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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14년 3월 지속가능한 목재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가 창립되었습
니다. 목재문화는 더 이상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입
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연 소재인 목재는 사회적 요구와 지구 환경 문제의 열쇠로써 그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선도하기 위한 공익적 기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올해로 12년째로 그 역사와 권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도 기존의 아파트 주거 문화에서 벗어나 보다 친환경적이고 인간과 친숙한 목조 주택을 선호하
고 있으며, 전통 한옥에 뿌리를 둔 신한옥이 다양한 형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본 대전은
미래 건축학도들에게 목구조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목조 건축의 미
래 시장을 확대하며, 현존하는 우수한 목조 건축물을 많은 건축가와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인식
의 전환 및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본 대전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해
주신 이전제 교수님, 인의식 건축사님, 도미이 마사노리 교수님, 박문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목조건축협회와 캐나다 우드에게
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재와 목조 건축 문화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닌 건축가와 시공자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함께 만
들어가야 진정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본 대전을 통해 목조 건축에 관심을 가진 사람 뿐 아
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목조 건축의 우수성을 알리고, 차갑고 무미건조한 콘크리트 주거 문화가
목조 문화로 탈바꿈되기를 기원하며, 목재문화진흥회가 맨 앞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 출품하신 모든 분들과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
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목재문화진흥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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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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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발전과 목재문화 진흥을 위해 개최한 ‘2014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에서 영광의 수상을 하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조건축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최고(最古)의 주거공간입니다. 목재는 친환경, 인체
친화형 재료로서, 최근에 새집증후군, 아토피 발생 등 거주지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목조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는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목조건축
은 저에너지로 지을 수 있어서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에 직면한 인류에게 환경과 공존할 수 있
는 최선의 주거 형태입니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목조건축 분야는 전원주택, 귀농‧ 귀
촌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3년 시작된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은 미래 건축가에게 목조 건축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수한 목조 건축물을 발굴하여 많은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목조 건축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
시하고 공유하여 목재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여 왔습니다.
2014년에는 목조건축을 포함하여 목재 문화를 진흥하고 생활 속 목재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목재문화진흥회가 설립되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재 문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
니라 생활 속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
을 것입니다.
본 공모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강호양 회장님을 비롯한 목재문화진흥회
임직원 여러분,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이전제 교수님과 인의식 소장님, 도미이 마사노
리 교수님 그리고 박문재 과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계
획 및 준공 부분의 수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축하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목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보다는 많은 사
람들이 함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산림청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여러분도 생활 속 목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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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y Report on Entries

준공부문

Grand Prize｜Chollipo Arboretum visitor center
Best Prize｜Part to Whole
Best Prize｜Yu poong jae, Kyung yu roo
Best Prize｜Casa Diamante
Best Prize｜Achanori House
Special Award｜Guesthouse 3355

대상｜ 천리포수목원 방문자센터
본상｜ 파트 투 홀
본상｜ 여풍재, 경여루
본상｜ 까사 디아만떼
본상｜ 아차노리 주택
특별상｜ 삼삼오오 게스트하우스

계획부문

50

82

Report on Wooden Archtecture in Canada

캐나다목조건축 탐방기

목재문화진흥회 / 캐나다우드

6

201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Technical Report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Library
Wood Innovation and Design Centre - Prince Geor ge,B.C.
WCTE, World Conference on Timber Engineering

아키타 국제교양대학 도서관
Wood Innovation and Design Centre - Prince Geor ge,B.C.
목조(木造) 문화의 황금시대 부활!

소개

Design Awards
Grand Prize｜Wood skate spot with hybrid wood structure
Best Prize｜Trees alive until ash.
Best Prize｜Hanwol
Best Prize｜Modification
Excellent Prize｜Resting Pavilion
Excellent Prize｜150 x 150 = ∞
Excellent Prize｜THE SHADE OF A TREE, BUS SHELTER DESIGN
Excellent Prize｜metaphor
Excellent Prize｜Yard and village ; Recover by wood
Excellent Prize｜Space of rest and recuperation
Excellent Prize｜Funeral Facilities in Urban City

대상｜복합 목구조를 통한 목조 스케이트 파크
본상｜재가 되기 전까지 나무는 살아 있다.
본상｜ 한울(한울타리)
본상｜한옥의 사개맞춤을 활용하여 변이가능한 공간을 창출하다.
특선｜‘행’ 福을 감싸다.
특선｜ 150 x 150 = ∞
특선｜ 나무그늘, 버스정류장 디자인
특선｜ metaphor-자연은 인간이다
특선｜ 마당과 마을 ; 나무를 통해 되찾다
특선｜ 휴식과 회복의 공간
특선｜ 도심속 장례시설 계획안

기술보고서

Completion Awards

98

Information
Korea Association of Wood Culture / Canada Wood

7

KOREA
W O O D
개

요

DESIGN
AWARDS

KOREA WOOD

■ 본 2014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산림청의 지원으로 올해로 12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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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작품)

준공부문
응모작품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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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제(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교수)
인의식(건축사사무소 YUN-MI /대표)
도미이 마사노리(한양대학교 건축학부/교수)
박문재(국립산림과학원/과장)
■ 접수 - 계획 부문 : 1차(작품 계획안) 2014. 8. 25(월)~2014. 8. 29(금)
2차(패널, 모형) 2014. 10. 10(금)
준공 부문 : 2014. 8. 25(월)~2014. 8. 29(금)
■ 심의(응모요강 확정)
- 일시 및 장소 : 2014년 4월 30일, 목재문화진흥회 사무국
■ 작품심사(포트폴리오 심사)
-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18일, 목재문화진흥회 사무국
■ 현장심사
- 일시 : 2014년 10월 21일(5작품), 10월 22일(3작품)
- 대상 : 준공부문 1차 심사 통과작품
■ 최종공개심사(계획부문)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8일 , 목재문화진흥회 사무국
■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4일~7일 , Coex Hall C
■ 시상식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4일 , Coex 컨퍼런스룸 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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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작 품 명

위

치

수 상 자

소

속

대

상

천리포수목원 방문자센터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976-1

조정구

㈜구가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

본

상

파트 투 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4전시실

국형걸

이화여자대학교

본

상

여풍재, 경여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461-3번지

강승희

㈜노바건축사사무소

본

상

까사 디아만떼

충북 충주시 연수동 산 9-64

류 철

ESPACIO

본

상

아차노리 주택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198-67

주대관

㈜엑토종합건축사사무소

삼삼오오 게스트하우스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254-5번지 외 5필지

특 별 상

문화도시 연구소 2013년 완주삼례 집짓기 팀

▶ 계획부문(11작품)
구
분
대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본
상
(산림청장상)
본
상
(산림청장상)
본
상
(산림청장상)

작 품 명

수 상 자

소

속

복합 목구조를 통한 목조 스케이트 파크

김민호,김원영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재가 되기 전까지 나무는 살아 있다.

신정연,이태원

선문대학교 건축학과

한울(한울타리)

김지원,박희진

영양여자고등학교

한옥의 사개맞춤을 활용하여 변이가능한 공간을
창출하다.

송하용

순천대학교 건축학과

특

선

‘행’ 福을 감싸다.

김솔기,김미지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특

선

150 x 150 = ∞

이우평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특

선

나무그늘, 버스정류장 디자인

이승주,신호진

숭실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특

선

metaphor-자연은인간이다

윤신현

인덕대학교 실내건축학과

특

선

마당과 마을 ; 나무를 통해 되찾다

장성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특

선

휴식과 회복의 공간

허정환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특

선

도심속 장례시설 계획안

장준태,최유정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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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부문
올해 응모한 작품은 총 10작품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우선 8작품을 선택하였다. 그 후
제2차로 현지심사를 진행하여, 대상 1작품, 본상 4작품, 특별상 1작품을 선택하여 총
6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하였다. 이 6작품은 우리가 앞으로의 목조 건축의 미래를 고
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제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향해 진취적인 자세
로 임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대상 : 천리포수목원 방문자센터 (설계자 : 조정구)
본 센터는 서해에 위치하여 오랜 역사를 가진 수목원의 관문으로서 방문자를 맞이하
는 260㎡ 넓이의 단층 시설이다. 이 작은 건축의 출현으로 인해 수목원은 새로운 인
상을 주는 시설로 다시 태어났다. 방문자는 높은 지대에 위치하는 이 건축의 완만한
지붕곡면과 배후에 펼쳐지는 바다의 수평선이 주는 대비감을 즐기며 여유롭게 센터
에 접근할 수 있다. 바다의 수평선과 지붕 곡선의 대비는 직선과 곡선, 평면과 곡면이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한국적 미의식의 하나를 담고 있으며, 건축가는 이 작품을 통
해 그 현대화에 성공하였다.
대규모 지붕 아래 입장권발매, 안내, 점포, 이 세 공간이 균형감 있게 배치되어, 안과
밖의 공간이 절묘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지붕의 일부를 장방형으로 잘라 내어, 거
기에 나무가 한 그루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도 상징적이다. 7간X3간의 대량식 목구조
로 강한 해풍에 대한 수평력은 세 공간을 구성하는 벽이 부담하고 있다. 대량식 구법
을 적극적으로 표현에 활용하여, 전통건축이 갖는 「힘과 융통성」을 현대적으로 표현
하고자 했던 점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
본상 : 여풍재, 경여루 (설계자 : 강승희)
부지는 도시 근교 눈에 띄는 경사지에 위치하며, 전방에 훌륭한 풍광이 펼쳐져 있다.
부지 내에는 현대식 주택인 본채와 전통 한옥인 별채가 정원을 사이에 두고 배치되어
있다. 본채는 ２층을 통층 구조로 하였고, 또 목재나 코르크의 자연 소재감을 살린 인
테리어도 상쾌한 기분이 들게 한다. 게다가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철물도
잘 처리되어 있다. 또한 솜씨 좋은 목수가 지은 한옥 별채의 공간은 더욱 훌륭하다. 2
동 모두 현대에 있어서의 공간, 구법, 시공, 이 모든 요소를 가장 잘 정돈한 작품이라
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생활공간에 대한 참신한 제시가 부족했다는 점이 안
타깝다. 주택 디자인은 아름다운 공간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위한 장으로서의 제안도
건축가에게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상：까사 디아만떼 (설계자 : 류철)
지방의 신시가지에 세워진 단독주택이다. 판넬 공법의 가능성을 추구한 작품이라고
평가된다. 지금껏 판넬 공법에 의한 건축은 상자를 쌓아 올린 형태로 구성되었지만,
이 작품에서는 손으로 감싸 안은 듯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다면체 공간 컨셉을 판넬
공법으로 실현하였다.

D E S I G N AWA R D S
■ 계획부문

접합부 상세 등, 해결해야만 하는 시공상의 문제도 남아 있지만, 판넬공법의 새로운
전개가 느껴지는 야심작이라 평가된다.
본상 : 아차노리 주택 (설계자 : 주대관)
현대적인 대량식 공법을 통해 구조재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 높이 평가된다. 구조재
를 감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장요소로 드러내는 것은 한국 전통 목구조가 갖는 매력
의 하나이다. 수상자가 선택한 개방적 대량식 구조를 통한 공간구성은 오늘날 주류가
되어버린 폐쇄성이 짙은 벽구조를 대신하여, 한국에 다시 내외 공간이 상통하는 융
통성이 풍부한 공간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전
개가 기대되는 바이다.
본상 : 파트 투 홀 (설계자 : 류철)
본 작품은 수학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전에 출품된 목조 설치미술이다. 작품이 설치
된 장소는 이 작품이 갖는 공간의 힘에 지배되어 장소의 성격이 규정된다. 2X4의 최
소 단면 각재를 알고리즘 규칙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있다. 단면이 동일하고 길이만
다른 다양한 부재를 활용하여 스스로 구축하였다. 완성된 작품은 감상자의 움직임에
의해 작품이 2차원이나 3차원, 또는 4차원으로 복잡하게 변모한다. 간단한 소재와
기술, DIY공법, 단순하지만 복잡한 형태, 해체 후의 재이용 등, 여기에는 건축을 생
각함에 있어서 중요한 테마가 여럿 도출되어 있다. 이 건축가의 앞으로의 작품 활동
을 기대해 본다.
특별상 : 삼삼오오 게스트 하우스 (문화도시연구소 2013년 완주삼례 집짓기 팀)
본 시설은 지방도시의 문화예술가촌 옆에 위치한 게스트 하우스이다. 원래 창고였던
역사적 건조물을 보존 재생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촌 방문자나 작가들을 위
한 숙박시설로 마련하였다. 시설은 이 지역에 예전부터 이어져 온 목조건축을 재이용
한 건물과 새로 증축한 건물로 구성된다. 신구 양쪽 모두 아마추어들의 손에 의해 직
접 작업하여 구현해 낸 것으로 그 장소와 마을이 갖는 기억과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오래된 목조 건축이 남아 있는 지방도시에는 역사적 건조물을 활용하여 마을활성화
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이들이 이 활동을 주의 깊게 참고하기를 바라면서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이상, 수상작은 컨셉, 구조, 시공면에 있어서 다양한 제안과 그 성과물로서의 높은
완성도가 깊이 인상에 남아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풍토나 문화를 살린 목조건축
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색이 구체적인 성과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심사였다.
새로운 목조건축의 가능성을 향해서 밤낮으로 노력을 경주하는 건축가와 시공자를
비롯하여 모든 건축 관계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더불어 앞으로의 활약과 비약
을 기대하는 바이다.

목조건축대전은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이 목구조에 대한 이해도와 작품의 완성도
가 높아서 계획 작품을 그대로 실제 구조물로 완성시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
한 작품도 눈에 띄었다.

‘나무 그늘, 버스정류장 디자인’은 튜브모양의 구조체와 이 구조체를 엮은 목재 판
넬로 구성된 목재구조물의 내부에 다양한 그림자를 연출한다. 형태적으로 버스정류
장의 기둥 보다는 야외 휴게 전시 공간 구조물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올해 계획부문에는 24개의 응모작품이 접수되었으며 9월 18일 1차 심사에서 통과한
15개의 작품이 1차 심사 때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작품으로 판넬과 모
형을 제작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였으며 대상 1, 본상3, 특선 7 작품이 선정되었다.

‘도심속 장례시설 계획안’은 납골당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지하의 습한 환경에서 목재의 내구성이 문제가 되므로 목구조보다
는 콘크리트 구조가 적합하다고 본다.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 ‘복합 목구조를 통한 목조 스케이트 파크’는 집성재를 사용한
3개의 깔대기 모양의 구조물을 정교하게 연결한 상부 구조물과 경량 목조 공법의 하
부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목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디자인의 완성도, 구조물
의 실현 가능성 등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올해의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대하여 심사위원이 모두 동의한 작품이 되었다.

‘마당과 마을 : 나무를 통해 되찾다’는 미래 목구조의 희망이 될 수 있는 CLT판넬에
대한 작품이다. 이번에는 CLT목구조에 대한 소개 정도로 표현되었지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존 집성재 경량 목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목구조
영역으로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상을 받은 ‘한옥의 사개맞춤을 활용하여 변이 가능한 공간을 창출하다’는 한옥 구
조의 사개맞춤 이라는 작은 디테일을 분석하여 다양한 건축물 및 구조물에 적용한 계
획안이다. 스토리의 전개나 아이디어는 참신하나 사개맞춤을 무리하여 적용하여 현
실성이 없는 부분이 지적되었고, 완성된 목조구조물과 지붕 텐트 구조물이 조형적으
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본상을 받은 ‘재가 되기 전까지 나무는 살아있다’는 구조계산에 의한 힘의 흐름이 목
구조물로 느껴질 수 있는 군더더기가 없는 아름다운 형태의 목조구조물이다. 특히 목
조구조물과 기초콘크리트 구조체의 연결부는 자연스러운 곡선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
고 음향의 원리에 따라 단면계획과 좌석 배치가 된 기능에 충실한 작품으로 실제 지어
져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작품이다.

‘자연은 인간이다’는 다양한 각도로 조절되는 판넬로 구성된 통로공간 목구조물로서
판넬을 통해 보이는 자연은 판넬의 각도에 따라 이동하는 사람의 속도에 따라 다양하
게 주변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장치이다.
‘행복을 감싸다’는 한식보자기의 문양에서의 모듈로 하여 만든 목구조 휴게공간이
다. 보자기와 삼차원 구조물과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점이 아쉬운 작품이다.
‘휴식과 회복의 공간’은 철새들의 둥지에서 유추한 휴게 공간 구조물이다. 자연에 가
장 조화되는 구조물은 자연을 닮거나 자연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이다. 자연의 능선과
조화되는 형태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작품이다.
목구조에 대한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우리나라 목구조 발전에 밑바탕
이 되고 앞으로 이 학생들이 목구조의 미래의 발전과 홍보의 구도자가 되기를 기대
해본다.

본상을 받은 ‘한울’은 자연에서 도출한 6각형을 평면의 형태로 바닥에 설치하고 다
양한 각도로 변형된 6면체 목구조물을 지붕에 설치하여 바닥의 6면체와 엇갈린 형태
로 배치한 목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은 외부 사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다양한
구조물의 형태감을 느낄 수 있으며 구조물 외부와 중정의 나무 목대를 닮은 기둥은 의
자로 디자인 되어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고 나무 잎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 모습을 지붕
에 표현하여 자연과 합일이 된 목구조물을 계획하였다.
특선을 받은 ‘150 x 150 = ∞’은 목재의 묶음 공간 사이에 목재 단위 모듈의 조절
에 의한 다양한 내부 기능 공간을 만드는 아이디어이다. 공간의 성격상 주거 기능 보
다는 어린이 놀이용 목구조 성격이 어울릴 것 같다.

인의식 (㈜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도미이 마사노리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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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대상ㅣ천리포수목원 방문자센터 (Chollipo Arboretum visitor center)
본상ㅣ파트 투 홀 (Par t to Whole)
본상ㅣ여풍재, 경여루 (Yu poong jae, Kyung yu roo)
본상ㅣ까사 디아만떼 (Casa Diamante)
본상ㅣ아차노리 주택 (Achanori House)
특별상ㅣ삼삼오오 게스트하우스 (Guesthouse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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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포 수목원
준공부문｜대상

천리포수목원은 1921년 미국에서 태어나 1979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민병갈(Carl Ferris

천리포수목원 방문자센터

Miller)에 의해 설립된 국내 최초 민간 수목원이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목원 조

Chollipo Arboretum visitor center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

성을 시작했는데, 자생식물은 물론,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들여온 도입종까지 약 14,000
여 종류의 식물 종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다 식물 종 보유 수목원으로 성장했다. 2000년
로 인증받기도 했다. 이곳은 원래 설립이후 40년간 연구목적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비

조정구ㅣ㈜구가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

개방 수목원이었다가, 설립자 사후 공익법인으로 등록하고, 2009년부터 총 7개 관리지역
중 첫 번째 정원인 밀러 가든(Miller Garden)을 개방하게 되었다. 이후 밀러 가든은 연 20
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수목원으로 들고 나는 길
수목원 내부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려 했다. 때문에 기
존 입구와 출구를 유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배치가 결정
되었다. 수목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고즈넉한 해송나무
숲길을 지난다. 이 길을 따라 조금만 걷다보면, 널따란
호수와 그 너머의 민병갈 기념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
관이 펼쳐진다. 이 시퀀스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서는 입구에서 다음의 상황을 적절히 숨길 필요가 있
었다. 원형의 매표소를 앞 쪽에 두고 안내소를 조금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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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976-1
대지면적｜1,315.52㎡
연 면 적｜232.27㎡
건축면적｜261.67㎡
층
수｜지상 1층
구
조｜목구조
준 공 일｜2014. 3. 21
건 축 주｜(재)천리포수목원
설 계 자｜조정구, ㈜구가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시 공 자｜김갑봉, ㈜스튜가목조건축연구소
ⓒ윤준환, all rights reserved

쪽에 겹치게 배치해 수목원의 내부가 밖에서 훤히 들
여다보이지 않도록 했다. 두 개의 블록 사이를 따라 돌
아 들어가면 목재 기둥들이 진짜 나무들로 바뀌고 흙색
의 바닥 포장이 진짜 흙으로 바뀌어있다. 수목원에 들
어온 것이다.

15

기존 대지 현황

ⓒ윤준환, all rights reserved

기존 수목원에는 주차장으로 쓰이던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매표소와 안내소가 덩그
라니 놓여있었다. 매표소 앞 한 켠에 방문자들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고 나무 벤치를 가져다 놓은 것
이 전부였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수목원이었지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처음 맞이하는
기존 대지
ⓒ윤준환, all rights reserved

것은 이런 황량한 광경이었다. 펜스와 줄을 쳐서 경계를 표시할 뿐이지 실제로는 어디서부터가 수목
원인지,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기도 쉽지 않았다.
수목원은 방문자센터를 건립을 결정했고, 기나긴 설계가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수목원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내부 프로그램과 규모, 공사비 등의 제약 때문에, 계획은 수없이 수정되었고, 최종으로

방문자센터

단층의 매표소와 안내소, 그린샵(수목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나무들의 묘목을 살 수 있는 곳)이 들

가운데 위치한 안내소는 사무실의 역할을 겸하며, 수목원을 들고 나는 방문객들을 확인하기 쉽도록 전,

어가는 건물이 만들어졌다.

후면으로 큰 창을 두었다. 방문자들의 쉼터 공간을 전면에 두기 위해 안쪽으로 깊게 물러서서 자리 잡았
고, 한쪽 모서리를 잘라내 입구 동선을 형성하도록 했다. 도로쪽 가장자리에 자리한 매표소는 방문객들
ⓒ윤준환, all rights reserved

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백색 스타코 마감을 통해 구별을 주었고, 다른 집들보다 앞으로 내
밀고, 둥근 매스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동선이 이어지도록 고려했다. 세 개의 집 모두 지붕 끝보다는 안으
로 들여서 가장 바깥쪽의 기둥 열이 드러나도록 계획했는데, 매스의 분절로 인해 다소 산만할 수 있는 공
간에 차분함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매표소와 안내소 블록 사이 한켠에 지붕과 바닥을 뚫고 나
무를 심기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수목원을 들고 나며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다. 계획초기 수목원측에서는 안에
도 나무가 많은데 건물을 뚫어서까지 여기에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냐며 반대했었다. 시골 마을 어귀에 서있는 정자
목(亭子木)처럼 수목원을 상징하는 나무가 한그루 서있으
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공사가 완료될 즈음에는 수목원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한 끝에 ‘삼색참죽나무’를 심었
다. 이 나무는 해양성 기후에서는 붉은색에서 연한 노란
색, 또 초록색으로 1년 동안 잎의 색깔을 3번 바꾸는데, 바
닷가에 위치한 천리포 수목원과 태안일대에서 특히 그 변
화가 뚜렷하다고 한다. 낮고 넓게 자리한 방문자센터와 늘
씬하게 하늘로 뻗은 나무가 서로 잘 어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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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을 사랑한 설립자, 민병갈
천리포수목원 내에는 유독 한옥이 많다. 기와집은 물론이고, 초가집까지 있어 방문객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설립자 민병갈 선생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옮겨다 지은 것들이거나, 자신의 취향에 맞게 새로 지은 것들이
다. 수목원을 조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곳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줄곧 한옥에서 살았을 만큼 그의 한옥에 대
한 애정은 남달랐다. 그를 기리기 위한 민병갈 기념관도 초가집 모양의 건물로 세워졌다. 방문자센터의 설계를
진행하면서 그의 이런 한옥에 대한 애정을 기리고자 노력했다.

ⓒ윤준환, all rights reserved

소박하지만 단아한 구조
이 건물은 글루램(Glulam)을 사용한 기둥-보 구조의 건물이다. 180 x 180(mm) 기둥으로, 장
변 7칸, 단변 3칸으로 구성했다. 3750 x 3000(mm)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기둥을 세웠고, 입구
부분에 동선과 겹치는 기둥 하나의 간격을 조금 조정해서 변화를 주었다.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방문자 센터

있는 일정한 기둥의 배열이지만, 기둥의 높이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해, 정면에서 보면 처마선이
경쾌하게 들려있도록 계획했다. 전반적으로 평평한 지붕이지만, 마치 한옥의 처마선처럼 은근히

방문자센터라는 이름의 이 건물은 천리포 수목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처음 맞이하는 대문과도 같다. 솟을대문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상대를 위압하는 것이 아니

하늘로 뻗어 올라간 형상이다. 보 위로는 래프터들을 노출시켜 마감재의 역할도 겸하도록 했다.

라 따뜻하고 편안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문이 되고자 했다. 문인가 하는 순간 이미 지나쳐버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고 싶었다.

때문에 구조적 필요보다는 시각적인 느낌을 고려해 두께와 간격을 면밀히 조정했다. 들려진 처마

천리포수목원은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증 받을 만큼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나무다. 건물이 주인행세를 하지 않기를 바랐

아래로 가지런히 뻗어있는 래프터의 모습이 마치 한옥의 서까래처럼 우직해 보이도록 노력했다.

다. 건물은 땅과 가까이 붙어있다. 가능한 낮아지려 했고, 수목원으로 들어가기 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했다. 내부가 훤히 드러나 보

전면에 세 개의 블록들을 뒤로 물러서 기둥 열이 드러나도록 계획했는데, 퇴칸 같은 이 공간은 건

이지 않도록, 하지만 사이로 언뜻언뜻 나타나는 풍경이 수목원에 대한 기대를 키워줄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한 지붕아래 분절된 매스들이 시선을 적절히 가리고 열

물에 편안한 파사드의 역할을 하며 방문객을 맞이한다.

어주는 역할을 한다.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나무한그루가, 살짝 들어 올린 처마선이, 무심히 서있는 목재 기둥들이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을 암시한다.

한 지붕 아래 세 개의 집
천리포수목원은 성수기에는 하루에 6천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건물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관리자를 제외한 방문자들은 건물을
통과만 하도록 계획해야 했다. 한 지붕아래 매표소, 안내소, 그린샵의 세 블록들을 독립적인 집으로 계획하고, 서로 적절히 거리를 두어 입구 동선과 출구 동선을
만들었다. 가장 큰 공간인 그린샵은 수목원을 돌아보고 나오면서 들를 수 있는 일종의 꽃집이다. 식물이 전시되는 곳은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투명한 박스로, 관
리를 위한 공간은 단단한 덩어리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붉은 벽돌을 쌓아 계획했다. 식물들이 가득 찬 투명한 박스는 마치 나무로 만든 온실과도 같은 느낌이 들도
록 했고, 큰 덩어리지만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 수평의 지붕선이 더 강조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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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개요
본 작품은 설계자인 건축가 국형걸이 작가로서 국립현대미술관 국제

준공부문｜본상

특별기획전 <매트릭스: 수학_순수에의 동경과 심연>전에 초청되어

파트 투 홀

제작한 목조구조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동시대 예술가들의 수학
적 태도에 대한 전시이다. 뉴미디어, 디자인 영화, 회화, 조각, 건축 등
다양한 예술분야가 참여했으며, 본 작품은 건축분야를 대표하는 작품

Part to Whole

으로 초청되었다.

국형걸ㅣ이화여자대학교

본 작품은 수학적 표현이 목적이기보다는 건축 디자인에서 재료와 공
간, 그리고 구축에 있어서의 수학적 사고와 수학적 제작 과정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목조 건축에 있어서 가장 친숙하고 쉽게 사 용하는
규격 인테리어 각재를 재료로 사용하여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새로
운 공간과 새로운 구축방식을 실험하고자 하였다.
디자인의 과정에 있어서는 한옥의 목구조로부터 영감을 받아 ‘부분이
만들어내는 전체’, ‘비움과 채움으로 만드는 형태’ 를 점적이면서 선
형적 재료인 목재(각재)의 집합체로 풀어내었다. 특히, 시공은 각재
를 빈 공간을 두고 방향을 엇갈려 쌓는 단순한 방식이나, 새로운 디지
털 디자인 기법과 접목되어 전체 9000여개의 서로 다른 길이의 각재
를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고 손쉽게 시공할 수 있었다.

위
치｜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4전시실
연 면 적｜27.26 ㎡
건축면적｜27.26 ㎡
층
수｜1층
구
조｜목구조
준 공 일｜2014. 08. 11
건 축 주｜국립현대미술관
설 계 자｜국형걸, 이화여자대학교
시 공 자｜백창수, 하우징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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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설치 계획

파트 투 홀 (Part to Whole)
자연의 모든 물리적 환경은 개별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원자나 분자와 같은 기본
구성 요소에서 시작하여 조직 혹은 기관을 구성하고 이들이 모여 살아있는 하나

1. 프레임 제작 및 각재 가공

2. 하단각재고정

3. 루프(공통) 부재고정

4. 상단각재고정

5. 중간각재 채움

6. 완성 후 모습

의 완성체를 구성한다. 인공적 환경도 마찬가지이다. 점과 선에서 시작하여 면을
구성하고, 이들이 모여 공간을 구성한다.
Part to Whole 은 부분의 반복적 흐름이 전체를 만들어낸 ‘공간’이다.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원들의 집합은 연속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는 제한된 매스를
비워가면서 가용공간은 최대화하고, 재료는 최소화하며 빈 공간을 만들어낸다.

Part to Whole 은 부분의 비움과 채움으로 전체를 만들어진 ‘점묘화’이다. 전
체 매스는 채워진 솔리드 공간과 비워진 보이드 공간이 50:50으로 채워진다.
사람들의 위치와 시선에 따라, 때로는 점들로 때로는 선들로 드러나며 2차원적
패턴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모여 3차원적 형태와 공간을 만들어낸다.

Part to Whole 은 부분의 구조적 집합체로의 전체를 만들어가는 ‘구조물’이다.
모듈화된 각재는 얽힘과 쌓임을 통해 건축적 구조미(Tectonics)를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한옥의 목구조와 마찬가지로, 재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전체구조
물을 안정되게 만들고 구축을 통한 건축적 구조미를 극대화해준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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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프레임 제작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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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본상

여풍재, 경여루
Yu Poong Jae, Kyung Yu Roo
강승희ㅣ㈜노바건축사사무소

위
치｜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461-3번지
대지면적｜868㎡
연 면 적｜306.43㎡
건축면적｜165.95㎡
층
수｜지상 2층, 지하1층
구
조｜중목구조, 한식목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준 공 일｜2013.12.23
건 축 주｜유정숙
설 계 자｜강승희, ㈜노바건축사사무소
시 공 자｜김갑봉, ㈜스튜가목조건축연구소

PROLOGUE
여풍재 건축주는 의류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신다. 주로 러시아 중국을 무대로 업
무를 위한 해외출장이 잦다. 잦은 출장과 업무 뒤에 편안한 휴식처가 필요하며,
때로는 바이어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할 공간이 필요하다. 풍경이 좋은 곳을
무척 즐겨하시며, 답답한 공간보다는 열린 공간을 선호하기에 이곳 용인의 땅에
풍경을 담은 집 여천재·경여루를 설계하게 되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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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여풍재는 남쪽 정면으로 광교산과 백운산 그리고 서측에서 바라산으로 둘러 싸여져
있으며, 집 앞으로는 동막천이라는 작은 시내가 있는 고기리유원지에 인접한 주택지
에 자리하고 있다. 평소 풍광이 좋은 곳을 즐겨 하시는 건축주를 위해 풍경을 담은 집
배치도

을 제안하게 되었다. 정면 측면 배면으로 이어지는 산세를 사계절 다른 풍경을 담아
내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이러한 풍경들을 담기 위해 본채와 별채 2채의 집으로
나누어 집 속의 풍경과 채와 채 사이의 풍경을 나누어 담아본다.

본채인 여풍재는 중목구조의 서양식 목구조로 남북으로 길게 배치하여 풍경을 담아 낼 수 있게 만들
었고, 사랑채인 경여루는 한식 목구조로 ㄱ자 배치의 작은 누마루가 있는 한옥으로 구성하였다. 이
두 채가 이루어 내는 내부 공간은 나무라는 공통된 소재로 서양식과 한식의 조화를 볼 수 있게된다.
그리고 이 두 채 사이에 비워져 있는 마당과 중간마당 그리고 대문이 있는 아래 마당은 경사지를 극
복하면서 각각의 풍경을 담게 된다.
정면도

우측면도
지상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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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평면도

지상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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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본상

까사 디아만떼

CONCEPT

CASA DIAMANTE

01. 컨셉을 통한 매스표현

류철ㅣESPACIO

건물의 형태는 수많은 건축주와의 미팅을 통해 아들을 끔직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공간
형태로 담아보고자 했다. 참으로 열심히 사신 부모님이 토대(기본 MASS)가 되고 자녀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하나의 보석이 되어 성장하길 하는 바램을 공간을 통해 표현해 본다.
'푸른색은 쪽[藍]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위
치｜충북 충주시 연수동 산 9-64
대지면적｜760㎡
연 면 적｜161㎡
건축면적｜130㎡
층
수｜지상 2층
구
조｜경량목구조
준 공 일｜2013
건 축 주｜변채근
설 계 자｜류 철, ESPACIO
시 공 자｜이대희, K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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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형태를 통한 목구조 가능성 시도
많은 장점을 지닌 목구조가 가지게 되는 한계, 즉 지붕의 형태에서
오는 제약과 창호의 형태 적 정형적, 개구부 스판의 구조적 한계 등
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명확한 개념에서 출발한 형태의 자유로움
이 목구조에서의 가능함을 시도해보았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02. 평면 계획
작은 정원을 벗삼아 조용히 전원을 꿈꾸고자 하는 가족은 아파트라는 삭막한 공간을 벗어
사생활이 보호되며 자연으로 열린 공간을 원하셨다. 정각의 형태가 아닌 가족을 따스히 감
싸 안은 듯한 평면 형태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도로면에서 거실과 부엌등의 공용공간
에 시각적인 침해가 되지 않는 평면을 계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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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본상

아차노리 주택
Achanori House
주대관ㅣ㈜엑토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예술이 아니다. 그 집에 살아갈 사
람에 맞게 참조체(參照體)들을 재조합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건축의 참조체에는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진 역
사-건축물, 건축기술, 건축재료 등이 있다. 이 주택은 이런 참
조체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재조합해 현대적인 우리의 전통주
택을 구현하는 것을 개념으로 계획하였다.

홑집과 마당
홑집·마당·온돌·마루·처마·다락 등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전
통주택인 한옥의 공간구성을 우선적으로 차용하여 내·외부 공
간을 마당과 뒤란(後庭), 봉당 등 다양한 용도의 마당을 구성
하고, 햇빛(일조)와 바람(통풍) 등의 자연을 적절히 유입하여
전통 공간의 쾌적함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 집의 특징은 다양한 외부공간이다. 가족이 편안하게 뛰어
놀고, 쉴 수 있는 넓은 앞마당, 채소를 재배하고, 자연과 함께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뒤란, 날씨가 흐려도 외부공간을 즐길
수 있는 집과 연결된 여러 개의 봉당(데크) 등이 외부공간을 풍
성하게 만들어 준다.

위
치｜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198-67
대지면적｜737㎡
연 면 적｜197.98㎡
건축면적｜146.68㎡
층
수｜지상2층
구
조｜일반목구조
준 공 일｜2013.12.26
건 축 주｜최성근
설 계 자｜주대관, ㈜엑토종합건축사사무소
시 공 자｜최형근, ㈜스투가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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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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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한옥

단면투시도

내부공간과의 관계는 우리나라 기후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처마’를 활용하여 내부공간을 외부로 확장하였다. 처마는 비가와도 창문을 열고 환기할 수 있
고, 여름의 뜨거운 햇빛을 적절히 막아주며,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한옥에서 지붕이 덮인 외부공간인 ‘봉당’이라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런 다양한 외부공간은
홑집으로 구성된 집의 특성과 어울려 내·외부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① thk.0.5 리얼징크 돌출이음접기
thk.11.1 구조용 OSB합판

thk.2.5 delta membrane

18x38 방부목 레인스크린

thk.2 쉬트방수

투습방수지

thk.11.1구조용합판 OSB

thk.11.1구조용합판 OSB

thk.140 우레탄단열

thk.140 가등급 25K 글라스울 보온판

38x286 구조목 @610

38x140 구조목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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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재료
이 집의 외장재는 크게 징크, 고벽돌, 탄화목 세 가지 이다. 세 재료 모두 시간의 변화를 반
영하며, 변화하는 재료이다. 징크는 녹이 슬지 않고, 모던한 재료이기 때문에 주로 비와 눈
등 자연과 직접적으로 면하는 지붕재로 사용하였다. 벽돌은 고풍스럽고, 따뜻한 느낌이기
때문에 외부공간과 면하는 벽면 재료로 사용하였다. 탄화목(나무)은 사람 피부와 가장 유

2014년 3월 5일 자체 측정한,
실내: 영상13˚C, 실외 : 영하3˚C날씨에서의
부부분의 벽면 재료로 사용하였다. 이 재료들은 집이 자연 속에서 사람과 세월을 함께하는 벽체 열화상 이미지 측정
것과 같이 친근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친환경적인 집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기밀측정 결과 : 3.48회@50pa
사한 재료이고, 비나 눈 병충에 잘 부후되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면하는 외

41

실내공간
이 집의 내부공간은 ‘거실·안방’, ‘주방·화장실’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거실은 한옥의 대청마루와 같이 목구조를
노출하고, 앞뒤로 트여지도록 구성되었다. 거실은 안방과
주방, 2층, 마당을 연결하는 집의 중심공간으로 시각적으
로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안방은 편안하고 아늑하게 잠자고 쉴 수 있는 침실공간으로
구성하고 그 외의 부수적인 용도의 화장실·드레스룸·파우
더룸·다락 등의 실들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화장실은 건식
공법으로 만들어 내장은 나무로 마감하고, 문턱이 없으며,
바닥에 온수파이프를 설치하여 사용과 관리에 편리하도록
계획하였다. 주방은 메인 부엌과 서브 부엌으로 구분하여
만들었으며, 주부의 동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ㅡ’자 통
로형으로 구성하였다. 식당은 외부 텃밭과 연계하여 조망과
외부로의 확장을 염두해 두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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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254-5외 5필지에 있는 건물들은 각기 개인 분할된 소유의 주
택 건축물 조합이었다. 인접한 대지에는 1920년에 지어진 양곡창고를 활용해 7동의 건
물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로 조성된 삼례문

준공부문｜특별상

화예술촌이 있었다. 인근의 기존 근대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맥락에 부응하기 위해 대상

삼삼오오 게스트하우스

지의 건물 또한 기존 질서를 존중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리모델링을 통

Guesthouse 3355

존중하는 3355게스트하우스는 인접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과 함께 문화의 씨앗으로 성

한 보수로 통합적인 공간을 재구성하였고, 내부 중심에 마당으로써의 공용공간 부지를 만
들어, 기존의 맥락을 공용공간에 대응하는 구조로 탈바꿈하였다. 기존의 역사와 맥락을
장하여 더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문화도시 연구소 2013년 완주삼례 집짓기 팀

3355 게스트하우스 마당 전경

위
치｜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254-5 외 5필지
대지면적｜1,878㎡
연 면 적｜304.85㎡
건축면적｜314.64㎡
층
수｜지상 1층
구
조｜혼합목구조
준 공 일｜2014. 2. 26
건 축 주｜완주군수
설 계 자｜주대관, ㈜엑토종합건축사사무소
시 공 자｜주대관, 2013 완주삼례집짓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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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동1

변경 전

변경 후

1. 거실
2. 침실 - 1
3. 침실 - 2
4. 화장실
5. 창고

변경 단면도

숙소동1
주변지역의 공동화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주거지로 쓰였던 건물이다. 일식 목구
조 특성 상 역시 건식공법의 적용으로 구조는 비교적 양호하였고, 치장벽돌의 보수공

식당동

사를 더해 건물은 양호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전 거주자가 사용하면서 증축한 부위의

1. 식당
2. 주방
3. 화장실
4. 창고
5. 보일러실

공법 혼용의 결과는 디테일의 문제로 일부 누수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었다. 이에
후면부 철거와 함께 건식공법이 적용된 부위는 그대로 존치하여 기존의 맥락에 최대
한 순응해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도록 하였다.

식당동
시멘트 블록조 벽체에 목구조로 지붕구조를 이룬 식당동은 지붕과 벽체의 단열이 취약
한 건물이었으며, 벽체를 제외한 부분은 건식공법이 적용되어 역설적으로 구조적 문
제점이 가장 덜 한 단독주택이었다. 이에 용도상 단열 요구가 적은 식당동으로 구성해
내부의 마감공사를 진행하였고, 통합적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이 건물은 기존 계획
된 도시계획선에 의해 삼례역로의 도로확충 계획에 따라 전면부 1m를 철거해야만 하
는 상황이었고, 전면부 벽체의 1m 후퇴를 통해 존치를 이뤄낼 수 있었다.
변경 전

변경 후

숙소동 1 침실

내부 마당에서의 식당동

식당동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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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
삼삼오오 게스트하우스 내의 유일한 신축건물이나, 그 배치와 형태는 기존
의 주택의 기존 질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획함으로써 기존 경관과의 이질
기존지붕 구조

외벽 단면도

감을 최소화시켰다. 경량목구조 공법의 도입을 통해 저비용으로 기존 목구

기존 내벽

조와의 이질감을 최소화시켰으며, 새로운 계획에 따른 단지계획에 맞추어
주출입구를 함께 계획하였다. 또한 단지의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당을 향한 커다란 개구부 계획을 통해 단지 내부의 관리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도록 계획하였다.

변경 후

숙소동2
1. 방 - 1
2. 방 - 2
3. 거실
4. 방 - 3
5. 방 - 4
6. 방 - 5
7. 방 - 6
8. 화장실 (남)
9. 화장실 (여)
10. 샤워장 (남)
11. 샤워장 (여)
12. 현관

변경 전

사이딩 패턴 전개도

관리동

숙소동2

1. 관리실
2. 세탁실
3. 방
4. 보일러실

인접 필지 내 건축물에 비해 비교적 큰 건물이며, 전형적인 일식가옥의 특징을 간직하고있었다. 하지만 일식가옥의 특성상 얇은 구조부재의 크기로 인해 벽체두
께의 한계로 인한 단열과 구조에 취약점이 나타났고 이에 이전의 사용자는 외부의 목구조를 미장을 통해 덮음으로써 벽체두께 보강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벽체
의 미장부분에는 통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바탕재 부후등의 문제로 모두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뼈대를 이루는 주요 구조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하였다.
벽체 내 경량목구조 공법의 혼용을 통해 기존의 취약점을 보완하였다.
일식목구조의 특성상 건식공법으로 인한 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구조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일부 지붕 방수 문제로 인해문제가 될만한 소지의 부재는 새로운 부
재로 교체하여 구조적 안정을 꾀하였다. 또한 당초 계획된 목구조에 덧서까래를 대어 마련한 창고 등 통풍에 취약한 구조로 바뀐 환경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작업
을 거쳐 목구조의 건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변경 전

관리동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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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 내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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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동 2 전경

숙소동 2 복도

KOREA
WOOD DESIGN
AWARDS
201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W O O D

D E S I G N

A W A R D S

계획부문
대상｜복합 목구조를 통한 목조 스케이트 파크 (Wood

skate spot with hybrid wood structure)

본상｜재가 되기 전까지 나무는 살아 있다. (Trees

alive until ash.)

본상｜한울(한울타리) (Hanwol)
본상｜한옥의 사개맞춤을 활용하여 변이가능한 공간을 창출하다. (Modification)
특선｜‘행’ 福을 감싸다. (Resting

Pavilion)

특선｜150 x 150 = ∞
특선｜나무그늘, 버스정류장 디자인 (THE

SHADE OF A TREE, BUS SHELTER DESIGN)

특선｜metaphor-자연은 인간이다 (metaphor)
특선｜마당과 마을 ; 나무를 통해 되찾다 (Yard

and village ; Recover by wood)

특선｜휴식과 회복의 공간 (Space

of rest and recuperation)

특선｜도심속 장례시설 계획안 (Fu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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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문｜대상

복합 목구조를 통한 목조 스케이트 파크
Wood skate spot with hybrid wood structure
김민호,김원영 ㅣ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ARCHITECTURE SCHEME
익스트림파크를 수용하기 위한 대공간 설계를 위한 기둥의 구조시스템을 나무의 구조에세 부터 시작하여 설계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밑둥부분은 위
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얇은 가지로 나누어지듯 구조체 역시 하중의 집중이 되는 하부는 단면이 큰 형태를 취하고 지붕위로 올라갈 수록 얇아져서 자중을 줄이는 형태
를 택했다. 여러개의 기둥이 모이면서 상부의 가지들이 자연스럽게 지붕을 형성하여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기둥과 지붕은 집성재를사용며 한식
목구조의 접합방식을 사용하고 경량목조를 이용하여 부구조체를 결합하여 완성하였다. 기존에 익숙하게 사용되던 구조시스템의 이점들을 모아 목재의 다양한 사용가
능성을 실현하고 목재사용률을 장려한다.
인간은 나무와 떨어져서 살 수 없다. 오랜 시간 나무는 인간의 서포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스스로의 몸을 태워 따뜻함을 주
었고, 열매를 맺어주어 허기를 달래주었다. 그리고 종래에는 튼튼한 구조체가 되어 우리를 언제까지고 지켜주었다. 나무는 인간의
오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튼튼한 구조체들이 등장했고 우리는 나무를 구조
체로 쓰지 않기 시작했다. 세상은 빠르고 튼튼하고 다루기 쉬운 콘크리트로 덮히기 시작했고 그만큼 세상은 회색빛으로 물들어갔
다. 우리는 이미 알고있다. 차가운 콘크리트 속 생활은 우리가 원하던 삶이 아님을. 그 옛날 나무가 주는 포근함을 유전자 저 깊은
곳에서 부터 그리워하고 있음을.

본 설계자가 제안하는 이 도심 속 인공 숲은 그야말로 다양한 크기의 나무로 둘러쌓여있다. 작게는 내가 타고 놀고있는 작은 나무
판때기인 스케이트보드 부터 크게는 마치 위대한 어머니의 품처럼 나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크고 아름다운 목재 구조체까
지 그 사이즈부터 역할까지 참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당신이 잊고있던 자연의 포근함과 우직함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것이다.

ECO DESIGN

US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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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E 필름 막구조 ㅣ 신소재의 사용 X 우수활용 시스템

집성재 경량구조지붕틀ㅣ 경량목재 X 맞춤형식

전통 구조의 차용

큰 보의 모멘트

특성

우수의 활용

전통 구조의 차용

특성

보머리가 없을 때
공포에서의 하중

1. 350g/m 초경량
2. 탁월한 빛 투과성
3. 강한 내구성과 자정효과
4. 단열성
5. 높은 내열성
6. 안전성
7.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성

자연스러운형태를 따라
빗물을 모아 지하저장탱크에
저장 후 활용가능

1. 지붕틀의 하중감소
2. 우수한 빛 투과성과 구조미
3. 프리컷공법으로 인한
시공시간단축
4. 반턱맞춤 후 본드결합

개선된 하중 흐름

한옥에서의 구조

적용된 구조

부재간 교차지점을 반턱맞춤
처마를 안정적으로 더길게 받치기위해 사용되던 공포양식의 형태를 개선

처마를 안정적으로 더길게 받치기위해 사용되던 공포양식의 형태를 개선

목재를 활용한 실외 가구
특성

집성목 주 구조체 ㅣ 집성재 X 공포/가구형식 X 맞춤
특성

1. 가벼운하중으로 요구강도를 만족가능
2.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남
3. 규격화된 목재로 보수가 간편함
4. 판재와 각재를 혼합한 다양한형태
5. 목재의 높은 충격흡수율에 따른 부상의 위험감소

1. 변형율이 작은 집성목을 이용하여 정확한 치목가능
2. 구조적성능이 뛰어나 대공간설계 가능
3. 전통공포형식에서의 하중의 흐름을 단순화 시켜
형태로 풀어냄
4. 보머리에서 차용한 구조를 이용 모멘트감소
5. 맞춤/이음 형식을 이용하여 부재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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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문｜본상

재가 되기 전까지 나무는 살아 있다.
Trees alive until ash.

신정연,이태원 ㅣ 선문대학교 건축학과

PROLOGUE
나무 한그루가 자라나서 목재로 쓰이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50년.
목재는 공산품이 아니라 긴세월이 키워내는 생명 자원이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공되어져 사용되더라도 나무는 고유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무는한번 쓰고 소각해 버리는 소비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소비자원 인것이다.

CONCEPT
폐목재는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목재, 건설폐목재, 사업장 폐목
재, 임목 폐목재 등 4가지로 구분된다.우리나라에 경우에는 폐
목재의 35.1%가 재활용 되고41.8%가 소각되어진다. 하지만
국내에는 폐목재 공급이 원활하지 폐목재를 활용하는 시장이 문
을 닫고 있다. 파티클 보드와 일부 합판이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
지만 일본과 캐나다 미국과 비교하면 이용율이 현저히 낮다. 국
내에는 폐목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목재 디자인
된 건물이나 폐목재 관련된 제품들이 현저히 소규모이다. 학생
의 수준이지만 폐목재를 활용하여서 디자인 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보여주고 국내에 폐목재 활용이 높아져 친환경 적인 건물
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설계를 진행 하였습니다.

SITE ANALYSIS
위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 보라매 공원
지역지구 : 공원용지
용도 : 야외 공연장
대지 면적 : 515m²
높이 : 14M

STRUCTURE

글루램은 구조용 집성재이며 판재 및
소각재 등을 섬유 방향으로 서로 평행
하게 접착시켜 만든 가공 목재로 목재
고유의 특석을 보유 하고 있다.

내화 구조 (탄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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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계획
벽체에 공기층을 갖도록 천공판을 설치할 경우 구멍마다 공기
층을 갖게 되므로 구멍 수 만큼 공명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할
수있다. 이러한 천공판 흡음재라고 한다. 개구율이 적은 경우
저주파에서 흠음률이 높지만 개구율이 높아지면 고주파에서
흡음률이 높아진다.

객석 계획
잔향 시간과 더불어 축 방향으로부터 도달하는 초기 반사음의 방위
각과 양쪽 귀의 간섭성 , 초기 반사음 지연시간, 측면 반사음 비율, 음
압 분포 등을 실의 평면계획에서 고려하여 선형으로 설계함.

단면 계획
음향 효과 면에서 직접음을 보강하는 초기 반사음 역할이 중요하다
고 할 때 되도록 많은 청중을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폭을 최대로 늘려 오늘날 천정 단면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지고 있다. 천정 반사음은 직접음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무
대에서 멀리 떨어진 객석에 적당한 반사음을 보내는데 유용하므로 신
중히 계획하여야 한다. 반사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음이 도달
한 후 30ms 이내에 반사음이 도달되도록 한다 . 또한 직접음과 반사
음의 음 에너지가 어느 좌석이나 고르게 분포되도록 반사면의 위치 ,
각도 , 크기 등이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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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한울타리)
Hanwol

김지원,박희진 ㅣ 영양여자고등학교

Background
나무. 나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릴 때 나뭇잎 사이로 들
어오던 햇빛이었다. 그 햇빛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것은 평온했고, 주
위의 소리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다. 따뜻한 햇빛을 건축물을 통
해 재현해보고자 하였다.

Title
한울. 전교생 기숙사 학교인 우리학교에서는 한울가족, 한 울타리 가족이라는 것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모여 정을 나눈다. 우리는 몇 개의 가족으로 나누지만 결국은 학
교 안에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룬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작품명을 '한울' 이라고 설정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편안함, 포근함, 따뜻함을 느끼는 것을 목표호 작품을 계
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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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휴식할 공간이 필요한 도시 한 복판, 바쁜 현대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도심 속 공원 또는 옥상공원.
평면이었던 지붕에 일정하지 않은 기울기를 주어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구조에 율동감을 더해준다.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두
겹으로 된 지붕 사이에 프리즘을 끼워 넣었다. 프리즘
을 끼우면서 자칫하면 지루할 뻔 했던 구조물을 재미있
게 구성했다.

About Structure
원래 벌집은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면장력에 의해 육각형으로 변한다고 한다. 물의 결정도 육
각형이다. 이것은 육각형이 가장 안정한 형태라는 점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러한 육각형을 구조물의
기초로 삼아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았다. 또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멈추어서 담소를 나눌 장소, 그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사람들간의 소통을 돕
는 휴식의 공간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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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사개맞춤을 활용하여 변이가능한 공간을 창출하다.
Modification

송하용 ㅣ 순천대학교 건축학과

목재의 형태적 자유로움과 조립, 해체의 가능성, 다른 구조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특성을 이용하여 현대건축의 주요구조인 콘크리트구조가 할수없는
형태의 변형을 시도하였다. 형태가 변하면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달라질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변환될수 있는 가능성만큼 상상 이상의 다양한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것이다. 또한 전통한옥의 사개맞춤을 이용하여 변이 가능한 모듈을 생성하여, 우리만이 할수 있는 목구조의 정체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도출할수 있을 것이다.

Concept &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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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Program (mixed)

해당 대지는 도시의 원도심이자, 다양한 레이어(요소)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과거 조
선시대 읍성의 남문터와 성곽 옆인 역사적 지점이며, 현재는 옥천과 중앙시장과 인접하
여 있다. 원도심은 낙후된 시설과 적은 유입인구, 한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 점차 슬
럼화 되어가고 있으며, 옥천은 수공간의 매력을 잃고 오히려 단절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형 가능한 건축물을 제안한다.
현재는 휴식, 전시, 다리 역할을 가진 건물이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
대와 용도의 건물로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Mas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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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福을 감싸다.
Resting Pavilion

김솔기,김미지 ㅣ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Function
Prologue
요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야외로 나가 산책 ·식사 등을 하면
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대부분 그리 멀지 않은 근교의
자연공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공원에는 넓은 잔디공간이 많
은 비중을 차지한다. 광활하게 펼쳐진 잔디밭에서 돗자리만
펴고 즐기는 경우가 대반사이며, 나무 그늘은 벌레가 떨어져
서 싫어하는 경우도 많다. 그것을 해소해주고자 쉼터이자 그
늘막인 목조 구조체를 디자인한다.

Material feature
파빌리온에 목재의 특성 및 장점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추억이나 행복이 더 부각시킬 수 있다.
4. 자연스러운 촉감

1. 시각적 안정감

2. 소음 차단

5. 포근한 느낌

3. 산림욕 효과

Structure
설계 조건

하중 산정

해석 결과

· 구조물 형식 : 목재 FRAME 격자구조
· 구조물 구성 : 절점=384 부재=1083
· 지점조건 : Dx,Dy,Dz,Rx,Ry,Rz=1,1,1,0,0,0
· 부재 Property :
- 목재(89x89 방부목각재 HardWood)
- E(탄성계수): 18 GPa , Density: 11kN/m3
fta(허용인장응력): 50MPa
fca(압축인장응력): 60MPa
· 주요 작용하중 : 자중(-Z), 풍하중( X, Y, Z )
· 풍하중 적용 기준 : 개방형 건축물
· 풍하중 하중강도 산정 : Pf=qz · Gf · Cf

· 자 중 : 프로그램 내에서 -Z 방향으로 자동 재하
· 풍하중 하중강도 산정 : Pf=qz · Gf · Cf
- Pf : 주골조설계용 설계풍압( N/m2 )
- qz (설계속도압)= 1/2 · ρ · Vz
ρ (공기밀도) : 12.5 kN/m3
Vz (100년재현 서울지역 기본풍속): 30m/s
- Gf (가스트 영향계수) = 1+4 · Υf √Bf
- Cf (풍력 계수) = 1.8 (충실률 0.1~0.29)
· 풍하중 하중강도: Pf= 0.6 kN/m2

· 부재 응력 검토
- fcmax = 6.14 MPa ＜ 60 Mpa = fca
- ftmax = 5.25 MPa ＜ 50 Mpa = fca
· 절점 변위
- δmax : X-dir = 4.5mm(부재 127)
Y-dir = 3.1mm(부재 163)
Z-dir = -4.6mm(부재 277)
· 지점 반력
- Pmax : Z-dir = 22.6 kN(절점 9)
- Pmin : Z-dir = 1.30 kN(절점 16)
· 구조물 구조검토 결과
- 충분하게 안전측의 부재응력 발생
- 미소한 절점변위와 지점반력 발생
- 구조물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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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x 150 = ∞
이우평 ㅣ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HUMAN SCALE

HUMAN SCALE

CONCEPT
목재는 쌓이고 묶여 (stacking & binding) 보관된다. 이는 공간효율을
극대화해줄 뿐 아니라 나중에 사용할 개체를 찾아 빼내는데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을 목재보관이 아닌 목조건축에 새롭게 활용해보고자 한다. 이
‘실험’에 앞서 경주에 있는 한 개량한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한옥의 특징은 대들보가 없다는 것인데 이 ‘실험’을 통해 사라진 대들
보들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 행위는 자세에 따라 앉고 눕고 서
고의 세 가지 경우로 분류되며 이는 무
릎과 골반관절에 의해 결정된다. 가지며
신장 170cm의:600mm이다. 뿐만 아
니라 인체 폭 또한 450mm 따라서 공간
을 구성하는 유닛의 단위는 적합한 치수
들을 유도하였다.

전체 유닛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 외부를 묶는 (binding)
외부 프레임과 더불어유닛들이 서로에 대해 마찰이 없이
각각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 유닛들을 묶어줄(binding) 내
부프레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부프래임으로 인해 내부공
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공간을 고려하여 내부프
레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내부공간으로 사
용될 부분을 제외하고 구조적으로 충분한 만큼의 길이로
내부 프레임을 설계하였다.

사용자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유닛들을
밀고 당김, 즉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역
으로 유닛들이 움직임에따라 인간행태
가 유도되기도 한다. 이렇듯 인간행태와
유닛들의 구성은 상호작용을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uman scale을 고려해야한다.

한 중년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귀여운 5살 딸 아이와 근사한 한옥 아래 카레우동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곳에
딸은 樂의 공간, 부부는 休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위한 공간, folly 하나를 마당 한켠에 만들고자 합니다.
딸에 의해, 부부에 의해, 때로는 찾아오는 손님에 의해 변화하는 folly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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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그늘, 버스정류장 디자인

THE SHADE OF A TREE, BUS SHELTER DESIGN
이승주,신호진 ㅣ 숭실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현대인들이라면 출퇴근길, 등하교 길에 어김없이 거치게되는 버스정류
장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정차를 하는 지표가 되기도, 뜨거운 햇살이나
갑작스런 소나기를 피하게 해주는 든든한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하지
만 지금의 버스정류장은 너무 딱딱한 모습이다. 마치 자동응답기 속의
목소리 처럼 말이다.
천편일률적인 모양새로 자신의 할 일만 충실하게 해내고 있다. 우리 현
대인들이 버스정류장이란 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다소 인간
미가 없어 삭막하며, 더 나아가 무책임하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한다. 우
리는 그공간이 좀더 따듯함을 담기 원하고, 한 낱 구조체이지만 조금의
유기적이면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CONCEPT
나무그늘은 우리에게 ‘쉼’을 준다. 나무 그늘아래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도 하고, 나뭇잎과 나뭇잎사이의 틈으로 태양을 엿보기도 한다.
때론 나무에 기대어 잡념에 빠지기도 하며, 바람이 나뭇잎을 치는 소리를 즐기기도 한다. 사람들이 나무그늘아래서 쉼을 얻는 이유는 뜨거
운 햇살을 피하거나 갑자기 찾아온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일 외에도 나무그늘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기 때문이다. 즉, 기능적인 부
분이외에도 채워줄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무엇’은 사람들이 자연물을 통해 느끼는 무의식적인 따듯함이다. 만약 비가 온다
면, 우산을 쓰거나 처마밑에 숨으면 그만이다. 또 해가 뜨겁다면 양산을 쓰거나 파라솔밑으로 숨으면 된다. 하지만 그것들은 해를 가려주
거나 비를 피하게 해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연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무가 해를 들
이는 방식, 어느 것하나 같은 형태가 없는 모양새,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모방하여 부족하지만 최대한 자연과 닯아 자연스럽고 따듯
함을 줄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기능적인 것 이상의 ‘무언가’를 줄 수 있는구조체를 만들고자 한다. 사람들이 일상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지
나가는 공간들에서 잠시나마 알게모르게 쉼을 얻어갔으면 한다.

SYSTEM

패널의 변화에 따른 빛의 변화
마름모 꼴의 패널들은 사용자가 직접 열고 닫으면서 여러 유동적인 형태들의 띄게 된다. 빛을 막아주기도, 동시에 빛을 들이기도 하며 다양한 모습의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
낸다. 이는 간접적으로 나무그늘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의 재미요소로써 사람들과 무생물인 구조체간의 상호작용도 기대해 볼 수 있다.

72

201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모듈구성을 통한 확장성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모듈들은 서로 결합되어 나무
터널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낸다. 마을버스 정류장 처럼 자
그마한 정류소가 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덧붙여 서울역
환승센터처럼 큰 규모가 요구되는 곳에도 적용시킬수 있
다. 또한 버스정류장이라는 기능에서 벗어나, 단순히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수많은 모
듈을 결합하여 거대한 나무 터널을 만들어 낼수도 있고, 다
양한 타입을 넓은 공간에 여럿을 배치하여 구조체들이 그
내부에서만 공간감을 주는 것이아니라, 그것들이 군집되
어져 공간자체를공간화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배치되는
장소, 규모, 결합된 형태, 구조체들의 배치에 따라 각기다
른 목적을 가지면서 서로다른 기능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모듈을 기반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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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hor-자연은 인간이다
metaphor

윤신현 ㅣ 인덕대학교 실내건축학과

Metarphor - Nature is the earthly

Concept space

인간과 자연 이라는 관계는 옛 시절부터 현
대 까지 항상 주목 받고 대두 되어 왔으며 이
를 주제로 건축, 예술, 소설 등 표현이 가능
한 모든 것에 한해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인
간과 자연이라는 절대적인 답이 없는 두 제유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답을 정하려하고 어느
한쪽으로 취우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용자의 생각을 강요해 왔다. 따라서 자연
과 인간이라는 주제를 좀 더 폭넓고 다양하
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나아
가서 자연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해진 틀을
깰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FRONT VIEW

SIDE VIEW

Nature area
자연중심 공간에서는 단편적으로 판재의 회전 각도가 큰 공
간이며, 그 사이로 자연의 보여지도록하였다, 하지만 목재
와 자연 그대로의 나무가 어느 한쪽으로 취우치는 공간이
되버리면 메타포에 의한 재질 선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위치에 따라 자연의 노출이 가변적인 시각으로 보
여지게 계획하였다.

Mass process

Mass

Opposition

Different

Similar

Miniascape

존재의 영역을 축소시켜
mass화 한다.

어느 한 쪽에 취우치지 않는
두 공간(제유)의 대치, 대립

축의 회전을 통해 서로
이질적인 공간임을 보여줌

두 공간을 plan에 의해서
연결하고 mass를 정리

자연의 노출은 축경된
자연을 주체로한다.

FRONT VIEW

SIDE VIEW

secular area
인간중심 공간은 목재의 회적각도가 작아 자연보다 목재
의 노출이 크게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위치에 따른 가변적
인 패턴이 그 또한 애매하게 하여 수용자에게 확신을 주는
공간을 벗어나도록 계획하였다. 두 공간이 절대적인 공간
이 되면 수용자의 생각을 강요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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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과 마을 ; 나무를 통해 되찾다
Yard and village ; Recover by wood
장성일 ㅣ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CONSTRUCTION

?

달동네와 판자촌은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우리 민족이 살아온 시간과 쌓아온 역사가 담긴 장소이다. 단순히 집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닌 그들이 만든 새로운 삶의 터
전이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그들의 집은 사라지게 되었고 생활방식 또한 잃게 되었다. 마을이 사라진 공간에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곳과 같은 느낌을 받지는 못한다. 혹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이번 작품은 달동네와 판자촌에서 우
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공동주택으로의 변화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존의 가치를 지키면서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
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THINGS TO RECOVER

CLT는 벽체가 충분한 압축강도와 전단성능을 가지므로
큰 단면의 기둥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직교로 집성된
판상재료로서 목재의 강도 이방성을 줄일 수 있다.

PLAN

마당은 방과 방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집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공간이
다. 어느 방에도 귀속되지 않기에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며 서로 만나
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이다.
마당이 있는 집을 떠나 아파트로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다시 마당을 찾
아 아파트의 옥상으로 가는 우리는 마당을 늘 그리워한다. 달동네와 판
자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리고 찾아야 할 것은 바로 마당이다.
마을은 집과 집이 모여 이루는 공동생활지역이다. 하지만 단순히 집이
모여있는 곳을 마을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요
소는 수평적 관계이다.
모든 집은 서로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길을 공유하고 집의 마당을 공유
함으로써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공동주택이 수평적 관계
를 가질 수 있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마을이 될 수 있다.

수직으로 쌓인 집들이 경사지게 배치됨에 따라 각 층의 집들
은 마당을 가질 수 있다.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마당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CANTILEVER와 같이 기존의 목재 재료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SECTION

DESIGN CONCEPT

땅의 형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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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의 공간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

윗집과 아랫집은 서로 같은 구조적 요소를 가지지만 그 역할
은 서로 다르다. 아랫집의 상부 슬라브가 윗집에서는 마당으
로 사용된다. 이러한 배치는 집과 집이 수평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접합부는 벽체-바닥 또는 바닥-바닥 등 연결되는 구조
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SCREW 또는
BRACKET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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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과 회복의 공간

Space of rest and recuperation
허정환 ㅣ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CONCEPT

FRAME

철새들의 휴식공간으로서 가장 편안한 곳은 둥지일 것이다. 순천만에 새
로운 전망대를 계획하면서 철새들이 느끼는 편안함을 제공하고자 하였
다. 철새들이 휴식하고 편안함을 느끼듯, 관광객들도 이곳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회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STRUCTURE

일반적인 기둥에서 벗어나 X자로 교차되는 기둥은 둥지
를 받치는 나뭇가지의 모습에서 따왔다. 그리고 교차되는
부분에 홈을 파서 두 기둥이 겹쳐있지만 본래 하나인 것처
럼 나타내었다. 이 구조는 나무의 유연함과 탄력성을 잘
나타내는 구조이다.
▽Beam plan

하부기둥에서 솟아올라와 머리위를 지나서 다른 하부기둥
으로 이어지는 기둥들은, 전망을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역
할을 한다. 기둥들 사이로 보이는 경관이 마치 벽의 마감
재로서 느껴져 실내에 있는 듯한 편암함을 가져옴과 동시
에, 피부로 느껴지는 자연으로 쾌적함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FLOW
X자 형태의 기둥은 하부에서 지붕구조와 바닥구조를 지지한다.
하부기둥과 지붕구조, 바닥구조는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는 형태
로 제작하여, 동하중에도 견딜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지붕구조에서 곡선의 끝과 기둥의 끝이 만나는 부분은 홈을 내어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두 개체가 만나는 부분은 선이 마치
하나의 선인듯 끊기지 않고 흘러간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
으며, 약 220여종의 휴식처이자 서식지가 되고있다. 또한 갈대군락에서 용산전망대로의 길은
순천만의 아름다움을 가득 채워준다. 하지만 용산 전망대는 순천만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새로운 전망대를 계획함으로서 순천만의 다양한 모습을 제공함과 동
시에 목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인들은 많은 업무와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하
여 지쳐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휴식을 취
해주고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다. 갈대를 스쳐가는
바람들과, 숲속에서 떠도는 피톤치드가 촉매재가
되어 새로 계획한 공간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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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tream

Flow
각각의 공간을 이어주는 동선으로서 순천만의 S자 하천
의 모양을 따왔다. 하천은 흐름을 강하게 표현해주며, 각
각의 뷰포인트를 스쳐지나간다. 때문에 하천의 형태를 그
대로 따온것에 어색함이 없고, 각각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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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장례시설 계획안
Funeral Facilities in Urban City
장준태,최유정 ㅣ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사이트 분석

가구식 목구조

기대 효과

전통 목구조 방식에서 사용되었던 부재의 형태와 이름과 맞춤 형
식을 좀 더 단순화시켜서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가구 목구조
방식이다. 가구 목구조 방식을 이용하면 전통 목구조 방식보다는
단순해서 좋지만 가구 목구조 방식은 부재 단면의 손실이 크기 때
문에 철물 접합을 이용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철물접
합을 이용하면 가구 목구조박식을 사용했을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
운 부분들을 더 빠르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경골
식 목구조를 추가 결합하여 재료의 손쉬운 획득과 모듈화에 의한
경제성을 확보하였다.

수로를 따라 죽은자들의 집인 나무들이 배치되어서 수목장
을 형성한다. 군데 군데에 구조체를 이용한 오픈스페이스
는 건물의 외부를 자연스럽게 내부까지 연결해주는 느낌을
준다. 나무를 형상한 상부의 드러난 구조는 토사에 의한 압
축력을 지지해주거나 오픈된 공간의 수직 동선을 위한 구
조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죽은자들의 집인 수목들은 주변
의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에겐 공원으로서 사용이 되고 사
랑하는 사람들을 보낸이들에게는 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공
간이 된다.

반 아치형의 구조의 집합인 이 구조물은 언뜻 나무를 닮아
보이기도 한다. 이 시설에서 구조는 우리에게 고인을 보냈
던 순간과 재회하게 해주며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장소로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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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 국제교양대학 도서관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이전제

6 개의 기둥 뒤쪽에서 열람실을 바라본 모습

아키타현 아키타시 교외에 자리잡은 국제교양대학(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AIU)은,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분교로 개교되었으나 폐교가 되었으며 이후 2004년 아키다현이 인수하여 현 교명으로 다시
개교한 대학이다. 대학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일본 각지로부터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로 부터
입학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강의는 영어로 행해지고 있으며, 재학중 일년간은 해외 자매결연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 운영 자체도 대단히 글로벌화되어 있으나
대학 시설 또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도서관의 독특함은 매우 흥미를 가지게 하

국제교양대학도서관은 ‘24시간 365일 개관’ 즉 휴관 없이 학생들을 받

므로 소개하고자 한다.

아들이고 있다. “언제든지 공부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싶다.” 라는 대학
의 생각이 이 도서관에 담겨 있다. 이 도서관은 “책의 콜로세움’을 주제
로,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반원” 형식의 독특한 디자인의 목조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아키타현 특산인 아키타 삼나무를 아낌

대학 개요

한 번에 300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

없이 사용하고 전통 기술을 살린 우산형 지붕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

설립년도 : 2004. 4.
재적학생수 : 학부 870명 (입학정원 175명)

여주는 동시에 아름다운 삼나무로 둘러싸인 공간은 이용자에게 평화와
안정을 제공한다.

대학원 52명 (입학정원 30명)
교직원수 : 교원 73명
직원 83명
해외제휴대학 : 46개국 167대학

도서관 개요
건축 완성일 : 2008년 3월
면적 : 4,054.78 ㎡
구조 : 목조·철근-콘크리트조·철근조, 지상 2층
도서수용능력 : 13만권 (개가 8만권, 폐가 5만권)
개가: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서가를 공개하여 자유롭게 이용
패가: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읽고 싶은 책이나 자료를 청구해 서고에서
꺼내달라고 하는 방식

열람석 : 300석
개관 시간 : 학생·교직원은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
일반 이용자의 개관 시간 (평일 09시~22시, 주말 09시 45분~18시)

도서관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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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 센다 미쯔루(仙田 滿)

반원의 우산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디자인의 열람실

83

본도서관은 ‘책의 콜로세움’을 주제로 한 디자인으로, 천장 높이 12m, 반경 22m
의 반원 홀은 아키타 현에서 조림된 삼나무가 사용되었다. 6개의 기둥이 천장을
지탱하는 전통 기술을 살린 우산형 지붕은 나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그 온기를
이용자에게 느끼게 해주는 섬세하고 깊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둥은
직경이 30cm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집성재와 같은 공학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원
목을 사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둥에 상당한 폭의 할렬이 발생한 점이 눈에
서가에 연결된 사다리 걸침대

띄였다. 이는 잘못된 재료의 선택이 아니라 설계자의 의도라 느껴졌다. 즉, 설계
자는 원목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므로써 추후 기둥에 할렬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컴퓨터용 책상(3인용)

장애인용 리프트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을 포함하여 도서관이라 함은 책을 보관하는 서가와 책을 읽는 공간인 열람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할렬은 구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본 도서관은 가장 아래쪽의 작은 열람 공간을 제외하고는 책을 꽂아 둔 서가 바로 앞에 열람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필요한 책을 골라서 열람실로 이

을 인지한 위에 오히려 이러한 할렬이 생기는 것이 보다 자연에 가까운 느낌을 받

동함이 없이 그 자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배치한 공간 구성이 특이하다. 이는 학생수가 적은 대학의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을 수 있는 점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문득, 우리의 숭례

이라 여겨진다.

문 복원후에 기둥의 할렬을 보고 부실공사인양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을 되새
겨 보게 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시도들이 눈에 띈다. 의자의 등받이에 달린 손잡이는 의자를 움직일 때 편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책 반납용
카트는 본인이 직접 서가에 반납하기 어려운 경우에 카트 위에 담아 두게 함으로써 나중에 직원들이 작업하기 쉽게 하였으며, 높은 위치에 있는

또한 반원형 공간뿐만 아니라 계단 모양으로 펼쳐진 콜로세움 모양의 공간은 중앙

책을 꺼내기 위해 사다리를 사용하기 위한 걸침봉의 설치등은 이용자를 배려한 아이디어라 여겨진다. 또한, 신체장애인도 스스로 도서관 어디든

좌석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책에 포위된 것 같은 느낌을 제공하고, 계단 모양

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애인용 리프트, 장서의 대량 운반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등 이용자나 직원들의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라 해

의 외곽 좌석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도서관의 전체적인 경관을 볼 수 있게 제공
되어 이용자의 기분에 따라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도 과언이 아닌 듯 싶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용 테이블과 같은 가구에 있어서도 재미있는 시도가 보여진다.
평면도

본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 여러 가지의 새로운 시도가 담겨져 있는 점에 매우 흥미를 가지게 하는 건축물이며, 이러한 시도중의 하나로서 목구조
가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 소개하는 바이다.

의자 등받이에 달려 있는 손잡이

기둥에 생긴 힐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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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내부 계단

책 반납을 위한 카트

서가에 인접한 열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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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Innovation and Design Centre
- Prince George,B.C.

Photo credit : Michael Green Architecture
Photographer : Ema Peter

®
Contents provided by naturally:wood®

About
The Wood Innovation and Design Centre (WIDC) in downtown Prince George,
B.C. was completed in October 2014. The six-storey plus mechanical pent-

Quick Facts

house, 29.5 metre-high structure showcases British Columbia’s growing
expertise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large-scale wood buildings.

Owner : Ministry of Jobs, Tourism and Skills
Training and Responsible for Labour

Wood was used in the design of the WIDC wherever the building code and Site

Architect : Michael Green Architecture

Specific Building Regulation (SSBR) requirements permitted. The building

Structural Engineer : Equilibrium Consulting Inc.

incorporates a structural system that uses a variety of locally manufactured

General Contractor : PCL Constructors Westcoast Inc.

solid engineered wood products, and is targeting a LEED Gold rating. The

Building Height : 29.5 m / 90 feet (approximate)

WIDC is the tallest wood building in Prince George and the tallest contempo-

Square Footage : 4,821 m2 / 51,000 f2 (approximate)
Number of CLT Panels : 383
Number of Glulam Beams and columns : 376

rary wood building in North America.
1

Uses and Occupancies By Floor:
1 – Foyer/reception area, UNBC research labs, mezzanine and lecture theatre
2 – UNBC classrooms, roof deck, student and study space
3 – UNBC staff; future tenant space
4-6 – Front Counter; Ministry of Forests, Lands and Natural Resource Operations (MFLNRO)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building owner) invested $25.1 million
2

in the WIDC, creating 250 new jobs during the life of the project. The design-build team worked collaboratively with 13 different B.C. companies
in a range of functions, including wood sourcing and providing value-added
wood products. The main tenant will be the University of Northern British
Columbia (UNBC), which will house its Masters degree programs in wood
engineering and science on the first two and a half floors where they will have
research facilities, a lecture theatre and classroom spac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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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in foyer and mezzanine
2. Finished lecture theatre, decorative and acoustic wood lattice
3. feature LVL staircase, red stained plywood wall, CLT ceilingfloor panels and glulam beams

87

The floor system is an innovative panel system that consists of overlapping 3-ply upper CLT panels on 5-ply or 7-ply lower CLT panels
connected together with HSK epoxy and metal mesh connectors, providing a fully composite corrugated structural section. This creates
cavities within the structural section that can accommodate services above and below the floor structure. The upper panel cavity is covered
with a plywood panel. Spanning 6 metres (19.68 feet) between the post and beam frames, the wood-only floor system was selected to
minimize the use of concrete and thus weight. The innovative design of a corrugated CLT floor system allowed services to be run in the
alternating floor and ceiling chases, allowing the beauty of the wood structure to remain exposed.
The lateral-load resistance is primarily provided by the elevator and stair core walls, which consist of CLT panels connected together
vertically with self-tapping screws. The shear walls are anchored to the foundations using a combination of shear brackets connected to
the panels with self-tapping screws and hold-down anchors.

1

Wood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building envelope. For the curtain wall system, LVL is used for all mullions instead of conventional aluminum mullions – a unique and innovative use of wood that is unprecedented at this scale. LVL was also used as the structure for
the entrance canopy and ground floor feature stair.
Most of the exterior cladding is made up of charred western red cedar siding. Charring wood is a traditional construction practice, utilized
for centuries in many parts of the world – including Finland, Japan and Switzerland. In addition to enhanced pest control and durability, it
provides an alternate contemporary palette for wood cladding.

2
1. WIDC exterior, north facofade, charred and untreated western red cedar cladding
2. Glulam
3. CLT
4. CLT shear wall and temporary bracing
5. PSL, installation of one element of an embedded connector
6. Glulam beams and LVL mullions, radiant heat system installation, level 4

3

4

5

Engineered Wood Products Used in WIDC
CLT
Wood Products

Cross Laminated Timber is structural timber made up
of pressed dried timber boards, stacked together at

The building utilizes a variety of wood species and products from all parts of British

right angles and glued together with non-toxic adhe-

Columbia. Wood species include Douglas-fir, western red cedar, hemlock, pine and

sives.

spruce. While traditional wood products like dimensional lumber and plywood panels
are used within the structure in various ways, the structural design and building

Glulam

envelope focused on engineered wood products. These included glulam columns and

Glued Laminated timber is structural timber made up

beams, cross laminated timber (CLT), parallel strand lumber (PSL), and laminated

of layers of dimensioned lumber bonded together with

veneer lumber (LVL), as well as western red cedar paneling on the exterior of the

durable, moisture-resistant structural adhesives.

building – all were produced in B.C.

LVL
The primary structure consists of an innovative combination of post and beam con-

Laminated Veneer Lumber is made up of 3 mm thick

struction and built-up cross laminated timber (CLT) floor panels. Glulam beams

dried softwood veneers, bonded together with adhe-

frame into glulam columns using proprietary aluminum dovetail Pitzl connectors.

sives.

This allows the columns to run continuously from the foundation to the roof, eliminating all cross-grain bearing and shr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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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IDC exterior, south east fa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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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木造)문화의 황금시대 부활!
- 국립산림과학원, 2018 세계목조건축학술대회 서울 유치 성공 -

WCTE 2018 개최국 선정 심사 결과, 한국은 그동안 WCTE
에 기여한 바가 크고 한옥을 비롯한 목조문화가 국민 정서에
폭넓게 자리하고 있는 것에 큰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인 ‘경
포아이스아레나’가 대형 목조건축물로 시공되는 등 향후 목
조건축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목조건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 ‘세계목조건축학술
대회(WCTE, World Conference on Timber Engineering) 2018’을 서울에 유치하였다.
WCTE는 40개국 800명 이상의 목조건축 전문가와 건축가,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다. 1988년 미국 시애틀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유치단은 학술대회의 한국 유치를 위해 8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WCTE 2014 대회에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2018년 세계목
조건축학술대회(WCTE 2018)를 서울에 유치하는 쾌거(快擧)를 이루었다.
WCTE 2018 개최국 선정은 지난 6월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2014년 WCTE 학술대회에서 유치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최종 심사로 이뤄졌다. 이번 선정에는 한국, 중국, 터키, 호주 등
의 유치단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WCTE 2018 유치단은 유치 제안 발표를 통해 한국 목조건축 및 목재산업의 우수한 기술과 시장
잠재력, 유치 도시(서울)와 장소(코엑스)의 장점, 주관 기관(국립산림과학원)의 인적 역량과 재
정계획 등 유치 제안 이유를 피력했다. 여기에 산림청장의 지원 메시지도 포함돼 설득력 있는 유
치 제안 설명에 큰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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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은 대회 슬로건을 “다시, 목조문화의 황금시대(Again, Golden Era of
Timber)”로 정하고, 2018 WCTE 학술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목재공학회와 서울대학교, 대한건축학회, 산업계 등 여러 관련기관 및 단

세계목구조학회 (WCTE) 개요

체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윤영균 원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이 목조로
추진되는 등 목조건축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
와 유럽 지역 등 목조건축 선진국의 선진 기술과 학문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유치 성공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치단으로 함께 참가한 서울대학교 이전제 교수는 “2018 세계목조건축학술대회는 목
조건축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과 세대간, 학문분야간 융복합의 장이 될 것이며, 특히
국내 목조건축분야의 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서울유치의 의미를 말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부문과 건축 부문의 산·학·관·연 협업을 통해 WCTE 2018

■ 학회명
World Conference on Timber Engineering (WCTE)
■ 역대개최지
시애틀(1988), 도쿄(1990), 런던(1991), 뉴올리언즈(1996), 스위스 몬트뢰(1998), 휘슬러(2000),
말레이시아 사알람(2002), 핀란드 라티 (2004), 포틀랜드(2006), 일본 미야자키(2008),
이탈리아 리바델가르다(2010), 오클랜드(2012), 퀘벡(2014, 예정), 오스트리아(2016, 예정)
■ 참가국 및 참가자수
약 40개국, 700여명

서울 대회가 역대 최고의 대회이자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목조건축 분야의 지대한 관심을 기대한다.

■ 일반사항
- 세계목구조학회(WCTE)는 세계에서 최근 수행된 목구조 관련 연구결과, 설계분야의 새로운 방향 및
기술적 진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세계목구조 선진국가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목조건축 분야 최고의 권위와 규모를 자랑하는 학회임
- 본 학술대회는 전세계에서 목구조분야에 종사하는 공학자, 건축가, 연구자, 교육자 및 건축-목재산업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술행사임
■ WCTE 2014 주요 주제
재료 및 제품, 접합철물, 구조시스템, 건물과 교량, 건축기밀/화재안전/사용성, 지속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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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회 캐나다 다층목조건축 기술연수 기행문
하지양 ｜ 2013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대상 수상

유영원 ｜ 2013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본상 수상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의미 있는 부상이 아니었나 싶다. 캐나다 목조건축 연수라는 부상은 한 순간으로 끝
날 수 있었던 목조 건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다 깊이 있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준 시간이었다.

밴쿠버에서 목조건축을 배우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월 5일. 캐나다 우드를 통해 모인 23명의 밴쿠버로
의 여정이 시작됐다. 밴쿠버라는 해외로의 연수라는 것에 대한 들뜸과 동시에 같
이 동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궁금증으로 밤잠을 설쳤다. 학생의 신분으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수를 가게 되어서 내가 과연 연수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알아들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통역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 그리고 다양한 현장 답사가 있어서 무난하게 연수
에 참여할 수 있었다.
2x4, 레인스크린. 열흘간의 연수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다. 솔직히 5
년간 건축학과를 다니면서 많이 접해본 적 없는 용어이다. 설계를 하면서 항상 목
재는 빠짐없이 쓰곤 했는데, 막상 그 성질이나 구조에 대해 상세하게 공부하지 않
았다.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고, 현대적이라는 틀에 박
힌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 밴쿠버로의 목조기술연수에 참여하
게 돼서 목조건축의 매력에 한껏 빠진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목조 건축에 눈을 뜨
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
첫째 날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10시간동안의 비행과 밴쿠버를 도착하자마자 시작
된 시내관광과 함께 피곤함이 쌓여서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뻗어버렸다.둘째 날부
터 시작된 연수, 그 첫 번째 시간은 “목재 디자인의 혁신”이였다. 밴쿠버에서 연
수기간동안 우리가 답사할 건축물에 대한 내용과 함께 새로운 목재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었다. 첫 시간이기도 했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 흥미로웠다. 특히 웨스트 밴쿠버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수영장에 쓰인 목
구조가 인상적이었다. 수영장에 굳이 목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었지
만, 이 사례를 통해 엄청난 교훈을 얻게 되었다. 목재가 온전히 젖지 않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수분에 노출되더라도 건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U
자형 구조로서 통기가 가능하게끔 하고, 구조체의 접합부분에 홈을 설치해서 물
을 빠질 수 있게 하는 등의 섬세한 기법이 기억에 남는다. 단순히 목재가 물에 취
약하다는 점 때문에 수영장에는 목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
이 깨져버리는 순간이었다.

캐나다가 목재산업이 활성화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서도 목재의 활용도
가 높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개인주택부터 시작해서 공공건축물까지 이렇게 많
이 사용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인 한옥 또한 목
재를 이용했지만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급속한 개발과 선진외국문
물들의 빠른 수용으로 인해 사라져 버린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캐나다에 남아있는
목조건축의 문화가 부러웠고, 우리나라의 건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반두센 식물원, 리치몬드 빙상 경기장, 휘슬러 등 다양한 현장 답사가 이
어졌다. 그리고 제재소를 견학하는 날이 다가왔다. 한국에서도 제재소를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기함 그 자체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목재를 운반하는 방법
이었다. 제재소 옆으로 강이 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벌목한 다음 강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목재를 운반하는 시스템이었다. 한국에서도 보지 못한 광
경이었기 때문에 너무 신기했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계속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이제 시차적응도 완벽하게
되고, 주변 분들과도 친해지고, 본격적으로 공부할 맘이 드는 순간 떠날 날이 코
앞에 다가왔다. 그래도 열흘간의 연수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다양한 용도
의 건축물 현장을 견학하면서 목재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제 설계
를 할 때에 기본 구조나 재료로 목재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목조기술연수에서 캐나다 우드를 통해 모인 다양한 분야
의 선배님들을 만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가 건축을 10년 넘게 해도 100%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없다고 하셨다. 아무리
같은 디자인의 집을 짓더라도 건축주에 따라, 대지의 여건이나 기후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신경써야한다고 어려움에 대해 얘기해 주셨다.
배움의 끝은 없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조언해주셨다. 열흘간의 정말 값진 배움의 시간이었고,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기억에 남을 추억이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회로 목조건
축대전에서 입상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캐나다 우드에
감사하고, 함께 연수 다녀온 선배님들께도 감사하고, 몇 년 뒤에 만나 뵙게 된다
면 같은 일을 하는 후배로서 이번 연수를 추억삼아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겨울이 우기인 캐나다 밴쿠버 지역은 운 좋게도 우리가 도착한 시간에 이래적으로 좋은 날씨를 보여주었
다. 덕분에 도착한 날의 시내 관광부터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다. 첫 날 방문했던 개스 타운은 근 100년
이 넘게 그 자리에 있었던 목조 건물들을 리모델링 하여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벽돌로 치장된 건물도 내부
에 들어가 보면 목조의 푸근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개스 타운의 명물이라고 하는 증기 시계 앞에 서
보니 비로소 ‘내가 캐나다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COFI사무소가 밴쿠버 다운타운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오전에 그곳으로 걸어가는 시간조차 즐거
웠다. 시내를 채우고 있는 빌딩들은 개성되진 않았지만 깔끔하게 블록을 채우고 있었다.COFI에서 강의를
듣는 시간 동안 관계자 분들의 목재를 향한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주요 목조 건물들이나, 목조 건축
시공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어느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
명해 주시며, 우리 일행들의 질문에도 전심으로 응해 주셨다.
캐나다에는 약 10억 에이커의 산림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사진이나 창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크기는 실
로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크고 질 좋은 나무가 많다는 사실이 부러웠다. 사실 한편으론 ‘이렇게 나무가 많
으니 목조가 많을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강의를 듣다 보니 목재가 많다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으로 목재의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건축을 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목재의 가능성과 장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캐나다우드라는 단체를 세
계 각지에 파견하여 활동 중 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
라, 나무를 이해하고 환경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Richmond Oval 올림픽 경기장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목조 건축물이었다. Fraser 강변에 있는 11
에이커 규모의 이 경기장은 2010 밴쿠버 올림픽을 위해 지어졌으며, 올림픽이 끝난 후 공공 레저체육 시
설로 재 탄생된 건축물이다. 목조의 장엄함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장의 지붕은 브리티시 컬럼비
아주에서 난 목재만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한다. 90년대 말부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산림들은 병충해
로 인해 피해가 심각했는데, 그 나무들을 잘라낸 후 쓸만한 목재를 모아 이곳에 사용했다고 했다. 치밀하
게 엔지니어링 된 지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 과연 캐나다가 목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 그리고 잘
다루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
반두센 식물원 건물 견학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무려 그곳의 설계를 맡았던 분이 직접 방문해 주셔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마치 거대한 식물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주는 그 건물은 디자인이 목재
를 만나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었다. 곡선으로 우아하게 다듬어 져있는 목재들을 보면서 캐나다의 목
조 기술의 뛰어남을 느낄 수 있었다.
Super-E에 대한 강연도 기억에 남는다. 세계적 이슈인 친환경과 지속가능성, 에너지 절감에 대한 노력
을 목조 건축에 담아 실현해 내고 있는 것을 보니 캐나다 목조 건축의 정수를 보는 듯 했다. 열과 물의 흐
름을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시공된 건물들은 장기적으로 환경과 경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 시킬 수 있
게 될 것이다.
강의와 현장을 오가며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은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기회가 좋아서 시공의 과정을 하나하나 볼 수 있었던 현장을 방문 했었는데, 우리 일
행에 앞장서서 한층 한층 시공되어 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인솔자분과 건축 현장직원 분들 덕
분에 정말 자세하고 꼼꼼하게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캐나다 목조 건축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던 시
간이었다. 무엇보다도 목재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목재
에 대하여 겉핧기 식으로밖에 알지 못했던 나에겐 치밀하게 시공 되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
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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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 2013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본상 수상

평소 목조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에 도
전하게 되었다. 공개토론과 심사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미흡
한 결과물이었지만, 본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매우 기뻤다. 하지만 더욱 좋았던 것
은 캐나다로 목조연수를 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특히 목조건축에 관하여 많은 건
물을 짓고 있는 곳에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설레었다.
캐나다로 가는 동안 가장 궁금했던 것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부분의 건물에 목
재를 사용하는 이유와 그것들이 주는 실질적인 이점이었다. 캐나다 우드에서 강
의도 많이 듣고 목조로 계획되고 지어진, 많은 건물들을 본 후에야 그 답을 얻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목재를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건축에 있어서 재료의 선정은 경제적인 문제와, 설계 의도적인 부분, 공간을 형성
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
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선택의 폭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건축 재료를 목재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재를 활용하도록 발전해 온 것이
다. 나무가 주는 이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무로 집을 짓는 일을 당연한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시장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고, 수요로 인해서 나무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점차 확대되어서 대부분의 건물을 목재로 시공할
수 있는 기술과 목재를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소비적이고 재활용 불가능한 건축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이것
은 긍정적인 상승효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목재를 수입해야 하는 문제와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목조건축을 개척해가야 하겠지만, 목재를 주요 건축 재료로 인식하고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사례로 리치몬드의 빙상경기장은 병충해로 벌목해야하는 나무를 사용하여 대공간을 만들었고,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갖추고 있었다. 소치동계 올림픽의 빙
상경기장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나무를 이용한 공간의 아름다움을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처럼 캐나다의 다양한 목조건축물을 보면서, 목조는 모습을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사실 전통이라는 것은 정
형화된 모습을 갖지 않는다. 건축이든, 공예든 시대에 따라 조금씩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매개체인 재료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
무는 건축에서 만큼은 그런 매개체이므로, 더욱 많이 사용되어 질 것은 자명하기에 이번 연수가 굉장히 값지고 알찼다고 생각된다.
연수 기간 동안 훌륭한 교육과 가이드를 책임지신 황태익 전무님과 캐나다우드 직원분 들에게 감사하며, 건축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조남호 소장님께
도 감사를 드리고, 함께 연수에 참가했던 친구들과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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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木)의 긍지를 품어오다
우리나라는 목조기술에 있어 500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조상의 얼을 새겨온 목조건축물들이 20세기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반영하
듯 철골·콘크리트 구조물로 빠르게 채워졌고, 급기야 고유의 전통 건축물들을 침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웰빙’이라는 흐름은 건축문화에 친환경건축
이라는 언어로 반영되었다. 이는 목조건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건축가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목조건축이 다시금 삶의 인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의 우리에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가능성을 고민하고 들여다보았고, ‘캐나다 목조건축 기술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다.
가슴 벅찬 울림을 안은 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우월한 기회를 얻은 우리는 한국을 떠나 세계적 삼림국가인 캐나다로 낯선 첫걸음을 내디뎠다. 도착하여 우리는
단순한 관광의 의미가 아니었다. 퀸 엘리자베스파크와 스탠리파크의 광활한 삼림이 인간에게 주는 신선한 느낌과 우아한 영향력을 잠깐이지만 느낄 수 있었고, 전통
그 자체인 게스타운에서 는 삶에 스며든 목조건축과 그 공간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간의 호흡을 보았다.
본격적인 강연이 시작되었다. 다양한 목조건축물의 실례들을 보며 각 건물의 용도와 공간의 특징, 무엇보다 사용된 목재의 특성과 디자인을 중점으로 알아보는 시간
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극한 되어 있는 목조디자인에 비해 자유로운 활용과 쓰임에 놀라웠고, 단적인 미가 아닌 구조시스템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계산속에 꽃
을 피운 미학이었다. 차음과 내화 등 목재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구성을 하고 계획적 용도에 맞추어 다양하게 변화하는 구조체가 주는 공간은 쾌적함 그 자체였다.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이론 강의가 끝난 후 이어지는 현장방문은 이론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그 유익함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도면과 사진으로만 보았던 구조체
를 직접보고 층별로 그 진행과정을 볼 수 있어 이해를 더욱 도왔다. 또한, 밴쿠버지역의 벤두센가든, 올림픽 오벌 경기장, 써리 시티센추럴 등 작은 부재에서부터 글
루렘, 패럴렘, 대형 각재로 이루어진 목구조의 정점을 보여준 목조 건축물들의 공간 속에 있는 동안, 공간이 주는 감동과 함께 하나라도 마음속에 더 담아가려 눈과 귀
는 분주하기까지 했다. 특히 위슬러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패시브하우스는 고 단열, 고 기밀, 고성능창호, 열교환환기, 열교없는 디테일로 구성돼 있는데, 에너지 절
감을 강조하는 친환경 주택이라는 점이 목구조와 상생하며, 절묘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선배님들의 매 강연, 현장마다 보여주시는 뜨거운 열기는 GAUNIN 시공사의 시험용 막사에서 이루어지는 시공 과학에 절정이었다. 학생인 나로선 이해하기 힘든 부
분이 많이 있었지만, 온정어린 마음으로 챙겨주시며 대답을 해주시는 선배님들의 따듯함이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도 넘치셨다. 다음날 UBC에 있는 위치한 FP
이노베이션에서 Jieying Wang 박사를 만났다. 그녀는 목조건축의 내구성 고려사항에 대한 강의부터 중층
고층에 대한 적용 그리고 목조건축 경향까지 폭넓은 강의로 올바른 목재사용과 지속적인 목조건축을 위한
해답을 보여주었고, 연구실에서 목재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눈으로 확인시켜주었다. 연수에 마
지막을 장식한 Super E 강연은 각국의 적용된 사례를 실례로 다양한 장점들을 알 수 있었고, 기술적 디테
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여러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목구조체 사이의 기밀 시공 기술 등 현장에 방문
하여 어떤 과정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캐나다 목조건축 기술연수에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목재, 목구조, 목조건축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얕은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는 목조건축에 대한 사고를 함에 있어 자신에게 스스로 한계
와 제약을 주었던 것 같다. 이 막연함을 안고 온 이국땅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일정이 끝날 때 즘 깨달
았다. 목조건축의 가능성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펼쳐보았던 우리에게, 경연의 부상으로 기술연수가 가져다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말이다. 10일의 시간 동안 매 순간 목재가 곁에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목재에 대해
끊임없는 실험과 노력 그리고 도전을 통해 일구어낸 실천들을 듣고 보았다. 목구조란, 단순한 기술의 집결
이 아닌 목조건축의 본질이었다. 선배님들은 연구, 설계, 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 위치해 계시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보여주시는 열정과 땀이 모여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여정을 통해 목조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돌아간다. 목구조에 대해 스스로 감아놓았던 사슬
을 끊을 수 있었고, 앞으로 나와 목조건축이 상생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좋은 계기였다.
마지막으로 매시간 쉴 틈도 없이 열성적으로 앞장서시며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시려는 마음과 도움을 받기
만 한 정 소장님, 김 이사님, 황 전무님과 일정 중에는 우리들의 대장으로서 일정 후에는 건축 대선배님으
로서 좋은 말씀, 좋은 생각 나누어주신 조남호 소장님, 박진호 교수님께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전한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온 이곳에서 ‘木’의 대한 근원적인 따듯
함과 소박함을 지닌 긍지를 가득 품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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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목재를 선도하는 목재문화의 허브기관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문화진흥, 목재교육활성화
및 목재 이용 촉진 등을 위한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입니다.
진흥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정 사업을 추진하며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생활 속
목재의 저변확대를 통한 기후변화대응과, 목재문화의 가치 향유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산림이 주는 목재’를 통해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목재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시
대의 시작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실현하는 일에 허브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목조건축시장의 발전, 캐나다우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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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세계 최대의 침엽수 목재, 목재 2차 가공 제품 및 건축 자재의 수출국이며,

방침에 따라 소비자들은 캐나다 목재
제품에 대해
신뢰를산림
할수
있고
산림업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엄격한 품질 관리
친환경적인 산림 경영 기준에 따른방침에
생산을따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캐나다 목재 제품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고 산림업계는
친환경적인 산림 경영 기준에 따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우드는 해외에서 캐나다 산림업계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정부를 비롯한

캐나다우드는 해외에서 캐나다 산림업계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정부를 비롯한

목조건축 관련 협회, 학계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목조건축에 대한 적절한

목조건축 관련 협회, 학계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목조건축에 대한 적절한

건축법규 및 기준들을 개발하여 한국
저층 주택
건설산업
발전과
발전을
건축법규
및 기준들을
개발하여
한국 목조건축의
저층 주택 건설산업
발전과 목조건축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_ 대표 정캐나다우드
태 욱 한국사무소 _ 대표 정 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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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우드의 주요활동
캐나다우드의 주요활동
시장 접근
∙건축법규의 제개정
시장 접근
∙목조공동주택
보급을 위한
∙건축법규의
제개정내화와 차음 구조
및 내진 설계∙목조공동주택
기준 확립 보급을 위한 내화와 차음 구조
및 내진
∙목조건축자재의
기준설계
및 기준
인증확립
∙목조건축자재의 기준 및 인증
∙목조 기술 이전 및 교육
∙목조 기술 이전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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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3-7 203빌딩 3층 (137-130) 전화 : 02-3445-3834~5 팩스 : 02-3445-3832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3-7 203빌딩 3층 (137-130) 전화 : 02-3445-3834~5 팩스 : 02-3445-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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