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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13년 5월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목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
게 인간에 의해 생산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며, 친환경, 친인간적인 소재입니다. 목조 주
택은 이러한 목재 자원을 주거에 실현하는 건축입니다. 제로 에너지, 패시브 하우스의 핵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은 미래 이 시대를 이끌어갈 건축학도들에게 그 가능성을 심어주고,
현 시대의 건축가들에게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여 주는 의미있는 공모전입니다. 올 해로 11회
째를 맞이하는 본 대전에 관심을 갖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상하신 분
들께는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치열했던 심사 과정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인의식 건축사
님, 도미이 마사노리 교수님, 박문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 마다 출품 작품의
양적, 질적 향상은 심사 위원 분들의 열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작품집이 발간되기까지 아낌없이 지
원을 해주신 한국목조건축협회와 캐나다 우드, 장흥 군청에 무한의 경의를 보냅니다. 여러분
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미래 우리 건축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나가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목재문화포럼은 목재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목조 건축이 국민의 기본 주거 공간
으로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본 작품집을 통해 작지만 목조
건축의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본 대전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모든분들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사)목재문화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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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수



격려사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발전과 목재문화 진흥을 위해 개최한 ‘2013 대한민국 목조건축대
전’에서 영광의 수상을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공모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힘써주신 목재문화포럼의 오정수 이사장님과 심사
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인의식 소장님, 도미이 마사노리 교수님 그리고 박문재 박사님께 감
사의 말씀드립니다.
목재는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인 이 시대 최고의 자원으로써 환경 재앙과 지구 온난화, 에너
지 문제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지구의 수많은 자원 중 목재만이 인간
의 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꾸어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콘
크리트 회색 주거 공간으로부터 발생되는 건강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녹색 주거 공간
의 핵심 건축 재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목조 건축을 통해 친환경, 친인간적인 목재와 자연
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주거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올해로 열 한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이러한 목재의 사용을 촉진시키고 나아
가 목재와 목조건축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목재문화진흥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2013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새로운 목재 시
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목조 건축을 포함하여 목재 문화와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산림청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서 수상하신 분들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
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산림청장



201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신원섭



발간사

05

From WCF President

격려사

07

Encouragement

개요

10

Progressive Report

심사평

12
14

Jury Report Entries

준공부문

RED SCHOOL
Yeo Yeon Jae
YangYang Wood Culture Experience Center
Hanareum Bridge
UOS Rest Hole

레드스쿨
여연재
양양군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
한아름교
서울시립대학교 휴게홀

계획부문

40

74

Report on Wooden Archtecture in Canada 2013

캐나다목조건축 탐방기

목재문화포럼 / 캐나다우드
목조건축관련 단체



201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Technical Report
Hanareum Bridge
UBCO Fitness and Wellness Center

한아름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 오카나간(UBCO) 캠퍼스 피트니스 & 웰니스 센터

소개

Design Awards
Grsnd Prize｜Woods in the Library
Best Prize｜THE POSSIBILITY OF READY-MADE BY WOODEN CONSTRUCTION
Best Prize｜ 전통 목조 기법을 응용한 현진건 문학관
Best Prize｜In space lyrical, simplicity that resembles a tree
Excellent Prize｜The Circulation point of the urban
Excellent Prize｜ The story of forest
Excellent Prize｜ 3S ; Sentimental Soft Station
Excellent Prize｜ Meditation with tree
Excellent Prize｜ Resting place
Excellent Prize｜ Cheonggyecheon rest area(more add, but more empty)
Excellent Prize｜ Under the Bamboo Forest
Special Award｜ The city in nature bus stop

대상｜나무를읽다
본상｜목조를 통한 레디메이드의 가능성
본상｜ 전통 목조 기법을 응용한 현진건 문학관
본상｜서정적 공간 속, 소박함을 닮는 나무
특선｜도시의 순환점
특선｜ 숲 이야기
특선｜ 외유내강(外柔內剛)
특선｜ 나무와 명상하다
특선｜ 쉬어가는 장소
특선｜ 청계천 휴계공간(더 채웠지만, 더 비어보이는 목재의 가능성)
특선｜ 대나무 숲 아래
특별상｜ 도심 속 자연 정류장

기술보고서

Complition Awards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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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2013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산림청의 지원으로 11회를 맞이하는 사업임

■ 수상결과

■ 작품주제 및 대상
계획 부문 : 자유
응모 작품 : 목구조·목조친환경 디자인 등의 공법과 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래 목조 건축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미발표 창작물
응모 자격 : 제한 없음(단,국내거주자)
응모 작품 수 및 인원 : 응모자 1인당 1작품, 공동출품은 2인 이내

▶준공부문(5작품)

준공부문
응모작품 : 2013년 8월 1일 이전 준공된 국내 목구조 건축물, 혼성 구조물,
목재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건축물, 목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및 조경시설물 등의 제분야
응모자격 : 응모작품의 설계자, 시공자(혹은 제작자), 건축주로서 출품건축물의
관련서류(건축물 대장 등 증빙서류)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
응모작품 수 : 응모자 1인당 최대 3점 이내

■ 심사위원단 : 인의식(건축사사무소 YUN-MI /대표)
도미이 마사노리(한양대학교 건축학부/교수)
박문재(국립산림과학원/과장)
■ 접수 - 계획 부문 : 1차(작품 계획안) 2013. 8. 26(월)~2013. 8. 30(금)
2차(패널, 모형) 2013. 11. 1(금)
준공 부문 : 2013. 8. 26(월)~2013. 8. 30(금)
■ 심의(응모요강 확정)
- 일시 및 장소 : 2013년 5월 14일, 국립산림과학원
■ 작품심사(포트폴리오 심사)
-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13일, 서울대학교 36-110
■ 최종공개심사(계획부문)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1일 , 서울대학교 75-1동 203호
■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5일~8일 , Coex Hall B
■ 시상식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6일 , Coex 컨퍼런스룸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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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품명
레드스쿨

2013 목조건축대상
(2013 Wood Design
Awards)

여연재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
한아름교
서울시립대학교 휴게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174-1외 2필지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로 855번길
37-42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 29-41번지 일원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89 국립미천골자연휴양림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10번지
서울시립대학교 내

수상자

소속

최삼영

㈜ 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강승희

㈜ 노바건축사사무소

이한식

경민산업㈜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

김창균

유타건축사사무소

▶계획부문(12작품)
구분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본상
(산림청장상)
본상
(산림청장상)
본상
(산림청장상)

작품명

수상자

소속

나무를 읽다

하지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전공

목조를 통한 레디메이드의 가능성

이희재,유영원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전통 목조 기법을 응용한 현진건 문학관

최인규,한지현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서정적 공간 속, 소박함을 닮는 나무

김종상,김미정

특선

도시의 순환점

유상길,이지연

특선

숲 이야기

장기섭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특선

외유내강(外柔內剛)

김길샘,박정우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특선

나무와 명상하다

김지연,이수진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특선

쉬어가는 장소

박준태,이소희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특선

청계천 휴계공간
(더 채웠지만, 더 비어보이는 목재의 가능성)

나현석,김민성

강남대학교 건축공학과

특선

대나무 숲 아래

이경인,왕예선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특별상

도심 속 자연 정류장

김재현,임지후

시흥매화고등학교

일반
인덕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일반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11

KOREA
W O O D
심

사

평

DESIGN
AWARDS

KOREA WOOD

■ 준공부문
목조건축심사를 몇 차례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같은 부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의 우열을 평가하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인데, 완전히 서로 다
른 장소에 조형물, 구조물, 건축물, 소품 등 다른 장르의 목구조물을 함께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이 모든 작품들은 나름대로
투철한 작가정신을 가지고 만든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해부
터 작품의 서열이 사라진 듯합니다.
심사는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이틀 동안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건축물들을 직접 답사하며 심사하였습니다.심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한
건축가들의 노력과, 건축의 가치를 느끼며 행복해하시는 건축주의 모습을 보
았습니다.건축가가 건축주와 소통하며 고민한 과정,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시공자의 노력들을 구석구석에서 느낄 수 있었으며, 아울러 이
들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가 혼연 일체가 된 프로젝트가 역시 심사에서 좋
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계획부문
다양한 각도로 뻗은 입구의 경사기둥들은 수직 수평에 익숙한 목구조에서 신
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레드스쿨은 숲속의 대안학교입니다. 건물 구석구석에 사이공간을 만들어 관
입시켜 자연과 교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보였고, 이 모든 것들이
이용자의 감성과 이용심리를 꿰뚫어 보는 혜안을 가진 건축가의 내공이 돋보
이는 작품입니다.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건전하고 따뜻한 건축철학과, 이를
공간에 녹여낸 건축가, 시공자들이 함께 누렸던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이러
한 훌륭한 건축물을 탄생시킨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품들이 각 장르에서 매년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았습니
다. 이것은 우리나라 목구조의 미래가 밝다는 희망의 메시지라 생각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휴게홀은 기존 건축물의 틈새에 목구조물을 잘 어울리게 채
워 넣은 작품입니다. 주현관에서 나오면서 전면의 숲이 보이도록 켜의 방향
을 조절하였고, 목재를 파내어 생성된 중성적 공간은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한아름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량용 목조 교량이며, 국산 리기다소나무 집성
목을 사용한 최초의 1급 교량입니다.
기획, 설계, 강도테스트, 조립시공까지 수많은 내용에서 한국 최초라는 단
어가 붙을 정도로 목구조에서 매우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량이 많은 사람들이 견학하기 힘든 장소에 설치된 것이 너무 아쉬울 따름
입니다.

12

201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근년은 사람들의 목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설계부문에 제안되는 작품레
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심사위원인 우리들도 응모작품에서 많은 자
극을 받기에 대단히 감사하고 있다. 올해의 계획부문에는 31개의 응모작품이
있었으며 9월13일에 제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의 공개 프레젠테이션이 11월
1일에 서울대학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실에서는 각 팀이 A0사이즈
의 패널과 정교한 모형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대상 1작, 본상 3작,
특선 7작품, 특별상 1작이 결정됐다.
대상 [나무를 읽다 “Woods in the Library”]
고속도로 위에 목조가교의 다리를 걸치고 차단된 양 사이드를 연결하는 아
이디어다. 다리가 되는 옥상에 전망이 좋은 나무 데크를 설치하여 다리 밑
에는 도서관, 카페, 주차장을 배치하고 있다. 방문객은 마치 인공숲과 같은
기둥이 죽 늘어서 곳을 돌아다니면서 독서와 풍경을 즐기며, 이촌동과 한강
을 왕래한다. 작품의 스토리성과 조형의 완성도가 높이 평가되어 대상을 획
득하였다.작품의 제목 [나무를 읽다]에는 자신이 상상한 판타스틱한 건축이
미지가 집약되어 있고 그 표현력에도 센스가 있음을 느낀다. 설계에는 제목
이 중요하다.
본상 [목조를 통한 레디메이드의 가능성]
기성의 합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자기자신의 손으로 저
가로 제작한다는 야심적인 작품이다. 평평한 합판이 지닌 곡면의 성질을 살
린 조형의 아이디어는 목조의 가능성을 잘 제안하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
았지만, 아쉽게도 스토리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받았다. 아이디어도
프레젠테이션도 인상이 남는 작품이어서 최종까지 대상의 자리를 두고 경
쟁하였다.

여연재는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주말주택입니다. 축이 어긋난 메스사이에
서의 긴장감과, 의도된 진입동선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전망, 반전의 개방감
그리고 실내에서 느껴지는 전망의 연출모습을 통해 건축가의 높은 감성이 느
껴집니다.

양양군 목재문화체험관은 목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대규모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D E S I G N AWA R D S

본상 [서정적 공간 속, 소박함을 닮는 나무]
심플하면서 크고 작은 4면체 프래임을 조합하여 배치한 작품이다. 장소에 힘
을 부여하여 Activity를 유발시키고자 한 아이디어와 휴먼 스케일적인 조형
의 아름다움에 대해 평가되었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밀도가 있는 공법의 제
안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인의식 (건축사사무소 YUN-MI 대표)

본상 [전통 목조 기법을 응용한 현진건 문학관]
전통의 목조구조와 현대적 집성재의 아치구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학관

이다. 전통과 현대를 구조적으로 잘 해결한 디자인 작품으로서 평가를 받았
다. 하지만 본 작품은 건축관이 아닌 문학관이기에 소설가나 그 작품과 관계
가 있는 아이디어가 보고 싶었다.
이외의 도시의 순환점, 숲 이야기, 외유내강, 나무와 명상하다, 쉬어가는 장
소, 청계천휴계공간, 대나무 숲 아래의 일곱 작품은 대상이나 본상에는 못
미쳤지만,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어 특선으로 뽑혔다. 또한 건축교육을 받
은 적이 없는 일반 고등학생의 응모작 도심 속 자연 정류장은 노력상으로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밖에 1차 도면심사를 통과한 미국에서의 응모작 [목조 사찰_나무의 새로
운 구축적 상상력]은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불참하였기에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천평칭 저울의 균형원리를 아이디어로 아름다운 구조를 구성한 높은
수준의 작품으로 상위 입상을 기대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미래의 목조의 가능성]을 테마로 한 본 설계경기에서 목조의 구조, 소재, 공
법에 대한 참신한 제안을 기대했으나 근년 응모작품은 참으로 다양화되고 확
실하게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구조에 있어서는 종래는 기둥과 보의 프래임
구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판넬구조, 트러스구조, 아치구조, 조적구
조 등 다양해졌다. 그 소재도 천연목을 비롯하여 집성재나 합판판넬, 거기에
올해는 대나무까지 등장하여 각각의 재료가 가지는 성질을 잘 살린 아이디
어가 눈에 띄었다. 또 일반적인 현장공법에 더해져 Precut이나 Prefabrication에 의한 공법, 어려운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 Self-Build공법, 가변가능
한 가설공법, 기성제품을 잘 이용한 Open Technology공법 등 생산시스템의
개혁까지 고려한 제안이 보여졌다.
이러한 풍부한 아이디어는 우리나라가 긴 세월간 쌓아 올린 나무의 문화를
크게 지지해주고 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어려서부터 숲이 지닌 생명력이
나 환상력, 목조한옥의 중후한 힘, 실내가구의 구성미 등의 독특한 나무의 문
화를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주변 가까이에서 친근한 목조를 테마로 한 이 설
계경기에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목조건축을 높이는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
잇달아 제안되어올 일을 즐겁게 기대한다.
토미이 마사노리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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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스쿨
RED SCHOOL
최삼영｜ ㈜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개념
아이들이 오감으로 느끼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사고와 행동을 묶어두지
않으며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에게 친절한
공간이 바로 이 학교 설계의 화두였다. 아이들이 보기에 좋고, 사용하기
좋으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한
고민으로 설계가 시작되었다.

배치
위
치｜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174-1외 2필지
대지면적｜2,980㎡
연 면 적｜1,144.8㎡
건축면적｜590.42㎡
층
수｜지상 2층
구
조｜철근콘크리트조, 경골목구조
준 공 일｜2010.11.22
건 축 주｜장길섭
설 계 자｜최삼영,(주)가와종합건축사무소
시 공 자｜최형근,(주)스튜가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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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는 개천이 흐르는 중앙에 섬과 같이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 주진입
으로 사용될 다리, 녹지공간이 접해있으며, 동쪽과 남쪽의 자연은 부지
와 멀리 이격되어있다. 자연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세 동간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하여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ㄴ자로 배치하여 서쪽의 녹지공
간과 인접하고 중앙광장에서 동쪽의 원경과 남쪽의 장군봉을 담아 볼 수
있도록 사이를 열어주며 배치를 구성하였다.
배치도

17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매스
아이들의 휴식공간인 기숙사는 간결한 매스에 자연이 관입하는 형태로써 구성을 하여 편안하고 차분한 가운데 문득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각동들의 사잇공간을 통해 자연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매스는 그 공간들에 반응하고 관계한다. 자연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방향성을 부여
하여주었으며 그 사이에 자연이 관입할 수 있는 틈을 마련하고, 그 매스들을 하나로 잡아주는 형태로 매스를 계획하게 되었다.

공간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
하고자 하였다. 내부는 목재를 이용하여 전체적으
로 따뜻하고 차분하게 구성하였으며, 창을 이용하
여 사이사이를 열어주고 그 공간들을 이용하는 사
용자는 순간순간 자연을 느끼게 된다. 언제나 자연
을 바라보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공간에 컬러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줌
으로써 부분적으로 공간감을 변화시켜주며 이용
하는 사용자가 다양한 느낌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
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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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조경

아이들이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며 서로간의 차음이 중요한 강의동은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시공하였고 기숙사동은 비교적 소음이 적은 공간

세 동의 적극적인 관계를 위하여 회랑으로 이어줌으로써 사용성과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 주었으며, 건축물 사잇공간에 자연을 끼워 넣어 자연과 유기

이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경골목구조를 이용하여 시공하였다. 외장

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중앙 광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주변으로 식재와 석재를 배치함으로써 전체적

재는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 와 나무를 이용하여 주변 자연과 시각적,

인 학교 공간은 어디에서나 다양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재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고, 내장재 또한 나무를 사용함으로
써 외부의 공간감과 자연이 내부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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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재

PROLOGUE

Yeo Yeon Jae

수려한 산새에 자리한 여연재는 앞으로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훌륭한 자연환경을 갖춘 경사
지에 지어진 집으로 노모가 상주하고 성장한 자녀와 수상스키를 즐기는 부부의 주말주택으로

강승희｜ (주)노바건축사사무소

사용된다. 여러 차례 대지를 방문하여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자연을
즐기는 건축주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자연을 담는 집을 구상하였다.

배치도

위
치｜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로 855번길 37-42
대지면적｜973㎡
연 면 적｜311.08㎡
건축면적｜182.53㎡
층
수｜지상 2층, 지하1층
구
조｜경골목구조
준 공 일｜2012.09.03
건 축 주｜박경호
설 계 자｜강승희,(주)노바건축사사무소
시 공 자｜김갑봉,(주)스튜가목조건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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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볼륨을 나누어 배치하고, 분
리된 매스 사이로 마당을 두어 자연을 담고자 했다. 경사지인 기존
지형을 고려한 단면개념을 계획하고, 산새의 흐름을 수용하는 지
분형태를 디자인하여 자연 속에 동화되도록 하였다. 주요 외장재
는 징크, 하디스판넬, 목재를 사용하여 모던함을 연출하는 동시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경사지를 이용하여 뒤쪽으로는 묻혀있지만 전면이 열려있어 개방감 있는 지하층에 평소 지인들과의 자리가 많고 와인을
즐기는 건축주를 위해 와인바를 만들고 마당으로 진입하는 경사로를 두어 무거운 짐을 옮길 때나 노모의 이동시 편리하도
록 안마당과의 레벨차이를 극복하였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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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기존 경사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로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여름철 폭우로 인하여
뒷마당 경사지의 자연석쌓기를 한 부분에 누수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당시 현장의 상황
들을 생각해보면 훼손된 자연이 가져올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경보전의 중요
성을 실감케 했다. 지역 건축가가 아닌 이유로 산지전용, 적지복구, 개발행위에 따른 행
텃밭을 가꾸길 원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뒷마당에 텃밭

정적인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택지개발을 한 개발업자의 무책임한 처사, 인근 부

을 조성하고, 어머니의 방은 마당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지의 계획레벨에 대한 정보의 부재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하게 해

출입하는 사람들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준 공부였다.

부부의 안방은 별채로 만들어 주택의 공용공간과 분리
시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다. 건축주가 개방감이 있
는 2개 층이 열린 거실과 멋진 풍경을 담아낼 수 있는 넓
은 개구부를 요청하여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경골목구조
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
며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갔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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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

30,000㎡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899.11㎡으로 지하

YangYang Wood Culture Experience Center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안에 위치한 양양목재문화체험장

1층, 지상2층의 목구조건축물이다. 양양군에 위치한
은 백두대간 자연생태계의 녹색생태 체험을 병행할 수

이한식｜ 경민산업(주)

있는 산림교육장으로써 목재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체험활동이 가능한 오감만족 코어존이다.

위
치｜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 29-41번지 일원
대지면적｜30,000㎡
연 면 적｜899.11㎡
건축면적｜611.56㎡
층
수｜지상 2층, 지하1층
구
조｜목구조, 철근 콘크리트
준 공 일｜2012.08.18
건 축 주｜강원도 양양군
설 계 자｜신동안,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시 공 자｜이한식 외 1명, 경민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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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NCEPT
자연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재

목재문화체험장은 목구조를 이용한 건축물로 긴 경간을 이용해 한 부재

문화체험장 및 생태체험장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자연 속으로 스며들어

로 된 경사지붕을 계획하여 정면의 V기둥을 포인트로 지붕의 간결함을

자연을 느끼고, 바라보고, 체험하며 자연스레 치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강조하였다. 2개 층의 커튼월은 불규칙한 패턴으로 디자인해 단순함을

계획하였다. 송이밸리와 연계한 교육장 및 체험장은 관람중심이 아닌 특

탈피하였고 나뭇잎의 줄기를 모티브한 디자인을 고려하였다. 지붕은 한

성화된 피톤치드 체험공간으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옥기와의 느낌이 나도록 징크를 사용하였고 벽은 목재널을 이용하여 자
연과 친화될 수 있는 소재로 구성하였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백두대간의 산, 계곡, 바위, 나무를 모티브로 자연지
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산책로와 연결된 매스로 디자인 하였으며, 산골짜
기 밑에 배치하여 골짜기의 바람을 목재문화체험관으로 끌어들어 맞통
풍 할 수 있게 계획하여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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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리기다소나무의고부가가치 이용도 증진

준공부문｜2013 목조건축대상

한아름교

국산 리기다소나무는 1970년대 국가적인 대규모 치산녹화 사
업의 일환으로 조림된 수종으로 척박한 환경하에서도 잘 자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수형이 곧지 않고 송진이 많이 발생해 품

Hanareum Bridge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저부가가치 용도로 주로 이용되어왔다.
또한 강도가 높지 않아 주로 펄프용재나 MDF 등의 칩으로 이용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

되며 경제성이 매우 낮은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차량용 목조교량
한아름교는 국산 리기다소나무를 주요 구조부재로 사용하였다.
한아름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량용 목조교량으로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국립미천골자연

경제성이 낮은 수종으로 알려져 있는 리기다소나무를 구조용재

휴양림에 설치되었다. 현행 도로교설계기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교로 설계되었으며,

로 쓸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재료로 탈바꿈시켰다. 한아름

설치 전/후의 실대규모 실험을 통해 구조안정성을 확인한 바 있다.

교를 통해 국산 리기다소나무를 고부가가치 부재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이용도 증진에도 도움이

최근 목재의 친환경성과 우수한 품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목재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

될 것이다.

다. 또한 구조용 집성재의 개발로 교량 등 건축·토목분야에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아름교는 차량용 목조교량에 대한 첫 번째 시도이며, 목구조를 이용한 도로교설계기준 마
련에 초석이 될 것이다.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89 국립미천골자연휴양림
총 연 장｜30.0m
교
폭｜8.4m(2차선)
교량등급｜1등교(DB-24)
구
조｜목재트러스구조
준 공 일｜2013.04.19
건 축 주｜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
설 계 자｜이언기, (주)서영엔지니어링
시 공 자｜신두식,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 이한식, 경민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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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집성재를 활용한 트러스의 강성 증대 효과
구조용 집성재의 개발로 대단면·장경간의 부재 제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조용재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곡선형태의 부재도 제작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를 갖는 구조물을 축조할 수 있다.
한아름교는 이러한 집성재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여 아치-트러스트구조로 설계되었다. 아치-트러스트구조는 장경간에 적용할 수 있고 조형성이 우
수하며, 횡방향 안정성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교량 설계 시 많이 쓰이는 구조이다. 또한 미리 가공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 시공하는 방식을 적용하
여 공기가 단축되었다.

평면도

종단면도

실대 실험을 통한 구조성능 검증

교량의 설치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차량용 목조교량이기 때문에 교량의 설계단계부 한아름교는 프리패브공법으로 시공되었다. 트러스와 바닥판, 가로보 및 연
터 성능검증을 위한 실대 실험이 계획되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실험설비 결재로 이루어진 상부공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여 실대체 실험 후 현장에
횡단면도

난간부 상세

를 보유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에서 실험을 진행 서 조립하였고, 교대와 같은 하부공은 현장에서 시공되었다. 특히 상부공의
하였다. 특히 전체 교량에 대한 성능평가는 공개실험으로 진행하고, 토 경우 실대체시험을 위해 실험센터에서 조립하여 실험 후 해체과정을 거친
목 및 목재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차량용 목조교량의 설계 및 시공기 후 현장에서 재조립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재조립 과정 중 목재의 틀어짐 등
술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차량용 목조교량 실대시험체는 실험을 에 의한 시공 상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이 투입되는 습식 공법에
통한 성능검증이 완료된 후에 해체하려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국립미 비해 공기 또한 크게 단축되었다.
천골자연휴양림으로 이동 설치되었다.
설치 후 차량재하시험을 통해 교량의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지
상RiDAR를 이용해 교량형성을 계측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구조물이 되도
록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중에 있다.

아

름교는 향후 목조교량을 지속가능한 구조물이 되도록 유지관리시스템을 구
축하여 미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중에 있다.
정착부상세도

아름교는 향후 목조교량을

계획하고 설계·시공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목
재가 교량을 구성하는 주요 재료로 자리매김 하여 국내 목재자원의 효용가
치 제고뿐만 아니라 나아가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까
지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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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휴게홀

국제학사 필로티 공간은 흡연, 주차구역으로 어둡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UOS Rest Hole

는 수직선과 평면을, 내부는 다양한 곡면을 통해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도록 여

개선이 필요했다. 빈 공간을 채우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꽉찬 솔리드를 가정
한 뒤 일부분을 밀어내어 공간을 만들었다. 외부는 기존건축물과 조화를 이루
러 장의 목재판을 나열했다.

김창균｜ 유타건축사사무소

기존 공간

위
치｜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서울시립대학교 내
대지면적｜180㎡
연 면 적｜140㎡
건축면적｜140㎡
층
수｜지하 1층
구
조｜목구조
준 공 일｜2012.09.28
건 축 주｜서울시립대학교
설 계 자｜김창균, 유타건축사사무소
시 공 자｜홍종호, 리인씨앤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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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거대한 기둥을 적절히 가리고 측면에서는 시선, 빛, 소리, 공기 등 물리적인
요소들이 통하도록 했다. 각기 다른 모양의 곡면이 연출하는 다이나믹한 공간은
매력적이고 신선하며, 다채로운 옥외 활동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35T낙엽송 글루램을 450mm 간격으
로 배치해 연속되는 구조체가 천장이
되며, 벽과 울타리가 되고, 창문이 되었
다 의자도 되는 공간이다. 벤치 구간은
간격을 90mm로 조정하여 앉는데 불
편함이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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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문
대상｜나무를 읽다
본상｜목조를 통한 레디메이드의 가능성
본상｜전통 목조 기법을 응용한 현진건 문학관
본상｜서정적 공간 속, 소박함을 닮는 나무
특선｜도시의 순환점
특선｜숲 이야기
특선｜외유내강(外柔內剛)
특선｜나무와 명상하다
특선｜쉬어가는 장소
특선｜청계천 휴계공간(더 채웠지만, 더 비어보이는 목재의 가능성)
특선｜대나무 숲 아래
특별상｜도심 속 자연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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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문｜대상

나무를 읽다

Woods in the Library
하지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전공

URBAN CONTEXT
도심 속에 자리잡은 수많은 차도로 인해 사람들이 거닐 수 있는 길이 점점 사라지고 낙

Infra structure

후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동차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Landscape을 계획한다. 그 Landscape은 다양한 문
화와 휴식,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Nature

City

WHY WOOD?
인간은 녹색과 친숙하다. 녹색은 자연과 생명, 평온함을 상징한다. 급속한 개발과 숨가쁜
일상에 쫓긴 도시민들이 숲을 찾고 있다. 숲 속 오솔길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휴식과 문화
를 즐길 수 있는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한다.

Path

Surface

Mass

WHY LIBRARY?

NATURE + CULTURE + REST = PUBIC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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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HYBRID SCULPTURE

To Endure the Load 목재가 받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콘크리트와 목재를 접합한 기둥을 사용

To Save the Nature 대형 목재의 사용을 감소

SITE ANALYSIS

B1_CULTURAL SPACE

B1_LIBRARY SPACE

B1_REST SPACE

SECTION DESIGN
WALL

SKIN
대지 안에 건물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책읽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준다. 서
향의 빛을 차단하기 위해 목재루버를
설치하여 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다.

대지가 한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
에 한강의 물결을 나타내는 목재 루
버를 디자인한다. 벽면에 물결 목재
루버를 설치하여 한강변의 흐름을 느
낄 수 있다.

STEPS

TRUSS DESIGN

01_ROAD

02_GREEN NETWORK

03_ILLUMINATION

04_VIEW

05_BLUE NETWORK

>> 강변북로와 간선도로 사이에
위치해있어 대지와 강변공원이
단절되었다.

>> 대지 일부분이 완충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 아래로
강변공원이 있다.

>> 대지로의 조도에 따라 건물을
배치해서 밝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 대지 남쪽에 공원과 한강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좋은 뷰를 가진다.

>> 대지 남쪽에 한강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다.

FLOOR
도서관의 따뜻한 이미지를 위해 계단
의 구조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
을 목구조를 이용하여 계획한다.

MEGASTRUCTURE부분의
DECK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
적 해결방안으로 DECK_PLATE를 사
용한다.

01_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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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PROGRAM

04_PARK

05_SOUTH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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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문｜본상

목조를 통한 레디메이드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READY-MADE BY WOODEN CONSTRUCTION
이희재,유영원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
HEALING-MADE
레디메이드[Ready-made]

DAILY-MADE

+

WOOD-MADE

+

SELF-MADE

=

READY-MADE

‘기성품’을 의미하나 모던아트에서는 오브제의 장르 중 하나. 실용성으로 만들어진 기성품이라는 최초의 목적을 떠나 별개의 의미를 갖게 한 것. 마르셀 뒤샹이 변기,
술병걸이, 자전거 바퀴, 삽 등을 예술품으로 제출한 데서 시발한다. 자연물이나 미개인의 오브제 등과 다른 점은, 이것은 기계문명에 의해 양산되는 제품으로서 거기
에는 일품 제작의 수공품인 예술에 대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음과 동시에, 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길이 암시되어 있다. 뒤샹은 이것을 ‘예술작품의 비인간화’, ‘물
체에 대한 새로운 사고’라고 부르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실용성으로 만들어진 목재 기성품으로 일반인들이 간단한 목조 구축법을 통해 스스로 건축할 수 있는 특별한 READY-MADE를 제안하는 것에 중요
한 목적이 있다.

TAKE SHELTER

+

S.O.H.O.

+

FARMING

+

NOMADE

= TEMPORARY HOUSING

PLY WOOD?
목재합판 중 얇게 박피한 나무를 압착시켜 제작한 것을 말한다. 나무 기둥을 얇게 풀어내어 만든 합판은 나무에 ‘휨’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다. 직각의 나무를
격자형식으로 엮는 기존의 결구방식구조를 ‘선’이라고 표현한다면 쉽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목재합판을 이용하여 구부리고 엮어 만든 새로운 결집구조방식은 ‘면’이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의 표현기법은 중장비나 많은 인력 없이도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을 통해 유기적인 모양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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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과 함께 건축은 개념과 형태 또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웅장하고 영속
적인 것만이 최고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무한한 장소성을 포함
한 건축이라면 비록 임시적으로 구축되는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특히 임시주거로 대표되는 임시건축은 다양한 환경과 삶의 모습으로 생기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유용된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해 및 재난민을 위해
공급되는 건축물뿐 아니라 다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건축에서도 그 변
화에 대응하여 용도의 융통성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각광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재해
지역의 임시주거대책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과거 재해지역
의 사례를 적용해 컨테이너와 같은 일반적인 유닛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해외
의 우수한 사례의 경우, 새로운 건축기술 및 재료를 적용하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풍
부한 임시주거를 공급하여 단지 하나의 일시적 건축 개체가 아닌 재해민들의 생활에
질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의 배경으로써 자신만의 공간을 소유하고자 욕구
가 존재하고, 소규모 작업실이나 농작물 재배와 같은 프로그램적인 요소를 적용시키
본 구조체는 평,입,단면 위주의 기존 면체계만으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극복
할 방안으로 우리나라 전통 주사위의 전개도를 통한 표현방법을 생각하였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차원적인 전개도를 통해 삼차원적 공간이미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
였다.

거나 설치 및 이동의 과정이 간편한 유목식 주거의 형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임시주거라는 새로운 주거
의 형태는 목재라는 건축 재료를 통해 신속성, 이동가능성과 더불어 이용자들로 하여
금 장소애(愛)를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완성된다.

나무표면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무늬처럼 목재합판들을 동적으로 배치하고 사람의 가벼운
힘을 통해 휨을 형성하면서 나사와 볼트를 통해 결합하여 구축하게 된다.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있는
나무판 사이로 빛이, 나무가, 바람이, 비가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간다. 또한 물의 표면장력과 같이 스
스로 대지 위에 얹혀있는 가벼운 구조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초공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장소에 적용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도 구축이 가능하다. 대지의 특성에 따라 기존 나무들을 포함한 자연과과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자연
과 인공나무 사이의 공존과 대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더욱 매력적인 공간이 생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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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문｜본상

전통 목조 기법을 응용한 현진건 문학관
최인규,한지현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목조건물로 인해 대지의 역사는 조선시대 안평대군의 집터에서 일제강점기
현진건의 집터, 그리고 현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는 건물이 철
거되어 부재한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바로 직전 철거되어 버린 현진건
옛집을 전통 목구조 기법을 응용하여 문학관으로 계획한다.
CONCEPT
1. 인의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 보다, 자연의 재료를 사용한다.

직관적인 느낌에도 나무는 그 어떤 재료보다 친숙하고 편안하다.

목구조는 나무가 많은 주변환경 미관에도 자연스럽다.

2.시대변화에 따른 목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3. 구조부재의 통합과 지붕구조의 간소화

조선시대에 안평대군의 지체에 맞는 격조의 목구조가 존재했다면,
기둥X2

기둥X1

보X1

보X1

서까래Xn

서까래X1

도리X2

도리X2

조선말기 목구조가 간소화되고, 근대화기에는 입식생활이 시작된다.

현대의 목구조는 경제성과 대공간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용도의 건물에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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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건

목구조기법

1920년 개벽에 <희생화>를 발표함으로써 문필활동을 시작하여<빈처,1921>로 문명을 얻

목조건물로 인해 대지의 역사는 조선시대 안평대군의 집터에서 일제

었다. 1921년 조선일보사에 입사함으로써 언론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강점기 현진건의 집터, 그리고 현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
재는 건물이 철거되어 부재한다.

1922년에는 동명사에 입사, 1925년 그 후신인 <시대일보>가 폐간되자 동아일보사로 옮

전통 목조 기법에서 부터 현대의 목구조법까지의 변천으로 대지의

겼다. 1932년 상해에서 활약하던 공산주의자인 셋째 형 정건의 체포와 죽음으로 깊은 충

역사성과 이야기를 하나의 건물에서 보여준다.

전통 목구조

새로운 목구조(경량)

격을 받았는데, 그 자신도 1936년 동아일보사 사회부장 당시 일장기말소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
1937년 동아일보사를 사직하고 소설 창작에 전념하였으며,빈궁속에서도 친일문학에 가담
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1943년 장결핵으로 사망하였다.
첫째, 자전적 소설인<빈처>,<술 권하는 사회> 등에서는 순수한 젊은이가 여러가지 좌절의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얌심적 지식청년
의 고민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둘째, 창작집<조선의 얼굴>을 간행한 시기는 그의 의식이 자전적 세계를 벗어나 식민지의 민족적 현실 및 고통받는 식미지 민중
의 문제로 옮겨간다.
셋째, 일장기 말소 사건이후 <무영탑> 등을 통해, 민족해방에 대한 강렬한 동경과 식민지시대의 조선 문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 사실주의 문학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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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문｜본상

서정적 공간 속, 소박함을 닮는 나무
In space lyrical, simplicity that resembles a tree
김종상,김미정 일반,인덕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PROLOGUE
‘소박함의 결절, 그리고 그 후’
소박함은 인간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 ‘고요한 창조적 생명, 자주적인 안정적 활동, 독자적인 법칙에
따르는 존재, 내적 필연성, 자신과의 영원한 일치’에서 비롯된다. 문화적 발달에 대한 대가로 근대 문명
인들은 자연으로부터 소외와 더불어 자연이 일깨워주는이념조차 결핍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을 한탄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단순히 소박한 자연을 담는 공간으로의 회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것이 아니라, ‘이성’과 ‘자유’의 방법으
로 한층 더 고차원적인자연을 담는 공간을 재획득하고자 한다.

CONCEPT
‘자발적 소박함’
본 제안은 과거의 소박함이 허룩해져 감을 이르집는데서 출발한다. 전유적인 사
상은 사람들 간의 온기를 갉아먹기 시작했고, 이는 공간에 반영되어 경계적 단절
로 나타났다. 온정을 상실한 공간 속 당연하게 새겨져버린 선을 지우고, 그 흔적의
한계를 자연으로 다듬고자 한다. 공간을 이루는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 소
박함을 실현하고, 이로 인해 가져다주는 중심성과 생명 그리고 풍요를 나눔으로
써 오는 소소한 행복을 공유할 수 있다.

DESIGN MOTIVE
‘소박함에서 시작하는 공간’
소박함이 공간과의 연상에서 갖는 개념은 작은 규모, 수수함일 것이다. 이 개념을 형태적 최소함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최소
한의 구성요소로 공간이 성립되는 사면체는 균형을 이루는 축과 균형 속 탄력성을 가져다주는 점으로 이루어져있다. 의미 유
연해질 수 있음이 공간에서 유동적인 중심성을 뜻하고, 그 중심에서 소박함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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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DEVELOP
‘소박함에서 시작하는 공간’

SITE ANALYSIS
SPACE PROGRAM PLAN

유동적인 중심성에 따라 명확한 경계를 해체시킨다. 그 속에서 연속성을
띄는 공간을 바탕으로 서로 간의 경계를 나눈다. 사면체의 축은 탄력적인
공간을 가지기 위해 구조체에 따라 일정한 각도로 증식하여 균형을 이룬
다. 허물어진 틈 사이로 들어오는 자연을 나누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식
하고, 공존하는 공간을 자신이 닮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수도 중심부는 전체 인구의 45.8%를 차지하는 과포화 상태로 기아적인 인구 집중도를 보
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생긴 신도시 주변의 틈새에는 녹빛을 잃어가고 있는 농경지가
아직 곳곳에 남아 있다. 이렇듯 생산녹색지역은 자연녹색지역과 달리 소외지역으로 인식되
어지고 있다. 이 작은 틈에 다시금 녹빛을 피어내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소박함을 움틔우고
자 한다.

METHOD OF CONSTRUCTION
‘CABLE TIE’ Struction

FLOOR PLAN
‘MEGA TRUSS’Struction

사면체를 구성하는 목구조를 잇기 위해서 접합부에 링프레임을 사용해 연결한다. 이 링프
레임은 골조를 최대한으로 증식시킬수 있는구조를 확보하고있다. 10˚각도로 고정 링에
connect cylinder 18개가 위치한다. connect cylinder는 각도의 제한을 없애기 위해 케
이블타이 원리를 적용시켜 한 방향으로만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정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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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순환점

The Circulation point of the urban
유상길,이지연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일반

DETAILS OF STRUCTURE
대한민국의 도시는 경제, 문화, 산업의 중심으로 경제개발계획부터 지금까지 과밀현상이 뚜렷하게 발생
되어 왔다. 도시의 핏불인 도로는 매년 늘어가는 차량과 인구로 복잡해져만가고 대중교통의 이용도 편리
하지만은 않다. 협소한 대기공간, 자동차 매연 등 다소 불편하게 인식된 버스정류장을 저탄소, 친환경소재
인 목재를 이용하여 미래도심형 목조 버스정류장을 계획하였다. 협소하고 불편했던 버스정류장에 다목적
공간을 제시함으로 대중교통의 쾌적한 순환점으로 이용되기를 바란다.
안장맞춤

엇걸이 이음

벌집구조

통 맞춤

두 부재를 장부와 장부구멍으로 만들어 맞춰
서로 맞물리게하여 하중을 효율붐산시킨다.

CONCEPT

Space create

동선간 충돌을 피하고 협소한 대기공간을 위로 올려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

부재의 휨을 대비하여 구부림에 강해 가로
재 결합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음으로 휨에
대해 저항

Honeycomb structure

굽힘이나 압축에 강해 목재로서 부족한 구조적적 한계를 넘어 다양한 공간 연출

DESIGN STRATEGY
Natural space

Pleasant ride

식재를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녹색공간 형성

Natural space

부재가 세장하여 좌굴하기 쉬운 목재의 단점
을 벌집형 구조를 활용, 수평하중으로 분산
시켜 효율적으로 전달받게 한다.

정차시 혼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Path 형성

USE MATERIAL

Artificial lighting

동선의 교차를 피하고 쾌적한 대기공간 형성

루버 및 기타 수직 보강재 두부재를 장부와
장부구멍으로 만들어 맞춰지게 하여 고정
시킨다.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인공조명 설치

Plan A

미솜 : 타 목재에 비해 옹이가 적고 가벼우며 질감이 무난한 미솜을 주요 구조체로 가공하
여 사용한다.

Plan B

낙엽송 : 무늬가 아름답고 강도도 강한 낙엽송을 루버나 보호물로 가공 후 구조체와 이어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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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이야기

The story of forest
장기섭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STRUCTURE - DECOMPOSITION
단순한 구조의 반복으로 완성되는 나무의

PROLOGUE

프렉탈 구조는 깊은 공간을 형성하여 하부

나무가 우거진 숲속을 거닐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에 균일한 조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

그 속에서 특별한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뭇가지와 잎이

분에 두꺼운 공기층을 형성하여 냉난방 부

모여 성긴 지붕을 만들고 그 틈사이로 어렴풋한 빛이 새어듭

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니다. 열주처럼 솟은 나무의 기둥은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우
리를 적당히 감싸 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누그러지고
자연과 하나임을 느낍니다.

SITE
한강변에 위치한 서울숲공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여가와 휴

GROUND FLOOR PLAN

식을 제공합니다. 과밀의 도시 속에서 나무가 우거진 조그만
숲을 통해 시민들은 자연을 느끼며 정신적 피로를 풉니다. 이
런 숲속에서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
는 공원형 파빌리온을 제안합니다.

ABOUT TIMBER
건축에서 목재라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서 오는 최대 수혜는
무엇보다도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함으로서 오는 인간
신체적, 정신적 친환경성입니다. 그 중 정신적 친환경성은
목재라는 재료가 주는 감각적 경험이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정신적 긴장감과 삶의 단조로움을 해소시켜,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목재라는 재료가 주는 독
특한 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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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내강(外柔內剛)
3S ; Sentimental Soft Station
김길샘,박정우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외유내강 ; 3S Sentimental Soft Station

설계개념

柔 : 가공의 유연함

재료로의 회귀

목재는 가볍고 유연하다. 간단한 도구를 통해서 자르기 깎기 홈파기 못박기 등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목재의 가장 본질적인 매력을 콘크리트 덩어리 속에 살면서

자유로운 가공 방식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조립이 가능하면서 나무 본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건축 재료로서의 목재는 사람들에

연의 강하고 단단함이 유지된다.

게 다시 체험되어야하는 것이며, 잊어버렸던 관계 속에서 다시 사유되어야만 한

剛 : 목재는 단단하고 강하다. 가벼우면서도 유연한 가공성 속에 나무 자체의 질

다. ‘외유내강’은 이러한 목재의 장점과 가능성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친

김과 밀도 및 강도는 하중의 효과적인 전달 뿐 아니라 구조체로서의 역할을 충분

숙한 가공방식을 통해 부드러움이 극대화된 공간으로 탄생된다.

1단계 개념의 형성

2단계 공간의 형성

3단계 구조의 형성

4단계 맥락에 의한 변형

히 수행한다.
건축 + 나무 + 기다림

시공과 상세
상세연구

목재의 유연한 가공성을
이용한 홈파기

연구1 : 와이어

연구1 : 전산볼트

시공과정
부재 접합간격을
부재 크기로 계획
>>작업 용이 및 오차 축소

연구1 : 꺽쇠

상세선택1 : 홈파기를 통한 조립식

전산볼트 구멍 간격 배치
>>부재 접합의 정확성

쉽고 경제적인 못과 망치를
이용한 못박기

상세선택2 : 못박기를 통한 접합식

구조 보강용 전산볼트

볼트 간격 964mm(38x4+89x4)

부재 접합 간격 38mm(2x4)

부재 접합 간격 89mm(2x4)

6m 초과하는 부재
>>서로 교차하여 접합

적산

벤치디자인 상세

38mmx89mm 면적의 고무재질로 된 부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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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

재료
면적
높이
부피

캐나다산 규격재 2＇x 4＇
7 x 2.5 = 15 ㎡
3m
45 ㎥

총 필요한 부재의 수
한 부재의 무게
총 무게

360 ea (6.1m/ea)
1.90 kg/m
4375.70 kg

구조 부재의 수
한 부재당 적재하중

60 ea
71.92 kg/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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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와 명상하다
Meditation with tree
김지연,이수진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숲 속에서 ‘나’와 마주하다
명상이 긴장과 잡념에 시달리는 현실세계로부터 의식을 떼어놓음으로써 밖으로 향하였던 마음을 자
신의 내적인 세계로 향하게 한다. 항상 외부에 집착하고 있는 의식을 안으로 돌려주므로 마음을 정화
시켜 심리적인 안정을 이루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휴식을 주어 몸의 건강을 돌보게 한다.
나무라는 소재가 주는 아늑함과 따뜻함 그리고 감 수성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명상을 떠올리게 하였
다. 또한 몸과 마음에 휴식과 정화를 위해서는 가장 자연에 가까운 소재인 나무가 어울린다. 나무의
여러 체계에서 떠올린 구조로 변형이 가능한 명상 장소를 계획하였다.

CONCEPT
잎

옆으로 펼쳐진 잎들이 그늘
을 만들어주고 공간의 범위
를 정해준다.

줄기

줄기가 성장함에 따라 수직
방향으로 커지는 것을
적용한다.

명상 장소는 작게 변형이 가능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변형을 함으로써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며
외부와 다른 관계를 만들어 낸다. 또한 다양한 명상 형태에 따른 다양한 명상 장소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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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뿌리는 나무를 지지하는데
이를 적용하여 밑으로
당기는 장력을 이용한다.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명상을 한다. 바쁜 도시 현대인을 위한
명상 장소로 대도시 인근 녹지에 만들어 진
다. 그러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동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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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장소
박준태,이소희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BACKGROUND

PLAN

DESIGN PROPOSAL

주변을 둘러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아무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공간들은 그 자체로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이다. 단순한 의자
에서부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고급 시설물, 많은 기능을 추가한 공간

모듈

>> 공간의 형태나 크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공간과
녹지, 의자부분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크기의 모듈을 계획하
였다.

에 이르기까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만들어진 장소에 자기 자신의 개성을 억누른 채 그저 만들어진
방식대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아니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

자율성

>> 공간의 형태나 크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공간과 녹지, 의자부분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크기의 모듈을 계획하였다.

고 있다. 왜 휴식공간은 정해진 곳에 획일적으로 계획되어야 할까? 사
람이 쉬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본연의 자아를 드
러내는 가장 순수한 형태이다. 그리고 휴식공간은 그 곳을 이용하는 사
람의 순수한 모습을 조용히 감싸 안는 공간이다. 이용자들은 모두 각각
의 독립적인 개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휴식공간은 그 사람만의 이
야기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고 자연스
럽게 그만의 장소를 빌려주면서 순간의 장면과 사연을 기억하도록 존

ALT 2

>> 여러 형태의 모듈화된 유닛이 반복적으로 중첩되어 자유로운 plan을 형성하게
된다. 이 모듈은 어떤 공간이든지 쉼터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개방성

>> 공간의 형태나 크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공간과 녹지, 의자부분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크기의 모듈을 계획하였다.

재해야 한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공원의 어딘가가 아닌, 우리
가 원하는 곳에 위치하여 비로소 내려놓음을 이끌어내는 고요한 틀이
되어야 한다.

CONCEPT
우리는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틀을 제안하며,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인
간의 다양성에 대응한다. 이 틀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배경
과 그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조합을 마치 순간의 액자처럼 담아내는

열림과 닫힘

>> 주공간의 양쪽 벽면은 고정된 외측 벽과 이동이 가능한 내측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측 벽을 통
해 외부로부터의 시선이나 빛의 유입을 조절하여 공간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개방적인 공간이다. 어떤 행동도 강요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원하는 대
로 개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개인의 공간이다. 변화하는 모든 순간들처
럼 구조물도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유
기적인 공간이다.

STRUCTUR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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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휴계공간(더 채웠지만, 더 비어보이는 목재의 가능성)
Cheonggyecheon rest area(more add, but more empty)
나현석,김민성 강남대학교 건축공학과

PROLOGUE

CONCEPT : REFORMING THE CULUTRE

Reforming the tree
branch

모든 공간은 원래 자연이다. 이러한 자연은 순수한 공간 그 자
체이며 채우지 않은 것. 즉 비운 공간이다. 생명을 지닌 나무는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공간에 활력, 생명력을 제공
한다. 우리는 나무의 생명력을 도시에 담아 우악스럽게 변질
된 공간을 재생시켜 생명, 자연, 풍경을 즐기는 감성공간으로

계절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
는 나무는 자연과 소통하며
공간의 빛을 조절한다.

의 회복에 주목한다.

trunk

여름에는 등나무 그늘로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겨
울에는 등나 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으로 따뜻한 휴식
처를 제공한다.

POSSIBILITY OF THE
WOODEN ARCHITECTURE

목조가 가지고 있는 생명, 휴식, 부드러움 등을 기존의 콘크리
트 구조물에 증축의 개념으로 적용시켜 최소의 변화로 최대의

줄기는 뿌리에서 흡수 된 영
양분을 나무 끝까지 전달해
주는 길이다.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친환경적 활용에 주목하였다.

root

인간은 공간에게 있어 영양분 그 자체이다. 길을 단순
히 통로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만
나고 쉬는 장소적요소를 더함으로써 공간을 더욱 활
기차게 한다 .

ANALYSIS
나무의 생명을 있게 하는 뿌
리는 영양분을 흡수하며 버
팀대가 된다

Advantage of wood
Root stand

청계천의 수공간은 사람들을 청계천으로 불러모으
는 뿌리의 역할을 한다. 기존 stand에 기능적, 흥미
적인 디자인의 root stand를 적용해 더 풍부한 공간
으로 활용한다.

basic stand
Vitality

삶에 필요한 재료

Comfort

휴식공간의 제공

Site analysis

Softness

따뜻함과 편안한 재료

Change

계절에 따른 변화

Reading area

현재 청계천의 스탠드는 콘크리트로 도배질 되어 생기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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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air

2.art

휴식의 공간

감상의 공간

3.stage

2.run-way

감성의 공간

문화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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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판을 산발적으로 심어넣어 공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꾼다.

나무판의 형태를 변형시켜 책상, 1인의자, 2인의자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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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숲 아래

Under the Bamboo Fores
이경인,왕예선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PROLOGUE

CONCEPT

BAMBOO NET

우리는 도로를 내기 위해, 건물을 짓기 위해

절토면의 구간에 따라 낙석의 위험이 있는 지형에 대나무를 엮어

산을 깎고 쌓으며 인위적인 자연 지형을 만

만든 대나무 망을 설치하여 기존의 철망을 대체할 수 있다.

들어 낸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
의 기후 특성상 장마철 집중호우와 만나 홍
수와 산사태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비
가 많이 오게되면 절토면의 흙 무게가 무거

past

nature

present

nature destory

워져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

IDEA

는 산사태는 장마철마다 벌어지는 사고이다.

대나무의 특성 중 성장 형태에 따라 생기는 관을 이용하여 우수

이러한 도로 절토면 산사태를 대나무가 가진

의 흐름을 유도한다. 마디마다 구멍을 뚫어 일정량 이상의 물이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절토면에 대한 구조

관 속으로 유입이 되면 옆의 관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여 배수 기

적, 기능적, 생태적 시설물을 제안한다.

능을 부여한다. 유입되는 물의 양이 적을 경우 고여있으면서 천

future

nature+human

STRUCTURE DETAIL
기본적인 구조는 구멍을 내어 끼우는 방식을 사용하고, 길이의 제
한으로 연결을 요할 경우 연결 고리를 이용하여 길이를 연장할 수
있다.

주구조인 끼움 구조
구멍을 낸 부분의 구조적 불안정
성을 고려하여 T자형 고리를 이
용하여 안정성을 더할 수 있다.

천히 관 밖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관 형태의 특성과 더불어 대나
무의 휨 특성을 이용하여 구조적 디자인을 형성한다.
길이 연장을 위한 구조

PROPERTY OF BAMBOO
지리적 이점
대나무는 주로 열대 및 아열대 지구에 분포하며 아시아와 태
평양의 대나무 지역은 세계 대나무 분포지역의 중심이며 전
세계 대나무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지리적인 이점
을 가지고 있다.

재료별 두께의 차이에 따라 연
결고리 내에 고무를 덧대어 맞
출 수 있다.

생장 속도
대나무의 생장속도가 빠르고 주기가 짧아 싹이 나와 10미터
높이로 크는데 단 60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역학적 특성
뛰어난 탄성과 인성, 높은 인장강도, 높은 압축강도

구조 특성
성장 특성상 죽간이 비어있고 죽절이 있으며 죽간이 곧 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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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자연 정류장
The city in nature bus stop
김재현,임지후 시흥매화고등학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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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자연 정류장
The city in the nature bus stop
시흥매화고등학교 김재현 임지후

저마다의 도시는 서로 다른 공간으로 다가 올 것이다. 편리
한 생활을 제공 받는 공간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련되고 진보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 오는 사
람도 있을 것이다. 다 맞는 말이다. 도시라는 공간은 우리에
게 다양한 공간으로서 활용 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

1. 개요
저마다의 도시는 서로 다른 공간으로 다가 올 것이다. 편리한 생활을 제공 받는 공간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련되고 진보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 오
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 맞는 말이다. 도시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다양한 공간으로서
활용 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시에 새로운 공간을 구상 하였다. 현재의 도시
와는 다른 자연적인 공간을 만들어 보았다.

한 도시에 새로운 공간을 구상 하였다. 현재의 도시와는 다

2. 구상
강남 한복판의 느티나무 한 구루가 있다고 생각 해보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색 하다고 생각 할 것이다.
목재를 이용하여 도시의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 또한
그런 느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도시와 어
울리는, 그러면서 자연적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생각해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일직선의 물길을 구
상 하였다.

른 자연적인 공간을 만들어 보았다.

3. 건물의 주요 내용
-빗물의 재활용

본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물이 흐른 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얻어 올 수 잇는 방법의 대해
생각 했고 빗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 하였다.

구상
강남 한복판의 느티나무 한 구루가 있다고 생각
해보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색 하다고 생
각 할 것이다. 목재를 이용하여 도시의 기반 시설

-잔디와 물의 이용
잔디를 부착 하고 물이 흘려 보내면서 얻은 수 잇는 효과는 태양열 흡수이다. 이를 통해 본 정류장은
사용자에게 보다 퀘적한 환경을 제공 해줄 수 있다.
-사다리 꼴을 통한 구조적 안정
정 사다리꼴 모양은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천장을 바치는 두 기둥이 트러스의 역할을 하여 무게
분산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을 만드는 것 또한 그런 느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도시와 어울리는, 그러면서 자연
적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생각해보았
다. 그래서 우리는 일직선의 물길을 구상 하였다.

내용
빗물의 재활용
본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물이 흐른 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
을 얻어 올 수 잇는 방법의 대해 생각 했고 빗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
안 하였다.

잔디와 물의 이용
잔디를 부착 하고 물이 흘려 보내면서 얻은 수 잇는 효과는 태양열 흡
수이다. 이를 통해 본 정류장은 사용자에게 보다 퀘적한 환경을 제공
해줄 수 있다.

사다리 꼴을 통한 구조적 안정
정 사다리꼴 모양은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천장을 바치는 두
기둥이 트러스의 역할을 하여 무게 분산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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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교량의 설계
교량 설계 기준
목조교량에 대한 국내 설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조물 설계 전반에 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일성 및 동일한 구조물 내하수준을 유지하고 합
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적정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설계 및 관련기준

제정기관

발행년도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2010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해설

한국콘크리트학회

2007

건축구조 설계기준

대한건축학회

2005

목재건축구조 설계 매뉴얼

대한건축학회

2008

National design specification for wood construction

AF&PA

2005

Timber bridges design, construction, inspection, and maintenance

USDAFS

1990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2009

하천설계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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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시설계

Report
Technical

교량의 등급은 도로교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0)에 의거 1등교를 적용하였다.
구분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교량

아름교

개요
설치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미천리 산5임

Hanareum Bridge

국립미천골자연휴양림 관내
교량 형식 : 목재 트러스교

설계 등급 : 1등교 (DB-24)

우리나라 최초의 차량용 목조교량

사용 부재 : 국산 리기다소나무 구조용 집성재,

・ᄒᆞᆫ 아름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량용 목조교량으로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국립미천골자연휴양

SM490, SS400
특징

1등교(DB-24)

림에 설치되었다. 현행 도로교설계기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교로 설계되었으며, 설치 전/후
의 실대규모 실험을 통해 구조안정성을 확인한 바 있다.

2등교 (DB-18)

가능한 1등교(DB-24)로 설계되었다. 국산 리
기다소나무 구조용집성재(총 114㎥)로 제작

・최근 목재의 친환경성과 우수한 품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목재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일반국도, 특별시도와 지방도상의 교통량이 적은 교량
시도 및 군도 중에서 중요한 도로상에 가설하는 교량
산간벽지에 있는 지방도, 시도 및 군도 중에서 교통량이 극히 적은 곳에 가설하는 교량

상부공은 허용응력 설계법으로 하부공은 강도 설계법으로 설계하였다.
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국내 최초의 차량용 교량으로 길이 30m, 폭
8.4m(2차선) 규모이며, 고속도로에도 적용

교통량이 많고 중차량의 통과가 불가피한 도로, 국방상 중요한 도로상에 가설되는 교량
장대교량

3등교(DB-13.5)

교량 제원 : 연장 30m, 폭 8.4m
설계 방법 : 허용응력 설계법

설계 및 관련기준

강도설계법

설계 및 관련기준

비고

구조물을 탄성체로 가정하고 재료에 적합한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응력을 사용하여

목재 트러스 연결부

설계하는 방법

장재 가로보

하중이 작용하여 부재가 파괴될 때에 콘크리트의 압축응력 분포를 가정하고,
각 하중조건에 적합한 하중계수를 적용하여 설계하는 방법

하부구조

또한 구조용 집성재의 개발로 교량 등 건축・토목분야에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여 104.7톤의 이산화탄소 저장 및 105.1톤

74

이상의 발생저감 효과로 기후변화대응과 친환

・ᄒᆞᆫ 아름교는 차량용 목조교량에 대한 첫 번째 시도이며, 목구조를 이용한 도로교설계기준 마련

경사회 구축에 기여한다.

에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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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의 성능 향상을 위해 KS F 3021에 규정된 구조용 집성재를 이용하여 목재 트러스와 바닥판을 구성하였다.
구분

강도등급

X-X축에 대한 힘
F bxx
E xx

허용응력(MPa)
Y-Y축에 대한 힘
F byy
E yy

Ft

축하중
Fc

탄성계수
E

12S-37B

12.0

11,000

8.0

10,000

8.0

10.0

10,000

12S-33B

11.0

10,000

7.5

9,000

7.0

8.0

9,000

10S-30B

10.0

9,000

7.0

8,000

6.5

7.5

8,000

9S-27B

9.0

8,000

6.0

7,000

6.0

7.0

7,000

12S-37B

12.0

10,000

8.0

9,000

8.0

9.5

9,000

12S-22B

10.0

9,000

7.0

8,000

7.0

8.0

8,000

10S-30B

9.5

8,000

6.5

7,000

6.0

7.5

7,000

9S-27B

8.5

7,000

5.5

6,500

6.0

7.0

6,500

12S-37B

15.0

12,000

10.0

11,000

11.0

13.0

11,000

같은등급

12S-33B

13.0

11,000

9.0

10,000

9.5

11.0

10,000

(4매이상)

10S-30B

12.0

10,000

8.0

9,000

8.5

10.0

9,000

9S-27B

11.0

9,000

7.5

8,000

8.0

9.5

8,000

대칭

비대칭

바닥판 설계
구조 : 응력적층보
하중 : 활하중 및 충격(DB-24), 고정하중(자중, 2차고정하중)
사용재료 : 집성재 10S-30B
주요 설계 제원
바닥판 규격 : 집성재 90×300×5,000 mm (폭×두께×길이)
강봉 규격 : 26E 835/1030, C.T.C 1,250mm, Pj=262.5kN
주요 설계 내용
최대 휨응력 : 9.2MPa
최대 처짐 : 10.86mm

정착부 상세도

교량 형식 선정

연결부 설계

보우 트러스 형식을 선정함으로써 횡방향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현재를 곡선형태로 배치하여 조형

구조 : 슬롯 형식(강재 전단연결판+지압볼트)
하중 : 활하중 및 충격하중(DB-24), 고정하중(자중, 2차고정하중)
사용재료 : 집성재 10S-30B, 연결판 SS400, 다우웰 SUS 304N
주요설계 제원
연결판 : 8mm×5ea(상·하현재), 8mm×3ea(사재)
다우웰 : 13.0mm

미를 높였다. 현재와 사재는 목재, 수직재는 강봉으로 설계하였다. 수직재의 인장력이 작기 때문
에 수직 부재 규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상현재의 압축력에 비해 하현재의 인장력이 다소 크게 발
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재는 압축력과 인장력이 모두 발생한다. 개방감이 우수하고 대칭형
상으로 경관이 우수하다.

구조 : 목재 트러스
하중 : 활하중 및 충격하중(DB-24), 고정하중(자중, 2차고정하중)
사용재료 : 집성재 10S-30B, 강봉 SS400, 가로보 SM490
주요설계 제원(최대규격)
상현재 : 집성재 200×500×10,308mm×3ea
하현재 : 집성재 200×500×9,995mm×3ea
사재 : 집성재 200×300×7,137mm×2ea
수직재 : 강봉 D=60mm
수평 브레이싱 : 200×300×2,200mm
가로보 : 400×24×652×16×300×24mm

상부공 개요도

평면도

종단면도
201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주요 설계 내용

연결부

최대작용력(kN) 허용내력(kN, 볼트수) 발생응력/허용응력

하현재

945.9

7,324.7(31ea)

0.71

사재

206.2

399.1(12ea)

0.52

트러스 설계

교량 설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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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판 배치도

횡단면도

주요 설계 내용

부재

발생응력(MPa)

허용응력(MPa)

발생응력/허용응력

상현재

3.68

4.18

0.88

하현재

3.35

5.40

0.62

사재

1.90

2.14

0.88

수직재

133.60

140.00

0.95

난간부 상세

트러스 일반도

단면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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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교량의 축조 과정

실대시험체 성능평가
현장에 설치하기 위해 제작된 실대 목조 트러스 교량에 대한 정적재하

집성재 가공

실험과 피로실험을 수행하였다. 2,000kN 용량의 고속 동적가력기를
이용해 DB-24 트럭하중의 후륜 축하중에 해당하는 384kN의 하중을
작용시켜 정적재하실험을 진행하였다. 목조교량의 반복적인 차량통행
에 따른 피로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연간 승용차 100,000대

원목 선별

원목 제재

건조

접착

핑거조인트 작업

사재 연결부 인장실험

가 통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100년 수명을 기준으로 하여 피로실험

하현재 연결부 인장실험

을 수행하였다.
부재력 결과

최대 처짐

등급 구분

집성

가공 작업

방부 및 방충 작업

포장 및 운반

교량 설치 작업

바닥판
가로보

발생 위치
가로보 사이의
바닥판 중앙부
하중 작용 위치에
인접한 양쪽 가로보

전반적으로 설계 부재력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값들을 나타냄
강재 수직행어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험값이 설계값보다 높은 값을 나타냄

실험값

설계값

14mm

13.88mm

11.5mm

16mm

피로 안정성
사용성 측면 : 문제 없음
처짐 : 피로실험 이후 0.4mm의 처짐 발생

부재력과 처짐량, 피로 안전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으나, 상재 수직행어, 바닥판의 처짐은 설계값보다 다
소 높은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교량의 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작상의 오차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시공 후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구조내력 현장평가

바닥판 설치

교대 설치

목조교량에 대한 정적/동적 차량재하 실험을 통해 가속도 및 변형률 데이터를 계측해 설계치 대비 실교량의 거동을 비교하였다. 또한 계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하력 평가를 위한 해석모델업데이팅 과정이 진행 중이다.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차후 설계 및 설계기준 제정에 활용 가

교량의 구조성능 평가
접합부 성능평가
탄성범위 내에서의 설계강도 대비 실제강도를 실험적으로 평가하고 탄

트러스 설치

성범위 이후에서의 거동 및 파괴강도를 파악하기 위한 인장실험과 휨

마감공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은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된 명지
대학교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에서 수행되었으며, 센터 내부의 반력

능하도록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이다.
정적/동적 차량재하 실험을 통해 차량용 교량으로서의 ᄒᆞᆫ 아름교

정적재하실험

동적재하실험

의 구조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하중케이스에 대하여 안정적인

재하하중 : 15톤 덤프트럭 2대
6가지 하중케이스에 대해 변위와 변형률 계측
모든 하중케이스에 대해 설계치보다 작은 처짐
량을 보임
대칭성, 중첩성 및 동적 시험 결과 우수한 성능
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재하하중 : 15톤 덤프트럭 2대
주행속도 : 5, 10, 20 km/hr
6가지 하중케이스에 대해 변위와 가속도 계측
후 모드 진동수와 충격계수 산정
모든 하중케이스에 대해 설계치보다 작은 처짐
량을 보임
1차모드(휨)의 진동수는 5.374MHz, 2차모드
(비틀림) 진동수는 8.398MHz로 나타남

결과를 보였다. 또한 계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모델 업데이
팅과 함께 목조교량의 유지관리 방법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를 진행할 것이다.

구조물과 5,000kN 용량의 동적 만능재료시험기를 사용했다.
강도 성능평가 결과

집성 난간 설치

의의

아름교의 경우 설계 부재력 대비 부재 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결부에서 안정적인 파괴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
아 설계의 타당성도 확보했다.

트러스 동판 작업

목재는 친환경과 함께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또한 구조형식의 표현이 타재료에 비해 자유롭
기 때문에 조형적 아름다움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목조교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경쟁력 확보와 함께 교량 설계기준의 개발과 보
급이 병행되어야 한다.

설계강도

평균강도

실험값/설계값

사재 연결부 인장

206kN

790kN

3.83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하현재 연결부 인장

946kN

2300kN

2.43

것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목재자원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패러다임에 부응하

하현재 연결부 휨

10MPa

17.5MPa

1.75

는 녹색구조물로서 목조교량의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하는 유용한 성과가 될 것이다.

아름교가 제작되었다. 아름교는 2차, 3차의 차량용 목조교량을 계획하고 설계・시공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선례가 될

하현재 연결부 휨실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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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O Fitness and Wellness Center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 오카나간(UBCO) 캠퍼스 피트니스 & 웰니스 센터
건물 개요
새로운 UBCO 피트니스 및 웰니스 센터(FWC)는 맥파랜드 마르소 건축
사사무소(McFarland Marceau Architects)와 킨드레드 건설회사(Kindred
Construction)가 이끄는 디자인 빌드 프로젝트의 결과다. 비행기 격납고와
같은 모양의 FWC센터는 기초 위에 떠있는 것 같고, 상부층은 밖으로 돌출
되어 마치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유리로 된 북쪽과 동쪽
파사드는 투명하여 센터 이용자들이 오카나간의 풍경속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풍경이 건물 안으로 충분히 투시 될 수 있도
록 한다. FWC센터의 벌집 모양의 지붕구조와 프로파일은 제2차 세계대전
에 투입되었던 폭격기(Mosquito Bomber)의 날개에서 영감을 얻었다.

개발 목적
UBCO의 사명은 캠퍼스에 직장 및 학교 그리고 집을 포함하는 완전한 커뮤
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FWC센터 개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맞춰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고자
하는 UBCO의 지원전략의 일환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아주 가까운 캠퍼
스 내 시설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시설물의 프로그램 요소가 UBCO의 지
원 구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캠퍼스 내 외관도 누구나 와 보고 싶고 건강
한 환경을 조성해야 했다. 이전에 언급 한 바와 같이, 학교 관계자는 이 지
역의 항공기 산업을 알리면서 이 프로젝트에 목재 사용을 최대한 적용하기
를 원했다. UBCO는 건물형태, 재료, 컬러 패턴, 외기에 대한 보호에 대한
자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다. FWC센터는 이 모든 사항이
디자인 단계에서 고려됐다.
디자인 프로세스
MMA 건축사사무소 디자인 팀은 FWC센터의 디자인을 개발할 때 몇까지 현
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그 중 하나는 훨씬 더 큰 기존 건물에 작은 신
축건물을 이어서 시공하는 것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오카나간 경관에 맞
게 건물이 잘 세팅 되는 것이었다. 또한 항공기의 테마와 목조건축 시스템이
우선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다. 이 모든 문제들은 대
학교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맥락에 맞게 진행되어야 했다. 항공기의 유연
하며 가볍고 강한 이미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벼우면서도 강한 재료인 나
무를 건물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MMA 디자인 팀은 상당
히 새로운 건축재료인 경량의 직교집성재(Cross Laminated Timber)를 여
러 건물에 적용해서 디자인 해왔다. 현재 CLT 패널은 대형 목조 벽과 바닥
판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건물에 CLT를 이용해 표현된 혁신적인 건
축시스템은 이용자들의 활동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 오카나간(UBCO) 캠퍼스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내륙에 있는 켈로나(Kelowna)시
의 남쪽 중앙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8,300여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이 있으며 그 중 20 % 는 현재 캠퍼스 내에 거
주하고 있다. 캠퍼스 내 기존 체육 시설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피트니스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부족하였다. 기
존에 있던 체육관 창고 공간에 웨이트 룸과 심장강화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두었지만 계속 늘어나는 회원들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영구적인 솔루션이 필요했다. 새로운 피트니스 센터를 짓기 위해 UBC는 건축
물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을 포함하는 설계 및 시공 공모전을 개최했다. 그 두 가지 조건은 항공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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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의 목적
오카나간 캠퍼스의 모든 새로운 건물과 같이 FWC센터도 친환경 건축물 인
증제도 중 하나인 LEED® 골드 등급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다. 에너지 성능
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코드보다 적어도 45%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CLT 건축시스템을 선택함으로써 여러 부분에서 지속가능성
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CLT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외단열을
하기 때문에 경량목구조의 스터드를 통한 열교가 제거되어 건물외피가 더욱
기밀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의 효율을 상당히 향상시
키고 그 결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CLT는 내부 마감을 하지 않아
도 되므로 재료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축주 입장에서는
시공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구조
2층 규모의 FWC센터는 대부부의 구조부를 목재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건
축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1층은 콘크리트 전단벽과 철골 기둥 및 CLT가
기본적인 형태를 잡고 있다. 2층 바닥시스템에 설치된 글루램보는 상부의
지붕 시스템의 주요 그리드 라인을 보여준다. 목재-콘크리트 복합 바닥시
스템은 글루램 구조체 위에서 지지되고 있다. 건물 뒤쪽 벽은 전단벽과 글
루램보가 조합되어 있다. 지붕판 역시 CLT패널로 되어 있다. 지붕 패널은
북쪽 단면에서 커브 형태를 취하기 쉽도록 폭이 좁은 띠 모양으로 재단이 되
어있다.
특별한 시스템 - 직교집성재 (Cross laminated Timbers-CLT)
CLT패널은 구조용 규격재를 90도 방향으로 홀수로 쌓아서 만들어 지는데 최
소 3겹으로 제작된다. 대형 패널 형태로 만들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기계적으로 고정한다. 제조 과정의 특성 때문에 CLT는 치수의 안정성이 향
상되며 패널의 양방향 모두 강도와 강성이 증가된다. 마치 양방향 콘크리트
슬라브와 같은 효과를 더 가벼운 무게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목재-콘크리트 복합 바닥시스템
FWC센터의 2층 목재-콘크리트 복합 바닥시스템은 글루램 바닥보와 CLT패
널 그리고 바닥판 최상층 콘크리트 몰탈 사이에 전단 컨넥터를 생성함으로써
성능이 수행되었다. 주요 운동실이 있는 이 바닥 디자인은 진동에 대비해 솔
리드한 목재를 사용하는 디자인에 기반을 두었다. 목구조가 콘크리트 구조
에 비해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진동은 중요한 고려 대상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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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 8회 캐나다 다층목조건축
기술연수 기행문
정수지 ｜ 2012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대상 수상
우리의 목적은 ‘캐나다 목조건축 연수’에 참가하는 것이었지만, 난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한껏 들떠 있었다. 물론 처
음에는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수상자들에게 왜 굳이 2주 동안의 캐나다 연수가 부상으로 주어졌는지 따위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연수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도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수혈식 주거로 시작해 지금까지 약 5000년의 긴 목조주택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캐나다에 목조건축을 공부하러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은 목조주택을 견학하면서 우리나라 목조주택과 캐나다 목조주택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공부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인지 우리나라 사람들과
캐나다 사람들의 문화와 인식의 차이로 인한 디테일의 차이를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
었다. 물론 현장 경험이 부족해 배우는데 한계가 느껴져 조금 힘이 들긴 했지만, 연수
에 함께 참여하신 많은 실무자 어른들의 조언으로 더 깊이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아마,
이것도 캐나다 연수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이지 아닐까 생각된다.

10시간여의 비행 후 17시간의 시차 적응을 위해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과제는 ‘무차별 캐나다 관광’이었다. 빠른 시차 적응을 위해 비몽
사몽인 우리를 캐나다 다운타운 중심지에 버려두셨을 때, 비로소 캐나다에 온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캐나다 연수
가 부상으로 주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나라의 중심지는 대부분 현대식으로 지어진 세련된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다. 하지만 캐나다는 달
랐다. 캐나다의 다운타운은 역사 그 자체였다. 시내 곳곳 빌딩마다 붙어있는 ‘HERITAGE BUILDING’ 마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HERITAGE BUILDING’은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오래된 건물로 보통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함부로 손대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마크가 캐나다 다운타운 내에 가득한 것을 보니 캐나다가 얼마나 전통과 역사를 중요시하며, 유지해왔는지 단번에 느
낄 수 있었다. 이렇게 캐나다의 다운타운은 깊은 역사를 말하는 오래된 건물과 현대적으로 지어진 세련된 건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고풍스
러운 거리를 연출하고 있었다. 또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칠고, 부드럽게 드러난 내부의 목재가 세월의 흔적을 나타내며, 이곳이 진
정 캐나다임을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캐나다에서 처음 느꼈던 충격이었다.

Whistler에 놀러 가는 줄만 알았던 날, 힘든 멀미를 참아내며 도착한 Public Library는,
캐나다에 온 나에게 5년 전에 ‘한옥을 공부하고 싶다’던 잊었던 마음을 떠올리게 했
다. 동시에 ‘목조건축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갖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목
조건축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정작 연구도 개발도 더딘 목조건축에 작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올랐다. 물론 지금 나는 기여를 하기 보다 배워야 할 것이 훨
씬 더 많지만, 그래도 이 캐나다 연수를 통해 잊었던 열정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에 너
무 감사하고, 흥분되었다.
Surrey Central City, Richmond Oval은 목조건축을 향한 열망의 종지부를 찍게 했다.
단아하고, 고풍스러우면서, 수수하고, 따뜻한 목재의 화려한 변신은 나의 마음을 사

매일 오전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캐나다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캐나

로잡기에 충분했다. 또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는 듯했

다는 남한의 약 100배의 면적이며, 산림이 약 10억 ac로 91%의 원생림을 보존하고 있

다. 길고도 짧은 2주간의 캐나다 연수를 통해 내가 가장 크고, 깊게 느낀 깨달음은 바

다고 했다. 게다가 수확된 산림은 1%이하이며, 대부분의 산림은 개발이 되지 않았고,

로 이것이었다.

▶목조주택 in Langley 현장 견학

웬만한 산림은 접근조차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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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으로 산림을 개발하고,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연구하는 모

결론적으로, 난 앞으로 대한민국 예비 건축가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와 전

습들을 보니 ‘왜 캐나다의 목조건축이 발전할 수 있었는지’ 아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통을 이해하고, 열심히 연구하며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이것을 열정으로만 끝

또한, 목재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지금까지 배워온 것만으로 충분히 알고 있 어, 흔하

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따라서 난 이제부터 목조건

게 자유자재로 목재를 사용하고, 커다란 나무와 공원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캐나다 사람

축을 힘써 공부하려고 한다.

들이 조금은 부러웠다. 그래서일까, 왠지 캐나다의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 ▶HERITAGE BUILDING in Downtown;
이 포근하고, 여유롭게 느껴졌다.
목재로 마감된 교회: Christ Church Cathedral

이렇게 가슴을 다시 뛰게 해주신 ‘캐나다 우드’ 관계자 분들께 정말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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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포럼

Wood Culture Forum
우리는 대대로 「목재문화」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목재로 만든 집에서 목재가구와 목재
생활도구를 사용하였고 이의 영향으로 여유 있고 타인을 중시하는 민족성을 형성하며
동방예의지국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황폐화된 산림에서 목재생산이 줄어들고 도시
화, 산업화로 자연소재인 목재사용은 줄어들고 다른 인공소재로 대체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의 생활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 “빨리빨리”라는 단
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가 확산되고, 늘어나는 학교폭력의 파괴
성과 참을성 없이 성급하고 나약하게 변해가는 후대들의 심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
니다.우리의 주거, 생활문화를 목재중심의 「목재문화」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재문화운
동」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 성장보다는 사회복지와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현대사
회에 있어 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뿌리박힌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 생활, 교육
전반을 「목재문화」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운동」은 딱딱한 생활에서 부드러운 생활로, 회색공간에서 녹색공간으로, 획
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조급성에서 여유성으로, 차가운 거리감에서 따스한 친근감으로,
나약한 청소년에서 자신 있는 청소년으로, 파괴적 정서에서 창조적 정서로 전환하자는
운동입니다. 『목재문화포럼』은 이와 같은「목재문화운동」을 통하여 시민정서를 순화하
고, 여유 있는 삶을 창출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교육 분위기를 창의적으로 쇄신
해 나가는 등 우리 가정·마을·사회·교육환경을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84

(우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번지 서울대학교 36동 110호 (사)목재문화포럼 사무국 tel)02.871.0155 fax)02.871.0156 홈페이지 www.woodforum.or.kr E-mail woodfor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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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DIY가구공방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DIY가구문화의 보급과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건전한 DIY가구문화 보
급을 통해서, DIY가구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풍
부한 국민 생활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안으로
관련업체들의 정보교류, 업무개선 및 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제작물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서 더 나아가 밖으로 DIY가구문화의 양적, 질적 성
숙을 이루는 데 그 설립의 뜻이 있습니다.

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1968년 1월 8일에 설립되었으
며, 우리나나라 목재 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고간의 복리 증진
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가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
여 협동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조장하고 경
제적 지위 향상을 기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중소
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상공부(현 산업자원부)로부터 1963년 12월12일
에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하의 가구생산 전문단체로
서 유일하게 전국적인 가구 산업 분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 정보를 원하는 일반 대중에게 DIY가구를 소개하고 알리는 1st포털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

-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기타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 운영

: DIY가구업종의 허브(Hub)기능

Korea Lumber Industrial Cooperative

- 조합원간의 사업 조성에 관한 기획 및 조합원의 권익 보호

- 가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분석과 행정 지원 및 대정부 건의

- 모기업체와 조합원인 수급기업체간의 계열화 알선과 조정

- 중소기업의 공동 판매 사업 등 협동화 사업 수행

- 조합원 생산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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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공방 관련 전문교육의 알선 및 진행을 통한 회원사의 전문성 증대

- 조합원과 조합자세 사업을 위한 자금에 관한 사업

- 가구 수출 증대를 위한 제업무 수행, 외국 가구 관련 전문기관과 업무 협력

- 회원사 상호간에 기술 및 트렌드 등을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단체 계약의 체결

- 가구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단체 표준 품질 인증 사업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 품질 관리, 경영 관리 등 국내외 연수 사업 실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관련 자료 수집, 조사 연구, 정보센터 운영, 수집 정보 제공

-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 가구 소식, 카달로그, 협동 조합사 발간, 국내외 홍보 사업

-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 가구 산업 전반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 DIY가구공방 창업희망자들에게 업종 선배로서의 조언과 어드바이스 제공
: 업종 내 구인구직 정보 제공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92-3번지
Tel. 042-536-6573 / Fax. 042-536-6574
홈페이지 : www.koreadi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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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812호
Tel. 02-783-0657~9 / Fax. 02-782-5738
홈페이지 : www.lumber.or.kr

관련 단체 소개
한국DIY가구공방협회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974-2 가구회관 2층
Tel. 02-2215-8838 / Fax. 02-2215-9729
홈페이지 : www.kffic.or.kr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한국합판보드협회

본 협회는 한국형 목조주택의 기술개발 및 새로운 주택양식의 정착과 건
강주택을 위한 신 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산하에 유일
한 목조건축관련 법인으로서 지금까지 목조건축시방서, 표준상세도 등
의 기술적인 연구, 세미나 및 국제심포지움의 개최, 목조건축기사시험
실시, 목조주택감리인증사(Inspector)교육을 통한 전문기술자의 양성과
감리제도의 확립 등을 실시하여 회원사들의 권익과 사업 확장에 힘이 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경전문건설업자의 품위 유지와 상호 협력의 강화로 회원의 권익을 증
진하고, 조경 관련 법령의 개선과 조경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조경 전문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고자
1985년 7월20일에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리나라의 합판, 목질 판재(PB, MDF), 해외 조림 등 목재
공업의 건저한 육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복리 증진을 위하여 경
제적 지위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3년 9월 21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조경 건설업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선 / 조경 건설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원료 수급 알선 및 해외 조림 확대

- 조경 공사의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동허 조사 연구

- 제품 조사 및 제조 기술의 지도와 연구

Korea Wood Building Design Assosiation

Korea speciality Construction Association
Committee of Landscape Plants & Facilities Constructors

Korea Wood Panel Association

- 품셈, 시방서, 설계 단가 및 노임의 합리적인 개선

- 합판과 목질 판재 및 목재 가공품 수출의 진흥 증대를 위한 제반 시책 연구

- 한국전통목조건축과 현대목조건축의 접목을 위한 의장 및 기술적 연구

- 고유업역확대 및 회원사의 권익 보호 / 전문 기능 인력 육성 및 교육

- 제품의 수출 알선 및 외국 관련 상사와의 유대 강화

- 한국목조건축 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와 지도

- 전문 기술 개발을 위한 자료 발간 및 지원 사업

- 정부의 목재 공업 및 해외 조림 시책에 대한 건의 또는 자문

한국합판보드협회

- 한국목조건축의 발전과 전문 기술 개발을 위한 자료 발간 및 지원

- 회원 봉사 업무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의함

- 제반 자료의 수집 및 연구 분석

- 목조건축기술 보급과 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 관계 증진

- 정부에서 지시하는 사업

산림조합중앙회

- 회지 및 정기, 비정기 간행물 발간

- 제품 보급, 선전, 회원의 친목 및 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목조건축기사 및 감리인증사 제도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목조건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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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ederation of Funiture Industry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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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8-2 시화빌딩
Tel. 02-553-2001, 02-553-2031
홈페이지 : www.wooda.org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8층)
Tel. 02-3284-1126~8 / Fax. 02-3284-1129
홈페이지 : www.landsca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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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s Federation
산림 조합은 산림 소유자와 산림 경영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년 발족하였습니다.
- 회원 조합 지원 : 회원 조합의 육성 발전, 임직원 능력 배양
- 사유림 경영 지도 : 임업 경영기술 보급, 상호금융업무 지도
- 산지 자원 조성 : 종, 묘의 생산 공급 및 경제림 육성과 산림자원 보호
- 직거래 사업 활성화 : 임산물의 생산, 공급, 알선, 수출입 및 직거래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11-5
Tel. 02-3434-7114
홈페이지 : www.nfcf.or.kr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Korea Wooden Structure Engineering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는 산림청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목조건축의
설계, 시공,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목구조기술자)의 권익과 목구
조 기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업무
/ 양성교육, 자격검정, 경력관리, 경진대회
- 목구조시설물에 관한 업무
/구조진단, 관리점검, 설계지도, 시공지도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355번지
Tel. 050-2260-6000 / Fax. 050-2261-6000
홈페이지 : www.kwsea.or.kr

한국목조건축협회

Korea Wood Construction Association
한국목조건축협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에서 이정하는 목조건
축 관련 비영리 법인으로써, 목조건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를 천직으
로 여기며 자재,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을 통하여 목조 건축이 우리나라
에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목조건축업의 건전
한 발전과 건축업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설립되어 목조 건축 산업에 관련
된 자료 수집, 정보 교환등을 통하여 조사 연구 및 개선으로 목조건축기
술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협회의 회원인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업
무를 수행하여 국내 목조건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1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5-8 중앙로얄 1013호
Tel. 02-518-0613 / Fax. 02-518-0614
홈페이지 : www.kwc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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