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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목조건축의 우수성과 친환경성, 실용성과 주거의
쾌적함을 국민들에게 알려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 건축학도들
에게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을 심어주고자 올해로 16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대한민국 목조건축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전 세계
목조건축 전문가들이 모인 2018 WCTE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고, 국내에서 건축법상 최고 높이의 목조건축물이 경북 영주에 건설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딛고 목조건축의 황금시대로의 도약을 시작할
때입니다.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매년 국내 우수한 목조건축물을 발굴하고 시상,
전파함으로써 목조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목조건축을 이끌어갈 건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써 목재와 목구조에 대한 고민과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님들과 매년 해외 목조건축 연수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캐나다 우드, 목조건축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신 한국목조건축협회
그리고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큰 힘을 아끼지 않으신 산림청에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사를 통해 수상의 기쁨을 누리신 수상자 여러분께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비록 낙선하셨어도 응모해주신 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목조건축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목재문화진흥회장

이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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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우리는 올 여름 2018세계목조건축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명실상부한 목조건축의 황금시대의 부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옥이라는
우리만의 훌륭한 목조건축양식을 보유하였지만 산업화, 현대화 등으로
목조가 아닌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우리 생활은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중시되고 환경과의
공존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건축에 사용하는 재료 중 목재
만이 유일한 자연재료이자 친환경,친건강 소재입니다. 따라서 목조건축이라는
것은 인간을 건강하게 하고 자연과 공존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필연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최근 귀산촌 및 웰빙 문화의 붐으로 면역력 향상, 아토피 완화, 숙면유도 등
의 진정 효과가 있는 친환경 목조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의 주거
문화 재생을 위한 목조건축물들이 새로운 개념의 ‘도시 숲’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목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춰 수요자 중심
에서 국산목재가 생산·유통·가공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산림자원 순환경제는 산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
갈 것입니다.
목조건축의 홍보와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은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풍성하고 좋은 작품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그간 본 사업을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목조건축대전에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아쉽게도
수상은 못하셨지만 관심을 갖고 출품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조건축은 건축가의 노력만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와 건축주,
그리고 모든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친환경 미래
건축으로 도약하는 우리의 목조건축과 훌륭한 목재를 생산하는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해 산림청은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산림청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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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2018년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수상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건축 재료로 목재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답은 목재는 자라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저장하는
재료이면서 적정한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 재료로 이용하는데 손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조건축은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은 탄소저장 뿐만 아니라 건축
생물학적 측면에서도 인간의 건강 복원과 관련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응에 힘입어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그리
고 우리 목조건축협회는 국민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마중물로 시작한 목조건축대전이 벌써 16년째
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양한 디자인과 시공기술로 건축주의
취향을 저격하는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 덕분으로 생각하며, 목조건축대전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목조건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 WCTE 2018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43개국 883명이 참가하였고 세계적
건축계 거장들이 우리나라의 목조건축 발전을 주목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구조용집성판(CLT) 개발로 고층 목조건축도 가능해 졌으며
경북 영주에서는 5층의 공동주택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이 목조건축이 재도약하고 목조문화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는 소중한 불씨가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협회도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꿈을 더욱 크게
키워가는 축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신 김재현 산림청장님과
이춘만 목재문화진흥회장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사)목조건축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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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201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산림청의 지원으로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사업임
■ 작품주제 및 대상
계획 부문 : 자유
응모작품 : 목구조·목조친환경 디자인 등의 공법과 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래 목조 건축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미발표 창작물 또는 목재를 활용한 미래 새로운 건축 재료나 구조에 대한 제안
응모 자격 : 제한 없음(단,국내거주자)
응모 작품 수 및 인원 : 응모자 1인당 1작품, 공동출품은 2인 이내
준공부문
응모작품 : 2018년 8월 1일 이전 준공된 국내 목구조 건축물, 혼성 구조물,
목재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건축물, 목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및 조경시설물 등의 제분야
(※준공부분 최종심사시 점수가 동률일 경우 국산목재 사용량이 많은 작품에 대해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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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수(경희대학교 건축학과/교수)
최삼영((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강승희(노바 건축사사무소/대표)
박문재(국립산림과학원/과장)
■ 접수 - 계획 부문 : 1차(작품 계획안) 2018. 8. 20(월)~2018. 8. 27(월)
2차(패널, 모형) 2018. 10. 2(화)
준공 부문 : 2018. 8. 20(월)~2018. 8. 27(월)
■ 심의(응모요강 확정)
- 일시 및 장소 : 2018년 5월 21일, 목재문화진흥회 사무국
■ 작품심사(포트폴리오 심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20일, 목재문화진흥회 사무국
■ 현장심사
- 일시 : 2018년 10월 22일, 25일
- 대상 : 준공부문 1차 심사 통과작품
■ 최종공개심사(계획부문)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1일 , 목재문화진흥회 사무국
■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10일~15일, 인천목재문화체험장
■ 시상식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10일, 인천목재문화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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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S I G N AWA R D S
■ 수상결과
▶ 준공부문(5작품)
구
분
대
상
(산림청장상)
본
상
(산림청장상)
본
상
(산림청장상)
본
상
(산림청장상)
특

선

(목재문화진흥회장상·목조건축협회장상)

▶

수 상 자

소

속

서향각

원계연

스튜디오 더원

대평ㅅ집

신민재

AnL STUDIO
에이엔엘 스튜디오

서울대학교 산림교육연구센터

조항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채효당

김장권

북촌 HRC

강릉 한참봉 고택

안경호

주식회사 도시건축사 사무소

작 품 명

수 상 자

누상동 목조 메모리얼 봉안당

박영호, 주재린

무소속

소경재를 이용한
대공간 복합문화시설 계획안

김효영

명지대 건축대학 전통건축전공

공유, 소통을 만들다

변가영, 조진우

명지대 건축대학 건축학전공

순풍에 돛단 듯

고정준

경희대 건축학과

계획부문(10작품)
구
분
대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본
상
(산림청장상)
본
상
(산림청장상)
본
상
(산림청장상)

소

속

특

선

고층목조 주거공간 건축계획

엄현진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특

선

마당:행위의 중첩이
이루어지는 곳

임수진, 강지수

명지대 건축대학 건축학전공

특

선

목영(木影)공원

우종성

명지대 건축대학 건축학전공

특

선

수호목

김태우

한라대 건축학과

특

선

온유정

황도현, 채종우

한성대 실내디자인과

특

선

눈길, 발길이 가는 곳 시민청

류현우

명지대 건축대학 건축학전공

(목재문화진흥회장상·목조건축협회장상)

(목재문화진흥회장상·목조건축협회장상)

(목재문화진흥회장상·목조건축협회장상)

(목재문화진흥회장상·목조건축협회장상)

(목재문화진흥회장상·목조건축협회장상)

(목재문화진흥회장상·목조건축협회장상)

▶

작 품 명

특별 공로상(1작품)
구

분

특별 공로상

수 상 자
2018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소
오다니엘, 류성룡

속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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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부문
2018년 목조건축대전 준공부문 참여 작업은 한차례 예선을 거쳐 본상·대상
후보를 5점으로 골라 현장심사를 다녀왔다. 짙어가는 가을의 갈색풍경과
목조건축의 어울림이 좋아보였고 오감으로 채득되는 목조건축의 장점들이
새삼 돋보이는 여정이었다.
강원도와 전남으로 나눠진 일정을 잡아 네 명의 심사위원들은 목조건축을
이뤄낸 건축가와 시공자의 치열한 탐구와 새로운 시도를 눈여겨 살폈으며
건축주의 배려와 열정에 감동받는 시간들이었다.
주택은 한옥 두 점과 현대식 목구조 두 점 이었고 그리고 다소 규모가 있는
공공 시설물이 한 점이었다. 심사는 이틀간 했지만 참여 작 각각의 장점들
속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으며 위원들과 오랜 고심을 통하여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였음을 고백한다.
대상: 서향각 (건축가:원계연)
이 작품은 대한민국 최초의 다층목구조로서 국내산 목재를 이용한
중목구조로 지어진 4층 목조건축물이다. 또한 설계경기를 통해 작품이
선정되었고 전문가들의 자문과 연구를 거듭하여 탄생된 목조건축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다층목구조 이면서 공공건축물이기에 내진설계 및
방화에 대한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연구동이기에
실험실의 구성을 내진과 진동을 방지하기위해 실험실을 콘크리트로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콘크리트와 목구조의 하이브리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현장심사를 하는 동안 설계자의 아쉬움도 들을 수
있었다. 많은 규제와 제약조건들로 인해 목구조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었던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 공감한다. 최초의 다층목구조 이기에
남는 아쉬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를 바라며 공공건축물이기에
공공에게 개방하여 목구조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상: 대평 ㅅ집 (건축가:신민재)
경기도 양평의 고즈넉한 경사지에 지어진 간결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ㅅ자
집은 주변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케일과 단아한 조형을 뽐내고 있었다.
높은 층고의 내부공간과는 달리 두터운 지붕으로 누른 집의 외형은 내부
스케일을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어 졌으며 ㅅ자 지붕은 당호가 주는 느낌을
강조하며 생경스런 스케일로 다가왔다. 아마도 지붕에 대한 선입견이 집의
스케일에 의외성을 가져다 준 것 일거라 보였다.
단순해 보이는 평면이지만 꺾어진 거실창과 시원하게 열린 공간은 지붕의
깊이를 달리 만들며 풍경을 만나는 깊이에 다채로움을 연출해주었다.
재료나 구법에 있었어도 장 스팬의 창이나 두터운 지붕을 목재트러스와
I- Joist, PSL, 철물등을 사용하여 경골목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시도가 돋보이는 작업이었다. 전체적으로 건축주의 삶에 대한 철학과
건축가의 작업정신으로 잘 조화된 모습이었고. 삶과 풍경이 조화를 이뤄가는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었다.
따라 어린시절 추억을 반영한 다락 공간도 일품이다. 본체의 내부는 모두
레드파인 목재로 마감되어 그 느낌이 아주 근사하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내내 건축가의 손길이 남아 있는 이 작품을 보면서 미래의 더 근사한 작품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즐겁게 발길을 옮겼다.
본상: 서울대학교 산림교육연구센터 (건축가:조항만)
심사위원들이 모두 기대한 작업이었다. 공모를 통해 당선된 본 건물은
대지를 잘 해석한 건물로서 땅의 조건이 건축으로 잘 도출된 건축풍경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한옥의 공간구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만들어진
모습은 건축가의 의도가 또렷하게 느껴지는 건물 이었다.무엇보다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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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공공건물로서 목조건축은 목조건축의 확장뿐 아니라 건축계의 미래에
중요한 관심사이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권장 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가는 이미
이러한 건축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역할을 선도해가고 있었으며 이후
만들어 지는 목조건축에도 기대를 주고 있는 건축행보를 하고 있다.
자연을 맞이하는 공간의 태도는 근경과 원경을 아우르며 기분 좋은 차경을
만들어주며 옥상 테라스를 통해 만나는 풍경은 노출된 목재구조의 구조미를
뽐내며 관조의 공간을 연출해주는 이 건물의 궁극공간으로 느껴졌다.그러나
공간의 감동에 반해 목구조의 전반적 시공 상태와 디테일처리는 전체적
조화로움에 아쉬움이 남는 건물 이었다. 철골과 목조의 혼합된 자유로운
구조방식과 건물의 사용과 유지관리에 용이한 하이브리드방식은 목구조의
이용에 융통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으나 이질재료와의 결합상태나 단열재
등의 적절한 시공이 미흡한 것은 기대치를 허무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본상: 채효당 (건축가: 김장권)
은평 한옥마을은 또 다른 민속촌이 되어가는 현대식 한옥 마을이다.
북촌한옥을 잇는 좀 더 진화된 한옥의 형태들이 모여드는 이곳은 보여주기
식의 한옥이 아니라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개량된 한옥의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선도적 한옥마을이 되기를 기대한다. 채효당은 협소한 대지에
전통한옥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잘 구현시킨 현대식 한옥의 좋은 샘플을
보여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작은 공간을 빈틈없이 짜여 진 공간구성으로 쓰임에
군더더기가 없는 친절한 집이었다. 단층한옥의 기능들을 복층으로 변환
시키면서 동선을 짧지만 풍경과의 접점을 다채롭고 리듬감 있게 만들었으며
수납과 채광에 각별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작업이었다.
건축가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건축주의 지적 감수성이 상호 작용한 소통의
결과가 구석구석 느껴지는 치밀함이 보이는 작업으로 은평한옥 마을의 격을
높이는 좋은 샘플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작업이었다.
특선: 강릉 한참봉 고택 (건축가: 안경호)
이 집은 1900년대 전반에 지어진 고택을 이축한 전통가옥이다.
ㅁ자형태의 강릉지역 건축의 특성을 잘 간직한 문화재급 수준의 집을
정밀실측을 통해 재현하며 현대적 삶을 담기위한 노력으로 칸을 조정하여
재탄생된 집이다. 한옥은 신축보다 기존한옥의 보존과 활용에 초점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기존의 DNA를 보전하며 현대적 기능을 담는 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건축가의 지난한 작업과정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의 한옥에 대한 애정과 분투가
없었다면 이런 완성도 높은 한옥의 재현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
결과물이었다.
사소한 아쉬움은 치밀한 재현과 쓰임에 대한 알뜰한 디테일은 돋보이는
작업이었으나 아직 때 묻지 않은 기계적으로 가공된 기단석, 마당의 정제된
판석과 잔디는 오래된 집과 조화를 이루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최 삼 영 (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D E S I G N AWA R D S
■ 계획부문
2018년 한국목조건축대전 계획 부분의 출품작 중 10개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목구조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작품들이
기본적인 기둥/보 구조와 CLT 슬라브와 벽을 이용하는데서 한 걸음 더
발전하여 새로운 형태와 구조적 디자인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기능성, 실용성과 현실성을 갖추면서도 목구조가 가지는 조형성과 구축성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어서 미래의 목조건축 디자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심을 기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대상으로 선정된 ‘누상동 목조 메모리얼 봉안당’은 목조건축이 가지는
특성을 구조적으로 잘 풀었을 뿐 아니라 메모리얼 봉안당이라는 프로그램과
목조건축의 조합을 통해 목조건축의 다양한 잠재력을 이끌어 내었다.
구조적 제안에서 한옥 공포의 역학적 개념을 슬래브와 기둥의 접합부에
현대적으로 적용하였고 디테일 및 내부 기능에 있어 완성도 있는 디자인으로
마무리하였다. 기능, 구조, 미, 상세 계획에서 완성도가 가장 종합적으로
뛰어난 목구조 건축 안을 제시하였다.
본상을 수상한 작품들은 세 작품으로 목구조 건축에 있어 목구조가 가지는
다양한 구축적 시도와 조형성을 높은 완성도의 디자인으로 제안하였다.
‘소경재를 이용한 대공간 복합문화시설 계획안’은 다양한 크기의 목재와
복합적인 결합방식을 통해 중목구조 형식과 결합된 소경재를 사용한 목구조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공포결합 방식과 우물반자 구조를 결합한 맞배지붕
형태의 구조는 일종의 트러스처럼 지붕구조를 형성하면서 곡선 형태의
지붕을 구현하였다.
‘공유 소통을 만들다’는 두가지 다른 원형 볼륨으로 구성된 시민청 계획이다.
두 가지 다른 기능의 공공 공간을 위해 각기 방식의 목구조 시스템을
제안하여 원형형태의 지붕을 지지하는 다양한 목구조 형태와 채광방식을
디자인하였다.

‘목영공원’ 은 중목구조에 곡선 부재를 사용하면서 캔틸레버로 이루어진
처마와 내부 중앙홀 및 시민 플라자의 대공간에 사용된 아치라는 건축요소를
조합하여 하나의 어휘로 풀어내었다. 내부의 대공간과 외부 처마 및
외부공간의 계획을 통해 큰 스케일의 공공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수호목은 나무의 형태를 이미지로 삼아 경량목재의 수직루버의 외피구성을
통해 동선과 시각적 차폐효과를 하나로 구성하였다. 내부 공간의 중정을
통해 나무 기둥이 가지는 중심성을 보이드 공간으로 치환하여 형성하였다.
‘온유정’ 은 도시에서 흔히 관심을 받지 못하는 환승주차장 공간을 목구조로
이루어진 이동공간이자 3차원으로 이루어진 입체공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목조 기둥 및 보로 구성한 도시 공간 내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자연과 바람, 햇빛을 느끼도록 하였다.
‘눈길, 발길이 가는 곳 시민청’은 공공성이 강한 시민청 공간을 도시적
스케일의 거대한 곡선형 지붕 아래 배치하면서 사선의 목구조 기둥을
트러스 형태로 사용하여 역동적인 공간과 구조를 제안하였다. 큰 스케일의
공공공간을 구성하면서 역동적 조형성, 투명성, 구조적 간결성이 잘
어우러지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목조건축대전은 출품작의 질에 있어 많은 발전을 볼 수 있었다.
목조건축이 다양한 공공건축 및 민간건축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새로운 구축형태 및 디자인에 대한 노력을 많은 작품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젊은 건축가들과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목조건축의 다변화와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건축현장으로의 파급되기를
바란다.

김 관 수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순풍의 돛단 듯’ 송도 신도시의 공원 시설로 제안된 이 계획안은 돛의
형태에서 따온 파빌리온 지붕 디자인을 목구조 형식으로 풀어내었다. 개성이
강한 조형성과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3차원 형태의 트러스 목구조 형태 및
결합 디테일을 제안하여 기존의 기둥/보 구조에서 보기 힘든 형태의 목구조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특선에 오른 작품은 6작품이다.
‘고층목조 주거공간 건축계획‘은 고층 아파트를 철근콘크리트 코어, 철과
공학목재의 복합구조와 CLT 슬래브 및 벽으로 구성한 안이다. 형태와 구조는
현상설계 패널에 밝힌데로 C.F. Møller Architects 의 HSB Stockholm
2023 프로젝트를 참조하였으나 평면, 코어 형태 등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디자인 되었고 복합구조의 방식도 새롭게 제안하여 고층 목구조
건축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당:행위의 중첩이 이루어지는 곳’ 안은 전통한옥이 마당공간을 재해석
하여 현대식 목구조 건축 안에 새롭게 구성하였다.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내외부에 다양한 매개공간을 마련하였고 전통적 건축양식의 공포를 현대
목구조에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등 전통 목구조 건물이 가지는 공간감과
어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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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
대 상ㅣ서향 각(書 香 閣) (S e o H yan g G ak )
본 상ㅣ대평 시옷(ㅅ)집 (D ae p ye o n g Si o t t-zip)
본 상ㅣ서울 대학교 산 림교육연구 센터 (E d u c at i o n & Re s e ar c h C e n t e r of SN U S o u t h F o r e s t)
본 상ㅣ작지만 큰 집, 일상의 한 옥 '채효당'(C h ai H yo D an g)
특 선ㅣ강릉 한 참봉 고택 (C h am b o n g H an’s O l d H o us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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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대상

서향각(書香閣)
Seo Hyang Gak
원계연 ㅣ 스튜디오 더원 Studio TheWon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294
대지면적 ｜ 438㎡
연 면 적 ｜ 126.4㎡
건축면적 ｜ 147.5㎡
층
수 ｜ 지상 1층
주 구 조 ｜ 경량목구조
준 공 일 ｜ 2017. 07. 26
건 축 주 ｜ 박탄, 이효숙
설 계 자 ｜ 원계연
시 공 자 ｜ 김민수,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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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이면 놀러갔던 할머님 댁의 대청
마루가 없었다면 우리는 국문과에 가지 않
았을 거에요. 장마철 높은 습도에 세상 모든
게 눅눅해져 책을 보려 엎드리면 살이 쩍쩍
달라붙던 대청마루에 대해 재미있게도 우린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초기단계
에서 건축주 부부가 풀어놓은 이야기다.
같은 학교 국문과 동기인 부부는 아파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바람 잘 통하고, 햇볕
잘 드는 그리고 마당 있는 단독 주택에 살겠
다고 찾아왔고, 그들의 꿈 중 하나는 본인들
이 사는 동네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이라 했다.

비록 경제적 여건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위의 핀잔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의지
는 많이 사라졌지만, 작업 기간 내내 그들 꿈의
씨앗을 품었다.
신축과 리모델링을 모두 염두해 여러 곳의
땅과 집을 함께 보러 다녔고, 건축주 부부
에게 제격인 땅이 나타나 1년 여간의 설계
가 진행되었다.
신축과 리모델링을 모두 염두해 여러 곳의
땅과 집을 함께 보러 다녔고,
건축주 부부에게 제격인 땅이 나타나 1년여
간의 설계가 진행되었다.

19

살림집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햇볕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향으로 집을 앉히고, 마당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동차는
집 밖으로 내보냈다. 그들의 바람대로 아파트처럼 커다란 거실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머무르며 차 마시고 책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그들 삶의 일부인 책을 수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책장을 디자인했다.
집의 규모와 텃밭 가꾸기를 꿈꾸는 건축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외부에서 신발을 신고 사용 할 수 있는 손님용
화장실을 구성했고, 일사조절과 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가능한 만큼 처마를 내밀어주고, 대청과 별채의 아궁이
주변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반 외부적인 공간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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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의 기술적인 부분들
기초콘크리트 위에 방수시트를 설치해 바닥으로부터의
습기를 원천 차단했으며, 벽체와 지붕에 통기층(벤트등)
을 확보했다.
바닥단열재 역시 법규에서 요구하는 성능 이상의 단열재
를 건물내측(방수시트 상부)에 설치하였고, L형 앵커 역시
스테인레스제품을 사용해 콜드 브릿지등의 열교가 생기
지 않도록 설계했다. 벽체에는 내부에 38mm의 설비층을
구성하였고, 외부에 설치되는 컨센트등도 노출컨센트를
설치하여 전선관과 스위치박스 등으로 인한 단열층의 파괴
를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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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하중과 풍하중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성능을 높여주는 철물들을 충분히 설치해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였으며, 목조주택의
고질적인 문제인 욕실등의 방수층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콘크리트 기초의 방수턱 형성은 물론 목구조 벽체 내측에 조적벽을
한 켜 더 쌓아 방수 내구성을 높였다.
일조확보가 유리한 방향으로 집을 배치하고, 충분한 처마길이를 확보하여 일사에 대응하였으며, 전원의 장점을 살린 대청마루
형식의 반외부인 거실을 구성하였다. 자칫 습하고 어두울 수 있는 집의 뒷 공간 지붕을 투명하게 구성하여 채광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밝은 일종의 뒷마당을 구성해 활용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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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본상

대평 시옷(ㅅ)집
Daepyeong Siott-zip
신민재 ㅣ AnL STUDIO 에이엔엘 스튜디오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1073-6
대지면적 ｜ 1,486㎡
연 면 적 ｜ 124.53㎡
건축면적 ｜ 163.78㎡
층
수 ｜ 지상 1층
주 구 조 ｜ 경골목구조
준 공 일 ｜ 2017. 04. 24
건 축 주 ｜ 김명언
설 계 자 ｜ 신민재
시 공 자 ｜ 건축주 직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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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기단

보편적인 경사지붕

전통건축 지형 순응의 지혜

지붕의 확장을 통한 외부공간의 형성

경사도에 적응하고 내부 프로그램을
반영한 지붕형태 변경

공간의 개방 : 전면 WIDE창 설치로

내부공간의 상대적 변화를 도모

전통적인 대청공간 조성

다양성과 내외부의 상화관계 의도

<목구조>

I-joist 지붕 장선
기둥이나 벽면이 없는 중심의 대칭공간은 길이가 긴 장선이 요구되었다. 두꺼운 OSB 합판을 세우고, 위아래 각재를 덧대어 구조
용보를 제작하였다. 일종의 I-joist 로서 큰 지붕의 하중을 뒤틀림 없이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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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

PLC (paralle strand lumber)
목재를 제재하고 남는 피박이나 껍데기를 한방향 결로 모아 접착제로 압착시킨 PSL을 처마를 받치는 지붕 도리에 적용하였다.
지붕의 하중을 받아 양측의 벽면으로 전달해준다.

목재 트러스 상인방
9M 길이의 WIDE 창의 인방을 목구조에서 구현하고자 목조 트러스를 적용하였다. 지붕하중을 받아주는 구조재와 분리하여,
인방에 적용되는 하중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창틀에 수직부재에 작은 금속기둥을 두어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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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본상

서울대학교 산림교육연구센터
Education & Research Center of SNU South Forest
조항만 ㅣ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59-45
대지면적 ｜ 8.712㎡
연 면 적 ｜ 2.808㎡
건축면적 ｜ 1.762㎡
층
수 ｜ 지상 3층
주 구 조 ｜ 철골, RC, 가구식목조
준 공 일 ｜ 2018. 05. 28
건 축 주 ｜ 서울대학교
설 계 자 ｜ 조항만
시 공 자 ｜ 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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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한옥공간의 현대적 재해석
우리 고유의 건축인 한옥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 계획안의 훌륭한
전범이 된다. 한옥은 수백년에 걸쳐 우리의 자연과 풍토에 토착
되고 풍경에 동화된 건축이다. 특히 인구밀집 지역이 아닌 산간
지역의 사찰이나 서원등은 한반도에서 자연과 하나되는 최적화된
친환경적 건축을 보여준다.
배치와 조형은 백운산의 지세와 환경에 동화와 조화를 목표로
하였다. 평면적으로는 자연에 대비되는 모던한 직사각형이지
만 대지의 등고선에 묻힌 채 구조의 결구를 드러낸 입면은 많은
레이어를 가지고 우리의 한옥처럼 약하지만 은근한 경계를 이루
며자연과 섞이게 된다.
기능을 중시한 평면을 위해 한옥의 기본 유닛단위인 “퇴, 간, 채”
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 적용하였다. 요구된 기능에 맞는 최소
모듈을 설정하고, 그 배수의 치수를 평면구성에 적용함으로서
질서있는 가운데 다양성을 획득하는 한편 반복으로 인한 경제성,
효율성,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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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본상

작지만 큰집,일상의 한옥 '채효당'
Chai Hyo Dang
김장권 ㅣ 북촌 HRC

위
치 ｜ 서울 은평구 진관길 11-30
대지면적 ｜ 135.00㎡
연 면 적 ｜ 143.49㎡
건축면적 ｜ 67.47㎡
층
수 ｜ 지상 2층, 지하 1층
주 구 조 ｜ 지상층-한식 목구조, 지하층-철근콘크리트
준 공 일 ｜ 2017. 11. 21
건 축 주 ｜ 최효찬, 이채영
설 계 자 ｜ 김장권
시 공 자 ｜ 김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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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_안채기능의 공간

1.

1. 대청 전경
2. 안방
3. 주방 전경

2.

3.

2층_사랑채기능의 공간

1.

2.

4.

5.

3.

1. 서재 전경
2. 서재 침상
3. 2층 차경
4,5. 전경_공간의 깊이

40

201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지하층_사랑채기능의 공간 및 수납, 기타 공간

1.

2.

3.

1,2. 지하층과 채광창
3. 지하 계단실과 수납

4.

5.

4. 2층 간이주방

1.

6.

5. 2층 전실 수납공간

6. 누마루와 하부 나비

2.

1. 2층 소청과 전실

2. 2층 침상과 소청

41

1.

1. 1층 대청과 마당 전경
2. 2층 전경
3. 마당 야경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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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부문｜특선

강릉 한참봉 고택
Chambong Han's Old House
안경호 ㅣ 주식회사 도시건축사 사무소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모산로 70번길 30
대지면적 ｜ 1,979㎡
연 면 적 ｜ 230.86㎡
건축면적 ｜ 230.86㎡
층
수 ｜ 지상 1층
주 구 조 ｜ 경량목구조
준 공 일 ｜ 2017. 09. 13
건 축 주 ｜ 한상원
설 계 자 ｜ 안경호
시 공 자 ｜ 강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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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古宅), 사라질 위기에 처하다
강릉은 우리나라 전통가옥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 중의 하나로 선교장을 중심으로 한 북촌과 남진용 가옥ㆍ정의윤 가옥 등을 중심
으로 한 남촌에 다수의 전통가옥이 현존하고 있으며,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ㆍ관리되고 있다.
한참봉 고택은 강릉의 남촌인 담산동에 위치하고 있다. 참봉 벼슬을 엮임 한 故 한기직 公께서(건축주의 증조부) 1916년 사랑채를 건립
하셨고, 이후 1936년 안채가 건립되었다. 100년이란 세월을 견디며 4대에 걸친 한 가족의 역사와 함께 했던 고택은 원주~강릉 간 철도
건설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토지 및 건물이 수용 되어 사라질 위기였으나 다행이 인근으로 이축되어 보존되었다.

첫 만남, 기억을 되살리다.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곳간과 행랑채 등의 부속 시설을 하
나로 결합한 튼 □자 형태의 평면과 화려하진 않지만 당당
하고 짜임새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수용을 앞둔 고택은 관
<해체 단계1>

<조립 단계1>

리의 부재로 급속도로 훼손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주
변 수목의 침범과 지의류의 번식은 양명해야 할 가옥에 음
습함을 더했다. 추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채의
평면계획(양통형 겹집 구조) 및 사랑방과 사우를 통합한

>>

사랑채, 그리고 각 실 천정에 설치한 고미반자는 강릉지역
건축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사랑채 분합문

<해체 단계2>

<조립 단계2>

상부의 머름청판 조각형식과 각종 창호의 철물장식의 사
용은 근대기 한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강릉지역의 건축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본 건물은 주변
에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가
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한번 해체하면 그 원형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기에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한 정밀실측

<해체 단계3>

<조립 단계3>

을 병행하기로 건축주와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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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선정
기존 고택의 좌향은 동쪽의 낮은 구릉을 등지고 백두대간의 망덕봉과 칠성대를 바라보는 서남향으로 자리하였다. 고택이 자리한
모산(茅山) 마을은 강릉의 대표적인 양반마을이며, 인근에 위치한 건축주의 선영(先塋)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는데 결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존 부지에서 남쪽으로 약 120m 떨어진 곳에 터를 정하고 산세의 흐름에 맞추어 북쪽으로 약간 치우
친 서향으로 자리 잡아 멀리 백두대간의 대관령을 바라보는 향으로 잡았다.

공간의 확장
이축 시 건축주의 요구는 단지 현대생활의 기능을 담을 것만
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부엌의 개량과 방 규모의 확장) 고택
이 지닌 건축적 특징과 문화재적인 가치를 감안하여 집에 얼굴
인 사랑채는 원형복원에 방점을 두고, 안채와 부속채는 기능
과 편의를 위주로 약간의 변형을 고려하기로 설계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전통한옥의 간살이(보통 8尺)는 현대생활의 기능을 담기에
는 좁은 공간이다. 한옥의 특성상 보칸으로의 확장은 용이치
않기에 고택이 지닌 DNA를 보존하며 공간의 확장을 보존하
기 위해 도리칸으로의 확장을 고려하였다. 안채의 평면 구성인
6칸 겹집의 상방을 안방과 분리하여 사이에 한 켜(마루방과
화장실)를 채움으로 각 공간의 독립성(privacy)을 확보하고
상방의 남쪽에는 별도의 마루방을 두어 단열효과를 높여주
었다. 또한 비교적 규모가 큰 부엌은 상부 다락의 보존을 위해
바닥높이를 조금 높이는 대신 기존 아궁이는 활용할 수 있도
록 계획하였다.
곳간채와 행랑채에도 각각 1칸의 모듈을 더해 방의 규모를
키우고,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 실내 공간
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안마당의 확장을 가져왔고 넓은 마당
과 높은 안채의 기단은 각 실내로 유입되는 빛의 양을 증가시켜
기존 고택보다 더욱 양명한 공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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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채(현황)

안 채(증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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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사랑채>

<안채>

<안채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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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古宅)의 보존과 재생건축
고택이 지닌 가치를 찾아 남기고(보존),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며(복원), 기존의 상처를 아우르고(보수), 현대 삶을 담기 위한 공간
의 확장(증축) 과정은 옛 건물을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 시킨다는 의미에서 근자에 건축에서 회자되는 재생건축과 같은 맥락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건축주, 이 3자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작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안채의 부엌>

<사랑채 내부 전경>

<안마당의 위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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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OOD DESIGN
AWARDS
201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W O O D

D E S I G N

A W A R D S

계획부 문
대 상ㅣ누 상동 목 조 메모 리얼 봉안 당 ( Wo o d M e m o r i al C h ar n e l H o us e)
본 상ㅣ소경재를 이용 한 대공 간 복합문 화시설 계획안
(L ar g e-s p an C o m p l e x C ul t ur e C e n t e r Usin g Sm all-r e c t an g ul ar T im b e r)

본 상ㅣ공 유,소 통 을 만 들 다 (Sh ar in g , e s t ab lis h c o m m uni c at i o n)
본 상ㅣ순 풍 에 돛 단 듯 (S ail in t h e win d)
특 선ㅣ고층 목 조 주거공 간 건축계획
( A St u d y o n t h e A r c hi t e c t ur al P l an nin g of Hi gh-r is e Wo o d e n Re si d e n c e)

특 선ㅣ마 당 : 행위의 중 첩이 이루 어지는 곳
(G ar d e n : W h e r e t h e O ve r l ap of t h e A c t i o n Take s P l ac e)

특 선ㅣ목영(木影)공 원 ( T H E PA R K , Silh o u e t t e of Tr e e s)
특 선ㅣ수호목 ( T h e G i v in g Tr e e)
특 선ㅣ온 유 정 ( A B i g t r e e wi t h a s t r o n g s c e n t)
특 선ㅣ눈 길, 발길이 가 는 곳 시민청 (C i t ize ns h all, t e m p t in g by e ye si gh t , s t e p si gh t)

51

계획부문｜대상

누상동 목조 메모리얼 봉안당
Wood Memorial Charnel House
박영호, 주재린 ㅣ 무소속

PROLOGUE
우리나라는 묘자리를 중시하는 풍수지리설과 조선시대 억불숭유정책으로 화장문화가 금기시 되었기 때문에, 봉안당은 연고지가
없거나 묘지 관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국토면적에서 묘지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에서 화장봉안문화로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묘지로 잠식되는 국토손해와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해 장묘시설의
변화와 장기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서울은 격변의 상황에서 묘지를 모두 없애면서 장묘시설을 추방된
시설로 취급하였고 혐오시설이란 인식이 자리 잡은 도시가 되었다.
21세기 장묘시설을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고인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도심형 메모리얼 봉안당을 계획함으로서, 고인을
떠나보내는 자에게는 위로와 안식의 공간, 고인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공간, 고인과 산자가 만나는 기억의 공간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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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 설계개념
누상동 목조 메머리얼 봉안당은 죽은자와 산자의 구분을 안과 밖이라는 건축 형태로 관계성을 조성한다. 서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더 이상 닿을 수 없지만 산자와 죽은 자에게 위로가 되는 기억과 빛의 공간을 계획한다. 목조로 이루어진 기억과 빛의 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한옥의 공포라는 선축 개념을 응용하였다. 공포는 한옥에서 처마 지지하는 구조적 개념으로, 공포르 각 기둥에서 만들고 공포와
공포 사이를 연결하여 대공간으로 계획하였다.

Memorial Space Program : 공간 프로그램
봉안당은 죽은자의 안식처로서 사후의 새로운 거처인 동시에, 산자들이 죽은자를 애도하기 위한 공간으로, 죽은자와 산자 모두를 위한
공간이자 관계의 공간이다. 고인을 떠나 보낼 때 산, 강, 들과 같은 자연으로 유골의 재를 뿌리는 산골을 통해 자연으로의 회귀를 바라
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를 모티브로 자연을 매개로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으로 제시한다.

Wood Property and Temporality : 목재의 물성 및 시간성
봉안당은 한사람의 인생의 시간이 마무리되는 곳이자 새로운 생으로 시작되는 장소이다. 시간을 다루는 장소로서 시간성을 대표하는
재료인 목재의 사용을 제안한다. 목조는 콘크리트와는 달리 어느 순간에 굳어지는 건축이 아니라 살아 있는 건축을 만든다. 또한 목재의
물성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죽어서도 좋은 곳에 있기를 바라는 산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살아 있는 건축 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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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Tectonic : 한옥 공포 원리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목구조
주요 구조적 방식은 공포의 결구 방식을 응용하여 공간을 조성한다. 공포는 부재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제작에 어려움이 있지만,
원리 자체는 처마를 지지하는 켄틸레버와 같은 구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하여 휨강성으로 인해 장경간 스팬을
확보하기 어려운 목구조 대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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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3층>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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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문｜본상

계획부문｜본상

소경재를 이용한 대공간 복합문화시설 계획안

Large-span Complex Culture Center Using Small-rectangular Timber
김효영 ㅣ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전통건축전공

PROLOGUE
전통건축의 정체성을 간직한 한국형 목조건축
건축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참조점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써, 우리건축에 보편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구축적 질서'인 목조건축의 조영원리에서 이 계획의 기본방향을 잡게 되었다.
목조건축은 크고작은 목재의 결합체이다. 우리건축 또한 작은 부재를 이어서 큰 부재와 같은 성능을 낸다거나, 자연에서 자란 모습
그대로 사용하는 등 재료와 물성에 대한 다양한 사용법이 존재한다. 바로 그런 조영원리에서 형태와 구조를 가져왔다. 하지만 무비판적인
답습은 지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도시의 밀도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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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대형목재는 요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소경재와 미성숙재, 간벌재 등을 이용한 구죠용 집성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재들을 이용해
한옥이 그래왔듯이 맞춤과 이음으로 공간을 구현하고 대공간을 만들기위해 넓은 스팬을 가진 구조를 구현했다.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는 물론, 파사드,실내 인테리어 등 소경재는 단순히 구조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이루는 모든부분에서 사용
이 가능하다. 한옥의 조영원리에서 출발한 이런 방식을 통해 한국형 목조건축의 가능성을 탐구해보고, 더 나아가 목재 산업시장의 규모도 커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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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소통을 만들다
Sharing, establish communication
변가영, 조진우 ㅣ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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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풍에 돛단 듯
Sail in the wind
고정준 ㅣ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PROJECT SUMMARY
설계명
위치
용도
규모
구조

순풍에 돛단듯 (바람이 머물다, 지나가는 곳)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8
복합문화공간 (카페, 전망대)
지하 1층(선큰), 지상 2층
Structural Glued Laminated Timber
Cross Laminated Timber Pe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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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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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획
3D 트러스 구조를 변형한 구조계획
- 비정형적 지붕을 만들기 위하여 목조 트러스 구조를 이용하여 구조를 만들고 그 위를 지붕이 덮는 형식으로 디자인
- 거대한 지붕구조를 지지하기 위하여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결합한 비정형의 보를 여러방향으로 보내어 지붕구조와 연결
- 횡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기둥과 기둥사이를 다시한번 연결
- 구조공학 목재를 사용, 높은 강도와 강성으로 구조적 한계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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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의도
- 바람을 표현하고자 송도바다로 순응하는 돛의 모습을 형상화
- 여러방향으로 분절을 통한 소통과 확장
- 구조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최종 디자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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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목조 주거공간 건축계획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of High-rise Wooden Residence
엄현진 ㅣ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PROLOGUE
최근 목조건축은 다양한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건축자재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경적인 요구에 힘입어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고층목구조 주거공간을 제안함으로써 고충구조재로 사용가능한 목구조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향후 한국
고층목조건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PURPOSE
고층 목구조 하이브리드 구조계획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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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DIAGRAM
고층 목구조 하이브리드 구조계획

층별 모듈쌓기

모듈 뒤틀기

조형적 모듈나눔

모듈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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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 행위의 중첩이 이루어지는 곳
Garden : Where the Overlap of the Action Takes Place
임수진, 강지수 ㅣ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전공

PROLOGUE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에서 마당은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대문을 넘어 사랑채, 안채로
들어가기 전 전위공간의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곡물을 말리거나 김장을 담그는 곳이 될 수도 있으며 작은 텃밭이
되기도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이 단순히 마당이 공간적 요소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끌어들여 시민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마당'을 제공할 것이다.
즉 그것이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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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영(木影) 공원
THE PARK, Silhouette of Trees
우종성 ㅣ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전공

PROLOGUE
나무그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과 함께 휴식처를 제공해준다. 나뭇가지 사이로 흘러내리는 햇살은 산산이 부서지며
사람들의 머리를 스쳐지나가고, 나무 아래의 사람들은 햇살을 피해 그늘이 주는 서늘함을 만끽하며 나무와 교감한다.
작품명 목영공원은 이러한 나무그늘을 닮은 대공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릴적 나무 그늘 아래서 뛰놀던 아이들은 세월이
지나 다시 그늘 아래로 돌아와 나무와 교감한다. 그들이 알던 나무는 더이상 없지만 심어져 자라나고, 순환하여 다시 그늘을
제공하는 또 다른 나무로 돌아와 아이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나무의 그늘과 향기, 그리고 정취를
머금은 목구조 대공간계획은 이렇듯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나무의 소중함을 깨닿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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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목(守護穆)
The Giving Tree
김태우 ㅣ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PROLOGUE
요즘 서울권에서는 동네마다 동네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나무, 즉 '수호목' 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예로부터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준다는 수호목은 정말 사라진것일까? 마을에서 도시로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의 휩쓸려
수호목과 같은 자신의 동네를 지켜줄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은 정말 없어진것인가? 지금 이 시간도시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소방관님들이 있는 소방서가 바로 현대의 수호목이라고 생각한다. 하루에도 수십번 넘게 출동하여 생사의 고비
를 넘기는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복귀한다. 복귀했을때 회색의 차가운 콘크리트가 아니라 따뜻한 나무가 그들의 노고를 반기길
원한다. 언제 비상벨이 울릴지 모르는 매 순간순간속에서라도 잠시나마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공간으로써 정신적
인 휴식을 선물해주고 싶다. 전쟁터같은 도심속에서 잠시나마 기대어 쉬어갈 수 있는 한그루의 나무와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건강히 다치지 말고 오랜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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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정
A Big tree with a strong scent
황도현, 채종우 ㅣ 한성대학교 실내디자인과

PROLOGUE
도심 환승주차장의 유기적인 공간 재생 계획
기능이 약화된 도심 속 환승주차장에 열림 공간과 식물, 바람, 그리고 향기를 사용하여 죽어있는 공간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
외부에서 타고 들어온 바람은 열린 공간의 구조에 따라 그 공간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그 공간이 위치한 주변 환경과 공
간 안에서 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간안에 존재하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으로 존재한다.
호흡하는 공간은 단지 건물이 숨을 쉬고 움직이는 과정이 아닌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들과 주변 생태계의 지속적인
관계가 만들어내는 과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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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발길이 가는 곳 시민청
Citizenshall, tempting by eyesight, stepsight
류현우 ㅣ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전공

PROLOGUE
시민청은 기존 한국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목구조 역시 아직 한국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건축 구조이다. 이 둘의
공통점을 한국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랜드마크적 목구조 건물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였다. '눈길, 발길이 가는 곳,
시민청'은 광화문 광장을 확장시켜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의도했으며 출입과 동시에 두개의 다른 목구조의 구조미를 느끼며
건축 속으로 들어와 공공성의 프로그램을 경험, 주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에서 시민청은 결혼식, 시민토론 등 다양한 프로
그램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열리며 시민들의 양질의 공공의 공간을 제공한다. 앞으로의 목구조 역시 친환경이라는 장점을 비롯
해 그 구조성능 자체의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 목구조의 활성화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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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로상

2018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2018 Design Automation Program
오다니엘 교수, 류성룡 교수 ㅣ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21세기에 한국에서는 목재라는 자재는 한국 건축가들에게는 매우 접하기가 어려운 자재이다. 1970년대이후 건축물의 거의
대부분이 콘크리트나 철골구조로 이뤄지면서 접하기가 어려운 자재가 되어 버렸다. 이는 건축,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상황
이고, 특히 목구조건물이나 목재에 대해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던 곳이 한국의 건축설계학 교육기관이다. 대부분 목조건축은
한국전통건물과 한옥설계이라는 매우 한정된 영역에서 지식과 경험을 이어왔다. 하지만, 환경의 지속성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목재의 미래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앞다퉈 목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한국건축건설
분야에서는 아직도 목구조에 대해 논의가 되지 않는것이 사실이다. 점차 목구조의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구조적인
걸림돌과 관련 생태계가 구축되어있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시도한 워크샵과 관점은 지극히 건축설계의 파라다임을 바꿔보자는 시도에서 목재를 활용
하였다는 점을 초점을 맞추고 싶다. 사실 2018년 9월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있었던 한국목재산업박람회에 참여하여 전시한
“프로그래머블 팀버” 라는 워크숍의 결과물은 2017년 여름부터 준비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Digital Fabrication, 제작자동화)
분야의 집중적인 세미나와 워크샵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중에서 알려진 4차산업혁명은 건축분야의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건축가의 미래는 컴퓨터가 대체하기 어려운82번째 직업군(The Future of Employment, 2013)으
로 알려져 있으나, 여전히 컴퓨터의 발전으로 건축설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기술은 건축설계의 제일 큰 변화를 가져올 제작 자동화(digital fabrication)에 초점을 맞춰
2017년 여름에 다양한 건축분야의 디지털패브리케이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의 결과는 다양한 규모와 기술
이 존재하지만, 설계의 방향에 대해 실험하고 시도할 수 있고, 또한 교육기관의 접근이 그나마 가능한 자재가 목재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2018년 봄에 여러 기관들과 업체들의 도움으로 목재의 설계부터 프리커팅으로 연결하는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
워크샵에서는 매우 창의적이고 새로운 5개의 설계안을 만들어 냈으나, 결론적으로는 프리커팅 기술과 목재의 현실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여 결국에는 수작업으로 파빌리온을 완성시키게 되었다. 이 과정은 학생들과 업계전문가들에게 현재 건축설계분야와
첨단기술의 간격을 잘 보여주는 경험이자 교훈을 남겼다.
그리하여 2018년도 여름에는 설계부분의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창의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최고의 제작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 3D 프린팅기술을 접목하여 목재의 새로운 용도 그리고 가능성을 실험해보고자 했다. 첫째, 2018년 봄의 워크샵에서
본 가능성은 학생들이 컴퓨터 모델링에 매우 고도화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다. 컴퓨터 모델링 프로그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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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패라메트릭 모델링(parametric modeling)이라는 영역은 다양한 변수를 프로그래머가 정하고 범위와 분석의 틀을 정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최적화(optimization)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는 건축가가 건축설계과정에서 부분별로 지속적,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설계는 매우 긴 과정으로 단편적으로 나눠 건축설계라고 부르기는 불가능하지만, 건축설
계과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형태구축의 과정을 중심으로 패라메트릭모델링과 목재의 최적화된 결합을 실험해보기로 하
였다. 이 과정에서 목재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자재가 일반시장에 제공되는 자재규격의 한계가 뚜렷하게 존재하였고, 이를 적극 활
용하여 변수의 범위를 줄이는데 큰 몫을 하기때문에 목재로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가볍고,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다루기
안전이나 공간을 고려할 때 뛰어난 자재로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기도 한 3D 프린팅기술의 대중
화되어 적층제작기술 (Additive Production)이라는 혁신적인 제작방식을 활용하여 패라메트릭 모델링으로 두개 변수들의
가능성을 최적화하는데 목표로 워크샵을 설계하였다.
처음부터 워크샵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패라메트릭 모델링의 설계에 초점을 맞췄기에 3팀 모두
같은 형태를 주고 시작한다는 점을 건축설계를 공부하는 학생들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는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지속
적으로 재인지시켜야 할 만큼 건축설계가 가지고 있는 형태구축의 욕심을 버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워크샵에서는 형태
가 주어졌을때, 그 형태를 목재와 3D프린팅기술의 한계를 활용하여 형태구현의 최적화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반복
하여 상기시켜야 하였다. 각 팀은 패라메트릭모델링을 다루는 역량이 달랐기에 이 한계를 끌어안고 패라메트릭 모델링의 설계
를 시작하였다. 워크샵의 초점은 목각재의 3가지 길이와 적층제작기술로 맞춤형 접합부를 자동으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각 팀은 매우 다른 방법으로 패라미터 (parameter) 매개변수를 정하고, 패라메트릭 모델링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며
다양한 기술과 함수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한 팀은 형태를 수직으로 세우기로 결정하고, 결과물의 중력을 계산하여 내부
구조물의 자동적인 배분을 통해 구조물의 중심은 물론 접합부의 최적화를 형태화하는 패라메트릭 모델링을 구현하였다.
이는 모두 현재 오픈소스(open source)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플러그인과 프로그램으로 구축하였다. 프로그램으로
최적화된 접합부는 3D 프린터를 통해 출력되었고, 이는 바로 조립하여 최대 2.3 미터 높이의 설치물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
워크샵에서 최대 고민은 3D 프린터의 한계였다. 국내에서 제일 처음 시도된 3D프린터를 활용한 최대규모의 설치물이였고,
이렇게 많은 그리고 크기의 접합부를 제작해본 경험이 없어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3D프린터가 대중화되었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음에도 이 워크샵에 필요한 접합부를 제작하는데, 총 23대의 3D프린터가 투입되었고, 약 2,300여시간의 출력
시간을 걸려 제작되었다. 3D프린터의 한계를 파악하고, 다음 워크샵에서는 패라메트모델링을 통해 목구조의 접합부를 자동
으로 설계하고 첨단 3D 프리컷 머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번 워크샵은 건축적으로 그리고 목재의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의미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벌써 이미 스위스나 영국
에서는 목구조 건물 설계의 자동화부터 제작 그리고 시공의 자동화를 실험하고 있고, 특히 목구조가 다른 자재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아마도 자재가 다양한 실험과 시도의 우월한 자재인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친환경 그리고 환경지속성
을 고려한 자재이기에 더욱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래 4차산업 혁명이 가져올 건축설계의 미래는 최적화와 자동화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건축설계의 혁명은 설계과정의 혁명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는 지속적으로
목재를 활용한 실험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자 하고, 이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에 목재의 우월성 그리고 가능성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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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Technical
Gleneagles Community Centre
A COMMUNITY FACILITY INCORPORATES
STATE-OF-THE-ART SUSTAINABLE DESIGN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글렌이글스 커뮤니티 센터자료제공_naturallywood.com,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위치한 웨스트
밴쿠버(West Vancouver)시의 글렌이글스
커뮤니티 센터는 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첨단
전략을 적용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도 방문객과 근무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로 건축되었다.
콘크리트와 중목구조로 구성된 연면적 2,236
m2 의 이 시설은 스위스에서 개발된 “Batiso”
건축 개념에 따라 고성능 외피에 축열체를
이용한 복사 냉난방 시스템과 신선한 공기가
바닥에서 분출되는 방식의 환기 시스템이
결합되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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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IN KEEPING WITH ITS OW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the District of West Vancouver wanted this new
community centre facility to embody leading-edge strategies for energy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In response, the project team took a holistic approach, integrating structural, mechanical and electrical elements to
create a facility that provides a healthy and comfortable environment for visitors and staff while minimizing impact on the
environment.
The Gleneagles Community Centre is located on a small, gently sloping site adjacent to a public golf course. The Centre
is organized on three levels to minimize the building footprint. By subtly reshaping the cross-sectional topography of the
site, the lower level and the intermediate level are both accessible from grade. The intermediate level is entered from
a generous porch along the street and contains a community living room, café, meeting room, administration and child
care facilities. The lower level open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building to the covered terraces and courtyard spaces
adjacent to the golf course and includes a gymnasium, multipurpose room, arts room, youth room and outdoor specialty
area. The upper level accommodates fitness facilities.
“Sheltered under the encompassing gesture of a large overhanging roof, the building deftly negotiates a subtle level
change between a busy suburban street to the east and a protected lower court to the west. This sectional shift is further
accentuated with a spatial juxtaposition of scale, with the large volume of the gymnasium contrasting the more intimate,
stacked program spaces of the lobby, public areas and exercise rooms, and providing strong visible connections between
all parts of the building.”
john mcminn – citation from governor general’s medals in architecture
The sectional arrangement of interior spaces activates and energizes the building. The volume of the gymnasium rises
through the three levels; walls that separate this volume from adjacent spaces are glazed or left open to facilitate visual
connection between the various programs within the building. These simultaneous views of multiple activities animate the
interior; the life of the building and the energy of the place are palpable to the community within and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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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 This 24,070-ft C (2,236-mC) facility is the first in North America to be designed using the
Swiss “BATISO” (Bâtiment isotherme) constant temperature building concept.
• The Batiso concept combines a high-performance building envelope with radiant concrete
slab cooling and heating, and 100% fresh air displacement ventilation.

84

201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THIS IS A UNIQUE, SUSTAINABLY DESIGNED, exposed concrete and timber facility that utilizes the concrete
surfaces of slabs and walls as passive radiators (no air conditioning ). The very tall tilt-up concrete walls are
exposed at both exterior and interior faces through use of a structurally composite insulated sandwich panel that
uses rebar trusses to connect the inner and outer widths of concrete. Piping for radiant heating and cooling was
cast into the thicker inner width of concrete.
The building comprises two rectangular volumes offset in plan. The cross-sectional arrangement is such that the
pitched roofs covering these volumes have unequal slopes—shorter on the east side and longer on the west.
Each roof is supported on segmented Douglas-fir glulam beams set at a 15 ft 9 in (4,800 mm)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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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ulam beams are in turn supported on inclined glulam struts that spring from concrete
columns that sit within the zone of the exterior wall. One set of struts supports the exterior roof
overhangs; the other serves to reduce the internal spans over the gymnasium and other areas.
Light steel cross bracing stiffens the structure longitudinally.
The spaces between the glulam roof beams are bridged by prefabricated roof panels that are
comprised of solid Douglas-fir purlins and plywood sheathing. The panels are a standard 15 ft 8 in
(4,770 mm) long and 3 ft 6 in (1,070 mm) wide, but of two different depths.
The different purlin depths were used to reconcile the depth of the insulated interior roof with
the uninsulated exterior overhangs so that the exterior metal roofing was maintained as a flush
surface. The deeper (13 in or 331 mm) panels also include exposed 2 in (38 mm) thick decking
below the plywood. An additional layer of plywood, installed after the panels were placed creates
the necessary diaphragm action in the roof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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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T
 he wood roof, with spans up to 65 ft (20 m) , combines glulam rafters, heavy timber purlins
and prefabricated wood and plywood panels in a structure that is elegant, economical and
aesthetically pleasing.
• The prefabricated roof panel system is integrated with the building’s ventilation system and
incorporates exposed acoustic panels also made of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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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AND SUSTAINABILITY
THE PRIMARY BUILDING STRUCTURE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interior climate-control system. The
structure acts as a huge thermal-storage mass—a giant static heat pump that absorbs, stores and releases energy
to create an extremely stable indoor climate, with constant temperatures inside occupied spaces, regardless of
the exterior climate. Radiant heating and cooling in both floors and walls maintains a set temperature; the concrete
surfaces act alternately as emitters or absorbers. The thermal energy for this system is provided by water-to-water
heat pumps via a groundsource heat exchanger under the adjacent permeable parking area.
The mechanical system required to accomplish this has 40% of the capacity of a conventionally sized hvac plant,
resulting in both smaller mechanical equipment and space requirements. In-service measurement has confirmed that
the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is less than 40% of that of an equivalent building designed with a conventional
mechanical system.
“The team looked at a variety of materials for the roof. Wood was the overwhelming choice among the consultants, the
client and the public. Wood was selected for its cost effectiveness, contribution to the project’ssustainability objectives
and warm material character.”
david shone, associate – patkau architects

The heavy timber roof structure incorporates substantial overhangs that provide protection from winter rains, shield
interiors from excessive local solar loads in summer, and discharge rain water into adjacent landscape swales
to permeate back into the natural landscape. Wood was chosen for its appearance, cost effectiveness and its
contribution to the overall sustainability goals of the project. A locally sourced and fabricated material, it has low
embodied energy and is non-toxic and self-fi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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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LEGANT AND MULTIFUNCTIONAL WOOD ROOF
In addition to enclosing space and shedding water, the shed-like roof of the Gleneagles Community Centre serves
multiple other functions. Internally, the expansive sloping planes of exposed wood unify and bring warmth to the main
public spaces while promoting air flow for the displacement ventilation system. Externally, the roof collects and directs
storm water back through a water feature to the site, while the large overhangs provide rain protection, reduce glare in
the interior spaces and eliminate solar heat gain in summer.
The importance of the wood roof in defining the interior character of the building brought with it the desire to detail the
structure with elegance and refinement. Accordingly, the structural engineers devised a series of bearing connections
between the glulam struts and beams that minimized the need for exposed steel plat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ncrete columns and the glulam struts is an angled knife plate and end bearing plate.
The bearing plate takes the typical compression loading (roof weight and snow loads) and the knife plates are used to
resist any tension loading from wind and seismic loads. The connections were designed to be simple and discreet to
compliment rather than distract from the building form.
A similar detail is used where the strut joins the glulam beam, with only a small steel bearing plate—let into the
underside—visible from below. On top of the beam, another recessed steel plate provides an anchor point for the steel
cross bracing. All bolt heads are recessed, which allows the lines of the structural members to be read continuously—
emphasizing the elegance of form and the visual qualities of the wood.
The suspended interior ceilings and the interior surface of the roof between the purlins are infilled with custom,
prefabricated, acoustic ceiling panels comprised of Douglas-fir wood slats that are spaced with acoustic insulation in
behind. This was done to provide acoustic treatment while maintaining continuity of the wood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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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terials for the building were chosen to align
with the architectural, structural and mechanical
requirements. The exposed glulam beams are
aesthetically pleasing while spanning significant
distances. The prefabricated, architecturally
expressed wood panels perform multiple functions,
being integrated with the building ventilation system,
while spanning between the glulam purlins and
acting as part of the roof diaphragm.”
stephan pasche, structural engineer, fast + e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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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캐나다 다층목조건축 기술연수 기행문

제 13회 캐나다 슈퍼-E 기술연수 기행문
송이선 ｜ 2017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대상 수상

2018. 07. 03 처음 떠나는 캐나다로의 여행이 항상 가족 또는 친구와 떠났던 여행과 달리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는 생각에 낯선 땅으로
간다는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잠을 설치며 아침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비행을 시작하기 전 캐나다우드의
황전무님과 정소장님께서 친절히 같이 가실 분 들을 소개시켜주셨고 나의 긴장은 서서히 앞으로의 여행이 따뜻할 것이라는 기분 좋은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기나긴 10시간의 비행을 끝으로 캐나다에 도착했고 첫 목적지인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를 방문하였다. 대학교 내의 로즈가든에서
피자를 기다리면서 여기 같이 오신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니 점차 경계심이 풀어지게 되었다. 목조 건물을 둘러보기 전 정소장님께서
죽기 전에 봐야할 건물인 MOA를 보라고 추천해주셨고 여러겹의 레이어와 빛이 만들어낸 조화가 정말 멋있는 건물이라 생각이 되었다.
점심을 먹고 다음 행선지인 CIRS를 가는 대학교 횡단 중 유투브에서나 보던 마이클그린의 건물이...! 팬심이 막 올라오던 순간이었다.
건물에 도착해 기숙사로 사용되는 마이클그린의 건물과 지속가능한 건축으로의 CIRS의 설명을 들었고 CIRS에서는 목조의 사용이나
입면의 수직녹화, 굴뚝효과 등의 지속가능한 건축으로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강의가 끝난 시간에 잠깐
들어간 글루램으로 구성된 곡선강의실은 목재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다음은 대학교 내의 또 다른 목조건물에 들어갔고
멋들어진 목조계단이 위치해 있는 건물을 보았다. 홀에 위치한 계단이 소개를 들을 때 의 말 그대로 떠있는 계단과 같이 비어있는 홀에서
묵직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UBC의 탐방을 마치고 숙소로 가는 시간동안 서로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건축사사무소 소장님부터 시공소장님 자재를 판매하시는
사장님, 교수님까지 건축에 몸담고 계신 전문가분과 함께 연수를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의 연수가 유익하고 알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숙소(PRTC)에 도착한 후 각자의 방을 배정받고 연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가 시작되고 슈퍼-E 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부터 강의가 시작되었다. 전반적으로 오전에는 이론수업 오후에는 실습수업으로
이뤄졌다. 건축설계를 필드에서 갓 시작한 새내기로 부끄럽지만 에너지에 관한 설계는 조금 미뤄두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족했던 지식을
역사와 개론부터 차근히 설명해주시니 흥미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오후에 이어질 시공실습과 관련한 이론의 설명도 같이 해주시니
시공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구성되는지 미리 알고 실습할 수 있었던 것이 학습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의 입장에선 목조주택의
구성이 어떻게 구축되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행동으로 실습해보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그것보다 앞서 나간 에너지의 효율에 관한 생각,
시공의 품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등을 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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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하는 실습은 문하나 창문하나 있는 네 개의 방식의 벽으로 구성되는 방 한 칸짜리 MOCK-UP으로 슈퍼-E 하우스의 기준을
실험해 보는 것이었는데 실험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실습과 동시에 실제의 주택에서 어떻게 시공되어 지는지에 관한 현장방문의
기회도 있었다. 현장 견학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을 가다보니 저층주거단지가 공사 중인 곳에서는 기초를 공사하는 곳 벽체와 바닥이
구성되는 순서에 따라 공정들을 볼 수 있었고 6층 이상의 목조 공동주택에서는 여러 종류의 벽의 사용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목조의
방화에 관한 이야기, 내진에 관한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목조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구조와 함께 사용함으로 구조적
보완을 하는 등 고층목조를 위한 노력도 볼 수 있었다. 또 여러 타입의 주거가 6층의 목조 건물로 구축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본 것이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현장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견학은 메트릭 모듈러를 가서 본 것이다. 메트릭 모듈러라는 회사는 모듈화된 타입을 미리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듯 시공하는 회사인데 모듈러로 구성될 수 있는 호텔, 기숙사 등의 모듈화할 수 있는 건물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는 회사였다. 실제로 공장에서 구축되어지는 것을 보니 더 대단했다. 깔끔한 공장내부와 공정별로
구성되어 있는 섹션,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정을 하는 것을 보니 시공의 질과 공기의 단축이 피부로 와 닿았다. 미래의
목조회사를 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콘크리트와 달리 목조의 장점은 부재를 미리 만들어간다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 목재의
가벼움의 장점을 통해 온전한 유닛을 구축 할 수 있고 캐나다의 목조로 앞서나간 기술이 목조도 가능하고 실현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
공장방문을 통해 와 닿았던 것 같다. 무엇보다 에너지의 효율성과 완성도, 시공성까지 잡고있는 것이 더더욱 놀라웠다.
공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되며 다양한 현장을 방문한 9일의 수업이 지나 마무리가 되면서 실습시간에 진행된 우리의 슈퍼-E 하우스를
실험하는 때가 왔다. 우리는 조장의 이름을 본 딴 써니팀과 무니팀이라는 두 팀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고(물론 두 팀의 경쟁이었다.)
슈퍼-E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기밀성테스트를 했다. 두 팀 다 열심히 시공한 만큼 승리를 하길 바랐다. 수료식 때 두 팀의 결과가 나왔고
두 팀의 결과는 슈퍼-E 기준엔 모두 들어왔다. 앞의 1,2,3기의 결과보다 상당히 뛰어나다는 결과를 받았고 ACH 수치는 근사치의
차이여서 바람이 새는 구멍 크기의 합으로 결과를 내었는데 아쉽게 무니팀의 승리... 써니팀의 패배였다.(물론 저는 써니팀이었습니다.)
둘 다 슈퍼-E 기준을 달성했는데 승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수료하고 마무리를 하였다.
슈퍼-E기술연수를 들으러온 나로선 솔직히 처음엔 연수를 왔더니 정말 공부만 하는 구나...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생각했던
것 보다 빡빡한 연수 일정이었기 때문이다. 실무에, 시공에 초점이 맞춰진 수업이라 따라가기 버겁겠다...라는 생각에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하루 이틀 수업이 진행되어 가면서 이론과 병행한 실습이 이해와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이론과 실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캐나다에서만 갈 수 있는 현장을 방문한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함께 강의를 듣는 전문
건축인분들의 친절한 설명과 직접해보라는 권유 덕에 빡빡하다고 생각했던 일정이 많은 것을 보고 알게 되는, 알차다는 생각으로
변했다. 이론 수업에 실습, 그리고 시험과 MOCK-UP테스트, 수료까지 이 알찬 연수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보람차고 많은 것을
배웠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연수 이외에도 수업이 끝나면 캐나다에서 나는 와인을 마시며 연수를 온 모든 사람들이 건축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앞서 받았던
건축스터디도 하며 좋은 술과 좋은 사람들과 재밌는 뒤풀이 시간을 가졌다. 주말에는 벤쿠버 관광을 갔고 하루 일정이 끝난 후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로를 다니며 일정이 끝나고는 칠리왁 호수, 자연을 보는 등 캐나다를 만끽할 수 있었다. 우리가 최대한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할 땐 맛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캐나다의 모습, 자연을 담아갈 수 있게 해준,
거기다 캐나다 와인의 매력을 일깨워주신 캐나다우드 직원 분들의 배려와 노력이 잊지 못할 캐나다를 만들어 주었다.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강의하여주신 다섯 분의 좋은 선생님들(황전무님과 정소장님을 포함한), 캐나다에서 목조건축에 누구보다
열정적이던 친구, 선배님들이 내겐 가장 큰 수익이었고 내가 앞으로 목조건축을 더 열심히 공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셨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한 11일이었다. 또 뵐 날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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