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대학교 건축학과에서 2019년 Year Book을 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Year Book은 올해 새롭게 출범한 학생기자단에서 1년여의 기획과 작업을 통해 만든 최초
의 결과물입니다. 이 책은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한 해의 학생 작품과 수업 결과물을 소개하
는 책으로서 순수하게 학생들의 손에 의해 탄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학과장으로서 전에 없었던 Year Book을 출간하기 위해 학생들을 만나 취지를 설명하였
을때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욕적으로 참여해준 기자단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함께 모여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학생 여론을 수
렴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은 졸
업반 학생들의 선별된 작품 뿐 아니라 다른 수업의 결과물 및 학생행사, 과외활동 등 건축
학과에서 1년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될 학과의 역사를 기록하
는 일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미래의 후배들이 선배들의 작품과 과거 학과의 행사 그리고 교수와 선배의 옛 시절을 이 
책을  통해 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벌써 했었어야 할 일이지
만 지금이라도 이루어져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작업이 
전통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그 작업의 선두에 설 기자단은 세종대학교 건축학과의 핵심 
학생조직으로 발전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학과장으로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바로 학과의 비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전을 만들기 전에 시급했던 일은 우선 학생들에게 세종대 건축학과에 대한 자
부심을 고취하는 일이었고 학과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들과 활발하게 소통 하였고 여러가지 일들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규정
비를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과행정의 정립, 학과의 공간이전을 통한 향상된 환경구축, 
건축학부 독립 및 학제 개편에 의한 새로운 커리큘럼 도입 등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 질 예
정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건축학과 기자단의 출범을 통해 학생활동의 
구심점을 구축한 것 이었습니다. 
 내년도 세종대학교 건축학과는 지난 20년의 발자취 속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
다. 새 공간으로 이전하여 보다 좋은 환경과 학과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는 세종대 건축학과 학생들의 스스로에 대
한, 그리고 학과에 대한 자부심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최고를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으로서 이번 Year Book의 성공적인 출간은 우리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앞으로 
더욱 내용이 알차고 풍부해져서 누구나 가지고 싶은 그리고 누구나 작품을 싣고 싶어하는 
그런 연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과장 김동현

축사



Congratulations on the publication of the 2019 Year Book at Sejong University.
The Year Book is the first result of the newly launched Student Journalists 
through a year of planning and coverage. This book introduces students' works 
and the results of their classes for this year at the school. It is meaningful 
because it is born purely by students' hands.
As a dean of Architecture,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students who volunteered  
enthusiastically when we met in the first meeting to explain the purpose and 
to request their participation.
Without any precedents, they finally made this book by discussing the direction 
of the book and trying to gather the opinions of the students. Their efforts 
have vastly contributed on documenting department’s history in that they 
recorded what happened this year as a students' history including not only 
selected works of senior students but also works of other classes, student 
event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If future students can view these records of past seniors’ works, departmental 
events, and old days of faculty and former students, then nothing will be more 
valuable than that. I am very happy about the fact that the things that should 
have been done earlier have been finally fulfilled now. We hope that this 
tradition of work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nd I am confident that the press 
will be at the forefront as the core student organization of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t Sejong University.

As a dean, the main focus of this year was to create the vision of the 
department. However, what was urgent before making a concrete vision 
was to inspire students with pride in our school and to create a suitable 
atmosphere for the students. To this end, I actively communicated with the 
students and proceeded many things successfully at the same time. They are 
like the establishment of fair and rational department administration through 
upgrading department regulations, introducing improved environment through 
the relocation of department space, and preparing new curriculum through 
the independence of architectural department. More importantly, there was 
the construction of a student core through the startup of Student Journalist.
Next year, we will have a new turning point in the last 20 years of history. In 
the new space, students are expected to gradually increase their academic 
achievement in a more creative environment and active support. This will 
lead to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for the students as well as the 
department, and we will be able to share our vision naturally and move toward 
the best with one heart.
As a first step, the successful publication of this Year Book is an important 
milestone, and I am absolutely sure that it will be a yearbook that everyone 
wants to have and at the same time, wants their works to be published on.
Thank you.

Dean of Architecture
Kim, Dong-Hyun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의 열정이 담긴 책, 스튜디오에서의 1년노력이 담긴 책
으로 이제 여러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제가 학생회장을 출마할때부터, 그리고 당선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
이 SSS학생기자단을 만들고, 교수님과 논의하는 노력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들은 그저 배경을 만드는 일이었을 뿐이였습니다. YEAR BOOK은 졸업전시
회처럼 여러분과 함께 빈공간을 채워나갈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많은 좋은 작품
들과 SSS기자단의 노력,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들이 합쳐서 함께 세종대학교 건축학
과 YEAR BOOK을 첫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YEARBOOK은 우리들의 작품과 우리의 노력을 기록해주는 
책,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추억할 수 있는 책, 세종대학교 건축학과라는 자부심
을 간직할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올해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YEARBOOK 출간을 정말 축하하며, 앞으로도 좋은 작
품들과 더 좋은 아이디어들로 채워질 YEARBOOK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대 건축학과 학생회장 이지호

축사



 이제부터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그 시작에 섰습니다.

 2019년, 기회가 되어 시작된 건축학과 학생기자단의 단장 자리도 어느새 마지막
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음에도 지금까
지 해올 수 있던 것은 모두 학과 발전을 위해 힘써준 학생 여러분과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학생회장과 학생회, 그리고 끊임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김동현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학생분들의 노력을 담아낼 수 있다면, 학과의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다면, 정말 보람차겠다는 일념으로 보낸 시간들이 결코 의미 있는 시간들
이기를 바라며 올해의 마지막 활동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올해 첫 Year Book의 출판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교수님들과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채워질 Year Book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학과 학생기자단장 김도연

시작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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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학교 건축학과는 2011년에 건축학교육 국제인증을 취
득하였으며, 5년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
축, 도시, 건설경영관리를 강조하는 혁신적 건축교육을 추진하
고 있다. 따라서, 건축의 확장적 부분임과 동시에 타 학문과 함
께 고민해야하는 도시의 계획 및 설계와 경영관리의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를 새롭게 접목시켜 현재의 시대흐름
에 맞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
과정에서 도시와 건축 그 본연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힘쓰며 4
학년부터 도시적 사고를 적극적으로 융합하여 도시와 건축을 
함께 보는 방법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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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시설학과 연혁

1997.03  이공대학에 건축공학과 설립

1999.03  학부제 시행에 따라 건축공학부 건축학/공학 전공으

로 개편

2001.03  제 1회 학술제 개최

2002.03  건축학 전공에 5년제 건축학제 도입

2008.03  부동산 대학원 개원 및 도시정책강좌 개설

2008.09  제 10주년 학술제 개최

2009.02  건축학 전용 교육 공간 확충_이당관

2009.09  세종대학교 교내 학과평가 종합 2위, 취업률 1위

2010.10  1차 건축학 교육 인증 실사 실시

2011.03  1차 건축학 교육 국제인증 취득

2013.09  세종대학교 교내 학과 평가 종합 2위, 취업률 1위

2014.09  수도권 대학 건축학 전공 취업률 1위

2015.01  영국 본머스 대학과 교환학생 교류

2015.10  2차 건축학교육 인증 실사 실시

2016.03  2차 건축학교육 국제인증 취득 

이당관

건축학과 학생들이 설계수업과 컴퓨터 수업을 듣는 곳으로 각 층별로 
학년별 스튜디오가 위치하고 있다. 설계스튜디오, 인증자료실/강사실, 
다목적 갤러리, 모형제작실, 전산실, 출력실, 작품보관실, 창고로 구
성이 되어있다.

전산실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디자인 또는 건축 디지털 디자인 수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22대의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다.

갤러리

갤러리에서는 과제전을 비롯해 크리틱, 특강 등에 활용하고 있다. 갤러
리에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언제든지 갤러리를 개방하
여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동아리 전시회 등 각종 학과 관련 
행사에 갤러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설계 스튜디오

건축학과 학생들이 설계수업을 듣는 공간으로 개별 책상을 부여받고, 
수납이 가능하도록 내부를 구성하였다. 각 설계 스튜디오는 반별로 최
대 13명까지 가능하며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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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우스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 대학생 건축과 연합회입니다. 매년 학생  기획단을 구성
하여 전시 행사를 기획/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시 주제는 '시장'입니다. 시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고 물건들이 교환되며 문화가 교류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장을 구성하기 위한 공간을 가판의 
형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서울마켙21 전시이다.

세종대학교 파빌리온 교내경선 우승작

보일락

세종대학교 교내경선 우승작인 보일락팀은 마켓을 정보를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물건들을 보는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다양한 물건을 보는 재미처럼, 디스플레이도 시각적 다양성이 있다면 
더 매력적인 마켓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폴라베니아를 일정 간격으로 6등분하여 맞춤으로 
결합을 하여 모듈을 만들어, 구조체를 형성한다.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는 디스플레이 모듈에 사람
들로 하여금 선반의 물건들을 보며 지나가고, 선반의 모습이 변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한다. 

PAVI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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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
SEJONG STUDENTS STUDIO

;우리는 하고본다

  올해 초 우리는 현재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학생 기자단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을 하나 하나 모집을 하였다. 처음 시작
은 우리과를 알리고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며, 
잡지 형태로 책을 만들기 위해 단장과 6명의 학생들이 모여
서 앞으로를 위해 많은 회의를 거쳤고, 지금의 건축학과 학
생 기자단이 탄생했다. 초반에는 책이라는 접하지 못했던 
분야에 막막하기만 했지만, 여러번의 회의를 통해 틀이 잡
혀 갔고, 6명의 학생이 팀리더가 되어 그것을 축으로 부원
을 추가 모집 지금의 19명의 단체가 되었다.

우리가 하는 활동은 크게 학과홍보, Year book, Youtube  
세가지 활동을 하고있다. 먼저 학과 홍보차원에서는 학과에
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인스타그램에 홍보하고, 촬영하
여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서 건축학과에 대한 이야기나 세종대 건축학과만의 궁금증, 
기자단들의 활동과 답사를 영상을 통하여 세종대 학생들과 
외부인들에게 다양한 컨텐츠의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
지막으로는 지금 바로 이 책 'Year book'을 편집하고 발간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우리 기자단의 마지막 결실이자 
우리 세종대 건축학과의 한해를 돌아 보며 정리하고 있다. 
졸업작품 부터 저학년 작품까지 STUDIO 수업에서 나온 작
품들 중 선발을 통하여 책에 들어가게 된다. 추가적으로 잡
지의 칼럼형식으로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 건축도서 추천 그리고 건축이라는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찾아 볼 수 있다. 

사실 앞으로 새로운 구성원들을 통해서 기자단이 어떻게 변
해 갈지는 모른다. 하지만 건축이라는 관심사 안에서 다양
한 이야기를 '새로운 구성원의 관점'에서 '새로운 생각'에 대
하여' 이야기 하는 점이 우리의 매력이다. 

[SSS 인스타그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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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건축가와 건축 사진을 작업을 할 때 사전에 자료를 이만큼(많이) 요청해요. 제

가 어쨌든 건축 전공을 했고, 실무도 조금 했으니까 도면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소

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배치도부터 여러 가지 도면을 

다 달라고 해요. (물론 유출은 안 되게요 하하.) 도면을 보고 이 건물은 어떤 방향을 보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건축가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 거죠. 건축가가 이

걸 설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최대한 반영하는 거죠. 

이런 사진 작업을 하시면서 사진가로서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건물 주변의 상황들을 다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건축가가 건물을 이렇게 설

계했는데, 주변에 건물이 다 둘러싸고 있으면 못 찍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가야 하는 거죠. 또 주변 건물 높이가 얼마만큼인지, 계절이 무슨 계절인지에 따라서 해

의 높이가 다른데 그러면 그림자가 떨어지는 각도라든지, 그림자 떨어지는 위치가 다 다

를 거예요. 그걸 다 계산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이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본질

적인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 타이밍을 건축가한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사실 건

축가도 이 건물에 하루종일 있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소통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포인트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가만큼 정보를 알게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 건축가가 어떤 건물을 골목에 있는데 얘를 찍어 달라고 하면, 지금 찍으

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올 거다. 이건 여름에 찍자, 혹은 지금 찍어야 하는데 최선의 

상황을 만들려면 이건 새벽에 찍어야 한다. 등 그런 것들을 건축가에게 얘기해주는 거죠. 

그러면 혹시 사진 작업을 하실 때 어떤 형태나 요소가 촬영하기 편하다 이런 것이 따

로 있으신가요? 따로 편한 것은 없으시겠네요. 상황에 다 맞춰서 작업을 하시다 보니…

   네. 편한 건 없어요. 세상에 편한 건 없더라고요. 편한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가장 적

절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빛이 안 들어오는 내부 공간 촬영을 한다고 해요. 

물론 일기예보를 확인 안 해도 되니까 그 정도는 편한 거지만, 그거 외에는 내부 공간을 

찍을 때 빛이 안 들어오더라도 내부 조명을 다 컨트롤 해야 해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조

명의 종류가 (인터뷰했던 카페의 조명을 가리키시며) 간접조명 있죠, 스팟조명 있죠, 하

얀 조명 있죠, 뭐 네다섯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이걸 다 컨트롤해야 돼요. 인테리어 찍

을 때 디자인 사무소에서 오든,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스위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저는 카메라 위치에 서서 조닝을 하는 거죠. 간접등 1번, 뭐 저건 2번 등등… 순

서를 쫙 정해주면, 제가 1번, 2번 부르면 피아노 치듯이 촥촥촥 꺼야 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느낌으로 공간을 찍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베를린 Paul lobe haus_Stephan Braunfels][성북동 현덕제_방바이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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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건축학도

들이 궁금한
그 아뜰리에!

그곳을 알아보자

양근보

근보양 앤 파트너스 대표

미국건축사, 국토부 등록 외국건축사, 친환경 전문가

서울시 공공건축가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인터뷰.

염하윤 구동원 김소영 김미현 김솔인 박명선 이예준

성자가 된 청소부

양 교수님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인생을 바꾼 책. 우여곡절을 겪으

며 이타적인 사람으로 삶을 마치

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사진출처｜YES24

건축가로서
 제주도에서 태어나셨다고 들었는데, 그 시절이 혹시 건축에 영향을 있었나요?

태어나보니 제주도였고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재수를 하면서부

터 서울에 살게 되었어요. 지방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이방인으로써의 생활을 하다 보

니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하게 된 거 같아요. 그렇기에 생활 태도나 사회를 바라보는게 외부

자의 시선에서 형성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뉴욕에 3년, 보스턴 3년, LA 2년, 런던에 

1년을 지내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생활만이 아닌 서울에서 삶, 미국에

서의 삶, 런던에서의 삶이 건축의 여러 방면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눈과 삶의 태도에서의 

차이점을 주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제주도에서의 삶은 건축과의 연관보단 삶을 대하는 태

도와 방식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서울에서 당연시하는 현상들이 제주도에서는 당연하지 

않았고 삶의 여유를 서울과 비교해 보면 제주도에서 여유로운 삶을 확실히 느끼는 것 같

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서울에서의 경쟁하는 삶이 아

닌 제주도에서는 좀더 여유로운 삶이 제 인생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였을까 생각해요.

Interviewee



백양스퀘어 인테리어 계획안

근보양 앤 파트너스+남정민

아뜰리에 대표로서
 그러면 미국에서 돌아오시고 바로 아틀리에를 창업하신 건가요?

네, 돌아와서 제주도에 1년 있었어요. 회사는 5일 만에 만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미국에서 (건축을) 하기를 원해요. 돌아가는 게 장기적인 목표에요. 실행 여부

와 상관없이 미국에 사무실 내는 게 희망 사항이에요. 그래서 한인 타운이 있는 LA로 간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인 타운에 가게들이 엄청 많거든요. 인테리어

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미국에서는 현상설계 같은 기회가 많지 않아요. 미국은 관공서나 관공서 건물 하면 퀄러파이

드(Qualified)된 풀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공공의 자금을 제대로 쓰려면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게 있어서 자기가 증빙해서 민간에서 일해서 어

느 정도 경력을 만든 다음에 들어가요. (미국에 있을 때)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지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거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에

서는 주류에 낄 수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다른 회사와 구별되는 ‘근보양 앤 파트너스’만의 색은 무엇일까요?

안 했던 것 하고 싶어요. 없는 것, 물론 어딘가에 있겠지만, 최소한 국내에는 없는 것. 목표는 그거에요. 외국에는 있어도 상관없지만, 국내에는 비슷한 유형의 건

물이 지어지지 않았던 건물을 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에요. 우리 건축 공간이 예술품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쉽게 느끼는 공간이 아니어야 해요. 볼륨이든, 모

양이든, 재료가 어찌됐든 화려하지 않아도 없는 것을 하는 게 목표에요. 

 아뜰리에 입장에서, 좋은 소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직급이 있는 어떤 소장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을 쥐어짜는 거거든

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당황했든, 준비가 안 됐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답을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여다 봐야하는 거죠. 어느 때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물어보기도 해요. 트레싱지를 깔고서 ‘여기는 이렇게, 저기

는 저렇게.’ 그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 로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본인도 노하우들을 알게 되면서 서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통합적이라는 게 여러 사람의 머리가 통합적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대화가 사실 잘 통할 수 있어요.

공공건축가로서
 서울시 공공 건축가는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공공 일은 일을 따올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면서 현상설계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5개 정도 쌓이면 그때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고). 민간 공공 일이 디자인적으로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

간 일은 더 좋은 클라이언트가 공사비를 얼마나 지불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더 좋은 안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하지만 공공 일

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산도 정해져 있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공 건축은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최종 

컨펌을 받아야 하잖아요. 사실은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권자기 때문에 의견을 내요. .





편집. 김미현

디자인. 염하윤

노원아동복지관
근보양 앤 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이룸

 서울시 공공건축가로서 바라보는 서울의 도시계획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서울의 녹지율은 거의 세계 최고수준일 겁니다. 다만 그 녹지는 접근할 수는 없는, 보는 

녹지밖에 없어요. 도시계획을 미리 안 해둔 도시의 한계인거죠. 도시 안에는 뭘 더 짓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를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게 도시

계획이에요.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비울까’ 에요. 사실 도시에서 공공성이라는 것

은 그 비싼 땅을 개발을 안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곳을 얼마나 많이 만드냐가 관건이에

요. 그거를 건물이 아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요즘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면적 이런 것을 따지는데 면적은 지금 많이 부족하

죠. 그래서 접근성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냐를 고민하는데, 지금 남겨져 있는 땅이 없어

요. 공간이 덜 된 것도 있지만, 접근성이 하이웨이로, 아파트로 다 단절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어

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 그게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방향일 거 같아요. 

 서울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의 가치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현대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오래된 도시, 지문이라고도 하는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죠.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말도 많은 것도 있지만, 아예 싹 밀고 격자형으로 

만들기에는 땅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는 많이 사라지거든요. 더 이상 다 밀고 하는 것 보다는 개선

점을 좀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하는 시점이기는 하죠. 서울은 한양도성이라는 게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 동안 근대화 시대에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들에 도시가치에 대한 인

식이 늦게 발현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광화문 광장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게, 권력 구조에 의한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횡포가 많았던 거죠. 엄밀히 따지면 한양도성 안에 높이를 규제해서 옛날의 것

을 최대한 유지했으면 훨씬 도시가치가 높아졌을 거예요.

 서울은 상당히 빠른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꼭 빨라야 행복하지 않아요. 단점이 많지만 대신에 빠름의 장점은 변화를 빨리 수용하는 것이에요. 

2류 도시는 대세를 빨리 쫓으면 쫒을수록 1류로 다가가기 때문에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

울은 물리적으로 2류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가치를 찾아야 해요. 트렌드에 민감하고 

빠르다는 것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양함 속에서 도시를 풍성하게 하는 게 중요

해져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기존에 있던 게 죽고 있어요. 왜 죽을까 보면, 아기자기한 것에서 입

소문 나면 점점 프렌차이즈 거리가 

되어 사람들은 더이상 찾아오지 않

죠. 이게 반복돼요. 다양성의 도시가 

되는 게 앞으로의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아

요.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새로

운 개발을 한다면 획일성을 탈피한

다는 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도시재생 사업에 힘을 주는거죠. 작은 블록단

위로 개발을 하더라도, 큰 블록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구조 자체가 유지가 되잖아요. 잠재된 가치는 

발굴하기 나름이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동네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같아요. 새로

운 것이 생기면 기존의 것이 떠나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앞으로 도시가 다

양해지기 위해서 생각해봐야할 거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각자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하나하나 나를 찾아가는데 결국은 그 과정 자체가 본인 디자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역으로 생각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본인이 디자인의 특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는 출발선상이 어디인 것 같아요? 옛날은 대학 졸업한 후가 출발선상이었는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디자인 같은 것도 대학 교육을 다 받고 난 뒤에 시작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라

이센스가 없는데 대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대학생이어서 나중에 

한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부터 해 나아가면 돼요. 학생과 프로페셔널의 경계가 요즘 있나? 그

러니까 본인이 학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배워야하는 사람이라고 가둘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시작점에 

있다고 봐야 해요. 그 차이가 태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스스로 출발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시

작점에만 있는 거예요. 본인도 디자인 세계에 들어와서 이미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도전을 더 하고 더 알차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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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OHNY
                                    (Open House New York)

뉴욕에서 4시간 정도 거리로 벗어난 워싱턴 
D.C 근교인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뮤지엄이
다. 사이트 크기는 무려 40만 제곱미터에 이른
다. 방대한 사이트에 비해 전시 작품은 그리 많
지 않다. 이유는 작가별로 전용관을 따로 만들
어 작품을 배열하기 때문이다. 그 중 Pavilions 
건물은 Thomas Phifer and Partners가 설
계를 맡아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 재개관했
다. 테라조와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군더더기 
없는 디테일의 ㅁ자 형태의 건물에 외부에서
는 보이지 않는 중정에 수변공간을 만들었다.
혹자는 이 건물을 모더니즘의 극치라고 칭찬
을 아끼지 않았다. Pavilions 건물 외에도 훌
륭한 현대 미술 컬렉션을 무료로 개방해 시간
을 내 가볼 만 하다. 다만 야외전시가 많은 편
이므로 겨울은 피해서 방문하길 추천한다.  

2001년부터 주관한 프로젝트로 한국에서도 오픈하우스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대중에게 공개

하지 않던 건물을 오픈해 '도시의 문턱을 낮추고 건축을 만나자'는 취지다. 매해 10월 중순 주말에 맨하탄, 

브루클린, 롱 아일랜드 시티, 브롱스까지 뉴욕 일대를 아울러 진행되는 큰 행사다. 건물마다 다르지만 건축

가가 직접 투어를 해주는 곳도 있다. 뉴욕은 외관상 첫 느낌은 사실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망할 지 몰라

도 건물을 채우는 컨텐츠들이 다양해 상자 안에 들은 초콜렛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 도서관부터 소금 공장, 

옥상 농장 등 신박한 컨텐츠가 많다. 몇백 개에 이르는 건물을 총 3일간만 개방하기 때문에 보고 싶었던 건물 

리스트가 많다면 미리미리 동선을 짜서 준비해야 한다. 건물마다 다르지만 인원수를 제한하고 입장료를 받

는 곳도 있으니 참고. 공식홈페이지에서 2020 OHNY Weekend 카운트다운이 이미 진행 중이다. 사실 10

월이라면 학기 중이라 이 기간에 맞춰 여행을 오지 않는 이상 OHNY를 즐기기는 어렵다. 하지만 건물 리스

트를 파악해서 자신이 관심 있었던 분야 혹은 흥미로워 보이는 건축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이다.

Architect : Thomas Phifer and Partners
Location : Washington D.C 공식 홈페이지 : https://ohny.org/

뉴욕은 둘러볼 게 끝없이 펼쳐진 보석같은 곳이다. 특히 대가들의 건물이 거리에 아무렇지 않게 턱턱 놓여져 있는 게 꽤나 인상깊다.

에디터 Y는 햇빛이 좋던 날 하이라인 파크를 산책하다가 돌고래 특유의 매끈한 몸선같은 콘도와 맞닥뜨렸는데, 그건 자하 하디드를 떠올리게 하는 형태였다.

'뭐야, 자하 건물처럼 생겼네?' 하는 호기심에 구글맵에 검색해보면 자하 건물이 맞다. 뉴욕은 대충 이런 식이다.

건축학도에게는 거리 곳곳마다 영감으로 가득찬 훌륭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맨하탄에 위치한 World Trade Center, Guggenheim Museum, Vessel 등 잘 알려진 대표적인 작품들은 제외하고

그 뒤에 가려진 건물들과 뉴욕 외곽에 위치한 답사지들을 추천하려 한다.

사실 건축에 크게 관심이 있지 않고서야 귀한 여행 시간동안 선뜻 뉴욕 밖으로 나가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긴 하다.

하지만 복잡한 뉴욕에서 벗어나면 덜 번잡스러운 주변과 건물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건 첼시마켓에 가서 30달러짜리 랍스터를 사먹는 것보다 가치있는 일일 것이라고 자부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3학년 2학기 전공필수 과목인 김동현 교수님의 재료와 디테일 수업을 수강하고 가는 걸 추천한다.

차로 운전해서 가면 베스트겠지만, 대체로 뚜벅이 여행을 할 학생들을 위해 같은 처지였던 에디터 Y가 당일치기로 다녀올 만한 답사지들을 소개한다.

01  Public Hotel

02  Dia: Beacon

01  Public Hotel

04  Glenstone

02  Dia: Beacon

03  Grace Farms

03  Grace Farms 04  Glenstone

Architect : Herzog & de Meuron
Location : Manhattan, NY

Architect : Rice + Lipka Architects
Location : Beacon, NY

Architect : SANAA
Location : New Canaan, CT

요새 뉴욕에서 핫한 명소인 Vessel을 설계하기
도 한 Herzog & de Meuron이 참여한 호텔이다.
'이제 새로운 럭셔리는 경험이다'라는 슬로건으로 투숙객 
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자 2층 로비까지 
Public에게 개방되어 있다. 에스컬레이터의 메탈 소재와 
일본식 주택을 떠오르게 하는 2층의 나무 소재는 완전히 
다른 물성임에도 불구하고 색감을 통일함로써 강렬함과 
아늑함을 동시에 잡는데 성공했다. 2층에 위치한 개방형 
카페에서는 노트북을 들고 작업하러 갈 때도 꽤 괜찮다.

맨하탄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Beacon라는 곳
에 위치한 뮤지엄. 천창을 이용해 어떻게 자연 채
광을 미술관에 끌어들여야 하는지, 작품 성격에 따
라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건
물이다. 스튜디오2 뮤지엄 프로젝트에 참고해볼
만 한 곳. 단조로운 외관과 비슷한 모양으로 다듬
어놓은 정원도 인상 깊다. 무엇보다 뮤지엄이 위치
한 Beacon이라는 동네가 강을 끼고 있어 아름답다.

소호에 위치한 New Museum을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한 SANAA의 작품. 이름만 농장이지 사실
상 공원에 가깝다. 굳이 따지면 복합문화시설 정도? 천장쪽 배수구 등 세심한 디테일이 인상적이다.
완만한 언덕에 올려진 구불구불한 모양의 건물은 핀터레스트에 '걷고 싶은 거리'라고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다. 입장료는 따로 없고 토요일마다 투어가 진행되는데 가격은 $25정도. 
팁이라면 굳이 투어를 신청하지 않아도 느지막히 자연스럽게 투어 그룹에 끼어서 들으면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

자연과 빛, 그리고 건축

롱샹 성당 _르 꼬르 뷔지에

프랑스 동부 롱샹에 위치한 롱샹교회입니다.이 곳은 전기
조명이 전혀 없이 자연 채광과 촛불에만 의지하고 있습니
다. 전통 이슬람 건축 창을 반영한 성당의 남쪽 벽면은 불
규칙해 보이는 여러 가지 빛들이 흘러 들어오는데요 성당
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빛의 교회 _안도 다다오

“빛은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건축은 인간이 자연을 느끼도록 하는 매체
다.” 안도는 콘크리트, 철, 유리 등 근대적 재료를 사용한 상자형 건축물
에 빛, 물 그리고 자연을 인입시켜 감동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틈 사
이로 들어오는 빛과 빛이 만드는 그림자가 벽을 장식하고 때로는 십자가
를 벽에 붙이지 않아 생기는 그림자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설 떄, 그곳에서 어떤 빛을 만나게 될지 잠시 멈추고 둘
러보세요. 지금까지 알던 공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_Edit by 김채윤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 _장 누벨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새하얀 건축물 루브르 아부다비
는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빛의 마
술사라 불리는 장 누벨의 작품인데요 그가 이렇게 설계
한 이유는 지역적, 기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50도가 
넘는 아부다비의 뜨거운 온도와 직사광선에서 미술품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는 직경 180m에 다르는 돔 형태의 
차양막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멍이 뚫린 차양막 
아래로 쏟아지는 햇빛과 그림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차양막의 구멍은 내부의 
빛과 온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장 누벨은 야자수 잎
에서 이 차양막의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건축은 빛 안에서 덩어리들이 함께 펼치는 위대한 놀이이다"  _르 꼬르 뷔지에

근대 건축의 아버지 르꼬르뷔지에가 일갈한 건축과 빛의 관계에 대한 유명한 문구입니다. 빛. 르꼬르뷔지에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가
는 빛이 없으면 건축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빛이 가득한 건물 속에서 살고 있지만, 빛을 느끼지
는 않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지요. 마치 매일 숨 쉬고 있는데도 그 존재를 깨닫기 힘든 공기처럼, 빛은 우리가 사는 건축물과 도시 모
든 곳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생각했던 모습일 수도 있고 자세히 살펴보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연히 마주치
기라도 한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일지도 모르지요. 건축 속에 스며있는, 항상 같이 있었지만, 막상 우리는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했던 건축 속의 빛을 찾아보려 합니다.

자연과 건축의 관계에 대하여

'생태 건축(Ecological Architecture)'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이 용어는 자
연 생태계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환경에 순응하
는, 즉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을 말합니다. 인간
이 생활함에 있어서 자연에 입히는 피해를 최
소화하고, 주변환경과 에너지의 사용 등을 고
려하여 계획부터 형태, 기능까지 결정되는 건
축의 한 방법입니다.

<Luc Schuiten, Vegetal City>

오늘날 현대 문명의 산업과 생활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과 방안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에 
대하여 친환경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생태건축의 
개념은 더 이상 하나의 이론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
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연과 건축과의 관
계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223

캘리포니아 자연사 박물관 _ 랜조 피아노

1872년에 설립 된 캘리포니아 자연사 박물관은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하지만 1989년 
지진으로 건물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003년 문
을 닫고 공사를 한 끝에 2008년 재개관을 했습니다. 재개관
한 현 시설은 정부가 규정한 에너지 효율성 규정에 비해 무려 
30~35%의 높은 에너지 효율로 LEED 플래티넘 인증을 받
으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자
연사 박물관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
추고 있는지 대표적인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과 재활용, 그리고 건축 자연과 재료, 그리고 건축

에덴 프로젝트 _니콜라스 그림쇼

1993년 영국에서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
원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영국의 하이테크 
건축가인 니콜라스 그림쇼가 참여한 에덴 프
로젝트 였습니다. 
영국의 남서부 콘월 지역은 개발되지 않았던 
황무지에서 대규모 온실로 바뀌게되었습니
다. 복합적인 날씨 조건에도 견딜 수 있는 바
이옴(Biome)이라 불리는 커다란 돔형 온실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은 전 세계에
서 모인 400여종, 100만 여개의 식물들이 
자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축이 기존의 자연환경을 파괴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대지에서 발생하는 것
은 보여지는 것의 일부분입니다.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생산하고 운반하기 위해서 훼손되는 자연환경은 무시할 수없는 수준
입니다. 하지만 건축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지어지는 공간에도 어느정도 수준의 변형
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를 재활용하고, 전기나 물, 난방과 같은 건축과 떨어질 수 없는 요소들을 재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기존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자연에 친화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활용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친환경 건축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매우 많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건축을 창조하는 것은 기술자들이다"
아르누보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써, 모던 양식으로 넘어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앙리 반 데 벨데의 이러한 사고는 건
축이 기술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우리의 생활
은 빠른 속도로 변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와 현재의 설계나 디자인의 방식이 바뀌어서가 아닌, 새로운 기술과 재료가 등장하여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
각합니다. 변화를 통해 이전 세대의 건축보다 더 나은 가치를 찾고자하는 여러 시도들 중에서도 재료의 발달, 그리고 자연과 건
축이 하나가 되고, 미래에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7개 주요 언덕에서 영감을 받아 살아있는 지
붕을 고안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았습니
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붕의 가파른 언덕 구조는 자연적으로 
환기 장치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지붕의 토양은 
약 15cm 두께로 자연적 단열제 기능과 매년 약 13kl의 빗물
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저장된 빗물은 화장실 및 식수로 재활
용 한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식수 이용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의 천장은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
다를 반복하여 덮고 정체될 수 있는 공기를 천장을 통해 배출
함으로써 냉난방 및 환기 부하 저감의 효과와 돔에 있는 유리
창을 통해 채광과 습도를 자연적으로 조절하여 재생 에너지
를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실내 공간의 
90%를 자연 조명으로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으로 인해 
자연의 모습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이유가 지속 가능하며 자연 
친화적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의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1989년 캘리포니아 자연사 박물관은 지진으로 많은 부분 파괴
되었습니다. 이후 건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에서 
사용되었던 건축자재들의 대부분을 재사용 했다고 합니다. 기
존 건물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이 되는 약 9,000톤의 콘크리트
와 12,000톤의 철재를 철거한 후에 재사용했습니다. 수치상으
로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생겨난 자재들 중 90%를 재사
용하였고, 철골은 95%까지 재활용했습니다. 
또한, 못 입는 청바지를 분쇄해서 후가공을 거쳐서 만든 단열재
(Denim insulation)를 이용했습니다. 단열재의 68%는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Levi's)로부터 폐기된 청바지를 제공받아 사용
하였다고 합니다. 낡은 건축물의 자재, 버려지는 소재들을 재활
용하여 건축에 활용하였다는 점이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의 
‘자연계를 탐구하고, 설명하며, 동시에 보호하기’를 미션으로 삼
고 있는 부분과 잘 알맞게 설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_Edit by 이후경

여기서 우리는 바이옴의 소재로 사용된 재료인 ETFE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
이징 국가수영센터와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도 사용된 이 소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
스틱 신소재로, 유리보다 빛 투과율은 높고 무게는 1/100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
전기의 발생이 거의 없어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아도 청결하게 유지가 가능합니다. ETFE
는 포일 형태로 가공되어 사용되는데, 내부에 공기층을 포함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태양열 
에너지를 90%이상 저장, 바이옴 내부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
니다. 전체 열 에너지 사용량의 15%가 이러한 태양열 에너지로 충당이 되며, 기존의 건축
물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과 탄소의 배출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그림쇼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던 고도의 기술력이 표현된 화려한 외관의 하이테
크 건축과는 다르게, ETFE라는 신소재에 공기층을 형성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자연과 어우
러지는 건축물을 탄생시켰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결국 자연으로 이어지도록한 그의 발상은 
앞으로의 세대에 지속가능한 성장, 그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_Edit by 윤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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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의 이용자가 늘어나며 새로운 문화가 생겼다. 바로 인증샷이다.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멋진 공간에 가면 다들 카메라를 켜고 사진을 찍어 업로드한다. 이것으로 이용자들은 암묵적으로 자신이 어떤 공간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리게 된다. 반복적인 이러한 행위는 나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

심사 또한 공유하는 것이 흔해지게 만들었다. 여행을 간 친구의 게시글을 보며 처음 보는 곳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처음 보는 분위기 좋은 카페나 펍의 홍보 계정을 보고 자연스레 데이트 코스에 추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하트를 누르는 것 만으로도 경험을 하게 된다. 불과 10년 전, 

SNS나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야만 머릿속에 공간이라 인식을 했다. 낯선 곳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 것만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쉽게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고, 가보지 않은 공간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자신의 공간을 확장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점점 공간보단 공간에 관한 생각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물질적 소유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한다. 

 어떻게 공간에 대한 기억 때문에 물질적 소유의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 경기 침체와 20-30세대의 취업난이다. 차곡차곡 돈을 모아 차를 사고,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내 집을 마련하는 세대들과 달리 현 2030은 나아지지 않는 주머니 사정에 언젠간 얻을 안정과 행복보단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2018년 주요 키워드였던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욜로(You Only Live Once)등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9년에는 호캉스(hotel+vacance), 슬로컬리제이션(slow+localization), 갭 이어(gap year) 등 당장의 경험과 시간에 소비하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이나 차 등의 소유재산에 대한 중요도를 떨어트렸고, 결과적으로 1인 가구 증대와 더불어 셰어하우스, 에어비앤비, 쏘카, 타다 등 소유가 아닌 공유플랫폼의 발달로도 이어졌다. 

 공유의 바람은 회사와 주거까지 불었다. 코워킹 스페이스와 코리빙 하우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일종의 공유사무실로 쾌적하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협업공간을 말한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새로운 작업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기회의 장이 되었다. 집단

의 네트워킹으로 서로 이득을 보며 성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유는 어느새 주거까지 다가왔다. 코 리빙 하우스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분리하고, 주거나 업무, 라이프 스타일에 특화된 공간이 건물 안에 따로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이다. 

 그러나 이렇게 공유의 사회 속에서 공적 공간이 늘어날수록 개인의 사적 공간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많은 공적 공간 사이에서 또다시 자신만을 위한 사적 공간을 찾아 떠나게 된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이 좁은 곳과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는 도시에선 오로지 자신만의 공간을 찾기는 어렵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요즘 다시 뜨는 개념이 바로 ‘제3의 공간’이다. 제1의 공간은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일터가 또 다른 거주공간으로 디자인되며 제2의 공간 개념이 생겼다. 제3의 공간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레이 올든버그가 good place라 정의했다. 집과는 다른 환경이지만, 심리적인 안정과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개인 또는 다수가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다. 결과적으로 제3의 공간은 공적인 공간에서 나만의 공간을 찾고 싶은 현대인에게 자신만의 아지트를 제공해준다. 

 제3의 공간은 생각보다 거창한 곳이 아니다. 집 앞의 맥도날드부터 시작해서 스타벅스, 심지어 자동차까지 집과 일터가 아닌 개인이 혼자 생각을 정리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모두가 제3의 공간이다. 이러한 대표적 예시가 인스타그램이다. 자기 생각을 글과 사진, 동영상으로써 올리며 자신만

의 공간을 구축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했고, 그 결과가 인스타그램의 흥행으로 이어졌다. 현대인들은 제3의 공간을 찾고, 그곳에서 여유를 찾고 다시 힘을 얻어 나간다. 

 여러분의 제3의 공간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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