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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사 사 무 소



김광수는 현대의 사회성과 도시건축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며 다양한 도시/건축설계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와 예일대학교 건

축대학원(M.Arch.)을 졸업했다. 베니스건축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로 선정되어 한국사회의 아파트와 방 문화현상을 조사 전시한 바 있으며(‘방들

의 가출’, 2004), 핀란드국립미술관(2007), 아트선재센터(2012), 오스트리아국립미술관(2013), 독일에데스건축겔러리(2014), 문화역서울284(2012, 

2016), 아르코미술관(2019) 등에도 초대되어 전시를 한 바 있다.

주요 설계작업은 다음과 같다.

  - 부천아트벙커 B39 (대한민국공공건축대상, 건축평단작품상, 한국건축역사학회작품상)

  - 철원 DMZ철새타운 (대한민국공간대상 장관상)

  - 연대 앞 창작놀이센터 (서울시창의상)

  - ㈜삼덕사옥 (경기건축문화대전 특별상)

  - 판교 케이브하우스

  - 레스토랑 봉에보 / 겔러리 JK space

  - 백사마을주거지보존사업

  - 반포지구 테라스식 저층형 공동주거 기본계획

  - 순천문화도시 기본계획

  - 이화여자대학교 ECC 캠퍼스 마스터플랜

 Profile

 김 광 수                                                                                                                                                

studio_K_works

건축사사무소 커튼홀

공동대표 : 김광수 + 박미정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2-26, 3층 커튼홀

홈페이지 : www.studiokworks.com

이메일 : teambahn@naver.com

전화번호 : 02-511-2668



학 력                                                                                                               

1992  -  1995  예일 대학교, 건축대학원 졸업
          School of Architecture, Yale University, New Haven, U.S.A.
1986  -  1991 연세 대학교, 건축공학과졸업

경 력                                                                           
                                    

2003  -   현 재     
2016  -   현 재     
2002  -   2012    
2011  -   2013    
2000           
1997  -   2002     
1996  -   1997     
1996           
1995           
1991  -   1992  

2017        꿈꾸는 환경학교,  송내고 작품소개 
2017        건축평단, 가을호 /  김광수 특집

2016  제주현상, 제주건축사회 50주년 기념 연구출판저술사업

2015  공간6월호, ‘광주시민회관 리모델링’ 소개 

2014  도큐멘텀, 합천영상테마파크 소개, 1호  

2012  철새협동조합, 출판사 나무도시 / 문체부 우수도서 선정. 

2012  동아일보, Housing for Urban Tribe 2, 전면소개, 10월6일자 

2010  공간11월호, ‘See Through House’ 소개 

2009  중앙일보, 3040 한국건축의 힘, 김광수(studio_K_works), 7/30일자 

2009  건축지 7월호, 우호미술관 소개 
2008  Stadebauwelt, Vol 9. Wonderland in Korea, Germany

2008  공간4월호, Colored Threshold (도시겔러리 프로젝트)

2008  공간3월호, 봉에보 + 겔러리 힌지 소개

2007  느림의 도시_순천, 동녘출판사

2007  서울_도시와 건축 (성장과 교육), 서울시, 한국건축가협회  
2007  Bigger & Faster, 서울속도, 공간

2007  동아일보, Housing for Urban Tribe 1, 전면소개, 12월5일자 

2006  행복이 가득한 집 1월호, 대한민국30대 디자이너 30인

2006  집주인과 건축가의 행복한 만남, 마운틴소개, 서울포럼 

2005  Germany-Korea Public Space Forum, The other public space

  Frankfurt, Germany 

2005  C3 Korea 1월호, 마운틴 소개 

2002  C3 Korea 10월호,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소개

2002  공간 7월호 / POAR  8월호/ 인테리어 8월호, 충무로활력연구소 소개  

2002  광주비엔날레 project1  - 아티클, ‘도시/중앙/주변, 뜻밖의 소득?’

2001  디자인 문화비평 05호 `우리도시와 건축의 정체성`

1999  POAR  1월호, 건축임상기 

1999  POAR  9월호 ‘우리 건축에 대한 단상들’

1998  ART KOREA  8월호, 건축과 미술-미술과 건축 / 일산주택, 공화랑 
1998  건축  7월호, 일산주택 소개  
1998  건축과 환경 4월호, 일산주택 특집 소개 

1998  이상건축 1월호, 21세기를 꿈꾸는 신세대 건축가, 작품소개  
1995  Theater,magazine, (U.S.A) 극장설계작품소개

주요출판, 작품게제, 저술                                                                                           

2019  부천아트벙커 B39 작품집, 제1회 한국건축역사학회 작품상 수상작품집

2019  다큐멘텀, 부천아트벙커 B39 소개 

2018        건축평단, 가을호 / 부천아트벙커 B39 소개 및 비평 
2018        공간9월호, 부천아트벙커 B39 소개

2018        건축과 도시공간, vol.31, auri /  부천 B39 아트벙커소개

2018        서울, 통하다, 한국사회 공공성의 성격 

2017  리빙센스, 3월호, 6월호 / 판교 케이브하우스 소개

studio_K_works / 건축사사무소 CURTAINHALL, 대표 
서울시 공공건축가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서울시 공공건축가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증 취득, 제12516호 
team_BAHN_도시건축, 소장 
1996  -   1997    정림건축 
Smith Miller & Hawkinson Studio (new york, U.S.A.)
O.M.A. Rem Koolhaas (roterdam, the Netherlands)
김준성 건축연구소



2018        부천아트벙커 B39, 경기도 부천 
  (대한민국공공건축대상, 건축평단작품상, 한국건축역사학회작품상) 

2018        신촌문화발전소, 서울
2018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서울
2018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지명현상설계, 통영
2017        창작놀이센터, 서울, (서울시창의상) 

2017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서울
2016        판교 케이브하우스, 주택, 판교
2016  부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부여
2016  (주)삼덕 사옥, 파주출판도시 (경기건축문화대전 특별상) 

2015  (주)성원 P&I 사옥, 파주출판도시
2015  철새전시관, 흑산도, 신안    
2014  백사마을 주거지보존사업 건축계획, 서울   
2014  (주)성심 이노팩 사옥, 파주출판도시
2014        합천영상테마파크, 합천 
2013  DMZ 철새평화타운, 철원 (대한민국공간대상 장관상) 

2012  삼흥연립 재건축 기본계획, 서울    
2012  인사동 겔러리매쉬, 서울 
2012  성남영상미디어센터, 성남
2012  철새커뮤니티센터, 강원도 철원 
2011  광주시민회관 재조성사업, 광주
2011  삼성동 주택, 삼성동 서울 
2010  St. Xavier Pre-primary School, Pokhara, Nepal
2010  See-through House, 분당 
2008  Mobile Cube 02, 서울디자인올림픽 (도시겔러리 프로젝트)

2008         Colored Thresholds,  (도시겔러리 프로젝트)

2008  레스토랑 봉에보 / 겔러리 JK space, 서울
2007  행정복합도시 중앙공원 현상설계  
2007  Housing for urban tribe

2006  Urban Dacha _ 빈집프로젝트, 순천
2005  순천문화도시 기본계획, 순천
2005  순천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순천
2004  마운틴, 불광동, 서울
2002  이화여자대학교 ECC 캠퍼스 마스터플랜, 서울 
2002  세계민속악기박물관, 헤이리아트벨리, 파주, 경기도 
2002  활력연구소, 서울 
2001  충신교회, 일산, 경기도
2000  유진임팩스, 서울
2000  극단 동 전용극장, 서울
2000  동판화가 스튜디오, 과천, 경기도 
2000  현대해상화재보험 고객지원쎈터, 명동, 대구, 부산 지점
1999  공화랑, 인사동, 서울   
1998  진해성당, 해군사관학교 내, 진해 
1997  일산주택, 27블럭, 일산, 경기도 

주요설계작업                                                                                                                                                                     



전 시                                                                                                                                   

2019         백사마을주거지보존사업,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도시건축전시관
2019         리얼리얼시티전, 아르코 미술관, 서울 
2018         언더그라운드전, 서울도시건축센터 
2016         만다라영웅, 문화역서울 영웅본색전
2015         파빌리온씨전, 아르코 미술관 
2015         올해의 건축가100인 국제전, 문화역서울284(건축가협회 주관)
2014         서울공공건축전,  백사마을 주거지사업 전시, Aedes Gallery, Berlin
2014  메니페스토 서울, 온그라운드 겔러리, 서울  
2013  Eastern Promeses, Museum of Cultures, Vienna, Austria 
2012  철새협동조합전, 아트선재  
2012  건축한계선전, 문화역서울 개관전 
2009  어디와 무엇의 문학과 건축전, 달로도시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분관(기무사)
2009  사회통합 주거문화디자인 국제교류전, 한국공간디자인문화제 전시
2008         Architype전, 관훈겔러리 
2008  100 Unknown Rooms, 서울시 도시겔러리 프로젴트
2007  Korean Home_the Way of Living, 
  Museum of cultures, Helsinki, Finland 
2004  건축가의 도어핸들전, 쇳대박물관 
2007   Urban Dacha _ 빈집프로젴트, 쇳대박물관 
2004         City of Bang,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Venice, Italy 
2003  New Public Space, 충무로활력연구소 출품, Van Allen Institute 기획전 
  Van Allen Institute, New York, NY, U.S.A.
2002  Reciting a City, 부산의 도시상황 리서치 & 소개, 부산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2002  헤이리건축전,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출품, 성곡미술관, 서울
2001  헤이리 아트벨리 건축전, 강남 출판문화쎈터, 서울 
2000  파주출판도시 건축전, 언약출판사사옥 출품, 파주출판도시 인포룸, 파주 
1999  Cities on the Move 4, 
  Gallery of Architecture, Silpakon University, Bangkok, Thailand 



(주)성원P&I 사옥  
사옥, 2015

(주)삼덕티엠피 사옥 
사옥, 2016 / 경기건축문화대전 특별상 수상

흑산도 철새전시관
전시시설, 2015

 Architecture & Interior



부천아트벙커 B39(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_소각장 리모델링 
공연, 전시 및 프로그래밍 & 메이커스 교육시설, 2016 / 대한민국공건축대상(2018), 건축평단작품상(2018), 한국건축역사학회1회작품상(2019)



합천영상테마파크 휴게소
전시 및 판매시설, 2014

충무로 활력연구소
독립영화협회 영상미디어제작 및 영화상영시설, 2002



Restaurant Bon et Beau & Gallery JK Space _리모델링
근린생활시설 및 갤러리, 2008

Saigon Bridge _리모델링
근린생활시설, 2014 



부여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2015

인사동 갤러리 Mesh _리모델링
근린생활시설 및 갤러리, 2011 



신촌 문화발전소
문화 및 집회시설, 2018

연대 앞 창작놀이센터 _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연, 전시, 카페 및 창업지원시설, 2017 / 서울시 창의상수상



광주시민회관 재조성사업 _시민회관 리모델링 
문화 및 집회시설, 2011



철원 DMZ 철새타운 조성사업 _폐교 리모델링 
생태교육 및 커뮤니티시설, 2016 /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장관상수상

진해성당
종교시설, 1998



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 _학교 리모델링 
교육연구시설, 2018 

꿈꾸는 환경학교-송내고 _학교 리모델링 
교육연구시설,  2017



판교 케이브하우스
 단독주택, 2016 



See-through House
단독주택, 2010

Mountain
단독주택, 2004



세종시 공동캠퍼스
현상설계, 2020

정독 독서플랫폼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2018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2018

 Masterplan & Urbanism

과거_ 세종시 생활권 형성 현재_ 생활권 중심의 교육시설 미래_ 교육시설 네트워크 형성

연결도시의 공동캠퍼스

열린도시로서의 대학 캠퍼스
공동캠퍼스는 하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자위적이며 몰가지적인 도시를 지향 할 수 없다. 주제적 도시이기 보다는 사람중심의 대학도시

로 자연, 문화, 공공, 교육,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휴먼스케일적인 공간과 영역으로 서로에게 열린 도시로의 대학캠퍼스가 되어야 한다. 

도시에 열려있는 캠퍼스, 자연의 보존과 공존에 열린 캠퍼스, 열린도시로서의 대학캠퍼스는 다양한 작은 건축과 마당과 길들로 열려있는 소

통의 캠퍼스를 제안한다. 열리도시의 중심에 임대형캠퍼스를 계획하여 전체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중심점이여 가장 확장적인 영역으로 다양

한 시설들이 입체적인 연결과 서로에 열려있는 도시구조를 가진 대학캠퍼스로 진화한다. 

도시는 지식과 기술의 대표적인 생산자인 대학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동반 발전해 왔다. 대학은 단순한 고등교육기간의 역할을 넘어 도시

와 사회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지식과 지혜를 기반으로 모든 상상력을 탐구하고 공유하며 실험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대학의 본질이다. 아울

러 미래의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위한 표상적 형태와 공간을 구현하는 물리적인 개념을 넘어 다변화되는 가치들인 도시,자연, 문화, 지혜, 사

람들의 관계들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대학도시를 제안한다. 열린공동캠퍼스의 마스트 플랜은 유연하고 확장적인 네트워크 회랑을 통해서 세

종시의 다중심, 분산형 도시개념을 받아들이며 도시와 대학의 교류와 협력, 자연의 보존, 지역의 소통과 상생의 공동캠퍼스를 제안한다. 

대학과 자연과 사람이 어울어지는 공동캠퍼스의 상징은 조화로운 수평적건축에서 발현된다. 하나의 중심을 선호 하지 않고 다중심의 열려

있는 캠퍼스는 개별성과 유기적인 관계성이 중요하다. 수직적 랜드마크의 상징적 건축에서 수평의 확장과 연결, 조화와 관계, 외부공간과 

건축, 지형과 마당, 등 상호 보완적인 상생의 관계속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는 수평성의 건축을 제안한다. 수평성의 건축은 세종시의 마스트

플랜의 기본원칙과도 상응하며, 도시의 연결, 자연의 연결, 학문의 연결, 산학의 연결등 공동캠퍼스의 미래지향적이며 진화하는 캠퍼스를 만

들어가는 중요한 원칙이다. 

세종시의 교육허브는 청사중심, 생활권중심에서 미래도시의 핵심적 가치인 산업와 교육의 산학지

원 네트워크를 통해 복합미래도시로 진화되어야 한다. 공동캠퍼스내 단계별 개발 및 향후 증축에 

고려한 교육, 연구, 산학연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계획대지는 동서측으로 연계와 남북

측으로 연계를 동시에 반영하는 상방향적이며 입체적인 연계를 중시한다. 또한 주변자연 지형훼손

을 최소화하며 금강과 부용산 자연의 흐름과 연계를 적극반영하여 자연친환적인 교육네트워크를 

지향한다. 

도시와 자연과 교육프로그램의 소통과 진화를 담는 마스트플랜 개념이다. 공동캠퍼스는 임대형 캠퍼스와 분양형캠퍼스, 기

숙사, 유보지의 프로그램의 영역성, 적정성,연계성등 다양한 방향에 대한 분석과 관계를 통해 마스트플랜을 위한 시스템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 자연지형의 보존과 개발 가이드 라인 2) 대학기능별 조닝 가이드라인 3) 가로중심의 커뮤니티 가

이드라인 4) 대학시설별 가이드라인 5) 그린네트워크 가이드라인 6) 확장과 연계의 가이드라인

공동캠퍼스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친환경적 캠퍼스를 위해서 대지 절성토를 최소화하며 원형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순응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안하여야 한다. 단지내 도로계획 또한 원형지형에 순응하면서 자연스러운 경사계획

을 반영한 도로계획을 제안한다. 건축가이드라인을 4개 영역을 구분한다. city campus zone, green campus zone으로 

구분하여 용적율, 건폐율, 높이, 건축영역, 조경영역, 공유코리도영역,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가이드라인을 제

안한다. 

숲과 도시가 만나는 접점이자, 산학연 클러스트의 중심적 공간으로 도시와 자연의 흐름이 어우러지는 

열린공원성격의 공동캠퍼스를 조성한다. 

1) 숲과도시를 담는 캠퍼스, 2)도시에 열린 공원길 캠퍼스 3) 다양한 공유마당과 뜰의 네트워크

자연친환경적 수평의 캠퍼스

세종도시와 산학연클러스터의 네트워크 공동캠퍼스 네트워크 가이드라인 합리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지조성계획 도시와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열린공원 캠퍼스

자연지형의 보존_개발 가이드라인

가로중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그린네트워크 가이드라인

대학기능별 조닝 가이드라인

대학시설별 가이드라인

확장과 연계의 가이드라인

2/ Student Union _학생회관

3/ Hub Plaza _중심 마당

1/ Library _도서관

4/ Sports Hall _스포츠 컨벤션 홀

5/ Space 1 _대학입주공간 1

공동캠퍼스의 프로그램 작동과 외부공간의 연결과 소통은 크게 세 개의 입체적 회랑에 의

해서 작동하며 진화한다. 1) 자연과 융합의 회랑 : 공동캠퍼스 단지내 가장 큰 회랑으로 

자연의 마당, 도서관, 학생회관 및 운영본부, 대학입주공간1,을 연결하는 자연과 공유적 

프로그램들이 가장 활발히 열결되는 회랑이다. 2) 공동캠퍼스 네트워크 회랑 : 도서관, 학

생회관 및 운영본부, 컨벤션, 대학입주공간1,2, 학생기숙사를 연결하는 가장 중심적인 회

랑 3)도시와 캠퍼스와 자연을 연결하는 회랑 : 남북축을 연결하는 회랑으로 분양캠퍼스와 

임대캠퍼스의 연계, 대학과 도시를 연결하는 회랑이다.

세 개의 입체적 회랑 프로그램
공동캠퍼스는 걷고싶은 대학도시를 상상한다. 그라운드 레벨에서 무장애공간과 무장애길들

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행이 자유롭고 친환경적인 외부공간을 제안한다. 건축프로그램사

이 사이에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자연, 문화, 운동, 휴식등의 다채로운 생활중심의 마당들

을 계획하였다.  다양한 레벨의 접근에서 열려있는 캠퍼스로 그라운드레벨 곳곳에 장애인

램프, 엘리베리터를 균등하게 계획하여 걷고싶은 보행중심의 캠퍼스를 제안한다. 

그라운드레벨과 58과 62레벨에는 자전거, 및 개인모빌리티가 연결되어지는 무장애 공간

네트워크를 제안하여 각각의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고 다양한 연결을 계획하였다, 또한 행복

도시에서 연결되는 도로와 캠퍼스가 만나는 보행가로에는 주민과 학생들의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상업공간, 자연공간들을 순환적 가로로 계획하여 행복도시가로의 입체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학생 생활중심형 대학과 보행중심의 대학

SPORTS
ZONE

RESEARCH
ZONE GREEN

ZONE
HUB
ZONE

분양형

분양형
분양형

임대형

비교적 완만한 남측 대지를 활용하여 마스터플랜을 계
획하고 북측의 산지 지형을 보존한다

* 절토량      63만 m3

* 성토량      71만 m3 * 부족토량   8만 m3

커뮤니티 네트워크

캠퍼스를 연결하는 문화, 활동, 자연 주제의 마당은 인접 시
설과 연계, 확장되며 스마트허브를 통해 캠퍼스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부용산의 자연을 담은 공간으로 숲과 물, 너른 들판에서 
힐링하며 일상을 재충전하는 캠퍼스의 여가공간 조성

자연마당

사색과 명상 야외모임 피크닉

캠퍼스의 진입부이자 중심공간으로 크고 작은 
이벤트와 참여문화 수용하는 가변적 마당 조성

문화마당

홍보·전시 공연이벤트 나눔·참여

도시가로, 학생회관과 연계해 캠퍼스의 
활기를 담는 활동적 소통문화공간 조성

공용시설, 대학입주공간의 내부프로그램을 외부공간
으로 연계, 확장시키고 이용자들의 소통과 휴식, 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 환경기반 조성

지형단차를 활용한 입체적, 다목적 공간으로 도서관
과 연계한 스터디활동 및 정적 휴식공간

간단한 학업과 만남 등이 이루어 지는 스마
트 편의 제공 휴식공간

산학연 클러스터 사람들의 만남, 소통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휴게시설 배치와 미기후 조절 
수공간 및 식재의 정원공간 

캠퍼스의 다양한 정보를 습득,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기반의 중심가로공간 스마트 환경반응시설 도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휴식과 담소를 즐기는 중정 

문화마당

자연마당

활기마당

활기마당

스마트허브

스텝플라자 스마트쉼터 소셜커뮤니티가든

스마트플라자
스마트가든

생활체육 스포츠게임 만남·교류

1

1

1

1

1

1
2

3

4

1

2

3 4 5

6

2

2

3

3

4

4
교육시설 및
공공기관

교육시설 및
공공기관

연구소

산학연클러스터

첨단산업단지

대학교 캠퍼스

보존지역 2

보존지역 1

+48.0

+48.0 +70.7

+40.5

+52.8

+104.6

+138.4

+111.8

+64.1+83.3

+79.2 +94.3

+59.1
+63.1

+45.0

문화마당

자연마당

유보지

활기마당

유보지

옹벽 H=0~14m, L=334m

옹벽 H=0~15m, L=260m

제척지역

The Hub Zone _

LL: +48.00, HL: +60.00
경사도: 4.98%
건폐율 11.49%, 
용적률 14.12% 3개층

Green Campus Zone_

LL: +62.00, HL: +80.00
경사도: 4.28%
건폐율 35.23%, 용적률 98.09% 3개층

City Campus Zone _

LL: +36.00, HL: +48.00
경사도: 1.75%
건폐율 27.55%, 용적률82.65% 3개

+48.0

+37.0

+48.0
+48.0

+58.0

+58.0 +60.0

+64.0

+66.0

+58.0 +60.0

+52.0

+52.0

+40.0

+48.0

+55.0

+111.8

+104.6
+70.7

+92.5

+79.2

+83.3

+64.1

+63.1

+97.5

+107.6

+138.4

Research Campus Zone _

LL: +44.00, HL: +48.00
경사도: 2.05%
건폐율 31.04%, 용적률 93.13% 3개층

*현재

*향후 LL: +44.00, HL: +48.00
경사도: 2.05%
건폐율 31.04%, 용적률 93.13% 3개층

+62.0

+52.0

+48.0

+55.0

+48.0

+46.0

+44.0

A

A'

B

B'

ROAD1

ROA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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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Convention Hall

1. 스텝플라자

2. 피크닉 테라스

3. 스마트 쉼터

4. 스마트 플라자

5. 소셜 커뮤니티 가든

6. 스마트 가든

7. 이야기 숲

8. 명상 숲

9. 잔디마당

10. 사색의 숲길

11. 물마루

12. 오솔길

13. 야외무대

14. 플레이 가든

15. 스마트 코리더

16. 코어

17. 장애인 경사로

18. 문화장터

19. 이벤트 가든

20. 다목적 스텐드

21. 스포츠 컨벤션

22. 도서관

23. 대학입주공간1

24. 대학입주공간2

25. 공동실험실

26. 근생

27. 카페

28. 자전거보관소

29. PM보관소

30. 자전거트랙

31. PM트랙

32. 버스정류장

A-1 그린 회랑 / 학생회관-기숙사 연결

빛의 회랑 / 기숙사-스포츠컨벤션홀 연결

독서 회랑 / 도서관

조깅 트랙 / 대학입주공간1-도서관 연결

야외 식당 / 학생회관

태양열 회랑 / 대학입주공간1-도서관 연결

그린 회랑 / 학생회관

조깅 트랙 / 대학입주공간1

빛의 회랑 / 학생회관-대학입주공간2 연결

태양열 회랑 / 공동실험실-대학입주공간2 연결

피트니스 회랑 / 공동실험실-대학입주공간2 연결

A-2

A-3

A-4

A-5

<A : 공유캠퍼스 네트워크 회랑>

B-1

B-2

B-3

<B : 자연과 융합의 회랑>

C-1

C-2

C-3

<C : 도시,캠퍼스,자연 연결의 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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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4

A-1

B-1

A-2 C-1
C-2

C-3

B-2

A-5

A-4

B-3

A-3

과거_ 세종시 생활권 형성 현재_ 생활권 중심의 교육시설 미래_ 교육시설 네트워크 형성

연결도시의 공동캠퍼스

열린도시로서의 대학 캠퍼스
공동캠퍼스는 하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자위적이며 몰가지적인 도시를 지향 할 수 없다. 주제적 도시이기 보다는 사람중심의 대학도시

로 자연, 문화, 공공, 교육,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휴먼스케일적인 공간과 영역으로 서로에게 열린 도시로의 대학캠퍼스가 되어야 한다. 

도시에 열려있는 캠퍼스, 자연의 보존과 공존에 열린 캠퍼스, 열린도시로서의 대학캠퍼스는 다양한 작은 건축과 마당과 길들로 열려있는 소

통의 캠퍼스를 제안한다. 열리도시의 중심에 임대형캠퍼스를 계획하여 전체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중심점이여 가장 확장적인 영역으로 다양

한 시설들이 입체적인 연결과 서로에 열려있는 도시구조를 가진 대학캠퍼스로 진화한다. 

도시는 지식과 기술의 대표적인 생산자인 대학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동반 발전해 왔다. 대학은 단순한 고등교육기간의 역할을 넘어 도시

와 사회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지식과 지혜를 기반으로 모든 상상력을 탐구하고 공유하며 실험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대학의 본질이다. 아울

러 미래의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위한 표상적 형태와 공간을 구현하는 물리적인 개념을 넘어 다변화되는 가치들인 도시,자연, 문화, 지혜, 사

람들의 관계들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대학도시를 제안한다. 열린공동캠퍼스의 마스트 플랜은 유연하고 확장적인 네트워크 회랑을 통해서 세

종시의 다중심, 분산형 도시개념을 받아들이며 도시와 대학의 교류와 협력, 자연의 보존, 지역의 소통과 상생의 공동캠퍼스를 제안한다. 

대학과 자연과 사람이 어울어지는 공동캠퍼스의 상징은 조화로운 수평적건축에서 발현된다. 하나의 중심을 선호 하지 않고 다중심의 열려

있는 캠퍼스는 개별성과 유기적인 관계성이 중요하다. 수직적 랜드마크의 상징적 건축에서 수평의 확장과 연결, 조화와 관계, 외부공간과 

건축, 지형과 마당, 등 상호 보완적인 상생의 관계속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는 수평성의 건축을 제안한다. 수평성의 건축은 세종시의 마스트

플랜의 기본원칙과도 상응하며, 도시의 연결, 자연의 연결, 학문의 연결, 산학의 연결등 공동캠퍼스의 미래지향적이며 진화하는 캠퍼스를 만

들어가는 중요한 원칙이다. 

세종시의 교육허브는 청사중심, 생활권중심에서 미래도시의 핵심적 가치인 산업와 교육의 산학지

원 네트워크를 통해 복합미래도시로 진화되어야 한다. 공동캠퍼스내 단계별 개발 및 향후 증축에 

고려한 교육, 연구, 산학연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계획대지는 동서측으로 연계와 남북

측으로 연계를 동시에 반영하는 상방향적이며 입체적인 연계를 중시한다. 또한 주변자연 지형훼손

을 최소화하며 금강과 부용산 자연의 흐름과 연계를 적극반영하여 자연친환적인 교육네트워크를 

지향한다. 

도시와 자연과 교육프로그램의 소통과 진화를 담는 마스트플랜 개념이다. 공동캠퍼스는 임대형 캠퍼스와 분양형캠퍼스, 기

숙사, 유보지의 프로그램의 영역성, 적정성,연계성등 다양한 방향에 대한 분석과 관계를 통해 마스트플랜을 위한 시스템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 자연지형의 보존과 개발 가이드 라인 2) 대학기능별 조닝 가이드라인 3) 가로중심의 커뮤니티 가

이드라인 4) 대학시설별 가이드라인 5) 그린네트워크 가이드라인 6) 확장과 연계의 가이드라인

공동캠퍼스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친환경적 캠퍼스를 위해서 대지 절성토를 최소화하며 원형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순응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안하여야 한다. 단지내 도로계획 또한 원형지형에 순응하면서 자연스러운 경사계획

을 반영한 도로계획을 제안한다. 건축가이드라인을 4개 영역을 구분한다. city campus zone, green campus zone으로 

구분하여 용적율, 건폐율, 높이, 건축영역, 조경영역, 공유코리도영역,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가이드라인을 제

안한다. 

숲과 도시가 만나는 접점이자, 산학연 클러스트의 중심적 공간으로 도시와 자연의 흐름이 어우러지는 

열린공원성격의 공동캠퍼스를 조성한다. 

1) 숲과도시를 담는 캠퍼스, 2)도시에 열린 공원길 캠퍼스 3) 다양한 공유마당과 뜰의 네트워크

자연친환경적 수평의 캠퍼스

세종도시와 산학연클러스터의 네트워크 공동캠퍼스 네트워크 가이드라인 합리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지조성계획 도시와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열린공원 캠퍼스

자연지형의 보존_개발 가이드라인

가로중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그린네트워크 가이드라인

대학기능별 조닝 가이드라인

대학시설별 가이드라인

확장과 연계의 가이드라인

2/ Student Union _학생회관

3/ Hub Plaza _중심 마당

1/ Library _도서관

4/ Sports Hall _스포츠 컨벤션 홀

5/ Space 1 _대학입주공간 1

공동캠퍼스의 프로그램 작동과 외부공간의 연결과 소통은 크게 세 개의 입체적 회랑에 의

해서 작동하며 진화한다. 1) 자연과 융합의 회랑 : 공동캠퍼스 단지내 가장 큰 회랑으로 

자연의 마당, 도서관, 학생회관 및 운영본부, 대학입주공간1,을 연결하는 자연과 공유적 

프로그램들이 가장 활발히 열결되는 회랑이다. 2) 공동캠퍼스 네트워크 회랑 : 도서관, 학

생회관 및 운영본부, 컨벤션, 대학입주공간1,2, 학생기숙사를 연결하는 가장 중심적인 회

랑 3)도시와 캠퍼스와 자연을 연결하는 회랑 : 남북축을 연결하는 회랑으로 분양캠퍼스와 

임대캠퍼스의 연계, 대학과 도시를 연결하는 회랑이다.

세 개의 입체적 회랑 프로그램
공동캠퍼스는 걷고싶은 대학도시를 상상한다. 그라운드 레벨에서 무장애공간과 무장애길들

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행이 자유롭고 친환경적인 외부공간을 제안한다. 건축프로그램사

이 사이에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자연, 문화, 운동, 휴식등의 다채로운 생활중심의 마당들

을 계획하였다.  다양한 레벨의 접근에서 열려있는 캠퍼스로 그라운드레벨 곳곳에 장애인

램프, 엘리베리터를 균등하게 계획하여 걷고싶은 보행중심의 캠퍼스를 제안한다. 

그라운드레벨과 58과 62레벨에는 자전거, 및 개인모빌리티가 연결되어지는 무장애 공간

네트워크를 제안하여 각각의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고 다양한 연결을 계획하였다, 또한 행복

도시에서 연결되는 도로와 캠퍼스가 만나는 보행가로에는 주민과 학생들의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상업공간, 자연공간들을 순환적 가로로 계획하여 행복도시가로의 입체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학생 생활중심형 대학과 보행중심의 대학

SPORTS
ZONE

RESEARCH
ZONE GREEN

ZONE
HUB
ZONE

분양형

분양형
분양형

임대형

비교적 완만한 남측 대지를 활용하여 마스터플랜을 계
획하고 북측의 산지 지형을 보존한다

* 절토량      63만 m3

* 성토량      71만 m3 * 부족토량   8만 m3

커뮤니티 네트워크

캠퍼스를 연결하는 문화, 활동, 자연 주제의 마당은 인접 시
설과 연계, 확장되며 스마트허브를 통해 캠퍼스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부용산의 자연을 담은 공간으로 숲과 물, 너른 들판에서 
힐링하며 일상을 재충전하는 캠퍼스의 여가공간 조성

자연마당

사색과 명상 야외모임 피크닉

캠퍼스의 진입부이자 중심공간으로 크고 작은 
이벤트와 참여문화 수용하는 가변적 마당 조성

문화마당

홍보·전시 공연이벤트 나눔·참여

도시가로, 학생회관과 연계해 캠퍼스의 
활기를 담는 활동적 소통문화공간 조성

공용시설, 대학입주공간의 내부프로그램을 외부공간
으로 연계, 확장시키고 이용자들의 소통과 휴식, 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 환경기반 조성

지형단차를 활용한 입체적, 다목적 공간으로 도서관
과 연계한 스터디활동 및 정적 휴식공간

간단한 학업과 만남 등이 이루어 지는 스마
트 편의 제공 휴식공간

산학연 클러스터 사람들의 만남, 소통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휴게시설 배치와 미기후 조절 
수공간 및 식재의 정원공간 

캠퍼스의 다양한 정보를 습득,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기반의 중심가로공간 스마트 환경반응시설 도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휴식과 담소를 즐기는 중정 

문화마당

자연마당

활기마당

활기마당

스마트허브

스텝플라자 스마트쉼터 소셜커뮤니티가든

스마트플라자
스마트가든

생활체육 스포츠게임 만남·교류

1

1

1

1

1

1
2

3

4

1

2

3 4 5

6

2

2

3

3

4

4
교육시설 및
공공기관

교육시설 및
공공기관

연구소

산학연클러스터

첨단산업단지

대학교 캠퍼스

보존지역 2

보존지역 1

+48.0

+48.0 +70.7

+40.5

+52.8

+104.6

+138.4

+111.8

+64.1+83.3

+79.2 +94.3

+59.1
+63.1

+45.0

문화마당

자연마당

유보지

활기마당

유보지

옹벽 H=0~14m, L=334m

옹벽 H=0~15m, L=260m

제척지역

The Hub Zone _

LL: +48.00, HL: +60.00
경사도: 4.98%
건폐율 11.49%, 
용적률 14.12% 3개층

Green Campus Zone_

LL: +62.00, HL: +80.00
경사도: 4.28%
건폐율 35.23%, 용적률 98.09% 3개층

City Campus Zone _

LL: +36.00, HL: +48.00
경사도: 1.75%
건폐율 27.55%, 용적률82.65% 3개

+48.0

+37.0

+48.0
+48.0

+58.0

+58.0 +60.0

+64.0

+66.0

+58.0 +60.0

+52.0

+52.0

+40.0

+48.0

+55.0

+111.8

+104.6
+70.7

+92.5

+79.2

+83.3

+64.1

+63.1

+97.5

+107.6

+138.4

Research Campus Zone _

LL: +44.00, HL: +48.00
경사도: 2.05%
건폐율 31.04%, 용적률 93.13% 3개층

*현재

*향후 LL: +44.00, HL: +48.00
경사도: 2.05%
건폐율 31.04%, 용적률 93.13% 3개층

+62.0

+52.0

+48.0

+55.0

+48.0

+46.0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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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ports Convention Hall

1. 스텝플라자

2. 피크닉 테라스

3. 스마트 쉼터

4. 스마트 플라자

5. 소셜 커뮤니티 가든

6. 스마트 가든

7. 이야기 숲

8. 명상 숲

9. 잔디마당

10. 사색의 숲길

11. 물마루

12. 오솔길

13. 야외무대

14. 플레이 가든

15. 스마트 코리더

16. 코어

17. 장애인 경사로

18. 문화장터

19. 이벤트 가든

20. 다목적 스텐드

21. 스포츠 컨벤션

22. 도서관

23. 대학입주공간1

24. 대학입주공간2

25. 공동실험실

26. 근생

27. 카페

28. 자전거보관소

29. PM보관소

30. 자전거트랙

31. PM트랙

32. 버스정류장

A-1 그린 회랑 / 학생회관-기숙사 연결

빛의 회랑 / 기숙사-스포츠컨벤션홀 연결

독서 회랑 / 도서관

조깅 트랙 / 대학입주공간1-도서관 연결

야외 식당 / 학생회관

태양열 회랑 / 대학입주공간1-도서관 연결

그린 회랑 / 학생회관

조깅 트랙 / 대학입주공간1

빛의 회랑 / 학생회관-대학입주공간2 연결

태양열 회랑 / 공동실험실-대학입주공간2 연결

피트니스 회랑 / 공동실험실-대학입주공간2 연결

A-2

A-3

A-4

A-5

<A : 공유캠퍼스 네트워크 회랑>

B-1

B-2

B-3

<B : 자연과 융합의 회랑>

C-1

C-2

C-3

<C : 도시,캠퍼스,자연 연결의 회랑>

5

1

3

2

4

A-1

B-1

A-2 C-1
C-2

C-3

B-2

A-5

A-4

B-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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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흥연립 재건축 기본계획
공동주거단지, 2012

고덕강일 공공주택 5BL 기본계획
공동주거단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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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단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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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설계, 2007

행정복합도시청사 마스터플랜
세종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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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2005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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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생 마스터플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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