였으므로 흔히 볼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흔히 볼수 없는 주택을 만들려고 하였다.

- 외부에 드라이비트 외단열 공법을 사용하여 목구조가 갖는

- 디테일의 사용에있어도 최소한의 요소만으로 시공하였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법사용에 노력을 기울 였다.

단열성능에 한층더 높은 효과를 주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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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 특선

땅콩집
Duplex House
이현욱 | (주) 광장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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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80-1번지
221.10㎡
206.20㎡
113.82㎡
지상 2층
일반 목구조
2010.7.23
구본준
이현욱 / (주) 광장 건축사사무소
권순관 / 대림이앤씨(주)

아이를 키우는 30대 부부들의 큰 소망 중 하나는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다.
아이교육, 직장문제, 경제적 여건 등 이들에게는 단독주택을 갖은 것은
그저 꿈같은 이야기로 여기며 훗날 노년기를 기약 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실 단독주택의 좋은 장점은 이런 시기의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 그리고 아파트에서 볼 수 없던 다양한 공간과
그 속의 기억들은 한 가정이 평생동안 간직하고 꺼내볼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된다.
건축가인 나 또한 같은 시기를 겪고 있기에,
이들을 대신해 나를 대상으로 실험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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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단독주택필지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하나의 필지에 두 가구가 살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목조주택 두동을 붙여짓고 하나의 마당을 서로 공유하며 지낸다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한 필지 두집살기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도심의 인프라를

그리고 목조의 장점인 단열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창호의 크기와 단열재의 활용 등

이용할 수 있는 대지를 선정하여 친구가족과 우리가족이 함께 살 수

에너지 효율에 관한 치밀한 계획이 동반되었다.

있는 주택을 짓는다는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이 세가지 목표는
서울25평 아파트 값으로
공사기간 한달 정도에
유지비가 아파트수준인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다
주어진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집은 바로 목조주택이다.
땅고르기 작업 이후 완공까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고, 단독주택 생활을 하며 늘어나는 생활비(냉난방비)를 목
조주택의 특징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목조주택의 장점을 활용하여 도시의 젊은 부부들이 가진 꿈을
북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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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면도

동측면도

서측면도

현실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고, 오랫동안 단독주택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극복함으로써
앞으로 일반인들의 거주공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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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OOD DESIGN
AWARDS
2010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W O O D D E S I G N AWA R D S

계획부문
대상 | Forest Box
본상 | 人道管(인도관)(A sidwalk pipe)
본상 | Wood roof
특선 | 순라의 지속(Maintain Sunra)
특선 | 바람 길 그리고 문화 정거장
(Communication With The Pathway of the Wind Culture Station)
특선 | 유목민의 휴식처 : 유목민의 소통
(Nomads Rest: Nomadic Communication)
특선 | 休[휴](Hue)
특선 | 수퍼노멀(Super Normal)
특선 | 가로수(Trees Lining a Street)
특선 | 하나되는 캠퍼스
특선 | 공간, 장소가 되다(Space turn to Place)
특선 | 리버서블 하우스(Reversible House)
특선 | Pond skater - Kinetic waterfront wooden pavilion

계획부문 | 대상

도심속 정자의 재해석을 통한 휴식공간 만들기

Forest Box

정자(亭子): 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
도심 속의 정자...

신창범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과

우리는 도시 이곳 저곳에서 심심찮게 정자를 발견하게 된다.
도로 교차로 한 귀퉁이에서 몇 그루의 나무와 같이 서있는 정자, 빌딩숲 한 가운데 어색하게 자리한 정자,
도심의 여분의 땅에 옹색하게 녹지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를 즐기라고 마련해 놓은 정자는 어색하고
누구하나 찾아오는 이 없어 외로워 보인다.
이런 정자를 재해석하여 도심에 맞는 쉼의 공간으로 바꿔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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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design

Concept
정자는 기본적으로 중심적 공간을 가지며 주변을 둘러싼 풍광을 즐기도록 되어있다.

Detail

울창한 녹지나 산새에는 어울리지만 즐길 풍광이 없는 도심에서 이런 공간이 불필요하고 도리어 곤혹스러울 수 있다.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 중심공간에 녹지를 계획한다.
가져올 수 없는 자연을 축경(縮景)하여 중심공간에 심고 외부에는 폐쇄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보았을 때
하나의 오브제로 보이게 하도록 하고 외부의 시선을 계속해서 안으로 끌어 들이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Plan process

Structure

40 2010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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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道管(인도관) - 예기치 못한 곳에서의 경험
A Sidwalk Pipe
하영혜 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

Concept
Phase1. 우리는 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그것은‘부자유’
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자유란 무엇일까?

Phase2. 도시 속 빌딩 숲은 아마존의 열대우림보다도 밀도가 높다.
그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도착지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자연 숲 속과 다르게 빌딩 숲은 여유가 없다.
마치 기계가 돌아가듯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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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Phase3.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인들은 마치 관을 따라 흐르는 수돗물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틀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들의‘인도관’
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기치 못한 곳에서 느끼는 경험을 통해 일상의 여유를 줄 수 있도록 계획해 본다.

Phase4. 목재의 장점을 살려 빌딩 숲 사이를 목재로 된 관이 관통하여 마치 자연 속에서 도시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숨막히는 도시 속에서 주위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人道管’
을 만들어 빌딩 숲 속의 하나의 장소로 남겨보자.

유동적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44 2010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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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문 | 본상

Wood roof
최민욱, 박민영 인하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 전공

Project:전주 중앙시장 리노베이션
Adress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3번지 일대

전주 중앙시장에 목구조를 활용한 중앙시장 현대화 디자인
을 제안한다. 지붕 구조물은 전통시장 거리에 아케이드를
제공하며 2~3개층의 높이에 위치하게 된다. 기존시장이 1
층 상권에 집중되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시장의 2층 부분
에 까지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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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ROR ARRANGEMENT

ARRAY ARRANGEMENT

WOO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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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ARRANGEMENT

ROOF STRUCTURE

MAZIMUM ARRANGEMENT

MIXED ARRANGEMENT

WITH MAI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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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라의 지속
Maintain Sunra
김승옥, 박민호 경상대학교 건축학부

Site Anallysys
순라길은 종묘의 담장을 따라 생겨난 좁다란 골목길이다. 종묘를 기점으로 위로는 창덕궁과 창경궁, 아래로는 인사동과 청계천을 종묘와 이어주는 길목이다. 과거 종
묘주변 화재예방을 위해 순찰을 돌고, 궁에 들기위한 양반들이 지나다니고, 일제시대 종묘의 접근을 막는 일본순사들이 순시하던 길로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그
러나 현재는 도심개발에 튀처져 낙후된 환경으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순라’
라는 행위로 이곳의 사람들을 지키며 지금까지 원형의 모습을 간직해온 유일한 순라길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주어야 한다.
도시의 발전 속도를 맞추지 못한 조립식건물과 철물로 덧대어 한옥임을 알 수 없는 건물들이 돌담과 대치하고 있다. 현재 이 길을 서울시책으로 한옥상가 거리로 특화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업적 계획 경우 순라길이 가지는 고즈넉함과 느린속도는 역사속 이야기와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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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길 그리고 문화 정거장
Communication With The Pathway of the Wind Culture Station
윤진관, 이효상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Intention

STRUCTURE DESIGN PROCESS
버스 정류장은 장소에 따라 그 주변 상황이 천차만별이기에 상황에 따른 유동적 조립 및 분해,
그리고 공간의 다양한 변이가 필수적이다.“삼분턱맞춤”
과“사괘맞춤”
이라는 한국의 전통 결
구방식을 이용하여 친환경적 요소와 UNIT을 통한 유동적 공간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사회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점점 사람들
은 개인화되고, 독립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
소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설물을 계획하여 상호 간의 교류
(Communication)를 유도하고 더 나아
가 사람들이 편안히 시간을 영유하고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긍정적 공간
(Positive Space)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1.삼분턱 맞춤
연결부재

2. 삼분턱 맞춤
연결부 UNIT

3. 삼분턱 맞춤
UNIT조합

4. 넓은 공간의
UNIT조합

Concept
Traditional Connection
친환경적인 특성을 가진 '목재'를 한국전
통의 '짜맞추는' 결구방식을 통해 연결철
물의 사용을 일절 배제하여 친환경적 특
성과 함께 한국전통의 형식을 살리고자
했다.
5. 기둥 UNIT의
조합

6. 기둥 UNIT과 삼분턱
UNIT 결합

7. UNIT과 기둥의 확장
- Community 공간의 형성

Pathway of the Wind/
Re-Connection of the Relationship
도시는 온통 '가득참'으로 에워져 있다.
DETAILS OF THE COLUMN

빈터는 하루가 멀다하고 고층빌딩 혹은

연결철물의 없는
전통방식의“끼워맞춤”
공법

상업시설로 모습을 바꾸고 있고, 길거리

중간 레벨 및 지붕 판넬을 비롯한 모든

는 온통 광고판으로 가득하다. 사람 간
ASSEMBLED COLUMN

연결부가 연결철물이 없는 전통방식의
“끼워맞춤 공법”
으로 구성되어 환경오
염을 최소화하고 또한 UNIT의 활용을 통
해 가변적인 현대 사회상을 반영 할 수
있는 유동적 공간 구성이 가능토록 구성
중간 레벨의 이용

의 교류는 물론이고, 시선, 더 나아가 숨
통까지 막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심에 숨쉴 수 있는 공
간,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
름하에 '비움(Porosity)'의 공간을 제안하
고자 한다.

기둥의 각 연결부에 다양한 크기아 형태
의 패널(Pannel)을 연결시켜 앉아 쉴 수
있거나 다양한 전시가 이뤄질 수 도 있
고, 더 나아가 계단의 형태로까지 이용
이 가능한 유동적 공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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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을 UNIT화 하여 프로그램상
필요한 적정 높이에 판넬을 삽입
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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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민의 휴식처 : 유목민의 소통
Nomads Rest: Nomadic Communication
이준희, 황지현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Concept: Nest <둥지=보금자리>
Why is wood :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토막, 가지는
식물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되지만, 그것은 둥지의 일부
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새로운 감성을 가지게 된다. 단순
한 적인 재료는 모여 형태를 틀고,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쉘터(Shelter)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주거 형태에서도 볼수 있

Prologue
오늘날의 사회에서 개인의 안식을 찾는 것은 요원
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복잡하고, 피곤하다.
이럴수록 더욱 필요하며, 귀해지는 것은 개인을 위
한, 가족을 위한, 친구를 위한 안식처이다.
<둥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의 가장 자연적인 형
태일 것이다. 둥지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독립성
을 유지한다. 그와 동시에 둥지에 거주하는 동물의
안식처이다. 현대인에게는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둥지'가 필요하다.
목재는 이러한 '사람을 위한 둥지'로서 가장 적합한
재료일 것이다.
가볍지만 강인하게 외부의 자극에 견딜 것이며, 부
드럽고 자연적인 특성은 사람을 따뜻하게 감쌀 것
이다. 이러한 안식처가 단순히 자페적인 세상으로
부터 격리가 아니기 위해서는 독립과 교류의 균형
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 심리의 균
형을 위하여 안식처는 자유롭게 연결될 수도, 분할
될 수도 있는 기능의 조절이 요구된다.

으며, 한국의 전통가옥에서 사용되어진 재료이며 자연
과 통화되려하는 한국적 정서에 알맞는 자연적 재료 인
것이다. 따라서 목재의 가장 원초적인 직선적 재료를 통
해 공간의 중심을 형성하며, 주변과 소통하게 된다.
Space Process : 어떤 장소에서 자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점유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
다. 심리적, 물질적 중심점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공
간을 만들게 해주며, 이는 경계공간이 만들어지면서 하
나의 완결된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와 동시에 여러
개의 중심점과 경계들은 서로 만나 충돌하면서 교류를
하고,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각 공간간의 시
각적, 물리적 접근성으로서 그 정도가 결정되게 된다.
Humanism Scale : 공간을 구성해 나가는데 있어, 한국
전통의 비례체계를 활용하였다. 3척(약=90.9cm)의 기
본모듈을 현대에 맞게끔 재활용하여 그 기본 모듈로 삼
았고, 이를 더하여변형하는 방법을 통해 전체적인 비례
에 인간을 배려하였다.
Design Process :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토막, 가지
는 식물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되지만, 그것은 둥지의 일
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새로운 감성을 가지게 된다. 단
순한 선적인 재료는 모여 형태를 만들고,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쉘터(Shelter)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주거 형태에서도
볼 수 있다. 동시에 목재는 한국의 전통가옥에서 사용되
어진 재료이며 자연과 동화되려하는 한국적 정서에 알
맞은 자연적 재료인 것이다. 따라서 목재의 가장 원초적
인 직선적 재료를 통해 공간의 중심을 형성하며, 주변과
소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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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휴]
Hue
도시경관저해요소

최재훈, 유상후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Prologue
날카롭게 뻗은 도로, 급하게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자동차들... 차갑고 딱딱하기만한 현
대 도시에 여유는 사라진 듯하다. 우리는 여
유를 찾는 그들에게 잠시나마 도심속에서의

버스정류장

Dead Space

자전거 보관대의 부족

가로등, 신호등 전기박스 등 여러가지 도심 현재 버스정류장은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답 넓지 않은 인도 위에 지하철 통풍구 등 가로 환경 보전의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가 많이
가로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벤치가 설치 되지 않은 시설물이 위치함으로써 버려진 공간이 발생 장려되고 있지만 자전거 보관대는 턱없이 부
곳도 많아 도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하고, 사람들의 통행에도 방해를 준다.
족한 실정이다.

Concept
목재라는 재료는 어느 공간에 위치해도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 우리는 그러한 목재를 이용하여 한정된 공간에 위치한 시설물이 아닌 어느 장소에나 자유
롭게 어울릴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고자 하였다. 우리의 시설물은 적용될 공간의 크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더하고 (+), 뺌(-)으로써 공간
에 맞는 디자인이 완성된다. 사람의 신체에 따라 의자를 맞게 조절할 수도 있고 벤치의 기능 뿐 아니라 자전거 거치대, 버스 쉘터 등 여러가지 기능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삭막한 도심의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쉼터를 제안한다.
사람에게는 휴식을, 도시에게는 경관의 향상

SET MODULE

VARIABLE DESIGN

MULTIFUNCTIONAL DESIGN

을 기대해 본다.

SINGLE UNIT

56 2010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57

계획부문 | 특선

슈퍼노멀
Super Normal
이정연, 남해진 충북대학교 대학원

누군가에게 갑작스럽게 집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각의 박공지붕과 네모난 창문,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입구가 있는 아담한 모조주택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누구나 쉽게 떠올리게 되는 목조주택의 전형적인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집'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그리기 쉽고 예뻐서, 흔하게 보아왔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목재가 가지는 재료의 특성, 시공의 용이성, 방수 및 배
수, 구조적 안정성, 기후 및 환경적 영향 등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채택되어 온 형태애개 때문일 것이
다. 주택이 건축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인 '인간'을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아주 새롭고 기발한 형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집의 모습 속에서 더 큰 가능성을 찾아 가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집이 가지는 특징과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친환경적인 기술요소 등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게 되면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패시브 하우스,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 더욱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58 2010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59

계획부문 | 특선

가로수
Trees Lining a Street
이솔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Concept
사람들은 저마다 가로수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나무에 기대어 쉬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며 가로수의 분위기에 이끌려 사진을 찍기도 한다. 커다란 나무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 있는 풍경이 주는
분위기는 사람들에게 여유를 준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정해지지 않은 자유 주제이다.

Site

그래서 공모전에 가장 알맞은 주제를 찾아야 한다고

서울의 지하철출구 1510곳을 조사한 결과 캐노피가 없

생각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의 목적을

는 곳이 6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캐노피가 있는 곳은 주

공모작의 주제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

재료로 금속과 유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중 나무

각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의 목적은 사

를 주재료로 사용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이는 목조

회적으로 목조의 아름다뭄과 친환경성, 실용성을 알

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라고 생

림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생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각한다.

목조건축을 널리 보급하고자 함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는 고층빌딩으로 빽빽이 채워
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고층빌딩에 적합한 철근콘
크리트조가 많이 사용되도 목구조는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대중들 사이에 확산되었다. 현재는 이를 극복
한 다양한 목자재와 공법들이 나오고 있으나 전원주
택이나 인테리어 정도로 사용되어 대중들의 인식을

Constructure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가로수를 표현하기위해 줄기와 가지, 잎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1m간격으로 늘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목조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어선 줄기부분은 구조물 전체를 지지하고 가지부분이 줄기들을 서로서로 이어

는 도심 곳곳에 위치하면서도 목조의 실용성을 알릴

주어 줄기들이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줄기에 붙어있는 잎 부분은

수 있는 '지하철출구'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바쁜

가로수의 잎처럼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차단되지는 않을 정도로 위치해

도시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출구는 많은

있다.

사람들이 지나치는 곳이며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목구조물을 설치한다면 목조를 대
중화시킬 수 있다. 또한 목자재의 장점은 친환경적이
면서도 아름답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
해 나무로 나무를 표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에
대한 감성을 불러올 수 있도록 '가로수'를 표현하였
다. 가로수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기도 하고 잠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가로수는 빨리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에게 여
유를 주며 잠시 멈출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정적인
가로수를 매우 동적인 지하철출구와 결합시킴으로써
그솟을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고 사
람들이 철골 콘크리트조가 줄 수 없는 목구조만의 아
름다움을 조금씩 그리고 점점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 작품은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지하철출
구, 가로수가 목조건축의 보급을 목적으로 서로 연관
되어 조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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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되는 캠퍼스
박철균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캠버스내에 단과대학들을 대표하는 조형물을 세우고, 그 조형물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중요 구조체부분은 볼트로 고정하여 안정적으로 만들고, 여유분의 유닛을 두어 앉고 싶은 곳에 끼워넣어 앉을 수 있다.
MDF 합판으로 제작되고, 용도는 벤치 및 조형물이다.
Concept

하나의 유닛이 학생, 교사
또는 학과를 의미한다.

학생, 교사 그리고 학과들이
모여서 단과대학을 만든다.

단과대학들이 모여
하나의 캠퍼스를 이룬다.

Arrangement

62 2010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63

계획부문 | 특선

공간, 장소가 되다
Space turn to Place
목재는 예로부터 훌륭한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박진규, 박혜연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특히 전통목조건축은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서로 맞물려 일체화 됨으로써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가구식 구성은 용이한 목재이기에 가능 한 것이며 더불어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다.
목조의 가구식 구성을 활용하여 다변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장소를 만들고자 한다.

Idea
목재는 가볍고 가공이 용이하며, 내구성이 뛰어나 예로

Design

부터 훌륭한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오늘날에

유선형구성의 단순한 구조를 기본 단위로 한다.

는 목재가 규격화 되어 어디서든지 정확한 수치의 부재

기본 단위의 결합 각도와 수를 조절하여 다양한 형태를 만든다.

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목조의 구성방법

상황에 맞게 공간의 크리와 형태를 계획할 수 있다.

은 대체로 기존의 단방향으로 확장 해 나가는 형식에 머

구조체로 둘러쌈으로써 공간에 특성을 부여하여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다.

물러 있다. 직선형 부재를 단순히 직교시키는 구성방법
에서 벗어나 교하하는 사선형으로 구성하여 보다 자유롭
고 유기적인 구조 형태를 제안한다.
Streamline composition
유선형 구성을 통해 구조의 확장 방향을 조절 할 수 있다.
확장방향의 조절로 보다 자유롭고 유기적인 구조가 가능
하다.이를 통해 주변공간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성 규격화된 목재를 사용한다.
어디서든지 정확한 수치의 부재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계획 도면을 통해 필요에 따라 각지에서 구조체를 직접 만들어 낼 수 있다.
구조 부재의 운반이 용이하다.
단순한 형식의 가구식 결합으로 구조를 이룬다.
현대인의 다양한 활동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해 형성된 구조는 그 기능이 다 하였을 때 손쉽게 해체될 수 있다.

직교구성(Right angle composition)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목재를 이용한 조립 해체가 가능한 가구식 구조물로

기존의 목조건축 구조는 도리와 보가 직교하여 횡방향으

기존의 빈 공간을 사람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로 확장해 나아가는 형식을 갖는다. 이 때 기둥의 상부는
4갈을 튼 후 도리와 보를 끼우는 형식의 맞춤결구가 일반
적이다. 이러한 격자형의 순수한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
었고, 기둥열의 구조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포나 서까
래 등으로 구성되는 지붕구조가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횡방향의 카으로만 확장되는 직교구
조의 단순한 형식은 현대의 다양한 활동을 담아내기에
있어 다소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유선형구성(Streamline composition)
두개의 도리를 사선으로 교차시키는 구성으로 구조의 확
장방향을 조절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직교구성에
비해 보다 자유롭고 유기적인 형상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교차되는 두개의 도리와 보는 삼각형 형식의 안정된 구
조체계를 이룬다. 이 때 기둥의 상부은 6방향으로 갈래를
트게 되는데 맞춤결구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서는 원형보다는 사각형의 기둥이 적합하다. 도리와 보
가 2의 규격재로 이루어 졌을 때 기둥은 2*8의 각재가 적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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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서블 하우스

목조건축물은 시공초기부터 건물이 완성
되기까지 부재 하나하나가 맞춤과 이음
의 결구에 의하여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Reversible House

결구방식에 따라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
재와 수직재, 수평재와 수평재가 서로 얽

고은진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히거나 짜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구현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결구방
식은 다시 해석하면 부재와 부재가 서로
각각의 독립된 성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이다. 자기 역할에 맞춰 모습을 갖추고,
어렸을 적, 우리 집에는 의자가 많았다. 언니와 나는 의자를 한데 모아 눕히고, 돌리고,

부재와 부재가 서로 짜여지면서 집이 완

얹히고, 새우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조그마한 미로를 만들었었다. 의자 위로 올라

성되어갈수록 자신의 모습은 점점 감춰

가는 것은 반칙이고 의자 밑으로만 들어갈 수 있으며 아늑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그

지게 된다.

때부터 소꿉놀이를 하곤 했었다. 어린이 된 지금 몸짓이 너무 커져버려서 그 놀이를 할

Reversible House는 이러한 목조건축의

수 없게 되었지만 우연찮게도 지금은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 그 놀이를 성인용으

특징은 재해석하여 부재가 아닌 '가구'라

로 바꾸고자 한다.

는 뚜럿한 기능을 가진 개체가 '집'이 되
어가는 과정을 제안한다.
reversible은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원상
태로 되돌릴 수 있는'의 뜻을 가진다.
오두막이나 주말 별장, 일사의 피곤함에
찌든 사람들이 꾸는 백일몽, 그늘진 작은
장소, 잠간 동안 머물 수 있는 구석자
리.... 일상에서 흔히 보는 가구가 단순한

사괘맞춤은 기둥머리는 +자로 터서 보와 창방 및

기능에 얽매인 상태로부터 탈출하는 것,

도리 등을 내려 꽂는 맞춤법이다.

Reversible House는 일탈의 행위이자 장

의자의 모서리와 끝부분이 서로 내리 꽂을 수 있게

소가 될 것이다.

디자인을 하여 사괘맞춤의 장점을 이용하고자 했
다. 부재가 3개가 필요한 사괘맞춤과는 달리 의자
는 2개의 부재가 3방향에서 만나야 했기 때문에 턱
맞춤의 결구방식이 가미되었다. 이러한 디테일은
의자와 의자가 결합하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부
수적인 창문이나 상판, 지붕 등 필요한 것들을 쉽게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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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문 | 특선
빠른 속도로 첨단화되어가고 있는 현시접의 건축영역에서, 목재라는 재료는 항상 고정적 관념에 의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채로 사용되어져 왔다.

Pond skater

최근 이슈가 되는 친환경건축의 영향으로 근래에 들어서야 목재의 그 무한한 가능성이 사람들의 초점에 주목받기 시작했다.미래의 첨단사회가 건축에 대하여 요구할 것이

-Kinetic waterfront wooden pavilion

그 활용가는성을 열어주는 척도가 될 것이다.

라 예상되어지는 High-tednological Space에서, 목재가 갖고 있는 잠재성이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민하는 것이 과거형 재료인 목재에 대하여 미래에서의

최지훈, 최정규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Detail 01 : Structure

Program

중앙 core의 상승과 하강에 의해 두가닥으 부재가 벌어지면서 뒤로 이어지는 모든 부재

이 구조체의 가장 큰 특징인 무주공간은 수상에서의 가변적 공간활용에

에 두갈래 방향으로 힘을 전달한다. 이들은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냄으로써 전체 구조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육지에 비하여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공간의 높

체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와 너비를 자유자재로 조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수상에 부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목재의 가벼운 특성 까닭
에 다양한 장소로 옮겨다니며 공간의 수요에 대한 공급을 최소한의 생
산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다.

Culture & Community

Detail 02 : Installation Process
가변성과 친환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립형 수송 및 설치 방식을 채택한다. 구조체간
뒤틀림 방지를 위해 수면 1m이하에 Post를 설치한다.

높은 실내공간은 다양한 문화
예술 행위를 수용 할 수 있으
며 Roof의 열림과 닫힘은 내
부 공간의 연출까지 지원한다.

Eco-park & Education
Waterfront Eco-park의
Shelter로 활용되며 내부의 식
생의 조건에 맞춰 공간의 규모
를 결정짓는다. 이는 곧 식생
의 생장과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게 된다.

Leisure & Sports
Detail 03 : Roof Design
구조체의 가변성과 내부공간 기능의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탈 고정적인 Roof소
재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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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대도시를 관통하는 주
요 하천들은 상당한 규모의 스
케일을 자랑한다. 이는 사람으
로 하여금 물가에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강을 그저 바라보
는 데서 그치게함으로써 강이
인간을 위한 도시공간에서 소
외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간의 일부 영역을 휴먼
스케일로 단정지을 수 있는
Boundary를 맺어줌으로써 사
람과 강을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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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tler
휘슬러 공공 도서관

(Whistler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위
치
용
도
대지면적
연 면 적
바닥면적
용 적 률
구
조
외부 마감
설
계
설계 기간
공사 기간
공사 비용
시
공
건 축 주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휘슬러
| 공공 도서관
| 5,034 m2
| 1,445 m2
| 1,310 m2
| 0.287 %
| Built Up Hemlock Panels, Glulams, Steel, Concrete
| Cedar (삼나무), Basalt Stone (현무암), Green Roof (녹화 지붕)
| Darryl Condon, Bill Uhrich, Kurt Mc Laren,
Jay Lin, Julia Mogenson, Kayna Merchart
| 2005년 ~ 2006년
| 2006년 ~2008년
| 900달러
| Whistler Construction Company Inc.
| 휘슬러시

휘슬러 공공 도서관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의 호스트 마운틴 리조트인 휘슬러는 좁은 면적의 도서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어
려워짐에 따라 기존 시설을 대체할 친환경적이고 역동적인 시민 생활의 중심이 될 시설을 계획하게 되었다.
2년에 걸친 공사를 마치고2008년 1월에 개장한 새 도서관은 휘슬러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헌신을 잘 보여주는
건물로 부지, 건축 재료의 선정, 절수와 빗물의 활용, 지열 냉난방과 에너지 절약 시스템, 지붕 녹화(Green Roof), 내부 공
기의 질 등에 있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극 적용하였다. 이 건물은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친환경 인증제도) 골드 등급을 인정받았고 자연환기 시스템, 사용 공간의 75% 이상에 자연 채광, 자전거 사용자
들을 위한 편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유사한 면적의 일반 건물에 비해 40 - 45 % 의 에너지 절감이 기대된다.
특히 건물의 지붕은 햄록 (Hemlock, 솔송나무) 대형 각재를 접합한 혁신적 구조 시스템으로, 이 지역의 높은 적설 하중
과 지붕 녹화로 인한 추가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붕 구조 뿐만 아니라 천정 마감재도 겸하고 있다. 이 지
붕 구조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풍부한 목재 자원을 이용하여 또 하나의 목재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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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the building
Architect
Architectural firm
Location
Region
Use
Site area
Gross Floor Area
Building area
Floor Space Ratio
Structure
Exterior finishes
Interior finishes

| Whistler Public Library
| Darryl Condon
| Hughes Condon Marler: Architects
| Whistler
| British Columbia
| Public Library
| 5034m2
| 1445m2
| 1310 m2
| 0.287
| Built up hemlock panels, glulams, Steel and Concrete.
| Cedar, Basalt Stone and Green Roof.
| Floor_Carpet and Tile.
Walls_Wood (Douglas fir), concrete and GWB.
Ceiling_Hemlock Panels, Accoustic tile and GWB.
Millwork/trim_Douglas fir
Design team
| Darryl Condon, Bill Uhrich, Kurt McLaren, Jay Lin,
Julia Mogenson, Kayna Merchant.
Duration of Design
| 2005-2006
Duration of construction | 2006-2008
Cost of Construction
| 9 million
Structural team
| Fast + Epp Structural Engineers
Mechanical team
| Stantec Engineering
Electrical team
| Acumen Engineering
Construction team
| Whistler Construction Company Inc.
Client
| Regional Municipality of Whistler.

Whistler Public Library
Design Challenge. With the existing library unable to support current programming or growth, the Resort Municipality of
Whistler sought to replace the facility with a sustainable and dynamic civic focal point.
Innovative Solution. The new Whistler Public Library compliments Whistler’
s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while creating an
almost seamless indoor and outdoor user experience. The project demonstrates aggressive sustainable design strategies
for its site, materials, water conservation, energy systems and indoor air quality. The building’
s roof itself showcases an
innovative structural system, which serves double duty as a ceiling finish and structure. The roof makes use of Hemlock ?
an under utilized and easily accessible BC wood product. Using a laminated hemlock wood roof design, the project
demonstrates a new sustainable application of a species making up 60% of BC’
s coastal forests.
The building received LEED� Gold Certification and incorporates natural ventilation, day lighting to 75% of occupied areas,
end-of-trip facilities for cyclists, and captured rain water for reuse.
The library’
s large windows line the north side of the building, allowing those inside to enjoy both the green space and
mountain views. A green roof will cover 80% of the library, serving as drainage for the main roof. A portion of the building’
s heat will be supplied by passive geothermal heating through the installation of 22 vertical wells and air compressors at the
surface.
Special Features Include:
Innovative Use of Wood
Green Roof
End of Trip Bike Facility
Natural Ventilation
Recycled Materials
Public Meeting Facilities
High Energ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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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hes Condon Marler : Architects (HCMA) is a highly creative and technically proficient team of almost 40 people with a
passion for integrated, innovative and sustainable architectural solutions. Our firm is a collaborative practice where the four
principals and four associates take a truly hands-on approach and work closely along side all staff members. HCMA’
s open
studio environment facilitates dialogue and problem solving among senior architects, project work groups, and industry experts
and specialists. Weekly design meetings allow principals to share creative solutions across a diversity of projects.
Our portfolio of work includes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educational and post-secondary facilities; urban town centers;
museums and libraries; community centers; health care facilities; recreational and sports facilities; corporate offices; single family
and multi-family dwellings; and large-scale residential developments.
The scope of our services include site analysis and feasibility studies, public process and stakeholder workshops, architectural
design, interior design, master planning and urban design, green building and LEED� certification, tendering, project
management and construction administration, research, graphics and exhibitions. Over its 30 year history, the firm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for excellence in service and design. This dedication to excellence is rooted in our belief that better buildings
contribute to better, stronger and healthier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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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woo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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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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DIY가구공방협회

DIY가구문화의 보급과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건전한 DIY가구문
화 보급을 통해서, DIY 가구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풍부한 국민 생활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안으로 관련업체들의 정보교류, 업무개선 및 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제작물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서 더 나아가 밖으로 DIY가
구문화의 양적, 질적 성숙을 이루는 데 그 설립의 뜻이 있습니다.
- 정보를 원하는 일반대중에게 DIY가구를 소개하고 알리는
1st 포털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 : DIY가구업종의 허브(Hub)기능
- DIY가구공방 창업희망자들에게 업종 선배로서의 조언과
어드바이스 제공 : 업종 내 구인구직 정보제공
- 가구공방 관련 전문교육의 알선 및 진행을 통한 회원사의 전문성 증대
- 회원사 상호간에 기술 및 트렌드 등을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

관련 단체 소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92-3번지
Tel. 042-536-6573 / Fax. 042-536-6574

한국DIY가구공방협회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녹색자금」
은 복권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되며,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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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조건축협회

홈페이지 :www.koreadi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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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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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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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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합판보드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Korea Wood Panel Association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s Federation

Korea Wooden Structure Engineers Association

Korea Woo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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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조건축협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에서 이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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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조건축관련 비영리 법인으로써, 목조건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여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년 발족하였습니다.

익과 목구조 기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천직으로 여기며 자재,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을 통하여 목조
건축이 우리나라에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

1963년 9월 21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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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구조시설물에 관한 업무
구조진단, 관리점검, 설계지도, 시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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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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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반 자료의 수집 및 연구 분석

Tel. 02-3434-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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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서 지시하는 사업

홈페이지 : www.nfcf.or.kr

홈페이지 : www.kwsea.or.kr

- 제품 보급, 선전, 회원의 친목 및 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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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 원정 빌딩 901호
Tel. 02-780-3631 / Fax. 02-780-3634
홈페이지 : www.kwpa.or.kr

창호재, 구조용재, 인테리어재, 건축 부자재

H. www.nshome.net

구조용집성재, 건축내외장재, 경골목조트러스

H. www.kmbe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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