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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e Newman 
Course Organizer - 코스 기획자

As Course Leader of the Interior Design Course at the CASS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it’s funda-
mentally important to teach not just how to design but how design will change how people engage with or 
encounter spaces therefore developing or encouraging new habits and ways of living.
The following work looked at an area of London that has been forgotten. Kings Cross is the gateway to 
the North and therefore carries important railway and canal infrastructure, allowing trade to travel up and 
down the country. Because of this, it has never been a fashionable part of London and in fact has been 
home to many of London’s more unfortunate people, those with very little in terms of money and therefore 
has been synonymous with the worlds of crime and prostitution.
As the City has developed this area has been designated as an area for redevelopment and has now been 
coined as London’s new Creative District.
 Regents Canal which runs through Kings Cross and will celebrate its 200th anniversary in 2020.  
The canal’s history of connecting local communities and beyond, through trade and business and ancil-
lary industries has now been lost since rail and roads took their busines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Some people choose to live on the canal in barges but apart from some low key sporting events, the canal 
is largely redundant and extremely polluted with Nitrogen levels dangerously high in the afternoon. This 
clearly won’t encourage anyone to live or work nearby.  Councils are seeking to provide stronger relation-
ships within local communities due to a perceived disconnection of age, culture and values and therefore 
the project asked, how can an intervention on, over, adjacent or connected to the canal, enable neighbour-
hoods to come together, building a legacy of interaction and creativity for future generations.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실내 디자인”교과목의 리더로서, 저의 생각은 실내 디자인 교과목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단지 디자인을 하는 방법만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디자인이 변화해가고 이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공간을 접하고 새로운 습성과 생활방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행할 프로젝트는 이제까지 잊혀져왔던 런던 지역의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다. 킹즈 크로스는 북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따라서 중요한 철로와 운하의 하부구조여서 이곳을 통해 영국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 

따라서 이곳은 런던 안에서 우러러 볼만한 최고 지역은 결코 아니다. 사실 이곳은 런던에 살고 있는 삶에 지친 사람들

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저들은 돈이 없고 범죄와 퇴폐문화를 아우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이 지역을 

개발함에 따라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왔고 지금은 런던의 새로운 창의적 활성지역으로 불리고 있다.

 리젠트 운하는 킹즈 크로스를 관통하고 2020년에는 200주년 기념행사가 이곳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와 그 주변을 연결하는 운하가 행사해온 업적들을 되돌아보면 무역과 각종 업무 및 부수적인 산업을 통하여 

해 온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지금은 철도와 현대화 된 도로가 19세기 말 운하가 해 오던 모든 일들을 떠맞아 버리면

서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운하 주변을 유람선을 이용하며 생계를 유지하지만, 별 인기도 없는 스포

츠 행사와는 상관없이, 운하는 대개 한 낮의 오후 시간에 질소의 함량이 위험수위를 넘도록 심각할 정도로 반복적인 오

염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분명히 운하 주변에 사람들이 살도록 권고할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운하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곳 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 사회에 보다 강력한 끈끈

한 관계수립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려 애를 쓰지만 나이, 문화 및 가치관의 차이가 걸림돌이 되고 있

어 어떻게 자치위원회가 개입하여 운하 인근의 주민과 환경을 놓고 이곳 주민들을 설득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 

세대를 위한 창조적이고 긍정적 유산을 마련할 것인지 그 실마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에 직면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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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tte Harris MALTHE, SEDA

Senior Lecturer
Module Leader
Senior Lecturer
Interior Design BA (Hons)
The Cass Faculty of Art, Architecture and Design, London Metropolitan Univerity
Studio Leader of Rise of the Creative District

Project :  Floating Structures
The studio took an investigative approach to the environment that exists along the Regent’s canal where it 
winds through from Kings Cross through Hoxton and south Hackney, down to Lime House Basin. They were 
asked to create and generate ideas using an entrepreneurial spirit, map, and explore the existing material-
ity of the area, while simultaneously connecting to areas of interest within the community.  
 The development and experimentation of these ideas, through research, drawing and model-
ling, aimed to enhance student’s skills with spatial concepts, while developing haptic skills. Students were 
asked to research perceivably hidden issues around the theme to develop ‘The rise of the creative district’ 
(M.Davey 2012), through an appropriate intervention, along a chosen site connected to the Regents Canal.

Possible Scope
The intervention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 ‘creative district’, through fitting and sustained 
interaction with your design, providing a meaningful legacy.

Learning and Teaching
Throughout this project there were opportunities to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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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comes
The studio system allowed the students to develop their practice and process over a 30 week period.  In 
addition to the Floating Structures project the students were asked to undertake two other projects that 
supported and enhanced their findings.  The research led project developed an immersive approach, leading 
to primary evidence supporting their outcomes.  
Modelling became a key element for the student’s process and practice, developing and testing their 
ideas through appropriate mediums.  Sketch models enabled the students to understand and refine their 
concepts, leading to a final design.
 The outcomes embody the studio philosophy and demonstrate a deep understanding of commu-
nity and site, by allowing students to have ownership of their tasks, underpinned by a constructivist teach-
ing approach. Workshop and class based activities encourage a wide range of skills, highlighting sensitivity 
to design matters, reflective practice, informal debate, peer assessment and presentation. Software is used 
to produce orthographic details, visuals and drawings for the production of components. Scale is explored 
in the context of human interaction. Spatial concepts are considered through modelling in three dimensions, 
using a wide range of machinery and hand tools, allowing the student to fully explore all modelling pos-
sibilities. Process is developed using proven and experimental techniques. The module promotes the growth 
of existing skills combined with the exploration of the potential of technology. 

프로젝트: 수상 구조물   
본 스튜디오에서는 킹즈 크로스에서 혹스턴 및 남쪽 해크니를 관통하여 라임 하우스 배들이 정박하는 계류지까지 이어

지는 레전트 운하를 따라 진행되는 환경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행하면서 우리는 기업가적 정신으로 많은 아이디

어를 창출하여 이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함과 더불어 주변 지역에 현존하는 실질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

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으며, 동시에 그곳 지역사회 내에서 이해관계 지역까지 포함하는 융통성을 보였다.  

 이런 아이디어를 연구를 통해 설계하고 모델화하여 개발하고 실험함으로써 학생들이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현장 체험을 통한 능력개발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예정된 활성화 재건(M. Davey 2012)을 현실화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놓고, 리젠트 운하 현장 주변과 그것을 아우르는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 연구하도록 독려하였다.

가능한 영역 
예정된 활성지역의 개발에 학생들이 디자인 기술로 의미심장한 실체를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독려를 하도

록 한다.  

학습과 교수
본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의 가능성이 많았다. 

결과 
스튜디오 체제는 30주 이상 학생들이 실습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

로 수상 건축이외에도 두 가지 다른 연구과제가 주어져 학생들이 이를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연구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몰입방식을 향상하여 학생들의 연구수행 결과를 뒷받침 했다는 중요한 증거로 남게 되었다. 이들 

연구 표본은 학생들이 과제를 개발하고 시험하여 적절한 대상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연구와 지침에 중요

한 열쇠가 되었다. 

 스케치 모델 표본은 학생들이 최종 디자인을 수행하는 착상이 더욱더 예리해 질 수 있게 하였다.  연구 결과

는 스튜디오가 유지해온 원칙을 현실화하여 증명한 것이었고 지역사회와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이 직접 수행한 연구프로젝트를 스스로 활용하여 구성주의 교육방식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Janette Harris
Senior Lecturer 

Module Leader  - 교과목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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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Process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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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na Netukova 
iliana.mitova@me.com
http://www.linkedin.com/in/iliana

LOOK IN, LOOK UP, LOOK OUT
The Floating Library and Environment Observa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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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The project asks for an investigation and response to 
enable defined communities within Kings Cross area 
to connect, contribute and interact with a structure 
sited on the Regents canal.  
 Battle Bridge basin is situated in the vivid 
and fast growing area of King’s Cross and St. Pancras 
stations. It is a secluded place around the bustling 
transport hubs with a mixed-use space of both busi-
ness residential buildings.

본 프로젝트는 리젠트 운하에 위치한 건축물과 연동하여 킹즈 크

로스 지역과 연계하는 예정된 지역사회를 조사함과 동시에 이들 

지역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배틀 브리지 계류장은 킹즈 크로스와 세인트 판크라

스 역 주변의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주

상복합 형태의 업무 및 거주 지역 공간이 혼합된 교통이 붐비는 

중심지대에서 벗어난 지역이다. 

Battlebridge Basin

King’s Cross Area

London Can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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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loating community now and before

Coordinated Community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ies has seen a 
sharp decline in the use of local libraries. This shift 
has seen councils closing much loved spaces, where 
the people community, not only borrowed books, but 
met, interacted and communicated with a diverse 
body of the community.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지방 도서관의 이용이 급속하게 감소해 

왔다. 이런 변화 때문에 주민들이 아끼는 많은 공간들이 문을 닫

았고 지역주민들은 책을 빌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를 통해

서 상호 교류하면서 생활해왔다.

The 4th Hidden Space Project22



Concept brief

The proposal is to create a mobile floating structure, 
which will host a library and meeting space for the 
communities around the canal, for both, boaters and 
local residents.
 The aim is to encourage the community 
to share a common space, where they can not only 
find interesting books, but also socialize and attend 
literary/cultural discussions, as well as being able to 
share a different point of view over the canal.  The 
concept is a hub for social literation and inspiration, 
as well as a spot for meeting two different worlds 
that share a common space.

이점에 착안하여 본 프로젝트는 이동식 수상 건물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운하 주변 지역 뱃놀이 하는 

사람들과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비롯한 사람 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우선 지역사회를 설득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여 관심 있는 책들뿐만 아니라 문화

와 인문학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여 서로 교제하게 하고 

운하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서로 나누도록 유도하도록 하였

다.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착상은 솔직한 만남을 통

해 서로 다른 세계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Pavement detail from the towpath 
around the canal

Concept Sketches

Canal Dim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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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Elevation

Concept brief
The  floating  library is designed as  a mobile exten-
sion to the British Library. It will be supplied  with  
books trough  mobile modular units, which will be 
used as shelves in the structure. The topic of the 
books is changed  at an interval of  time, depending 
on different themes.

수상 도서관은 영국 도서관의 기본적인 형태에 이동성을 추가하

여 착안하게 된 것이다. 이동도서관 시스템 착상은 수상건축물의 

서고와 같은 역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책의 종류는 서로 다른 

주제에 따라 시대별로 달라질 것이다. 

Orthographic Drawings

Kinetic flaps

Glass Pannels

Kinetic flaps process

Regent’s C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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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elevation

Exploded View

Air filled plastic modular floating system

Impregnated cardboard 
roof and walls

Aluminium 
kinetic fl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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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hemeral Interior
The interior of the library is made of modular furni-
ture flexible to be moved and re-organis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use of the space. 
 Folding paper partitions divide the space 
onto different rooms  for reading, multimedia and 
observation deck. There is also a stair that folds into 
the wall, when not in use, to go to the rooftop garden 
on the upper deck. The bookshelves are made of easy 
to assemble and disassemble rectangular modules to 
ease the moving of the books from the British library 
to the floating one and back.

도서관 내부는 규격화된 가구로 만들어져 이동과 조립이 용이하

며 공간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접이식으로 분할된 

공간은 독서용, 멀티미디어용 및 도서 조망 칸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계단까지도 벽에 접이식으로 이용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상층부 위에 올려놓도록 되어있다. 책장들은 손쉽게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정사각형으로 규격화 되어있어 영국도서관에서 

수상 건물로 상호 이동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었다. 

Plan Grid

ORTHOGRAPHIC DRAWINGS

Green Roof Plan

Interior arrangement Library use

Interior arrangement for film screenings and pres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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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tic flaps design process

Regent’s Canal

Structure Grid

Kinetic flapsMovement of the flaps resembles brows-
ing trough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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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 MODELS

Light investigation

Development of the folding  stairDeveloping th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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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Model

Process
The shape and functionality  of  the structure was 
developed trough  the  media of model making and 
experimenting with light and shadows.

수상 건물 도서관의 형태와 기능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모하고 

빛과 그림자가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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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SKETCHES AND VISUALS

Interior R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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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dividers are used to separate the library into smaller 
spaces

Interior
The interior can be modified depending on the event. Library 
use, Literary evenings and discussions, community meetings 
and talks and screen projections.

건물 내부는 도서관의 일반적인 이용, 저녁시간대 토론이나 지역주민들의 모

입 또는 대화나 영화 상영 같은 어떤 종류의 행사나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

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Set up for movie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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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wita Chanowska

Reflections
A floating structure designed for the community in order to bring them closer together through theat-
rical or musical events and exhibitions.

수상건물은 영화나 음악행사 또는 전시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보다 친밀하게 융화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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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ent`s Canal
Society over the past 200 years have travelled and traversed the Regents canal, 
while working and living along its banks, shaping the community through trade 
and industries links, adding infrastructure, and some questionable architecture 
along it’s length, responding to economic pressures for growth and regeneration.  
However as London has evolved, the need for the canals and rivers as a means 
of transporting goods and people has diminished, yet a legacy of damaging social 
and ecological effects are now being witnessed. 
 How can you as designers raise awareness and provide meaningful 
design solutions to those who live and work in along the canal, researching and 
discovering hidden issues in the community.

지난 200년 이상동안 사회 구성원들은 리젠트 운하를 제방을 따라 생활해 오면서 무역과 갖가지 사

업을 해왔다. 여기에 생존의 하부구조를 더했으며 다양한 건축물들을 통해 성장과 재건을 위한 경

제적 압박감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 운하를 지나 여행하고 통행하였다. 그러나 

런던이 발전되면서 운하와 강이 물품과 사람들을 수송하는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감소하였지만, 아

직까지도 사람들은 사회적, 생태학적 효과와 폐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운하의 필요성에 대한 생

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이런 갈망을 더욱 일깨워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공생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 겉으로 표면화되지 않는 지역사회의 쟁점을 찾아 연구하

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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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d mapping

The task 
The task was to design a floating structure by creating and generating ideas using an entrepre-
neurial spirit, map, and exploring the existing materiality of the area, while simultaneously con-
necting to areas of interest within the community. 
The floating structure will become a place where people from two communities – boaters and 
luxury flat residents – gather together to participate in cultural events which will take place on 
the floating structure.

수상 건물을 디자인하는 임무는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해당 지역의 실제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고민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함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다. 

수상건물은 두 지역사회 주민들, 곧 뱃놀이 하는 대상과 고급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이며, 이들이 수상건물

에서 행해지는 문화적 행사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하며, 서로 알게 되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The idea 
The idea is to bring the community closer together through theatrical or musical events. There 
will also be a possibility to organize exhibitions of work of children from the local (and not only 
local) schools. It will give an opportunity for parents from those communities to get to know each 
other through participating in these events together. 

이런 아이디어를 착안하게 된 것은 영화나 음악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지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의 작품 전시회를 조직화하여 행사를 개

최할 가능성도 포함시키게 된다. 이런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이런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서로 

알게 되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The site
Battlebridge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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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ketches

community issues --

boaters vs apartment residents

experimenting with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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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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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development

plan front elevation back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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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elevation right elevation

Aim
Community will reflect on different aspects, issues 
through:

- changing community`s paradigm thorugh gaining 
   new knowledge
- engagement - performance - exhibitions - music
- community will connect - community meetings, 
  film, education

Just as our climate is changing so are the govern-
ments, agencies and the public’s attitude, towards 
sociolog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of the city and 
the canals. As designers we should be addressing is-
sues such as sustainability, biodiversity and the en-
vironment.

지역사회는 서로 다른 상황과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함께 고

민하게 될 것이다. 

 

- 새로운 지식을 얻음으로써 지역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옴

- 참여 - 공연 - 전시 - 음악

- 지역사회가 연결됨 - 지역 구성원의 만남, 영화, 교육

우리의 생활 기후가 변화하듯이 도시와 운하가 지니고 있는 사

회적 환경적 쟁점을 바라보는 정부, 기관, 그리고 대중들의 태도

도 변화 될 수밖에 없다. 디자인을 하는 당사자들로서 우리는 항

상성, 생태의 다양성 그리고 환경과 같은 쟁점에 대해 언성을 높

여 말해야한다.

The Rise of the Creative District 39



Katie Underdown
katieunderdown@hotmail.com

The Contour

The 4th Hidden Space Project40



BRIEF
As London has evolved, the need for the canals and rivers as a means of trans-
porting goods and people has diminished, yet a legacy of damaging social and 
ecological effects are now being witnessed. The aim is to raise awareness and 
provide meaningful design solutions to those who live and work in and along 
the canal, researching and discovering hidden issues in the community. This in-
formation will help to design a floating structure to help the local communities 
along the regent’s canal which also addresses issues such as sustainability, bio-
diversity and the environment.  

런던이 발전함에 따라서 물품과 승객들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운하와 강의 필요성이 감소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운하가 사회적 생태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운하를 따라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찾아 연구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의미심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이런 연구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수상 건축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이며 환경의 항상성과 생태의 다양성 및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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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TE

Battle Bridge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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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s in and around BattleBridge Basin

The London Canal Mu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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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The Contour will be a supporting construction for 
‘The Crystal,’ which is one of the greenest buildings 
in the world. It will float up and down the Regents Ca-
nal Helping to promote and raise awareness of sus-
tainability to the public. The aim of the structure is to 
excite and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sustainability 
to the community, encouraging people to change the 
way they think about cities for now and future gen-
erations and inspire children to get involved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s. 

The contour is a multifunctional space, which can be 
used as a meeting space, and exhibition space or a 
space that school children can visit to learn about 
sustainability with a dynamic enviornment

The inspiration for my floating structure initially 
came from my research into Duck week and algae, 
which is a common issue found along the Regents 
Canal. I looked into the Properties of duckweed to 
help use as inspiration for the shape and design of 
my floating structure.
 
-  Groups of three
-  They can break apart 
-  An irregular, organic circular shape
-  Microscopic pores on the surface which allows the 
    leaves to breath. 
-  A structured surface membrane to support

Picture showing Duck weed on the waters surface

Duckweed under the microscope

Initial Drawing of duckweed

Sketch Model Taken inspiration from the drawing directly 
and converting it into a 3D form

Sketch Model Focusing on the structure of the 3D form

Experimenting with adjusting the shape to make it more 
human friendly 

본 연구의 외형적 결과는 세계에서 생태계를 고려한 가장 뛰어난 

건축물들 가운데 하나인 크리스털 건축물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

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보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식

을 깨우게 할 것이고 리젠트 운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수상 건물을 택하게 된 목적은 지역사회에 환경보전

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

여 그들의 생활방식을 재고하도록 하며 장래 앞으로 살아갈 세

대들을 미리 고려한 것이다.   

수상건물의 외형은 다양한 기능을 지닌 공간으로 회의장소, 전시

공간, 아니면 학교 어린아이들이 방문하여 환경보전의 지속가능

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장소로 활용하게 된다.

수상건물에 대한 영감을 가지게 된 것은 연구 도중에 리젠트 운

하에서 흔히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에 착안하여 해조류

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관찰하면서 어떤 수상

건물 형태로 디자인할 것인가 하는 영감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

어를 얻게 되었다.

-  세 그룹

-  세부사항으로 구분가능 

-  불규칙하고 유기적 원형모양

-  미세한 구멍을 허락하여 공기순환이 원활하도록 함 

-  피막조직으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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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THROUGH MODEL-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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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graphic Drawings 

Back Elevation 

Front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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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View Floor Plan

Side Elevation Cross Section showing how the 
structure is lifted

Plan showing how the structure breaks a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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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Section

Visualization showing the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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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The surrounding sections of the structure including, 
the walkway and seating areas is made from marine 
ply and recycled crushed glass, which is then polished 
to give a smooth reflective surface. This also reflects 
the water and helps to camouflage the structure into 
its surroundings.
 The shell will be made from recycled card-
board which will be weather treated. This material 
enables the shell to be light enough for people to lift 
up and down so they can enter and leave. It will also 
ensure it’s a biodegradable structure.

통로와 착석할 곳을 비롯한 수상건물은 해양 합판과 재활용에 사

용할 유리로 만들어 표면이 매끈하도록 처리하게 되었다. 이를 통

해 물의 흐름과 상태를 고려하였고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안되었다.

 외부는 어떤 날씨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재활용 

마분지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재료들은 표면이 가벼워 사람들

이 자유로이 들어 올리던지 내릴 수 있을 정도여서 자유로운 통

해도 가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되는 구

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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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k Jankovskij
Guffguff11@gmail.com
http://www.flickr.com/photos/79455701@N02/page1

Come in No.5
Floationg exhibition space and advertisment cam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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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In 2020 the Regents Canal will celebrate its 200th 
anniversary.  The canal’s history of connecting local 
communities, and beyond, through trade and busi-
ness and ancillary industries has now been lost due 
to the improved London’s infrastructure.
 The studio will take an investigative ap-
proach to the environment that exists along the Re-
gent’s canal where it winds through from Kings Cross 
through Hoxton and south Hackney, down to Lime 
House Basin. We are asked to create and generate 
ideas using an entrepreneurial spirit, map, and ex-
plore the existing materiality of the area, while simul-
taneously connecting to areas of interest within the 
community.

2020년에는 리젠트 운하가 20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된다. 운하

는 지역사회를 넘어 무역, 상업거래 및 부속 산업으로까지 연결되

어 수 없이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런던의 발전된 하부구조

로 인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는 킹즈 크로스에서 혹스턴 그

리고 남부 해크니와 라임 하우스 선박 계류장을 포함하여 리젠트 

운하를 따라 현존하는 환경문제를 자세히 조사하게 되었다. 이 활

동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받은 항목은 기업가적 정신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그 지역이 안고 있는 현존하는 문제점을 찾

아내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부의 관심사를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다. 

Kings Cross Area

Site map around Kings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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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SKETCHES
The sketching help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the 
site and deeply investigates the possible solutions for 
the issues of polution in the area.

현장 스케치는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지역

의 환경적 오염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도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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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itation of amount of waste and p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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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The concept is focusing on the problem of waste in 
and around The Regents Canal.  The structure aims 
to help prevent and high light the issues of dumping 
in the canal, while aiming to attract sponsors to invest 
in the canal. The main idea is to establish constant 
cleaning and care for the canal. Construction is flex-
ible and movable and can contain all sorts of events. 
The structure is made from steel beams which detach 
and are made from recycled materials from the site. 

이런 착상의 시발점은 리젠트 운하 주변의 쓰레기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된다. 수상건물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운하에 투기

하는 쓰레기 문제를 방지하는 것은 주요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다. 

더 나아가 운하를 개발하는데 스폰서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

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운하를 깨끗하게 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수상건물은 융통성과 이동성이 선

행되어야하며 다양한 행사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재

활용 물품들을 가지고 철재 빔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Model of floating structure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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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ing Structure long elevation

Floating Structure short elevation 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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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 Cristina Rech
cri.rech@gmail.com

Connectable
Modular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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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Kings Cross is a massive construction site situated 
just next to Battle Bridge Basin. The location, the 
transport connections, the canalside setting with the 
rich and varied heritage, creates an exciting cultural 
scene, ready to embraces a new cultural idea of Con-
nectable Modular Units.  It could be easily built and 
assembled by the community and reconfigured to 
suit different spatial needs over time.

킹즈 크로스는 배틀 브리지 계류장 바로 옆에 위치한 거대한 건

축수조물이다. 그곳은 교통의 수송망일 뿐만 아니라 운하를 아

우르는 다양하고 풍부한 전통과 더불어 생생한 문화 현장의 장

소이며 언제든지 표준화된 문화적 아이디어를 포괄할 준비가 

된 곳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서로 다른 공간

에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쉽게 건축하고 조립가능한 곳이다.

What makes this district a special site for the modular 
units is the strong sense of community, support by the 
surrounding local projects (from Community Service 
Volunteers), and the touristic and business flow within 
the area. The units will be a great platform viewpoint 
for the surrounding business and local projects.

규격화된 표준방식의 건축물을 수용하기위한 이 지역의 특수성은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지원하는 유대감(특히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과 지역 내에 상존하는 여행 산업이다. 따라서 주변 업무와 지

역 프로젝트를 둘러싼 엄청난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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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llet structure is design for a community
benefit. Units’ functionality and usability: 

· Residents/community: Temporary events / Social space
· Construction site: Floating bridge/Temporary towpath
· Surrounding retailers/ charity: Advertising space
· Global company (i.e. “The Guardian”): Meeting space
· Student – Central Saint Martins: Exhibition space
· City of London: Festivals
· Tourists: Information point

지역사회를 위한 건물조성은 기능성과 상용성을 놓고 볼 때 동일한 혜택

 

·거주자/지역사회: 일시적 행사 / 활동 공간

·건축 부지: 수상다리/임시 뱃길

·주변 소매상들/자선: 광고 공간

·글로벌 회사 (i.e. “보호자”): 만남의 장소

·학생 - 중앙 성 마틴: 전시공간

·런던 시: 축제

·여행객들: 정보안내

Sketches After their life cycle to..

Temporary pallets towpath on construction site

Different functionality of the materials

Life Cycle

from construction waste
       to land and floating structure

Life Cycle

for the community
Social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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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loating units will be made from recycled pallets 
that remain on-site, and some of them break down 
into component to design the dome roof.  To make the 
structure float, on its bottom will be placed a series of 
empty beverage containers, been used on-site from 
workers .The bottles due filled with powdered dry ice, 
then capped and heat-sealed with recycled plastic, 
when the dry ice turns from solid to gas, it pressur-
izes the bottles with carbon dioxide, and makes the 
structure float.

수상건물은 재활용 재료들로 현장에서 만들어 질 것이며, 일부는 

둥근 지붕형태로 디자인 하여 건물 중심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배

려될 것이다. 수상건물을 위해 아래쪽에는 일련의 빈 음료 컨테

이너가 자리 잡게 되어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사용하게 된다. 

병들은 얼음 분말로 채워지고 재활용 플라스틱 뚜껑은 열처리되

고 얼음분말은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되고 병에 이탄화산소

로 압박하게 되어 수상 건축물이 뜰 수 있게 된다.   

1) Timber pallet structure
2) 30mm x 200mm Bolt

Details of roof connection 
between the structures:

descrip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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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
coverting construction
waste to existing structure

Long Section

건축 쓰레기가 실제 건물로 전용되는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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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able Modula Unit Plan
Three different dimensionpossibility 
that linked together create a single structure
Dimension: 4m width x 4.8m length x 4m height

Side Elevation Small unitSide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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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able Modular Units -  different dimension use as Floating cinema

Floating exhibiton space - multi functiona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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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ardo Samuel
ricardojcsamuel@hotmail.com

Intangible Ideas

The 4th Hidden Space Project70



Proposal
The Rise of the Creative District asks for an appropri-
ate design response for the Battle Bridge Basin
Community and beyond. The legacy of the project 
needs to provide meaning and engagement from the 
community and therefore investment of time.

활성화 지역 재건을 위해서는 적절한 디자인을 통해 배틀 브리

지 계류장 지역과 그 주변의 포괄적 대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연

구 조사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

Aim
The project ‘Floating Structures’ seeks to provide a 
meaningful response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community within the area. Research has revealed 
that graffiti within the area has impacted the com-
munity, not only as an antisocial act, but also a social 
comment on today’s society, it’s needs and outlet for 
expression. 
 The aim of the project is to create an en-
vironment that turns these acts of vandalism into 
developing artist, designers for the future. The struc-
tures acts as a stepping stone, giving a new perspec-
tive and dynamic to the possibilities of turning around 
misdirected actions into positive outcomes.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연구조사를 통해 의미심장한 반응을 불

러일으키는 것이 수상건축물 프로젝트의 주요한 목적이다.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항은 지역구 주변에 행해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보기 흉한 반사회적 행위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낙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민심이 흉흉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런 무분별한 파괴행위인 낙서를 미래의 

디자이너이자 예술가로서 행하는 예술 활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취지이다. 수상건물은 새로운 관점과 

역동성을 제공함으로써 비행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위로 전

환하는 첫 디딤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Site Images

SITE PLAN

The Canal Museum part of project 2 
second semester

Battle Bridge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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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investigates the structure folding down to 
transport and stack. The durability of the materials 
will need to withstand the assembly and disassem-
bly.
 The materials investigation looked into 
durable, treated paper based materials that can be 
used outside. The first phase of the sketch modelling 
explored portability and mobility in basic terms. Mod-
ular and folding elements create structure, space, 
surfaces and apertures. Each sketchmodel phase 
was followed with the construction of a test model. 
This helped to fully grasp product theories and lead 
to concept refinements. Much of the model testing 
concluded that stability is an important factor.
 A folding, type design would be the best 
one suited for portability and user interaction. This 
also opened the door for other product innovations. 
In the third phase, the focus will be on refining func-
tion detail and product language.

디자인은 수상건물의 이동하고 계류하는 구체안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며, 이에 사용될 재료의 내구성은 건물의 유지를 위

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검증을 거친 내구성 있는 재료들은 건물을 지

탱하기위한 외부에 사용될 것이다. 건물 윤곽을 위한 첫 단계는 

이동성과 기동력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규

격화된 재료들은 건물, 공간, 표면과 틈을 만드는데 사용될 것이

며, 개개의 디자인 단계는 시험 모델로 검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이론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세부 내용에 

대한 깊이를 더하게 된다. 

 모델 시험은 건물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 한다. 접

이식 디자인은 이동성과 기동성에 가장 적합하다. 이는 또한 다

른 생산기술 혁신에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3단계에서 

초점은 세부 기능과 언어가 될 것이다.

Views, vistas, site lines and actions mapped on a 
diagram within the Basin. Activities witnessed over 
a period of an afternoon. These led to the dynamic 
structures and development.

전망, 조망, 현장 그리고 모든 조처는 계류장 내 도면에 나타나게 

되고, 각종 활동은 오후 시간대에 점검을 받게 되어 수상건물의 

역동적 기능과 발전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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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IDEAS
The aim is for the structure is to enable information 
exchange; knowledge transfer and development of try 
artistic skills, to benefit those undertaking the actions 
and those observing the results.
 The promotion of civic participation as a 
dynamic and meaningful experience works towards 
refocusing the negative and creating positive art in 
the community.
 The structures will be commissioned 
by Camden Council, as part of an educational drive 
to support their team responsible for the removal 
of graffiti from council owned property in the area. 
The space will offer walks and talks, speakers and 
famous local artists, who will enable the project to 
develop.

수상 건물의 목적은 정보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지식의 

전수와 발전을 통해 예술적 기교를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혜택을 입는 것이다. 역동적이고 의미심장한 경험을 위해 시민

의 참여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함이다. 

 수상건물은 자치위원회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지역

의 낙서를 제거하는 관할권을 염두에 둔 교육의 일환으로 캠든 

위원회에서 위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산책하

고 대화하며 연설도 하고 다양한 지역 예술 활동을 가능하게 하

여 이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The 4th Hidden Space Project74



The Rise of the Creative District 75



Shamma Al-Ali
SHUshu0501@gmail.com

Magnified connection
 - The Rise of Creative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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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Designing a structure that connects both communi-
ties to encourage the creative development of the 
area.

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은 그 지역의 긍

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The Brief
The task was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 that ex-
ists along Regent’s Canal. To create and generates 
ideas to connect the communities within the sur-
rounding area.

환경조사를 통해 현존하는 리젠트 운하의 문제점을 찾고 지역사

회와 주변지역의 연동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루

어 내는 주요 목적이 될 것이다.

Location
This project is located at Regent’s Canal in Kings 
Cross Battle Bridge Basin. The site for the floating 
structure is located in the City Road Basin.

본 프로젝트는 킹즈 크로스 다리 계류장에 위치한 리젠트 운

하에 관한 것이며 건물의 위치는 도시 도로 계류장 내에 위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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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The idea for the floating exhibition and recreation space came after observing the behaviour of people crossing 
a temporary pathway around a construction site. The problem of the canal towpath is that it is narrow and if 
there is a blockage it becomes unusable. Through the creation of an alternative floating towpath this problem 
can be resolved. The structure will  not only  help the community to continue their journey around the canal, but 
it will be a cultural hotspot as well.

수상 전시와 오락공간에 대한 착상을 한 계기는 사람들이 건축 현장에 마련된 임시 통로를 오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작되었다. 

운하 뱃길이 지닌 문제점은 우선 통로가 좁다는 것이고 또 만약 장애물이 있을 경우 사용이 불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대안으로 마련된 

수상 뱃길이 만들어지면 이런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수상 건물은 지속적인 운하지역 여행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지역사회

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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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DEVELOPMENT 

The view point for the structure.

The perspective point for the structure.

1. Separated platform.

1

2

3

4

Mapping to show the movement of people 
take with closed pathway. 

2.Swing zone.

3.Entance and Exit.

4. B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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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sequence Façade Reference   

Facade pattern.

Setting sequence

Magnified spider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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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isplay

Open exhibition space

Exhibition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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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elevation

Front elevation

Sitt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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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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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 Cross Area

BRIEF
The Brief is to create a floating structure, on the 
Regent’s Canal, in the King’s Cross Area. Through 
a creative approach, we are set to investigate the 
area’s district and it’s community and to propose the 
floating which will serve needs of community and in-
dividuals.

Battle Bridge Basin in Kings Cross Area

Map of Regent’s Canal showing diverse community

본 프로젝트는 킹즈 크로스 지역에 수상건물을 마련하는 것이 목

적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당해 지역을 조사하여 지역사회와 지

역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드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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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Community along the Regent’s Canal and Kings 
Cross area is diverse. There are people who lives in 
the boats, their own flats or council houses. People 
who just moved in their brand new apartments and 
the ones who stayed in theirs for decades. Noticeably 
big is academic community because of St. Martins 
University, especially art student’s group. Also com-
munity varies in different ages, nationalities, cultures 
and religions.
All members of locality are different and interesting, 
they have a lot to give to each other and get from oth-
ers by meeting together and exchanging their knowl-
edge and creativity.

리젠트 운하와 킹즈 크로스 지역을 따라 위치한 지역사회는 다양

하다. 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아파트 소유자들 또는 지

역의회 의원들도 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과 수십 년을 

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 보다 더 현저한 것은 세인

트 마틴 대학교가 있어 특히 예술 분야 학생들의 활동이 눈에 띈

다. 물론 지역이 다양한 연령, 국적, 문화, 종교로 구성된 것도 이

들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지역구성원 개개인들의 취향과 관심사

도 다르지만 상호 교류와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

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City Road Basin

Battle Bridge Basin Area

Map of Kings Cross Area

City Road Basi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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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f the Site and Local Community

Battle Bridge Basin Area

Battle Bridge Basin

Regent’s Canal in Islington

City Road Basin Area

City Road Basi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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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es of the model of the floating structureSketch models of the floating structure

Sketch of the structure

Sketch of the structure

 Sketch of the disconnected structure

Sketch of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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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roof paterns  of the structure Sketch models with roof patern

Model development
Proposed floating structure has a uneven circle 
shape. Circle symbolizes unity, perfection, whole-
ness. The structure’s circle is unequal which rep-
resents diverse community in Kings Cross district, 
which requires to be united and connected.
 Also four out of seven units of the struc-
ture has different rooftop patterns, which was in-
spired by the contrasting sites of the area. Two of 
them are taken form urban site and the rest are from 
nature site of the district.

제안한 수상건물은 비동질 원형이 된다. 원형은 하나 됨, 완전

함, 전체성을 상징한다. 건물의 원형이 동일하지 않는 것은 킹즈 

크로스 지역의 다양한 지역사회 문화, 인종, 성별을 비롯한 복합

성을 고려한 것이다. 

 더 나아가 수상건물 서로 다른 지역의 다양성을 반

영하여 7개 가운데 4개는 다른 지붕 형태를 지닌다. 이들 가운데 

두 개는 도시 지역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현지의 

자연적인 상태를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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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of the floating structure

CONCEPT BRIEF
The [EX]Change floating structure concept, is a re-
sult of a thorough research of The Regents Canal’s 
community and vernacular. During the research it 
became apparent about the dynamic demographics 
of the community who live and work in and around 
The Regent’s Canal.
 The proposed structure aims to draw 
those from the community who wish to form small 
pockets of knowledge transfer and creativity. The 
structure itself will be changing it’s shape trans-
forming into a circle, making a place for a group to 
gather and dispersing into single units creating indi-
vidual spaces for students to study, for small meet-
ings for business people and other creative activities.

변모하는 수상건물에 대한 착안은 리젠트 운하 지역에 대한 철

저한 연구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리젠트운하 

지역에서 살아가는 지역의 인구 통계학적 다양성에 관하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제안한 수상건물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관심을 끌어보는 것이 계기로 작

용하였다. 수상건물 구조는 원형의 형태를 지니고 학생들을 위한 

공간 지역 사회 사업가들과 창조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간

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조화롭게 이루어 낼 수 있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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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DED VIEW DIAGRAM

MATERIAL DIAGRAM

Stainless steel column

Laminated glass

Laminated glass

Recycled mixed hardwood  dismantled pallets

Recycled mixed hardwood dismantled pallets

Recycled mixed hardwood dismantled pallets

Aluminium pontoon filled with ompressed air

MATERIALS
The floating structure is going to be made from three 
main materials: recycled dismantled pallets from 
Kings Cross construction area, Stainless steel and 
laminated glass.
Recycled pallets are going to be used for roof top, 
flooring, and side walls.
Stainless steel - for frame structure.
Laminated glass - for inner and outer circle of the 
structure to allow day light inside. Verosol curtains 
are going to be used to prevent from overheating 
rooms. They bounces back light, heat and UV.
Aluminium pontoon filled with compressed air is go-
ing to be used under the structure to keep it on the 
water.

수상건물은 킹즈 크로스 건축지대에서 제거된 재활용 합판들, 스

테인리스 강철과 얇은 모양의 유리 - 세 가지 주요한 재료를 사

용하게 될 것이다. 재활용된 합판은 지붕과 바닥재 그리고 벽면

에 사용될 것이다. 스테인리스 강철은 건물의 틀에 사용될 것이

며 라미네이트 유리는 내부와 외부 원형 구조물에 빛이 들어오도

록 사용될 것이다. Verosol 커튼은 내부 과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커튼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로 흘러들어오는 빛과 

열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하게 될 것이다.

알루미늄 주교용 철주는 공기로 압축하여 건물 아래 구조가 물위

에 떠 있을 수 있도록 사용할 것이다.

STRUCTURE CONNECTION DIAGRAM

Diagram demonstrates how to units are join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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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 model in Battle Bridge Basin

Orthographic drawing of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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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graphic drawing of elevation of the floating structure

Orthographic drawing of elevation of the floating structure

Orthographic drawing of plan

FLOATING STRUCTURE
The floating structure is made out of separate piec-
es which connect together creating one unit. Con-
necting and separating purpose is part of Exchange 
concept - changing the shape  from one to another 
creating different use of the space. Connected pieces 
create a communal place  for local people to gather 
and separate can be used for individual purposes, 
e.g. As a small studios for art students, one-to-one 
meetings for business people or for two friends to 
have a chat.

수상건물은 별개의 조각들을 하나의 단위로 연결하여 만들어 질 

것이다. 이런 연결망을 통해서 교류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

게 될 것이며 서로 다른 공간의 이용을 통해 하나로 통일된 실체

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개별적으로 연결된 부품들은 지역주

민들이 함께 개별적인 목적으로 이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예

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스튜디오 역할은 물론, 개인별로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거나 친구들이 모여 담소하는 공간으

로 활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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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ations of the floating structure in site context (Battle Bridge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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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ations of the floating structure in site context (City Road Basin Area)

Visualizations of the floating structure in site context (Battle Bridge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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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YANG MIRAE University
 i n t e r i o r  d e s i 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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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YANG MIRAE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ior Design

2012 sophomore design studio

T h e  4 t h  H i d d e n  S p a c e  P r o j e c t

THE RISE OF THE CREATIVE DISTRICT

152-714
DONGYANG MIRAE University Dept.of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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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 82  2  2610  1962
fax + 82  2  2610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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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미래대학교 실내디자인과
2012 2학년 2학기 설계스튜디오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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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과 동양미래대학교가

‘숨겨진 공간(Hidden Space)’이라는 주제로

교류전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시공을 초월하여 같은 주제로 머리를 맞댄 것이다.

 

런던과 서울은 한 나라의 수도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문맥을 갖고 있으나

도시 속에는 버려진 공간, 숨겨진 공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에 대한 탐침이 2013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주제이다.

 

서울역 염천교 주변은

오래전부터 구두방이 모여있는 특화된 장소이다.

장인들의 숨결이 녹아 있는 장소이나

점점 장소적 특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곳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긴

학생들의 작품 속에는

도시의 품격과 삶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예비디자이너들의 시대정신이 담겨있다.

디자인으로 도시의 환경을 바꾸고

역사적 맥락을 회복할 수 있다는 열정이 노정되어 있다.

 

2011년도에 이어 네 번째로 기획된

한국과 영국간의 교류전에

참여한 학생과 튜터들에게 환희의 박수를 보낸다.

실내디자인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2013 히든스페이스 국제교류전을

견인해 온 교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학부장 김홍기 교수
동양미래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과 
hkkim@dong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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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f Interior Design Department  |    Prof. Kim, Hong-Ki   
Department of Interior Design DONGYANG MIRAE University

Preface

It is a privilege for Dongyang University and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to have an opportunity to hold an interchanging exhibition 
on the topic of “Hidden Space.”   Although they hav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they share common interests beyond time and space. 
 
As capital cities, London and Seoul have long histories.  Although 
they have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s and contexts, a hidden and 
deserted space exists in their cities.
 
Then how to recover them and reorganize them as a space?  How 
to reactivate them?  This is the topic we have to explore in the 2013 
international interchanging program. 
 
The surrounding region of Yeomcheon Bridge next to Seoul Station 
has been characterized as a place of shoe making and mending for a 
long time.  The shoemakers’ spirits remain, but it increasingly loses its 
historical features.
 
Reflecting students’ artistic spirits of the age, students as prepara-
tory designers have tried to activate this region in their endeavors 
by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by changing urban environments and 
reviving historical pulses.  
 
 
Following the year of 2010, this interchanging program will be the 
fourth between Korea and Great Britain.  I would like to extend my 
profound thanks with applause for your participation.  Also, with deep 
appreci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staff and faculty members who made efforts to lead this 2013 interna-
tional interchanging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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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들기의 어려움 

보다 넓은 시간 대역, 보다 넓은 공간 구역, 그리고 보다 나은, 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창조적 프로그램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학생에게도 지도하는 교수에게도 그닥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다.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또 퇴화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리서치에서부터 그랬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만들기라는 새로운 창조의 공간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풀어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리서치와 다양한 개념과 즐겁지만은 않았던(괴로웠던!) 의견이 오가기를 몇 주간 

더 한 후에는 재빨리 넓혔던 시야를 다시 오므리고, 복잡하게 생각했던 프로그래밍은 단순하게 트리밍해야 

했다. 정해진 공간의 디자인, 특히 실내 공간에서의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각 팀의 콘셉트를 적용시켜 나

가는 것에 더 집중해야 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캐드(CAD)를 통한 엑소노매트릭(axonometric) 등의 투시도법을 디자

인 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과 모형 작업을 최종 결과물로서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동안 

작업들이 지나치게 3D MAX 등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화려한 투시도를 위해 에너지를 집중했던 것을 

지양하고, 디자인 표현에 있어 다양한 기법과 기초에 충실해보자는 의도였다. 물론 익숙지 않았던 작업 프로

세스에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패널 작업 등에서는 예전에 보여졌던 화려한 투시도들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디자인의 기초인 도면 작업에 시간을 투자했다는 점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아날

로그한 방법으로서 모형 만들기를 말 그대로‘시도’했다는 점에 이번 프로젝트에 큰 의의를 둔다. 

학생들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디지털을 이용한 디자인만이 유일한 디자인 방법론은 아니란 것을 깨닫기 

바라며, 다양한 디자인 방법으로 광활한 시공간 대역을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서준호 교수
계원조형예술대학 전시디자인과 교수 
joshuashu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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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 Suh June-Ho
Department of Exhibition Design Kyewon, Kaywon School of Art & Design

Remaking Difficulty
 
It was not so enjoyable for students and professors to prepare for more space and a better 
program.  It holds true for doing research in dealing with a specific space and detailed 
program, including a series of decreasing and increasing processes.  And it was even more 
difficult for us to create a new space within a short time. After doing much research and 
wrestling with various concepts, we had to focus on our project and simplify the complicated 
program.  We had to make a program and concentrate on the application of it in a given 
interior space.  
 
The most important point in this project was to utilize perspective representation through 
an axonometric CAD program and to concentrate on energy with modeling work as a final 
product. This intention was initiated not to resort to 3D Max or computer graphics for splendid 
representations but to do our work in proven various skills and groundwork.  Of course, there 
were some students who had hard time working processes.  However, it was useful work 
because we invested significant time into the foundational work to create a space and to do 
something with the means of an analogue approach.
Hopefully, I expect that students can realize possible designs through digital skills by exten-
sively investigating space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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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의 국제교류 수업으로 4회째 진행되어온 Hidden Space 프로젝트는 도시 속에 가려진 공간으로서 

과거의 역사성을 유지해오며 기능이 상실되어 버려진 또는 주변과의 단절로 인해 가치가 퇴색되어진 공간 

등에 대한 재조명으로 출발하였다.  

사실 숨겨진(버려진)공간에 대한 탐구는 공간을 통한 소통과 단절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커뮤니티를 기반

으로 하는 도시계획 상의 중요한 한 요소일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건축과 도시계획, 지역문화, 사회학, 문화

경제학 등의 범주에서 포괄적인 접근과 이해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우리는 금번 프로젝트에서 서울역 인근의 염천교를 거점으로 하는 수제구두상가 밀집단지를 재조명하였다. 

염천교 수제구두상가단지는 명칭자체에서 느껴지듯 온갖 첨단 디지털기기와 대기업 중심의 생산품들이 

즐비한 도시 환경 속에서 이제는 다소 생소하리만치 우리 생활 속에 멀리 놓여 진 그런 공간이 되었다. 

그런 변화된 인식과 환경은 이제 과거 염천교 일대의 성행됐던 상거래와 명성을 수십 년에 걸쳐 바다 위의 

섬처럼 에워 싸며 과거와 현재의 단절, 주변 환경과 그곳과의 단절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현재와 어울리지 못하며 마치 도시속의 천덕꾸러기처럼 놓여 진 공간을 다시금 보

듬는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축과 디자인 뿐 만 아닌 사회각 분야에 대한 저변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접근이 조심스럽고 섣불리 다가가기에 망설여지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분명 학생들에게 이런 포괄적인 시각의 필요성을 주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씨실과 날줄처

럼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이해하며 공통분모만을 찾아 결국 두루뭉술해지고 마는 프로들의 결과치보다 오히

려 명쾌하고 직관적인 접근을 통한 학생들의 시각에서의 해결책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리라는 기대또

한 갖게 하였다.

한학기 동안 지도의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성찰을 갖게 한 듯하다. 아쉬움은 학기초에 가졌던 의욕

을 충분히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부분일 것이며 나로 하여금 드는 성찰은 어느덧 15년 가량 실무를 거

치며 이미 기성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지고만 내자신의 틀을 학생들로 하여금 깨도록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

는 부분인 듯 하다. 

끝으로 한학기 동안 함께하며 고견을 주신 박영태, 서준호 교수님과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충분히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박진호 교수
동양미래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과 
jnpwork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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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 ParK, Jin-Ho   
Department of Interior Design DONGYANG MIRAE University

The Hidden Space, which sustains four consecutive interchanging programs, started with the 
readjustment of the space due to decreasing function of the past historical facts in urban areas 
and discontinuation of surrounding environments.  
Indeed, the investigation of the hidden/deserted space is an important element in city planning 
based on community to overcome discontinuation.  For this, we felt the necessity of under-
standing architecture, urban planning, regional culture, sociology, and cultural economics in a 
comprehensive manner. 
 
For this project, we investigated shoemaker stores in congested areas near Yeomcheon Bridge 
next to Seoul Station.  Yeomcheon Bridge shoemaker stores are a quickly fading relic because 
it is located among all kinds of cutting edge technologies and digital media. Such changing 
environments clearly show a discontinuation fro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present and 
past.  
Disregarding its past reputation, we have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architecture, design, and 
various fields of society to embrace the deserted space which does not harmonize with the 
present.  Without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necessity, it is difficult for us to get closer to 
them. 
 
Indeed, it is not so easy for students to realize the comprehensive necessity of this issue.  
However, it can enable students to experience and suggest new ideas to find solutions through 
an inspirational approach rather than the understanding of complex relationships or careless 
approaches. 
 
Reflecting on the last semester, we now feel something is lacking and that is regrettable.  
Indeed, I have been worried about my bad habits in dealing with something for the last fifteen 
years in fields.  On the other hand, a painful sense of loss might have been brought about by 
my insufficient passion to move forward with other students and this is the reason why I must 
spend more time with them in order to be seen as a passionate leader.
Lastly,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for the valuable opinions of Prof. Park,Young-tae and 
Prof. Suh,June-Ho as well as al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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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설계담당 박영태 교수
동양미래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과

responsible for sophomores  |    Prof. Park, Young-Tae 
Department of Interior Design DONGYANG MIRAE University

robotomy@naver.com

H i d d e n  S p a c e  p r o j e c t   -  E p i s o d e  4  “The Rise of the Creative District”

히든 스페이스 프로젝트 네번째 에피소드

 -“창조적인 공간으로서의 재조직”

2009년 이후 4번째로 진행되는 Hidden space project이

다. 이 프로젝트는 동시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공유되지 

못한 숨겨진 공간의 잠재성을 재발견하여 현재화된 삶과 

문화적 가치 안에서 재조직하고자 기획된 2학년 설계스튜

디오 수업 주제이다.

 이번에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선택한 숨겨진 공

간은 거대도시 서울의 재개발 내용들 중에서 동시대 표피

적이고 빠른 스펙터클의 삶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장

인’들의 활동 공간이다. 워크샵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결

정된 시·공간의 주요지점들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과 소

비를 지속해 온 가구, 인쇄, 금속가공, 그리고 의류와 가죽

피혁가공, 그리고 가방과 구두 등의 아이템들로 관련공예

와 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

만 대부분 지속적인 성장과 진화보다는 고도화 된 거대자

본시장의 시스템에 입지를 내주었으며 이제는 간신히 최

소한의 공급자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도 초읽기

에 들어가 곧 보다 큰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재개발로부

터 지금의 자리까지 내 주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리처드 세넷은 그의 저서(장인:The Craftman)

에서 굳은살 속에 내재된 극도록 예민하고 신경감응적

인‘현대문명이 잃어버린 손’을 가진‘장인’들의 숨

결을 언급하였다. 우리들은 거대자본과 소비시장의 요구

에 순발력 있게 부응하지 못한 대상들로부터 지금 이 시·

공간의 지점에서 창조적 유희와 열정의 잠재성을 보다 더 

증폭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러한 장인들의 숨결을 우리

의 공간 안에서 공유하고 교감할 수 있다면 결코 작지 않

은 창조적인 공간의 재조직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하였다.

Hidden Space project Episode 4
- “The Rise of  the Creative District”

Since the year 2009, the Hidden Space project has 
been held four times every year.  The building studio 
project was planned to rediscover potential hidden 
spaces and to reorganize them into a modernized life 
and cultural values. 
 As the city of Seoul increasingly redevel-
ops, Hidden Space, which was selected by Dongyang 
University, is an artisan’s active space that rapidly 
disappears among the megalopolis of downtown 

Seoul.  The pivotal points of a place are determined 
through productive workshops and discussions 
about consuming furniture, printing, metal process-
ing, clothes, leather crafting, shoes, and bag related 
items. However, regrettably, highly developed capital 
markets had to yield their business locations to con-
glomerates without being able to achieve consistent 
growth and development.  Now they just maintain 
their slender existence as providers.  Furthermore, 
they now have to yield their circumstances to a re-
development policy which requires the production of 
greater benefits. 
 In his book, Richard Shernett referred to 
it as the breath of a craftsman which is extremely 
sensitive and belongs to the lost neurological modern 
civilization.  From the beginning, we had great confi-
dence that we could reorganize a potentially creative 
space as long as we instantly magnify our potenti-
ality in activating creative recreations and passions 
in responding to the demand of conglomerates and 
consuming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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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구두 부활의 고민 - 생산과 소비, 유통,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사회, 문화적 현재화 

프로젝트 시작 즈음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관심

을 표방하고 있었다. 정책적 지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성

수동 구두골목 단지였다. 하지만 우리는 1차 성수동 사이

트 탐방 이후 논의 끝에 프로젝트 대상지가 변경하게 된

다. 성수동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 프로젝트 전개의 의미

와 기능의 측면에서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였다는 점도 있

었지만,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구두관련 산업이 진행되기

는 하였으나 재생되지 못하고 향후 국제업무공간이 계획

됨으로써 안타깝게도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한 염창교 일대

의 부지에 우리 프로젝트의 의미를 싣기로 하여 대상지를 

수정하게 되었다.

 전체를 조율하는 마스터플랜이라는 전제 역시 

각자의 작업내용 안에서 스스로 분석하고 제시하기로 하

였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전체조율의 문제점들을 각자의 작업 안에서 끌어내

도록 노력하였으며 그로부터 자신들이 주목한 대상공간

에 대한 창조적인 공간 재조직의 단서를 찾아내도록 고민

하였다. 그리하여 지도교수들과 각 팀원들 간에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수반되었다. 프로젝트의 구체화 단계에서

는 프로그램과 기능이라는 공간의 구축적 내용과 함께 무

엇보다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시켜줄 수 있는 정서

적·문화적·일상적 지지체들의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비록 그 작성에는 실패하였지만, 결국에는 우

리가 재조직한 공간들을 지속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자율

적인 공간 사용 매뉴얼을 작성해냈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

끼게 되었다.

The trouble of restoring handmade shoes - 
production and consumption, distribution, 
and social as well as cultural services

At the beginning of this project, the Seoul Metro-
politan Office also had interest in this project.  The 
prospectively supporting region was the shoes-alley-
complex which was located in Seongsu-dong.  How-
ever, after looking around the Seongsu-dong site, we 

discussed and then changed the site because it was 
not so attractive in many aspects of function, mean-
ingful displays, and progressive programs.  Although 
there was progress in connection with the shoes 
related industry, it was not reinvigorated due to the 
following plans of international business space.  Un-
fortunately, it is now facing the reality of disappear-
ance. 
 It was recommended that the master plan, 
which controls the whole process, had to be made 
to analyze content.  To materialize our life in detail, 
we not only endeavored to settle out problems we 
were faced with, but tried to find a clue to reorganize 
a creative space. Thus, it was necessary for guiding 
professors and team members to invest a great deal 
of time and labor to meet our project. In this detailed 
phase of the program, we personally experienced the 
necessity of emotion, culture, and daily base of our 
support to sustain it along with functional programs 
and structural content. 
 Although we initially failed in the prepara-
tion, we experienced the necessity that we had to 
work out the manual for an organic and autonomous 
space and to sustain the space we reorganized.

옛것, 정체성을 우리들의 현대적 삶과 동화해 내
기?

우리의 것, 기존부터 쭈욱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의 보존

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방법적 고민 역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비록 근대화 이후 전개된 얇은 두

께의 역사를 가진 서울의 옛것들이었지만 중체서용(中體

西用), 동도서기(東道西器), 화혼양재(和魂洋才)등을 재음

미해가며, 또 아름답게 재조직된 국내외 다른 장소들의 지

혜들을 꼼꼼히 살펴가며 우리의 삶과 지켜내야 할 장인들

의 터전들을 어떻게 동시대성 안에서 현재화 할 수 있을

지 고민하였다. 여기에는 한국과 서울이라는 도심 속 삶이

라는 특수성에 대한 시민적 자아의 성찰과 반영을 필요로 

하였다. 사실 한 학기동안 이런 고민들까지 용해시켜가며 

결과물을 제시해야하는 현실도 참 원망스러웠다. 

 구두라는 사물을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장소로

서의 본질적인 기능과 의미들이 완전히 다른 새것으로의 

탄생보다는 익숙함 속에 새롭고 건강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저 순수하

게 공간에 집중해서 프로그램과 기능.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개별성들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과연 

누가 언제 어떤 원죄들을 저질렀길래 이런 지켜야 할 것

들에 대한 막연한 강박들을 창조적 원동력 안에 포함시켜

야 하는 지도 사실 의문스러웠다. 특히 기존 장인들의 창

조적 삶 공간을 오늘날의 생산과 소비문화로 연결시키는 

그 접점에서 각 팀들이 읽어내고 제시하는 개별성과 특수

성의 양상은 이러한 의문들과 뒤엉켜 견실한 보편화에 도

달하지 못한 채 상당부분 혼란 속에 표류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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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사례조사 현황

(1) 사례조사 

① 모지코 레트로 씨티

큐슈의 최북단에 위치한 모지(門司)항구(이하 모지항)지역은 서북에 간몬해협(関門海

峡)이 있고, 다른 세 방면으로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형태의 비교적 좁은 평지 부

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평지도 대부분은 메이지 이후 염전과 바다를 매립하여 얻

어낸 땅이다.

키타큐슈시에서는 쇼와 63년(1988년)에‘키타큐슈시 르네상스 구상’을 내세우며 도

시형 관광지 개발로 모지항을 선정하여 개발 지원하고 있다. 모지항에 남아있는 역사

적 건축물군과 관문해협을‘모지항 레트로(門司港レトロ)’라는 키워드로 항구의 아름

다운 경관을 살린 매력적인 도시 만들기에 착수했다. 지금은 모지항 지구과 메카리 지

구를 합해 연간 관광객 수 300만 명을 넘는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림4-7] 모지코 레트로 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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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하이 타이캉루 예술촌: M50

'M50'이라고도 불리는 모간산루 50호는 상하이 시가 지정한 11개 특색문화거리 중 하

나로 이탈리아 · 캐나다 · 중국 · 홍콩 등 17개 나라의 80여개 예술단체, 아이디

어설계,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18개의 디자인 센터가 모여 있다.

2000년대부터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모여 예술의 도시로 변모시킨 이 곳 갤러리에서는 

작가 개개인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볼 수 있다. 모간산루의 담벼락, 전봇대, 건물 외벽, 

골목 곳곳엔 예술가들의 그림으로 채워져 있다.

M50은 낮은 임대료만 받고 세계각국의 화랑, 작가작업실, 스튜디오, 연극무대, 카페, 

서점 등에 세를 놓음으로써 예술문화 집적지가 된 것이다. 지금은 규모가 커지면서 세

계 각국에서 온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스튜디오와 갤러리를 설치하고 있다.

[그림4-9] 상하이 타이캉루 예술촌: M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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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천의 아트플랫폼

인천아트플랫폼이 위치한 인천 중구 해안동 일대는 1883년 개항 이후 건립된 건축문

화재 및 1930~4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잘 보존된 구역으로 당시의 근대건축기술 

및 역사적 기록을 지니고 있어 건축조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은 舊일본우선주식회사(등록문화재 제248호)를 비롯한 근대 개항기 건

물 및 1930~40년대에 건설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작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

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 총 13개 동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이러한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최대한 살려 문화적으로 재활용

하자는 시민들의 뜻과 인천시의 의지가 합쳐져 탄생하였다.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며 

현재적으로 재해석 하는 일원으로 인천아트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항장 일대는 거대한 

스트리트 뮤지엄으로 확장되어나갈 예정이다. 

[그림4-11] 인천의 아트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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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영국 런던 와핑 프로젝트 사례

런던의 유명 관광지중 하나인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은 20여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던 화력 발전소를 개조한 현대 미술관이다.

이처럼 런던에는  버려진 건물이나 공장을 개조하여 새롭게 재탄생한 건물이 많은데 

더 와핑 프로젝트 역시 그중 하나로 레스토랑과 갤러리를 겸비한 공간이다.

구 수력 발전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여 별다른 리노베이션 없이 공간을 그대로 잘 

살린 레스토랑과 주로 사진전이 열리는 큰 창고 같은 갤러리로 유명한 곳. 레스토랑을 

지나면 거대한 창고 같은 방이 있는데 이곳은 주로 패션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갤러

리이다.

사람의 10배정도 되는 작품의 크기에 압도된다. 모든 전시는 무료이고, 달마다 스케줄

을 정해 영화 상영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그림4-13] 영국 런던 와핑 프로젝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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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독일 에센시 쫄페라인 탄광지구 개발 사례

쫄페라인 탄광지대는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최대 광공업지대인 독일 루

르 공업지역의 대표적 탄광이다. 이 광산은 1923년부터 1986년까지 운영되었었고, 주 

정부와 에센 시는 생산성이 없다고 판단된 본 시설물을, 문화예술 단지로 조성하기로 

1986년최종 결정했다.

기능주의 미학에 충실했던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두 건축가에 의해 일관되게 

설계되어‘루르의 대성당’,‘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탄광’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광산의 역사적, 건축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 유산으로 

2001년 선정되었다. 촐페어라인Zollverein은 현재 그 자체만으로 거대한 과거를 상징

하고 있으며 내부 공간은 외국 국빈 접견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공연, 미디어 영상 

공연 등 개최, 에센 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습장으로 상시 활용, 결혼식 장, 세미

나 실 등 연 20회 이상 대관, 건물 내부에 서점, 카페 등 편의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촐페라인 광산 안에 위치한 디자인 박물관- red dot design museum>이 디자

인 박물관은 광산 건물동 7동에 위치하여 있는데, 광산의 보일러실을 개조하여 디자

인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이 디자인 박물관은 현대 디자인분야에서세계 최대의 전시 

규모를 자랑한다.

[그림4-17] 독일 에센시 쫄페라인 탄광지구 개발 사례

E p i s o d e  4  “RISE OF CREATIVE DISTRICT”   Research & Analysis

Mojico Retrocity

Shanghai M50

Incheon Art Platform

London Wapping project

 Zollverein Coal Mine Industrial Complex in E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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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tion of the identity which is a custom 
of a distant past along with our modern life
 
It was not easy task for us to investigate people’s rec-
ognition of conserving what initially exists and to look 
for a practical methodology.  Since the modernization 
of our society, although the distant past of Seoul was 
not commendable, we critically studied Jung-Chae-
Seo-Yong, Dong-Do-Seo-Gi, Hwan-Hon-Yang-Jae.  
Also we closely examined reorganized spaces to 
discover the possible realization of artisans’ ground 
including our life.   For this, we had to reflect the pe-

culiarity of citizens’ introspection regarding their life 
in the downtown area of Seoul.  Indeed we felt bitter 
against exams and the reality that we have to submit 
results based on our examinations for one semester.   
 It might be better for us to concentrate on 
a pure space to freely represent individuality.  How-
ever, it was doubtful that we had to include superfi-
cial thoughts in our creative driving force.   We were 
drifted about in chaos without reaching a universal 
conclusion of the existing artisans’ creative life at a 
connecting point of production and consuming cul-
ture due to its entangled individuality and special 

characteristics. 
  Thus, we endeavored to pave the way for 
constructing a sales space for shoes to bring about 
new wholesome interest rather than completely re-
vamping the space. discover the possible realization 
of artisans’ ground including our life.   For this, we 
had to reflect the peculiarity of citizens’ introspection 
regarding their life in the downtown area of Seoul.  
Indeed we felt bitter against exams and the reality 
that we have to submit results based on our exami-
nations for on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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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토 역사 경관 지구

교토는 긴키지방의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일본의 역사와 문화 유적지가 많은 곳으로 

794년 일본의 수도로 정해진 이후 약 1,000년 동안 중심지로 발전해 왔다. 일본의 역

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토에서는 매년 전통적인 문화행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일본의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나 여러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고 

도예, 수공업, 인형과 부채 공예, 전통 과자등 교토 특유의 공예품이 유명하다. 1960

년대 들면서 점적인 문화재 개념을 확장하자는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개발과 문화재간의 갈등사례들이 시민운동화되며서‘문화재의 환경보호’,‘역사적 건

축물군’,‘역사적 환경’과‘전통적 가구’등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1966년에 고도보존법이 제정되었다.

[그림4-8] 교토 역사 경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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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북경 798 예술구

원래 철거대상 지역이었던 이곳의 저력을 중국정부도 주목하면서 2005년 12월31일 

베이징 6대 문화창의산업기지로 선정했고, 2006년부터 시작되는 11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계획에서 중국정부는 '798예술촌'이 중국 문화와 첨단기술이 혼합한 문화산업발전

의 토양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베이징(北京)시는 지난 1월 5억위안(약 6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 798예술촌을 '문화창의산업특구'로 공식 지정하였다. 다산쯔는 이제 더 이상 퇴

락한 공장지역이 아니라 중국현대 미술의 중심지인 예술특구로 변모하게 되었다.

냉전시대의 군수공장이 세계적인 예술명소로 변모한 이곳에 가면 중국 현대미술의 실

체를 느낄 수 있다. 갤러리들은 오래된 공장건물의 외형은 그대로 두고 내부의 벽면을 

보수해 사용하고 있으며, 군수공장시절의 시설물들은 오히려 갤러리 장식품으로 사용

하고 있다.

[그림4-10] 북경 798 예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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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울 북촌한옥마을

현재의 북촌은 1930년대를 전후로 기존 도시구조와 필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집단적

으로 조성된 한옥밀집지역을 말한다. 개량한옥 또는 집장사집으로 불리기도 하는 북촌

의 한옥들은 전통 한옥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첫째, 유리와 함석, 타일 등 새로운 재료가 사용되고 평면이 단순화되고 표준화 되었

다는 점,

둘째, 대규모로 건설된 후 분양되는 방식으로 공급되었다는 점,

셋째, 주거지와 한옥이 동시에 건설되면서 전통적인 한옥이 근대적인 도시조직과 만나

면서 진화된 도시주택 유형이란 점이다.

북촌가꾸기사업(북촌가꾸기사업은 크게 한옥등록제, 수선공사비 지원과 융자, 한옥매

입과 활용, 환경정비사업으로 요약된다. 사업기간은 2001～2006년까지 이다)은 자발

적인 한옥등록제와 한옥 개보수 비용의 보조 및 융자를 해준다. 한옥등록제는 한옥의 

보존과 재생을 유도하기 위해 한옥 멸실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

치이다.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한옥에 대한 지원과 혜택의 근거를 마

련한다는 점에서 ‘북촌가꾸기’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북촌가꾸기는 도시한옥이 갖는 역사경관의 회복하고 

현대적 생활을 담아내는 한옥으로 재생하려는 목표를 지녔다. 

[그림4-12] 서울 북촌한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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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영국 런던 스피타필드 시장재생사업 사례

매주 25,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자랑하는 올드 스피탈필즈 마켓(Old Spitalfields 

Market)은 간단히 스피탈필즈(Spitalfields)로 불리며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런던

동쪽의 마켓이다. 독특한 예술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스피탈필즈는 지난 14년간 인테

리어, 패션, 아트, 음식문화의 선봉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곳이다. 1638년 생

겨난 스피탈필즈 마켓은 역사적인 호너빌딩(Horner Building)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번성했던 옛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마켓의 진열대에서 독립적인 

가게들까지 색색의 상품들을 자랑하는 스피탈필즈 마켓에는 수공으로 만들어진 다양

한 스타일의 다른 곳 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상품들로 유명하다.

[그림4-14] 영국 런던 스피타필드 시장재생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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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독일 보쿰시 센츄리홀 개발 사례

기능적 공학에 의해 건립된 독일 공장 건물은 근대 건축의 초기 사례 중 하나로서 높

은 명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보쿰 시의 철강공장은 그러한 공간에 전통과 근대산업유

산, 그리고 문화라는 사이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새로운 아이콘으로 변신함으로써 루르

(Ruhr)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공장은 1842년 설립된 후 1968년 까지 철강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1989년 

보쿰 시는 도시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본 공장을 문화시설로 변환하는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다. 연회 홀, 공연장, 박물관등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와 보쿰시가 관리하고 있다. 마인츠 학생 대상 미술대회 개최, 보쿰 심포

니 오케스트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의 다수 공연을 유치하고 있다. 

[그림4-16] 독일 보쿰시 센츄리홀 개발 사례

Historical Centre of the City of Kyoto

Beijing 798

Seoul BukChon Korean Village

London’s spitalfields market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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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 시행착오들에 의한 결실

우리들의 눈치 없고 이기적인 열정이 향 후 사라질 공간에 

대한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

였다. 초기 3주간의 현장조사와 거주자, 소비자들과의 인

터뷰 과정 중에 열의에 찬 학생들의 자세들로부터 상인들

의 불만스러운 의견이 학교측에 전달되기도 하여 더 이상

의 현장 방문과 인터뷰가 불가해지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3년이라는 과정으로 졸업해야하는 현실은 세

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만큼이나 작품형성의 표현과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작업과정에서는 예년

과 달리 2학년들이라 여전히 낯설고 힘들지만, 부족한 시

간을 순발력 있게 대체해왔던 시각중심의 컴퓨터 시뮬레

이션작업을 최소화 하였다. 대신에 드로잉과 함께 특히 스

케일모형의 작업과정을 강조하였다. 성숙되지 않은 표현

력일지라도 대상에 대한 촉각적 감응이 강조되는 과정중

심의 진행은 예년과는 달리 일정에 한참 못 미치는 완성도

를 보여주어 중간 크리틱 때에는 모두 난감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히든 스페이스 주제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장소특정적 성격이 강한, 하지만 공간자체는 특수

성보다는 보편성이 강한 조건에서 진행된 15주간의 프로

젝트였다. 총 20개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힘을 모아준 

서준호 교수님과 박진호 교수님,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후

원해 준 학부장님과 동료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린다. 

 또 항상 먼 거리에서 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하

고 상호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써 준 런던메트로폴리

탄 대학의 Kaye Newman 교수와 Janette Harris교수와 학

생들, 그리고 가천대학교의 안성희 교수님에게도 감사드

린다. 무엇보다도 4번째 히든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열정

적으로 동참해 준  2학년 구성원 모두에게 함께했던 과정

속의 기억과 감정들이 이 작품집과 함께 지속되기를 희망

해본다.

The inevitable result of trial and error 
We have caused many problems because we were 
careless and self-centered in our passions for work.  
While interviewing for the early three weeks, many 
merchants complained about students’ extremely 
passionate attitude.  What was worse, it became im-
possible for students to have interviews with them.  
 However, the hardworking course for 
three years had great influence on the process of 
works of art and their representation.  During this 

working process, although inexperienced sophomore 
students  unusually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we 
minimized computer simulation which is visually ori-
ented and emphasized the scaling model with draw-
ing.  Although they were not matured expressions, 
this project was honestly beyond our capacity.  That 
is why we were embarrassed about the interim es-
timation because the course oriented progression 
which focuses on the response of tactual sense 
failed to reach near completion.  
 Comparing with the subjects of Hidden 
Space up to now, location and space, which is based 
on universal circumstances, greatly influenced the 
15 week project rather than the peculiarity of space 
itself.  We would like to extend our gratitude to Dr. 
Seo Joonho, Dr. Park Jinho, and chairperson and all 
other faculties for their silent support in carrying out 
our total 21 works of art.
 Also we deeply appreciate Dr. Kave New-
man, Dr. Janette Harris, and all students of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who participated in this 
annually interchanging program for their inspir-

area B

area A

Target Site : Yeomcheon Hand-Made Shoe Street, Joong-Gu,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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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effects of morale, positive encouragement, and 
straightforward comments.  Also, our deep apprecia-
tion is extended to Dr. Ahn Sunghee and all members 
of the sophomore student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oject.  Lastly, all of us expect that these valu-
able memories and works of art will be steadily sus-
tained.

Module Summary (2012.09.04)

01 REQUIRED COMPULSORY SUBJECTS 
     Sophomore “Inteiror Design Studio III”

   4 Of 18 Credit Modules in a Semester 
     · 6 Hours (tuesday) / 1 Week
     · Team Project - 2~3 Students / 1 Team
     · Total 21 Projects

02 THEME
   ”THE RISE OF THE CREATIVE DISTRICT” 

03 PROCESS & OUTPUT
· Research & Analysis (include FGI & survey, SWOT)
· Space Scenario making (like a cartoon presentation)
· Sketch(analog & digital method) process
· Complex Space Program(zoning, planning....)
· Drawing
· 3D Simulation
· Scale Modeling
· Panel Presentation  

& Every Process(Photo & Text) Recording - for the Fi-
nal Documentation

04 SCHEDULE
· 2012.9. 1st Week - Kick off & Orientation 
· 2012.10.Last Week - Mid Term Critic (Small Scale 
  Exhibition & Panel presentation)
· 2012 12.3rd Week - Final Exhibition

05 KEY WORD 
   · SOCIAL DESIGN 
   · COMMUNITY BASE 
   · SUSTAINABLE
   · PROSTHESIS 
   · PERFORMANCE
   · PROJECTIVE & REFLEXIVE
   · RESONANCE
   · SITE-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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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day_04, september  ORIENTATION  |  Hyosung Bldg. 5th Hall AM 09:00~ 

The 4th Hidden Space Project114



50th  day_23, november  MID-TERM CRITIQUE  |  Hyosung Bldg. 5th Hall  AM 09:00-18:00    22 WORKS

7th day_11 september  - 1st Presentation  |  Hyosung Bldg. 5th Hall  |  AM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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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th day_21, december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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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Y O S U N G  B L D G . 5 t h  H A L L  |  A M  1 1 : 0 0  |   2 1  W O R K S   w i t h   O P E N I N G  P A R T Y  &  A W A R D S  C E R E M O N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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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th day 21, december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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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_A
서준호 교수  Prof.  Suh June-Ho

Studio_B
박영태 교수  Prof.  Park, Young-Tae

Studio_C
박진호 교수  Prof.  Park, Jin-Ho 

m e m b e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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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Tong Tong 
김민경  Kim, Min-Kyung | 김옥선  Kim, Ok-Seon  | 정세희  Chung, Sae-Hee

An Extension Line of The Boundary
김지영  Kim, Ji-young | 김지은  Kim, Ji-Eun | 박다혜  Park, Da-Hye

See + Through
김은영 Kim, Eun-Young | 홍양선  Hong, Yang-Sun | 김복식  Kim, Bok-Sik

Osmosis
김중부  Kim, Jung-Boo | 류푸름  Ryu, Pu-reum | 이은지  Lee, Eun-Jee

TAP
김인희  Kim, In-hee | 박소현  Park, So-Hyun | 조소희  Cho, So-Hee 

Re - Stitch
김하림  Kim, Ha-Rim | 이상민  Lee, Sang-Min  

ALIVE PUZZLE
정안나  Jung, An-Na | 양상희  Yang, Sang-Hee | 허재석  Heo, Jea-Suk
 

DR. Oasis
김형근  Kim, Hyung-Geun | 조재현  Cho, Jae-Hyeon

6080,10 Remembrance
강벼리  Kang, Byeo-Ri | 김수빈  Kim, Soo-Bin | 이재희   Lee, Jae-Hee

Cultivate The District
박철우  Park, Chul-Woo

JATURI
임하영  Lim, Ha-Young | 양정은  Yang, Jung-Eun | 강예은  Kang, Ye-Eun

VIA FERRATA
김원태  Kim, Won-Tae | 신병섭  Shin, Byung-Sup

The Recirculation Space
백초연  Baek, Cho-Yeon | 정승범  Jung, Seung-Beom 

Urban Creative Port
김태욱  Kim, Tea-Uk | 전형준  Jeon, Hyung-Jun | 김혜남  Kim, Hye-Nam

Unit into One
송희성  Song, Hee-Sung | 여진우  Yeo, Jin-Woo |  이혜우  Lee, Hye-Woo

OVERLAP
김지연  Kim, Ji-Yeon | 윤경환  Yoon, Kyung-Hwan | 장민호  Jang, Min-Ho

Animate to Space
김유희  Kim, Yu-Hee | 신세계  Shin Se-Gye | 임은비  Lim, Eum-Bi

Yeom Cheon Art Square
김찬혁  Kim, Chan-Hyeck | 윤수아  Yoon, Soo-A | 이승봉  Lee, Seung-Bong

Overlap of The  Time
김시은  Kim, Shi-Eun | 정보배  Jung, Bo-Bae | 최미경  Choi, Mi-Kyung

Allegro ma non troppo
권유리  Gwon, Yu-Ri | 황희정  Hwang, Hee-Jung

DongYang MIRAE University
 i n t e r i o r  d e s i 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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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것들에 대한 존중’

JATURI

임하영  양정은  강예은 | Lim,Ha-Young  Yang,Jung-Eun  Kang,Ye-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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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Background History Site analysis

‘염천 구두 골목 유래’ ‘염천 구두 골목’

마포 쪽에 항구가 있어서 생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 소금 장수

가 많았고 그 소금이 흘러 소금물이 흐르는 다리라고 하여 염천

교라는 이름이 생겼다.

조선시대 동대문, 남대문 밖인 사대문 안쪽에 들어가는 길목의 

위치로서 옛날 조선시대에 한양에 들어올 때 걸어서 왔기 때문

에 짚신을 갈아 신고 들어가야 했고, 이곳에서 짚신을 많이 팔

았다. 이때부터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 구두의 메카가 되었

다. 그러면서 재료를 공급 받아야했고 구두 부속품, 피혁상도 들

어서게 되었다. 이로써 구두의 제조, 판매가 한 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비오는 날 갔을 때 본 B구역의 모습은 마치 엄청나게 큰 구두가 

밟고 지나간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이 자연스러운 

지형은 그대로 이 곳만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특성이 되었으며, 

곧 건물과 이 곳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골목이 되었다.

서울시 중구 순화동 207, 염천구두골목

The place was for the shoes from the chosun dynasty 
because it was an important path to get into the in-
side of the walls through the east gate and the south 
gate. The public had to walk to enter seoul from their 
home and they had to replace their shoes before en-
tering the gates. People normally got a new one from 
yeumchun.The tradition allows the sellers to sell the 
shoes. Yeumchun represents a place for shoes since 
that time. The shops needed materials for making 
things and it naturally drew other sellers who treat 
leather or shoe accessories. A convenient environ-
ment for shoe crafting allowed all the work for the 
shoes: making and selling at one place.

There was in need of salt for fish in mapo near the 
harbor and the salt seller’s salt malted inside of 
yeumchun stream. This historical background made 
the name of the bridge as ‘yeumchun bridge’. 

The section B looked like a huge footprint in one rainy 
day.  The naturally made geographical feature of this 
place was transmitted to the feature of the buildings 
and made the shoe street to access everywhere of 
this area.

Yeumchun shoes street 207 
Sunhaw-dong Jung-gu Seoul

‘The origin of is Yeumchun Bridge’ ‘Yeumchun shoes stree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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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 Solution

Problem Solution

‘염천 구두 골목의 문제점’

‘염천 구두 골목의 해결책’

2. 한 곳에서 제조 및 공정이 모두 이루어졌던 과거와 달리 현재

는 수제 구두의 수요가 떨어짐에 따라 흩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건물 내 비효율적인 제조, 공정의 복잡성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

1. 디자이너 스튜디오

설 자리가 없는 신진 구두디자이너들의 발돋움을 위한 스튜디오

를 마련, 미래의 새로운 구두 장인들을 확보한다.

2. 투리 구두

흩어져있던 제조 공정을 우리 공간에 담아, 크게 구두 기부와 구

두 리폼을 통해 과거 구두 제조 공정을 체험한다.

3. 새로운 통화 투리의 도입

‘투리’ 통화 도입과 함께 기부 활동과 구두 리폼으로 새로운 

염천 구두 골목만의 브랜드를 형성한다.

4. 골목 커뮤니티

옛 사람들의 장인 정신, 발자취가 녹아든 앞으로 구두 골목을 이

어갈 세대에게 골목 커뮤니티를 제안, 골목커뮤니티: 골목을 담

아온 3-4층에서는 장인들과 방문자들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

루어지게 되고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3. 브랜드 선호 현상, 소비자들이 유명한 브랜드를 찾으면서 쇠

퇴하기 시작함, 하나의 랜드마크로서의 새로운 발돋움이 필요함

4. 염천 구두 골목의 휴식 공간의 부재, 이 곳 상인들의 커뮤니티 

장소이자 방문자들의 휴식공간이 요구됨

1. 구두 장인의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의 부재

서울시 중구 순화동 207, 염천구두골목

1. No one can inherit the skills of yeumchun shoe 
experts.

2. The falling demand of yeumchun shoes made the 
merchants to disperse from the mecca. It made the 
place not efficiently functioning. We aim for make the 
place for all-in-one which allows making and selling 
the shoes in one place like the merchants did in the 
past.

We can give a studio for young shoe designers having 
difficulty.

We can draw people’s attention by events such as 
shoe reform and donation.

We need to create a new landmark by introducing 
‘Turi’ as a new currency for Yeumchun. The new 
events of a reform and donation will lead to make 
their own brand.

Introducing new street community will be proposed 
to new generations to take over the ancestor’s 
craftsmanship. Street community: the 3-4 floor will 
work as a community center which allows meeting 
craftsmen with visitors.

4. There is no place for resting in yeumchun. There is 
a strong demand of making community center and 
resting area for visitors.

3. Consumers like famous manufactured goods and 
it makes the place hollow.

Yeumchun shoes street 207 
Sunhaw-dong Jung-gu Seoul

‘Yeumchun shoes problem’ 

‘Yeumchun shoe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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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Approach

Question

Answer

Needs

ApproachTargetNeeds Purpose

Target Purpose

Q1. 이곳은 처음부터 구두로 유명했는지?

Q2. 이곳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주변환경, 주변건물, 상황)

A1.“처음부터 구두로 유명했지, 여기가 사대문 밖이라서 선조

들이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짚신을 갈아신어야만했어. 그

때부터 이곳에서 짚신을 팔던 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의 구두의 

메카가 된거지. 괜히 구두가 들어선 게 아냐.”

염천구두골목의 브랜드화를 이끌기 위한 우리의 방법으로 다른 새로운 무엇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이곳만이 가진 속성에서 찾는 것

이 좋다고 생각했다. 또한 브랜드화를 이끌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이곳만이 가진, 다른 곳에는 없는’특성에서 찾아

보았다. 다른 구두골목과 달리 수제화로 유명한 염천구두골목의 남겨진 가죽 자투리가 현재 염천구두골목의 모습과 닮아보였다. 남

은 가죽자투리들이 이곳의 염천구두골목과 장인들과 몇 개 남지 않은 상점들에 오버랩 되었고, 하나 하나의 자투리 조각들이 모였을 

때, 함께 새로운 무엇인가로 재탄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속성을 발견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맹이가 아닌, 남겨진 것들에 대

해 집중해 보기로 했다.A2.“처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전철 길에 빈민들이 많

이 살았었어.”

Q3. 건물 내, 건물 외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또는 구역 내)

A3.“모든 게 불편하긴 하지. 낙후된 시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마땅히 쉴 곳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역사 깊은 염천 구두 골목의 구두 장인들이 재조명받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곳 구두의 역사성을 상기시키기 위

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

기존의 소비자들과 새로운 소비자, 타겟을 분석하는데 있어, 우

리가 새로이 만나게 될 타겟층만을 고려하다보면 지금 이 낡은 

구두골목과 이곳을 이용해오던 기존의 사람들이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혁신적이고 큰 변화는 새로운 소비자

들의 눈길을 끌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소비자들은 큰 변화에 거

부감이 들 수 있고, 결국에는 그들의 발걸음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우리의 공간-<자투리>는 새로운 소비자들과 기존소비자들

이 함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공간이 이곳에 끼워짐으로써 새로운 복합공간의 탄생, 골

목 중간에 위치한 대지 특성상 호기심 유발, 골목을 닮은 새로운 

시퀀스의 탄생, 공간의 흥미 유발, 투리-통화 도입을 통해 염천 

구두 골목의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이것으로 곧 허브

역할, 지역 전체의 중추적인 역할이 될 것이다.

Q1. Was the place famous for shoes?

Q2. How did the place look like when you first came 
in? (Environment, Buildings, Atmosphere) Any diffi-
culties encountered? 

A1. “The place is outside of the walls so that our 
ancestors needed to replace their old shoes be-
cause it already worn out. There was nothing before, 
long,long times ago. But people needed to buy their 
new shoes and it drew many shoe craftsmen. The 
streets mecca for shoes now.”

A2. “There were so many poor people beside of a rail-
road street.” 

The brand imaged came from inner factors rather than importing from outside. We tried to search the unique 
things which can lead our branding program. The leftover of a piece of leather patch was similar with the curent 
shape of this street. The patches overlapped with few existing shop here and we found from reorganizing the 
patches can make something new for this deserted marketplace. We were focusing on the existing things not 
spending time for something big.

Q3. Any difficulties encountered?

A3. “Everything was so inconvenient. There was no 
space for resting and no modernized infrastruc-
tures.”

We need to make a new place for giving people to  
think its historical background and expellant shoe 
craftsmen.

We had a conclusion of not to make too much attetion 
on new customers because we also need to consider 
our old customers. There is a risk of losing existing 
customers if we put too much effort on draw new 
one’s attention. A massive innovative transition will 
draw new customers on this road but might can lose 
old one because who knows they might not ready to 
understand all changes around their place. <Jatu-
ri> is our brand name. This will lead new trend of the 
market, coexisting with old and new customers and 
making natural harmonization of the place.

Draw passerby’s attention from geographical feature 
that centrally located on the street. And we will also 
create a new sequence like a side street and giving 
the spatial interests to the road. The turi money will 
lead active atmosphere of the street again. This will 
lead to make local hub and will be a key space of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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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 Keyword

Concept Design Method Mass Process System

JATURI

Design Method & Mass Process

System

자투리가 떨어져 나가는 형상을 그대로 공간화시켜 가구로 이용 떨어져 나오는 형태를 통해 나머지 것들에 대한 자투리의 속성

을 다시 한 번 강조함

자투리의 다양성 수직, 수평 각재, 선재, 면재 공간의 레벨차 선과 면의 교차

자로 재어 팔거나 재단 하다가 남은 천의 조각,어떤기준에 미치

지 못할 정도로 작거나 적은 조각. ≒나머지

다양성, 파편화, 자유로움, 부정형성, 잉여성, 불규칙성, 레이어의 

겹침, 봉제테크닉, 리듬감, 비움

a leftover from the whole material such as cloth or 
leather. a patch too small to use     a remainder≒

diversity, fragmented one, freedom, an indeter-
minate form, a surplus, irregular form, pile the 
layers,sewing technique, rhythm, emptiness

The moment of its patch is apart will stress the im-
portance of ‘Jaturi’.

Making furniture adopted from the image when the 
patch is apart from the whole.

diversity 
of Jaturi

different level 
of spaces

cross over lines with 
two dimensions

vertical 
horizontal

Square bar, linear element, face bar

자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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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목길로 들어왔을 때 보이는 튀어나온 각재 사이의 면을 통

해 1-2층 바자회공간으로 들어온다.

2. 인포메이션 겸 투리은행에서 구두를 기부하고 투리통화를 지

급받는다.

3. 각재마다 걸려진 구두를 단을 따라 올라가며 리폼할 구두

를 고른다.

4. 열린장에서 매달 열리는 리폼구두콘테스트 수상작을 전시, 

판매한다.

5. 옥외공간: 3-4층으로 연결해주는 슬로프는 구조적 그 자체

로 동선을 이끄는 역할과 방문자들의 휴식공간의 역할을 한다.

6. 밤에는 3-4층으로 연결해주는 슬로프를 벤치로 사용하여, 기

존 염천구두골목 건물의 노출된 콘크리트 벽을 배경으로 영상 상

영을 통해 낡은 이곳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의 건물과 새로운 건물의 중첩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각각의 자투리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2층의 공간은 알맹이가 빠져나간 자투리만 남은 모습을 담았

고, 3-4층의 공간은 남겨진 것들이 재조합되는 과정을 담고자 하였다.

투리바자회

투리마당

디자이너 공간

이벤트 공간

골목 커뮤니티

체험공간

6. The exposed concrete wall of the building will use 
for the screen and people will allow the space as it is 
by this kind of events. The show will give a folded im-
age of buildings.

The each stories has their own uniqueness. The 1-2 floor designed for the shape of Jaturi 
without representing the whole and the 3-4 floor one represents the process of reharmoniz-
ing of leftovers.by this kind of events. The show will give a folded image of buildings.

5. The slope connects to the 3-4 floor drawing the line
of flow itself and gives a chance to rest for visitors.

4. The showcases display sellable winner’s work 
from the monthly shoe contest.

3. They can choose the shoes for reform from the dis-
play shaping rectangular one.

2. People donate their shoes for info. desk as same 
as Turi bank and get Turi money from them.

1. The rectangular shapes of the entrance of the 
street will lead to the bazaar space on 1-2 floor.

1 floor

2 floor

3 floor

event space

a side street 
community

experience 
room

space for 
designers

4 floor

Turi Market

Turi Yard

Plan

Plan Sequence in the story

Sequence in the story

Sequence in the story

1-2 floor_’The clamor of leftovers’
1-2층_ ‘남겨진 것들의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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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목길로 들어왔을 때 보이는 튀어나온 각재 사이의 면을 통

해 1-2층 바자회공간으로 들어온다.

4. 열린장에서 매달 열리는 리폼구두콘테스트 수상작을 전시, 

판매한다.

5. 옥외공간: 3-4층으로 연결해주는 슬로프는 구조적 그 자체

로 동선을 이끄는 역할과 방문자들의 휴식공간의 역할을 한다.

6. 밤에는 3-4층으로 연결해주는 슬로프를 벤치로 사용하여, 기

존 염천구두골목 건물의 노출된 콘크리트 벽을 배경으로 영상 상

영을 통해 낡은 이곳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의 건물과 새로운 건물의 중첩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2. 인포메이션 겸 투리은행에서 구두를 기부하고 투리통화를 지

급받는다.

3. 각재마다 걸려진 구두를 단을 따라 올라가며 리폼할 구두

를 고른다.

3. They can choose the shoes for reform from the dis-
play shaping rectangular one.

2. People donate their shoes for info. Desk as same 
as turi bank and get turi money from them.

1. The rectangular shapes of the entrance of the 
street will lead to the bazaar space on 1-2 floor.

4. The showcases display sellable winner’s work 
from the monthly shoe contest.

5. The slope connects to the 3-4 floor drawing the line
of flow itself and gives a chance to rest for visitors.

6. The exposed concrete wall of the building will use 
for the screen and people will allow the space as it is 
by this kind of events. The show will give a folded im-
age of buildings.

Sketch Model

Sequence in th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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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4층으로 들어와서부터는 자투리가 겹쳐져 봉제되는 과정이 시작된다. 세 개의 겹쳐진 단에 방문자들이 앉게 되고 그곳은 이벤트 

공간으로써 경매나 강연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행해진다.

2. 이때, 디자이너들은 그들만의 디자이너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로 바로 갈 수 있다.

부자재구입

체험공간 가구

3. 점점 낮아지고 좁아지는 공간사이로 빛이 흘러나온다. 누하진입을 통해 계단으로 된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면 답답했던 좁은 곳에

서 벗어나 탁트인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6. 체험공간: 양쪽으로 갈라지는 체험공간에는 가죽 재단 과정에

서 떨어져 나간 가죽의 형상을 담고자 하였다.

1. The patches will be attached on the 3-4 floor Visitors can seat on the steps folded three in one and they can 
enjoy the several events such as an auction or alecture.

(folding market)
buying extra materials

experiential space furniture

2. Designers only allow to pass a passage for entering their designing space. The light can be seen from the 
space and it gradually goes downward and narrow.

3. The end of the space influenced by ‘Nuhajinlib’ will lead people to big open space and they will think it was 
worth for climbing.

6. Experiential space: the space designed in two 
paths from one. It came from the image of detached 
patches while the process of cutting the leather 
piece.

3-4 floor_ ‘the beginning of sewing for Jaturi’3-4층_ ‘자투리 봉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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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공간은 매듭의 공간으로써 체험 공간과 또 다른 옥외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5. 체험 공간의 떨어져 나간 가죽의 형상을 담은 공간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그 사이를 연결시켜준다. 이것은 이 안에서 행해지는 

봉제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7. 체험공간을 벗어나면 떨어진 두 공간을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나타나며 이 브릿지의 바닥이 그대로 데크의 벤치가 된다. 벤치의 뒤

쪽 기존 벽을 보존, 유지하여 본모습과 어우러지게 한다.

8. 디자이너 공간 한쪽 벽에는 투명 유리보드가 기존 옆 건물의 보존된 낡은 외벽을 끌어온다.

1. 3-4층으로 들어와서부터는 자투리가 겹쳐져 봉제되는 과정

이 시작된다. 세 개의 겹쳐진 단에 방문자들이 앉게 되고 그곳은 

이벤트 공간으로써 경매나 강연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행해진다.

The patches will be attached on the 3-4 floor Visitors 
can seat on the steps folded three in one and they 
can enjoy the several events such as an auction or 
alecture.

2. 이때, 디자이너들은 그들만의 디자이너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로 바로 갈 수 있다.

Designers only allow to pass a passage for entering 
their designing space. The light can be seen from the 
space and it gradually goes downward and narrow.

3. 점점 낮아지고 좁아지는 공간사이로 빛이 흘러나온다.누하진

입을 통해 계단으로 된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면 답답했던 좁은 

곳에서 벗어나 탁트인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The end of the space influenced by ‘Nuhajinlib’ will 
lead people to big open space and they will think it 
was worth for climbing.

4. 이 공간은 매듭의 공간으로써 체험 공간과 또 다른 옥외공간

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The space is named for ‘The knot space’ and it con-
nect a space to other outdoor space.

4. The space is named for ‘The knot space’ and it connect a space to other outdoor space.

5. 체험 공간의 떨어져 나간 가죽의 형상을 담은 공간은 사람들

이 이용함으로써 그 사이를 연결시켜준다. 이것은 이 안에서 행

해지는 봉제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This space allows using by public and this kind of 
movement makes a connection for two separated 
spaces. The space shows aprocess of sewing which 
is happening inside.

5. This space allows using by public and this kind of movement makes a connection for two separated spaces. 
The space shows aprocess of sewing which is happening inside.

6. 체험공간: 양쪽으로 갈라지는 체험공간에는 가죽 재단 과정에

서 떨어져 나간 가죽의 형상을 담고자 하였다.

Experiential space: the space designed in two paths 
from one. It came from the image of detached patch-
es while the process of cutting the leather piece.

7. 체험공간을 벗어나면 떨어진 두 공간을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나타나며 이 브릿지의 바닥이 그대로 데크의 벤치가 된다. 벤치

의 뒤쪽 기존 벽을 보존, 유지하여 본모습과 어우러지게 한다.

There is a bridge from the outside of ‘Experiential 
Space’ which is connecting two spaces and the floor 
space of the bridge can be use for a deck bench.

7. There is a bridge from the outside of ‘Experiential Space’ which is connecting two spaces and the floor space 
of the bridge can be use for a deck bench.

8. 디자이너 공간 한쪽 벽에는 투명 유리보드가 기존 옆 건물의 

보존된 낡은 외벽을 끌어온다.

The old wall from the back of the bench is conserved 
to keep thespirit of the old market place. The glass 
board of the one side ofdesigner space attracts the 
old wall from the other side of buildng.

8. The old wall from the back of the bench is conserved to keep thespirit of the old market place. The glass 
board of the one side ofdesigner space attracts the old wall from the other side of buildng.

Sequence in th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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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FOR STAIRVLA FERRATA

영어로‘Iron way’ 즉,‘철의 길’이라는 이탈리아어 Via 

Ferrata는 고정된 케이블 발판 사다리와 같은 것으로 구성

된 산악루트를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산세가 험준하고 암반

지역으로 둘러싸여, 고립되거나 사람들에게 접근이 용이하

지 못했던 지형에 설치되어, 전문적인 산악등반 또는 암벽등

반의 기술이 없는 다양한 연령과 능력의 한계를 지닌 일반 

대중에게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 Via Ferrata

It is italian ,english translated means ‘iron way’, 
that generally implies all types of mountain route 
including fixed cable footplate ladder which was 
built in challenging terrain surrounded by rocks 
or isolated place so that provides people, who 
has no climbing technique or toenjoy climbing the 
mountain or rock-climbing, to enjoy climbing re-
gardless of ages of capability.

VIA FERRATA
김원태 신병섭 | Kim,Won-Tae   Shin,Byung-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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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 Ferrata 우리는 비아퍼레타를 통해 이곳에 Via Ferrata의 의미에서 낙

후되고 주위 도시환경과 동떨어져 있고, 접근이 용이 하지 않

은 구두거리에 비아퍼레타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

이 우리의 Via Ferrata를 통해 이곳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의

의가 있다.

We are aiming to build via ferrata to isolated places 
to visit and this is why many people are trying to 
make isolated place accessible.

Background

Site

구두골목은 약 85년 전인 1925년 일제 강점기 시절 경성역에 

생긴 화물 창고에서 시작됐다. 염천교 구두골목은 현재 서울 대

부분의 가게들이 재개발로 인해 가게를 비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최근 국제 교류 단지 조성을 위한 서울역 전시 컨벤션 센

터 건립이 승인 되면서 서울역 북부역 세권 개발에 가속도가 붙

게 된 것이다. 자리에는 최대 4년뒤 서울 최대 전시 컨벤션 센터

가 들어선다. 일제 강점기부터 85년의 세월을 품에 안은 염천교 

구두 골목이 고작 오피스텔과 호텔 컨벤션센터에 밀려나는 것이

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

다. 우리는 낙후되고 주위 도시환경과 동떨어져 있는 구두거리에 

사람들이 접근이 꺼려 지는 이곳에 Via Ferrata를 만들어 주려 한

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리를 보다 편하게 찾고, 새로운 활력소가 

될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Shoe alley was made up at cargo warehouse in 
kyung-seong station, 85 years ago , in 1925 during 
japan’s occupation. All shops of shoe alley in yeom-
cheon-bridge is not facing to move out because of re-
development. Recently exhibition convention center 
was approved of construction in north part of seoul 
station for building international exchange complex. 
And it is going to build 4 years later. 85 Years his-
toric show alley in yeomcheon bridge is now facing to 
disappear only because of office buildings and hotel 
convention. But we want to try to makethis place be 
popular to people.  This place is far from city and not 
developed or unknown to people so we are going to 
make this street be more popular to people.

구두골목 반대편, 골목에 위치하여 열악한 환경이다. 

현재 국제교류단지 조성을 위한 서울역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이 

승인되면서 구두거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It is located across to the shoe alley.
Show alley is about to disappear since exhibition con-
vention center was approved to establish for interna-
tional complex.

207-26, Sunhwa dong, jung-gu, seoul located inside 
of street -shoe alley in yeom cheon bridge. The space 
in the picture above is designed as empty spaceit is 
forming open-space by two building are combined.

서울 중구 순화동 207-26 염천교 구두거리 골목쪽에 위치. 

위공간이 설정공간이며 빈공간으로 형성되어있고 건물과 건물

이 맞물려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고 있다.

Space on the go in pro-
cess through the alley 
and go into space

공간은 상당히 협소하다. 하

지만 이 골목을 중심으로 이

끌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Actual space is not spa-
cious, very narrow but 
this space is the only 
space to lead this al-
ley to be accessible 
through alley.

공간의 진입과정은 골목을 

통해 현재 공간으로 들어오

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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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analysis

우리는 사이트 분석을 통해 Via Ferrata의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었다. The best spot for Via Ferrata was found by SWOT Analy-
sis.

사이트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여, 각 지역에 연결 매

개체가 될 수 있다.

사이트 지리적으로 주차장이 앞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

리한 위치조건이다.

01_

01_ 01_

01_

02_

02_ 02_

02_

Located in the center of site so enable to con-
nect to all district.
Parking lot is located in front of the site.

01_

01_
01_

02_

02_
02_

02_

좁은 골목에 위치하여, 골목정리가 되지 않았다.

유동인구중 회사직원이 대부분인데 업무시간이외에 유동

인구가 적고 주위에 낙후된 건물이 대부분이다.

01_ Located in a narrow alley.
Most floating population are salary men so not 
many people except working hours and sur-
rounded by old buildings.

주위에 낙후된 건물이 대부분이라, 새로운 건물이 생성

됨으로 호기심을 자극 할 수 있다.

새로운 공간이 생김으로써 거리 활성화의 기본틀을 만들

고 클라이밍 같은 강한 익스트림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타겟을 확보 가능하다.

Surrounded by old buildings so building new 
one can attract people.
And make street be more live by creating new 
space which can attract people who has inter-
est in climbing, rock-climbing.

구두골목의 인식이 미미하여, 골목정리가 되지 않는이상 

사람들의 발길을 보장 할 수 없다.

구두골목의 인식이 미미하다. 주위환경이 낙후되어 혐오

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이다.

To get attention of people who are visiting alley 
by arranging street.
Need to inform shoe alley to people. Street is 
dirty so need to clean.

클라이밍,암벽등반등에 강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건물에 적용하여 신선

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낙후된 사이트에 ViaFerrata를 만들어줌으

로써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이곳 염천교 구두골목을 활성화 하고자 하

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Applying climbing and rock-climbing ideas to buildings 
is fo creating new space via ferrata. The purpose is to 
make attractive place to shoe alley in yeom cheon-
bridge.

Purpose of artwork

사이트분석 결과 낙후되고, 정리가 안된 골목이며, 요

즘 사람들에게 꺼려하는 어두운 환경이다. 그래서 우

리는 전연령이 이용가능하고, 남녀누구나 즐길 수 있

는 그런공간이 필요하였다.

This place has dark environment to ap-
proach to people for unclean street by he 
result of site analysis.

User Sports Viaferrata

Extreme Assist Viaferrata

ViaFerrata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산악지

대, 암벽등에 설치되어 많은이들에게 보다 쉽게 산에 

접근하기 위함의 의미가 ViaFerrata이다.

Viaferrata is the thing that is built in rock-
mountain or mountain for making people 
easy to access to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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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염천교 구두골목에서는 사람들을 이끌 그런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Via Ferrata를 만들어주

려고 한다. 낙후되고 주위 도시 환경과 동떨어져 있는 구두골목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사람들이 꺼

려 하는 구두골목에 Via Ferrata로 인해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Via ferrata is making people easily access to unaccessible mountain. Shoe alley in 
yeom chun bridge requires space to attract more people. We need to create place 
is for all people regardles of ages can access easily and enjoy. Viaferrata is the 
thing that is built in rock-mountain or mountain for making people easy to access 
to mountain.

Unaccessible mountain is 
Enabled to climb via via ferrata.

VIA FERRATA

차가운 스틸의 느낌에 사각형박스에 연속성을 부여하였다. 비아퍼레타에서 우리는 단(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다.

Stair looks dangerous is attached the wall-side 
with cold steel feelings with square-box to give 
consistency.

Design progress Stage Formation Process (段)

The stair as sculpture

Plan by spatial formation 
process

Last plan applied spatial concept ‘via-
ferrata’ Lines for facades

1F

2F

4F

3F

The stairs image And spacious And consistency of space
단의 조각화 단의 이미지화 단의 공간화 단의 공간화의 연속성

공간화를 통해 만들어진 평면

공간의 Via Ferrata를 적용한 평면도
건물의 파사드를 결정하는 라인

단의 공간화를 2D로 표현하여 

단 안에서 공간을 형성

Spatial formation in stair-
meaning-mass through 
spatial staircase 2d 
shape.

From the non-sick viaferrata (段) that we brought 
the keyword.

단(段)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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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은 Via Ferrata의 공간이다.

상업공간으로써 디스플레이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흥

미를 자극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공간은 입구 안내데스크와 직원들이 사용할 간단한 창고

가 있다.

Via ferrata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우리의 공간에 대해 설명을 

대신한다.

전체가 유리로 이루어진것으로써, 공간을 나눠주는 역활을 한

다. 

_

_

_

_

_

_

_

Program

1F

2F

1st floor is the space for via ferrata.
Whole place is surrounded by glasses to divide 
space into two.
This space has a small room for receptionist and 
staff in entrance for using. 
We would like to represent this space with display.
It is for stimulating interest of people by using dis-
play image as a commercial space.

_
_

_

_
_

_

_

Storehouse

Display Zone

Slope

Display Zone

1F의 평면과 axonometric이다.

Flat space of 1 floor and axonnometric.

산을 오르는 느낌을 주기 위해 벽면에 비아퍼레타의 프레임을 

사용하여 벽면 디스플레이를 해결하였다.

1F과 같이 Via ferrata의 영상을 사용해 흥미를 유발하는데 의

미가 있다. 벽면에 상승효과와, 단순해질수 있는 벽면에 이미

지를 줌으로써 또다른 재미를 주기 위함이다.

To give impression to climb the mountain,
 
Wall is displyed with Via Ferrata frame torase more 
interest by using Via Ferrata video like 1st floor to 
give fun by giving more fun image to simple wall.

2F은 1층에 이어 Via Ferrata로 이어진다.

2F의 평면과 axonometric이다.

Flat space of 2nd floor and axonnometric.
2nd floos is connected to via ferrata.

Display Zone

Display Zone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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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

_

_

_

_

3F

4F

_

_

_

_

_

_

Break Area

4F의 평면과 axonometric이다.

Flat space of 4th floor and axnometric.

4F은 옥상정원으로 기획되었다. 카페를 통한 휴식과,옥상정

원으로 이루어지는 슬로프 등으로 공간이 지루해지는것을 방

지 하였다. 슬로프로 이루어져 현재 층에 이르게 되며 통유리

를 통해 사람들이 자유자제로 드나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F과 같이 고객들에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박스 형태로 이루어진 계단이다.

4th floor was designed for rooftop garden to give 
more fun place with slope leading to rooftop garden 
and providing relaxed space with whol glass.

People can access freely and the stair is designed 
as box shape - relax space  as 3rd floor to custom-
ers.

3F의 평면과 axonometric이다.

Flat space of 3rd floor & axonometric.

3F은 카페를 기반으로한 휴식공간 이다.

3층에 가장큰 특징은 입구가 다른층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아슬아슬한 다리를 연상 하듯 유리된 통로를 통해 이곳 3층으

로 오게되는 동선이다.

카페 카운터이며, 동선을 생각하여 가장 높은 곳을 카운터로 

잡았다. 사람들은 주문을 하기위해 모든 viaferrata를 감상한뒤

에 이곳에 다다르게 된다.

고객들을 위한 공간이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계획 되었다.

3rd floor is designed as cafeterria for relaxing.

The entrance of 3rd floor is not like the other floors.

Cafe counter was designed as the highest placefor 
the flow of human traffic because people gather 
here to order and can be reached after enjoying all 
view of via ferrata.
This space is for customers to relax.

People can access to 3rd floor with gate
That was imitated of dangerous bridge

Slope

Cafe

Break Area

Brea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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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age going up from 3rd floor to 4th floor. 3Rd 
floor is designed as rest and relax.

Looking back reception after entering to 1st floor-
access to 2nd floor by using side-floor.

1F의 새로운 공간을 찾아가는 동선이다. 2층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주로 이룬다. 천장과,벽면에 적용된Via 

Ferrata로인해 공간이 진행성을 표현하였다.

2F에서 3F올라가는 계단에서 바라본 2F이다. 벽면에 적용된 

ViaFerrata이다.

3F 유리다리를 통해 3F으로 이끈다. 1F,2F에서 지루해질 수 있

는 동선을 새롭게 이끄는것이 특징이다.

1F 입구에서 들어오고 안내데스크를 돌아 바로본 모습이다. 

옆에 계단을통해 2F으로 올라가게 된다. Circulation of 1st floor toward new space
Display is fully set up on the 2nd floor on the ceiling 
and wall, Presenting consistent space with via fer-
rata.

2nd floor staring from the stair to 3rd floor is via fer-
rata appied to the wall.

3rd floor is leading by glass bridge. Himan traffic 
flow can be exciting if it became bored on 1st and 
2nd floor.

3F에서 4F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휴식공간으로 기획된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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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85 years, Yeomcheongyo(Bridge) shoe keeps its 
buildings and its history, the alley with the surround-
ing background, and yet through the old bear have 
not. After the Liberation Army`s battle of flowers 
made of leather that had prospered  greatly upset 
the stylish gentleman, Jung-gu, Seoul, mainly of 2 
Yeomcheongyo(Bridge) was once cheap price point 
and my at Myeong-dong`s advanced into the arms 
of rival. 
 But even small enemies who knows 
enough verbal alley outside, there was no exposure. 
Besides the famous brand in my choice for a large 
number of almost 20 companies gobbled up and, 
since the 1990s and pushed all the way here for 
cheap Chinese-made shoes came downhill. Shoe 
factory in the summer  rainy season starts with. Full 
of all kinds of leather smells and dust a bond station 
in factory`s Shoemaker, also during the rainy season 
because of the humid weather Yen hand wind or not. 
“The good thing, even if the distance across the day, 
summer, in fact one of two months is I am already on 
vacation.” work is done, and the tailor was “benched” 
at home tomorrow, don`t grumble, saying this. These 
verbal communication between the public space of 
the Alley area, represented the facility in the region 
try to recreating a verbal alley.

8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염천교 구두골목은 그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과 더불어 주변의 배경을 통하여 아직까지 옛 모습

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다. 해방 후 미군들의 중고 전투화 가죽

으로 만든 신사화가 크게 유행하면서 번창했던 서울 중구 의주

로2가 염천교 일대는 한때 싼 가격을 무기로 명동의 고급 제화

점들과 쌍벽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두골목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적을 정도로 외부로의 노출이 없었다. 게다가 유명 브랜드를 앞

세운 대형 제화업체들이 내수를 거의 독식하고, 1990년대부터 

값싼 중국산 구두가 밀려 오면서 이곳은 줄곧 내리막길이었다. 

구두공장은 여름 장마와 함께 비수기가 시작된다. 역한 본드 냄

새와 온갖 가죽 먼지가 가득한 공장안의 제화공들도 장마철엔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인지 손바람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

름엔 하루건너 일거리가 있어도 다행인데, 사실 한두달 동안은 

휴가나 마찬가지죠.” 오전에 벌써 일거리를 다 끝낸 한 재단사

는“내일은 일이 없어 집에서 쉰다”며 푸념한다. 이러한 구두

골목에 지역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용공간을 만들어, 구두

골목을 이 지역의 대표시설로 재창조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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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irculation Space
구두골목으로 순환되었던 거리를 공용공간으로 재순환시키다.

백초연 정승범  |  Baek,Cho-Yeon   Jung,Seung-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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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Site area

Common use space

Site area

Bus station 

Park

Site area

Overpass 
Seoul 
Station line1 
Exit 2,3 

Korean air

Sunhwa-dong, 
the #

Korail

Sinheung bldg

Jongro academy

Seodaemun 
Station

Floating population: Approximately 200 thousand 
commuters per day using the seoul station, but nev-
ertheless, few visit the shoe street. 
Transportation : The distance of a 10 to 15-minute 
walk from the exit 2 or 3 of the seoul station.

Surroundings : Since a residential space largely con-
sisting of officetels, hotels and apartments, etc. As 
well as large companies and park is located nearby 
the site, it is possible for diverse walks of life to have 
access to the shoe street. Especially, as lots of for-
eigners stay at officetels and hotels, they can be enu-
merated as customers of the shoe street. 

Commercial area: If the unlicensed companies 
are added to about 60 ones subscribed to the 
sangwoohoe(the association of entrepreneurs; 商友
會), the total number of companies is estimated to 
exceed one hundred. And about 100 factories also 
are operating and here, daily sales volume of shoes 
reaches 15,000 pairs of shoes or so, approximately 20 
percent of the total nationwide supply quantity. 

Jaeil shoes company, geumsung shoes company and many others use a 4-story building with a space of over 30 
pyeong per story. This is the most noticeable location when people have access to the shoe street after coming 
out of the exit 3 of the seoul station.  Additionally, as it provides a sweeping and panoramic view of the seoul 
station and the railroads around there, you can feel the scent of ancient history.  Therefore, in this respect, 
much easier accessibility to this building has been acquired by creating the public space in harmony with the 
neighboring area. 

유동인구 : 서울역기준 하루 약 20 만명

              구두거리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음

교통 : 서울역 2,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에서 15분 거리

주변여건 : 사이트 주변으로는 크게 오피스텔, 호텔, 그리고 아

파트 등 주거공간이 위치해 있고, 큰 회사들과 공원이 위치하고 

어 구두 골목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이 다양하다. 특히 외국인

들이 오피스텔, 호텔에 많이 투숙하여 구두 골목 소비자로 외국

인도 꼽을 수 있다.

공간이 위치할 장소로 제일재화부터 금성재화까지 한 층에 30평 남짓 4층 건물을 선택하였다. 서울역 3번 출구에서 나와 구두골목으

로 오면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주변에 기찻길과 서울역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경으로서 옛 역사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주변과 어우러진 공용공간을 탄생 시켜 건물로 더욱 더 접근하기 쉽게 하고자 하였다.

The public space for rest where any-
one of producers, sellers and con-
sumers can come and relax freely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누구나 와서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모두의 휴식 공용 공간

상권 : 상우 회에 가입한 60여 업체에 무허가 업체를 포함 하면 

모두 1백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장도 1백여 개가 가동 

중 인데 이곳에서 하루에 전국으로 팔려나가는 구두는 전체 공

급량의 20%가량인 1만 5천여 켤레에 이른다.

Residence Business

Ramada hotel

Joongang ilbo Brown stone

Yeomcheongyo(bridge) 
A shoes path 

Seosomun 
Neighborhood park

Selected site

The flea market or sharing market-
place program of opening the market 
and buying and selling goods 

서로 장을 열어 사고팔고 나누는 알뜰시장이
나 나눔 장터 프로그램

The off-season of producer during 
January, February, July and August /
Succession of the Traditionality of the 
Shoe Street 

생산자들의 1,2,7,8월 일거리 비수기 / 구두
골목의 전통성 이어가기

Space which provides and learns Re-
form 

Reform 해주는 공간
Reform 배우는 공간

Learning the technology to utilize or 
reform the remaining leather when 
doing shoe handicrafts 

구두 수공예 시 남은 가죽이나 Reform 해주
는 기술을 배움

Collecting old shoes, sneakers and 
clothes from time to time 

헌 구두나 운동화, 옷 등을 능동적으로 수
거함

Social programs that share and as-
sociate with the recycling and rebirth

재활용 재탄생으로 서로 나누고 친목 도모
하는 프로그램.

Alienation, interregional communica-
tion disconnection, community space 
required 

소외, 지역 간의 의사소통단절, 커뮤니티 공
간필요

Space to teach the leather craft, the 
method of reform and the method of 
shoes for ordinary people

가죽공예를 가르쳐주고 Reform하는 법, 구
두 만드는 법을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
는 공간

Problem Problem

Solution Solution

Space Space

Program Program

Reform : 개선[개혁]하다 Recycle : 재활용[재생]하다 휴식공간 (break area)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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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ncept

Design keywords

Design process .1 : Mass 

Design process .2 : Stair

Recirculate
        ; -Lation 재순환하다 [재순환] 
Why?

The core of the concept is that, serving as a starting point or playing an im-
portant nuclear role in the circular structure, nested space stretches in all 
directions from the center.

As a main design medium, we used stairs, the most basic connect on unit of 
passage vertically going up and down.

순환구조에서 시작이 되는 원점이나 중요핵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첩공간이 중심을 잡아주고 그

곳에서부터 사방으로 뻗어가는 개념을 핵심으로 함

수직적 상하 통로의 가장 기본적 연결 단위인 계단을 주 디자인 매개체로 사용

The core of the concept is that, serving as a starting 
point or playing an important nuclear role in the cir-
cular structure, nested space stretches in all direc-
tions from the center.

낙후되고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어진 죽은 구두골목을 예전처럼 

다시 활기차게 재순환시키고, 지역 간 소통과 교류가 끊이지 않

고 지속될 수 있도록  순환시키자는 취지에서 recirculate를 가져

와 공간을 계획하려고 한다.

The Rise of the Creative District 143



Plan

A yard - sale

Reform Area

Break area

Handicraft an artificial leather

Reform area Break area Handicraft an artificial leather A courtyard

The interior space designed with two concepts has been design to spread around the resting space as the 
most nested one of four public spaces due to circul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pace.  Building an 
independent space of consilience with the hall or the inner court provides a resting space in the center while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the visual, spatial stream with a courtyard from the floor to the ceiling and stairs 
between connected spaces. 

두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한 내부공간은 먼저 공간의 용도에 따

른 순환으로 4개의 공용공간의 가장 중첩되는 공간으로써 휴식

공간을 주축으로 주변으로 퍼지도록 디자인하였다. 홀이나 중

정으로 독립된 통섭의 공간을 만들어 휴식공간을 중심에서 잡

아주면서 동시에 바닥에서 천장까지 올라가는 중정으로 그리

고 연결되는 공간사이에 계단들로 시각적, 공간적 흐름을 연속

시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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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Notwithstand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spreading around holding the center, since the re-
maining parts were indefinitely and randomly placed 
and connected as the state of masses, specific pat-
terns or standardized basic modules thereabout 
needed to be provided.

중심을 잡고 주변으로 점차 퍼져나가는 개념을 가져왔지만 그 나

머지 부분은 한정 없이 공간에 무작위로 매스들이 놓아지고 연

결되어 졌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패턴이나 정형화된 기본 모

듈이 필요하였다.

Truth continues to go through the beginning and 
forms a whole with it. Bypass/ Going ahead/ Byway/ 
Crossroads/ Alleyway/ Shortcut/ Fun of choosing the 
road according to the purpose/ Moving as the object 
of enjoyment and appreciation.

Therefore, we interpreted ‘Re’(meaning ‘again’) of 
the word ‘Recirculate’as a Chinese character 再, 
its equivalent, which was illustrated by a Chinese 
character 田  contained in the character 再.  No mat-
ter where you start with, the whole continues to be 
formed. And this form has been more applied and 
added to the orthogonal rectangle box SITE to com-
plete the moving line of space.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로 통한다. 

돌아가기/ 질러가기 / 샛길/ 갈림길/ 골목길/ 지름길/ 재미있는 

길/  용도에 따라 골라가는 재미/ 이동이 즐김과 감상의 대상

그래서 Recirculate에 Re-의 뜻인 다시라는 뜻을 다시 재(再)

의 뜻을 생각하여‘再’자에 들어있는 밭전(田)을 형태화하였

다. 시작을 어디서하든 시작과 끊임없이 하나로 통하고 사이트

인 직각 사각형 박스에 이 형태를 더 응용하고 덧붙여 공간의 동

선을 완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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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ade  &  Interior

내부와 내부, 내부와 외부의 순환.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계단을 더 나아가 계단에 연결통로

나 난간 등으로 구분을 두어 이동 간의 긴장감과 안정감을 유도

내부공간과 외부와의 순환은 중심에서 뻗어져 나온 매스가 공

간이 됨

Circulation of the internal and the internal and circulation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Furthering staircase that connects the space and the space, we have separated them using connecting pas-
sages or railings, etc. Thereby to induce the tension and the stability when moving.  

The circulation between the internal space and ex-
ternal space shall be described as follows: mass 
stretching from the center makes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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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A yard - sale

Break area

Reform area

Handicraft an artificial leather

계단의 형태가 각 공간의 가구에 적용 : 계단을 변형 간소화

작은 규모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공간의 사용

자의 행위에 맞는 볼륨으로 형성 / 외부에서는 외부 파사드로 적용

Apply to the furniture of each space shape of stairs : 
stairs to transform simplification

더 나아가 뻗어져 나간 매스가 외부 벽체와 만나 창으로 표현되면서 매스의 연장이 외부까지 이어져 나가게 하여 외부와 

내부가 창으로 연결되어져 순환됨을 나타냄

After further proceeding, meets the external wall to be expressed as windows, where the extension 
of mass links with the external to finally go out.  After all, the total expression represents that the 
internal space and the external space will be linked together and circulated. 

On a scale in order to efficiently use the space of each 
user`s activity in the space formed as the right volume 
/ apply to the external facade

가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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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ade   &   Exterior

계속해서 연속적인 순환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파사드 디자인

외부로 돌출된 내부가구

공간 연장의 창

외부로 돌출된 공간 외부로 통하는 중정

Continue to the recirculation for Border heomulda 
from Facade design

Came out of the furniture

Extending the window of space

Came out of the space A courtyard through th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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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파사드 & 내부 이미지 Exterior Facade & Interior Image

장식적 계단의 형태 Ornamental st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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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Urban Creative Port

중림동과 동자동을 이어주는 사이에 위치

Situated between jungnim-dong and dongja-dong

김태욱 전형준 김혜남  |  Kim,Tea-Uk  Jeon,Hyung-Jun  Kim, Hye-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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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서울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십년간 사람들의 발의 표정을 새

롭게 바꾸어 주는 골목이 있다. 서울역에서 서부역 쪽 출구를 나

와 염천교 다리를 건너면 다리 한 편에 1950년대 이후 무려 60

년간 서울 사람들에게 각자의 개성에 맞는 맞춤 구두를 만들어

주었던 염천교 구두골목이 있다. 하지만 유명 브랜드에 밀려 예

전에 명성은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구두골목에 여러 공간들

을 연결시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이동의 공간을 구성하

여 50년대 사람들이 붐비던 구두골목의 추억을 되찾고자 한다.

독립적으로 위치한 건물 뒷쪽 지하 1층이 노출된 배면 인근에 역사적인 공간 위치

There is yeumchun bridge shoes street can be found 
when you across the bridge at the outside of the 
south gate of seoul station. The market street has 
been known for the shoes street which has provided 
customized shoes for every citizen’s needs for last 
60 years since 1950s. The street does not still has its 
former glory because of famous brands from gigantic 
companies, but our new design concept is focused 
on revitalizing the previous crowded market street 
in 1950s to make a new crowded path for the public.

Stood individually The back side of basement is exposed The building beside of historica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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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Problem & solving

서울 중구 의주로 2가에 위치한 염천교 구두골목은 인근에 역사적인 공간인 서울역 1호선, 서소문공원, 염천교가 위치해 있다. 지리

적으로 중림동과 동자동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 건물과 인접해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인접해있는 서울역 1호

선으로 인해 배면은 지하1층이 노출되어 있다.

긴 하나의 단지가 아니라 여러개의 건물들로 되어있어 건물간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문제점

1층부에만 구성되어 있는 판매 공간으로 그외 층은 비활성화 되있는 문제점

판매 외 공간 부족의 문제점 (전시, 제작)

비좁고 답답한 내부 공간의 문제점

각각의 건물마다 최소 1개 이상의 계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패스와 연결, 패스를 통한 모든 

건물들의 이동가능 

구성하고자 하는 패스를 통해 그외층에도 판매공간을 구성

구성하고자 하는 패스를 통해 제2의 공간을 구성

패스 내 열린공간을 구성하여 공간적해소를 제공

The market street is situated between jungnim-dong and dongja-dong geographically and its back side is ex-
posed by one story below because of metro line no. 1. It is also individually built from other buildings and no 
others located by its side.

Hard to access one to the others because of type of the building is built indi-
vidually not built having connections

The problem of non-active spaces except for the selling space on the first 
floor

No enough spaces for an exhibition and manufacture 

Problematic narrow inner space

Each one has at least one stair case and makes a path to connect the build-
ings so that people can use ‘Path’ to enter the others

Make more selling spaces on the other floors while making the paths

Make The Second Place while organizing the paths

To make open space in the path will provide mor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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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Process

광장이란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넓은 빈터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생활, 정치, 휴식 등 다양한 공간이 내

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장의 통상적 의미를 새로

운 개념의 광장으로 해석하여 해당 염천교 구두골목에 재탄생 시키고자 한다.

여러 공간들을 하나의 길

을 통해서 연결된 공간

기존의 공간을 확장 시켜주

는 공간

광장의 길적 요소를 공간에 구성하다

길을 통해서 형성되는 제 

2의 공간

공간적해소 개념의 열린 

공간

매개체

확장

제2의 공간

열린공간

The place used for a living, rest and politics and it is historically important space having many stories. 
We will develop the new concept of an open space from the old one to apply on yeumchun bridge shoe 
street and revitalize the place.

Elements in the path of the squre configurate in the space.

Path
Space

Product

Rest

Rest

Rest

Exhibition

Commerce

Exhibition - Commerce - Rest Rest - Rest

Exhibition - Product - Commerce Exhibition - Commerce

Commerce - Commerce - Commerce Product- Rest

Exihibition

Exihibition

Commerce

Commerce
Product

Rest

All the spaces con-
nected in one path

Existing spaces expand-
ing to other spaces

A naturally created 
the second space 
from making paths

From the narrow 
space to the verti-
cally wide space

Midium

Midium

Expansion

Expansion

Second space

Second space

Open space

Ope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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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ded view

Space program

기존의 구두 판매 공간을 확장시킨 공간 

판매 공간 외 체험할 수 있는 구두 제작 공간

제작 및 판매되는 구두의 전시 공간

협소한 공간내에서 공간적 해소를 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

Commerce

Product
Rest

Exhibition
Space of expanding the space  
existing shoes for sale

Besides the experience of the space 
could sell shoe production space

Space of expanding the space  
existing shoes for sale

In a confined space can relieve the spatial the 
rest of th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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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천막

옥상정원

가구 (벤치)

3층 휴식공간

난간

3층 휴식공간

층별 이정표

유리 쇼케이스

열린공간 3층에 위치한 천막, 결의형태를 이용한 가구, 유리 쇼케이스는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더해준다.

패스 캐노피

패스

건물 스킨

패스 스킨

3층 휴식공간 자연채광 및 차양의 기능

옥상 내 휴식공간 및 건물내 녹지 제공

패스 내 바닥라인과 단차를 이용한 가구

건물 패스 스킨의 매스감을 강조

건물 내 간이 녹지공간을 제공

각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

건물의 표정 및 디스플레이 공간을 제공

각 층별의 정보를 제공

난간 역할과 공간의 매스감 강조

열린 형태의 휴식공간을 제공

패스와 같은 재질의 난간(목재)

열린 형태의 휴식공간을 제공

B1

1st

2nd

3rd

4th

5th

Open space located on the third floor of the tent, used furniture, a form of resolution 
glass showcase serves as a roost no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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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Furniture

해당 공간에서 패스는 각 건물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의 역할로서 각각의 건물에 최소 1개 이상씩은 연

결되도록 구성하였다. 또 각 층을 이어주는 패스는 외부 스킨의 역할로 건물의 표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Path (wood)의 연장선상으로 가구를 구성하였다. Path 바닥의 결을 따라 단차를 달리

하여 fl+450과 fl+600의 레벨이 다른 공간을 구성하였다.

At least one (1) the role of a mediator that connects each building path in the corres-
ponding space in each building as portions will was configured to connect. Walks between 
path, the role of the external skin of the building look shows.

Furniture path (wood) extension configuration. Results according to 
pathon the bottom of the steppedspace was constructed by varying dif-
ferent levels of fl +600 and fl +450. 

Canopy (wood)

Path skin (opacity 10%)

Path skin (opacity 70%)

Furniture (wood) fl+600

Furniture (wood) fl+450

Furniture (wood) fl+600

Path (wood) f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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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f

Roof-garden

3층 열린 공간에 위치한 천막 형태의 지붕은 중앙부에 자연 채광의 기능을 가지고 있

으며 나머지 부분은 외부 날씨로부터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거대한 크기와 

높이를 가지고 있어 열린 공간에 웅장함을 더해주고 있다.

4층과 5층의 야외 휴식 공간은 관목과 디자인된 난간, 결의형태를 이용한 바닥패턴

으로 인해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Located in an open space on the third floor of the tent roof is a fea-
ture of natural light in the central and protected from outside as the 
weather for the rest of the functions. In addition, massive size and 
heighti’ve got an open space in the grander family.

4th and 5th floors of the outdoor seating area has shrubs and designed 
railings, used the shape of the floor pattern resolution Due to family 
fun.

Path (wood)

Handrail (thk 50mm x 20mm)

Shurb

Rest space (4F & 5F)

Sts.Frame (thk 100mm)

Sts.Frame (thk 100mm)

Wire (thk 24mm)

Sts.Frame (thk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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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간이 패스를 통해 연결된 각각의 건물들

패스 내 기존 건물을 가로지르는 휴식 공간을 제공

패스와 패스 스킨을 통한 건물의 역동적인 표정을 연출

협소한 공간내 공간적 해소 개념의 열린 공간을 제공

The entire space is path connected through each of the buildings

Cross path provides a space for you to relax existing building

Path and directing the dynamic expression of the building via a skin path

In a confined space offers an open space of the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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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목, 디자인 된 난간 등이 있는 열린 휴식 공간의 옥상정원을 구성

Shrubs, such as handrali, designed a rooftop garden with a relaxation space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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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여진우 이혜우  |  Song, Hee-Sung  Yeo, Jin-Woo  Lee, Hye-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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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of incubator of culture for training new shoes 
designers

Unit into One

신진 구두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문화 인큐베이터 센터

‘Street for selling shoes in yeomcheon bridge’ is really backward  space be-
cause in spite of this name, compared  to surrounding  improvement, this  
space is old and regressed. And  it looks like one  which is united, but actually 
these buildings are  blocked by stairs and walls, and we can feel that com-
munication of buildings  is blocked strongly.  Also when we look these old 
buildings, we can feel that communication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is 
blocked. Therefore we plan to maintain characteristic of  ‘street for selling 
shoes in yeomcheon bridge’ and to communicate with surrounding environ-
ment and inner spaces. 

Background

염천교 구두거리는 그 명칭이 어색할 정도로 주변 발전에 비해 낙후 되어있는 공간이다. 게

다가 건물 전체도 하나로 연결되어 보이지만 계단과 벽으로 인해 한 동, 한 동 단절되어 있

어 건물간의 소통이 차단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게다가 심하게 낙후된 건물의 모습 

자체에서 주변과의 소통마저 차단시킨다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소외된 염천

교 구두거리를 기존의 고유성을 유지하며 주변은 물론 내부의 단절까지 소통 되는 공간으

로 계획해 보고자 한다.

If  we want  to maintain visits  for activating  this  street, the public should ac-
cess this street  and buildings  easily and  comfortably and this street should 
be improved because there are only shoes shops and workrooms. Because 
of this by analyzing the floating  population  and  cultural  facilities  which  
are  located  around  this  site,  we should choose proper factor for develop-
ing  this  street  and  buildings and we should attract  external  customers  
naturally  and  because  of  this, communication of sellers and customers 
can be frequent.

Site analysis

Site Traffic 문화시설(카페)

염천교 구두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사람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구두매장과 작

업실 뿐인 기존 건물에 대중들이 쉽고,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주변의 유동인구와 문화시설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요소를 새롭게 둠으로서 

외부이용객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여 염천교 내부인들과의 교류가 생겨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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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건물로 인한 기성새대 유입기대량 감소

Purpose

구두장인의 뒤를 이을 신진디자이너의 부족

Lack of new designers who may learn 
skills of master artisan

염천교 구두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부족

Deficiency of recognition about ‘street 
for selling shoes in yeomcheon bridge’

주위의 많은 교통시설에 비해 비약한 접근성

Weak accessibility compared to many 
surrounding traffic facilities

Because  of  obsolete  buildings, de-
crease of expectation of the older gen-
eration

현재 구두거리의 위기를 신진디자이너의 육성으로 유도하여 장

인들에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진디자이너에겐 배움의 기회

를 제공한다. 또한 염천교 구두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유입인구

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이를 타겟 분석을 통하여 근처 유동인구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원들을 주 외부 이용객으로 선

정하였다. 타겟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 조사결과 많은 이용

객에 비해 수가 현저히 부족한 카페를 생성하여 외부이용객을 구

두거리로 유도한다. 이에 신진디자이너와 외부이용객과의 교류

의 공간을 통하여 신진디자이너는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이를 통하여 외부이용객과 장인 신진디자이너 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 질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창출되어진다.

Care  that  the  budding  designers  through  each 
unit being formed  in each  incubator  incubator  of  
budding  designers, budding  designers  will  have  
the  opportunity  of space. Also  a  budding   designer  
configuration  space  to  help  visitors a  new  experi-
ence  of  space,  and  each  of   these  units,  one with  
each  other  through  the  concept  of  polio  mino.  
Shoes are  fused  together  in  each  unit  of  distance 
cause  the  new wind   of  change.  By  doing  so,  the   
budding  designers  munron shoe  street  bridge  yeo-
mcheon  it  self  revisited  will  be.

저렴한 가격에 구두 구매가능신진 디자이너의 증가 및 구두거리 브랜드화

Increasing new designers and brand of 
this street Through  issuing   ‘the  street for sell-

ing shoes’, and increasing migrating 
population

구두거리 이슈화를 통한 유입인구 증대로 구두

거리 활성화

구두장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

New jobs are created for master arti-
sans.

You can purchase shoes at an afford-
abl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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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Unit into one

Several units which can help new designers are gath-
ered for new designers as incubator and this place 
becomes one.  Also,  not  only  new  designers,  but 
also external customers  and  master  artisans  can 
communicate and ‘the street for selling shoes’ can 
be vitalized.

신진 디자이너들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도

움을 줄 수있는 여러 유닛(unit) 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공간이다. 

또한 신진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외부 이용객과 구두장인이 모

두 소통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염천교 구두거리가 활성화된다.

Design motive Polyomino

기본 구성 법칙 - 자유변형: 공간과 공간이 맞닿아 연결되어 여

러 모양의 공간이 생성된다. 기존건물의 뼈대에 공간의 기준을 

두어 독립되어진 정사각형의 공간을 생성한다. 이 각각의 공간은 

자유변형을 통하여 연결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폴리오미

노의 덩어리는 하나의 기능을 가진 유닛(UNIT)이 되고 이 유닛 들

이 모여 채워지고 비워지며 또 다른 공간이 생성된다.

Basic constitution rule - free transformation : one 
space and  another   space are  met  and  connected  
and  then spaces of various shapes are created.
Make space of  shape of square by establishing 
standard to frame of existing building. These spaces 
are connected through free transformation. By pro-
ceeding this, createdpolyomino mass becomes units 
which have one function and  by gathering  and emp-
tying these units, other space is created.

정사각형 여럿이 최소 1개의 변을 공유하여 만들어지는 다각형

들을 총칭한다. 이것을 정사각형의 평면적 개념이 아닌 정육면

체의 공간의 개념으로 기존의 건물에 적용한다.

1. 모노미노(monomino) - 정사각형 1개로 이루어진 도형

2. 도미노(domino) - 정사각형 2개로 이루어진 도형

3. 트리오미노(triomino) - 정사각형 3개로 이루어진 도형

4. 테트로미노(tetromino) -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도형

Square shares at least one side and this is called 
‘polygon’ and without two- dimensional concept, with 
spatial concept as cube, we apply this concept to ex-
isting buildings.

1 Mono mino - figure which consists of one square
2 Domino - figure which consists of two square
3 Trio mino - figure which consists of three square
4 Tetromino - figure which consists of four square

가변성을 통해 생성되는 중심 VOID 공간

폴리오미노의 기본 법칙인‘자유변형’을 통해 SOLID 공간이 

생성된다. 각각의 UNIT들은‘겹침의 가변성’ 을 통하여 VOID

된 공간이 생성된다. 새로 생성된 VOID 공간에서는 신진 디자이

너와 구두장인, 외부 이용객들이 어우러질수 있는 하나의‘소통

의 공간’이 되어 유닛간의 기능과 역할들이 통합되어 어우러지

는 새로운 공간이 창출된다.

Solid  space  through  the  basic  law of the polio mino 
‘free  transform’  is  generated. Through the ‘variabil-
ity’ of the overlap of each unit void space is created. 
Space in the newly created void god jean designers 
and verbal craftsmanship, external guests be togeth-
er and that one of communication ‘space’ between 
units of the roles and functions through harmonize 
the sum is creating a new space.

Void space around that is generated by the variability 

개인작업

개인작업

진입, 방문

구매, 간접 체험

작품전시, 홍보

경험 전수, 교육, 공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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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gin process

가변성을 가진 폴리오미노를 통하여 새로운 공

간이 생성된다.

New space will be created through pol-
yomino which has variability.

폴리오미노 유닛을 하나의 덩이로 보이기 위해 

연결된듯한 창을 냄.

Making connected windows for show-
ing one mass from polyomino unit.

기존 건물의 창문과 유닛간의 창문의 관계를 통

해 창과 창을 통하는 들어오는 빛의 느낌을 받

게 된다.

Through relationship of windows of ex-
isting building and windows of units, we 
can feel light through windows.

생성되어진 보이드의 공간과 오픈되어진 슬라

브의 연계를 통하여 새로운 소통의 공간이 창

출된다.

New  communicating  space can  be 
created through connection of created 
void space and opened slab.

정육면체의 공간의 연결부위를 통로화시켜 한덩이의 폴리오미노 유닛이라는 것을 외부에서도 느

껴지게 한다.

By making passage for joint of space of cube, externally people can feel one poly-
omino unit.

트리오미노의  앞쪽 면을 일부 오픈시켜  외부이

용객을 공간 안으로 유입시킨다.

Opening front triomino partially and at-
tract external customers to the internal 
space.

전면의 유리를 통해 건물 밖 외부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신진디자이너의 작품을 카페를 이용

하는 외부 이용객이 관람 할 수 있다.

Through whole glass,  you can see this 
from outside the building. Also, exter-
nal customers who use cafe can see 
new designer’s pieces.

New  communicating  space can  be created through  connection  of created  void 
space and opened slab.

정육면체의 공간의 연결부위를 통로화시켜 한덩이의 폴리오 미노 유닛이라는 것을 외부에서도 

느껴지게 한다

By making  passage for joint of space of cube, externally people can feel one 
polyomino unit.

생성되어진 보이드의 공간과 오픈되 어진 슬라브의 연계를 통하여 새로운 소통의 공간이 창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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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omino axonometric

모노미노(monomino) - 정사각형 1개로 이루어진 도형
Mono mino - figure which consists of one square

소통의 공간 소통의 공간
Communicating space Communicating space

도미노(domino) - 정사각형 2개로 이루어진 도형
Domino - figure which consists of two square

작업 공간 작업 공간

Work space Work space

트리오미노(triomino) - 정사각형 3개로 이루어진 도형
Trio mino - figure which consists of three square

작업 공간

작업 공간

작업 공간

작업 공간

Work space

Work space

Work space

Work space

카페

카페

Cafeteria

Cafeteria

테트로미노(tetromino) -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도형
Tetromino - figure which consists of four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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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omino axonometric

4th floor plan

3rd floor plan

2nd floor plan

1st floor plan
Ent 외부 이용객 Visitors

구두 장인 Masters

신진 디자이너 Young dsigners

소통의 공간 Meeting area

Visitors

Masters

Young designers

Helper zone

Helpe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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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업공간
Collaboration workshop

장인 사무실3

신진디자이너 작업실 4

Stair 6

Shoes master’s office 3

Young designer’s office 4

신진디자이너 작업실 2

신진디자이너 작업실 3

Young designer’s office 2

Young designer’s office 3

Stair 5

Stair 3

Stair 1

장인 사무실 1
Shoes master’s office 1

장인 사무실 2

shoes master’s office 2 Stair 4

Stair 2

기부공간
Space for share

신진디자이너 작업실 1
Young designer’s office 1

신진디자이너 만남의 공간
Meeting room for young designer

전시공간
Showroom

카페 2

카페 1

Cafeteria 2

Cafeteri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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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에서는 신진디자이너의 구두전시를 관람할수 있으며 오픈된 파사드를 통해 개방감을 갖는다.

You could enjoy young designers shoes in showroom and nice view with open-ness.
장인과 신진디자이너의 콜라보레이션 작업공간.

Collaboration workshop for masters and young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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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슬라브의 공간에서는 테라스의 기능을 갖는다.

There could be terraces in empty spaces.
내부로 들어가면 각자 공간을 이루고있는 폴리오미노 덩어리를 느낄수 있다.

Approaching  into  inner  space could feel spatial  polyomino-mass  made 
each spaces.

With changable-polyomino could make various spatial moods in the void of this building. Also through this, the sunshine could make various images and feeling during 
the day.

가변성의 폴리오미노를 통하여 중심 보이드 공간에서는 여러가지의 공간감을 느낄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오픈되어진 천창으로 들어오는 빛 역시도 다양성을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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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윤경환 장민호  |  Kim,Ji-Yeon  Yoon,Kyung-Hwan  Jang,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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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재생, 과거와 현재를 중첩하다

Background

There are existing areas used to be active and visited 
by people while leading history and economic feasi-
bility from the past. But since those areas could not 
adapt to changing period, it has been getting forgot-
ten. Although there are artisans who have been de-
voted themselves to only one work, forgotten spaces 
are being changed into disgusting and reluctan place 
to be visited. To reform the space with energy and 
make it lead economic feasibility, a project began.

옛날부터 존재해와 그 지역의 역사성과 경제성을 주도하여 사

람들이 많이 찾고 활발했던 지역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지역들

은 시간의 흐름과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하고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 지게 되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일

을 해왔던 장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 진 공간들은 그 지

역에서 혐오스럽거나 찾아가기 싫어하는 공간으로 변모해 갔다. 

이렇게 변모한 공간들을 다시 예전에 모습인 경제성을 주도하

고, 다시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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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다, 새기다

다시

다층

Scrape, carve

Again

Palimpsest

Palimpsest   =   palin (다시)  +   psen (긁다, 새기다)

Multiayer

Site analysis

Concept Keyword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 2가 (b-site)

이곳은 서울역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다. 하지만 잘 알려지

지 않아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주변에 서울역 외

에 많은 역이 위치해 있어 찾아가기에는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주차공간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

용하여 찾아가는 편이 좋으며,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아 상권 또

한 좋은 편이다. 

팰림프세스트는 과거에 종이가 아주 귀했을 때 종이 대신 양

피지에 글과 도형들을 쓰고 재활용하는 의미로 원래 있던 원문

을 파내고 새로운 글을 써 내는 것이다. 팰림프세스트의 특징

인 존재하던 글자를 파내고 새로운 글자를 써내는 것처럼 과거

의 것과 현재의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과

거와 현재의 공존, 재생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

정하게 되었다. 

팰림프세스트의 어원인 palin(다시)와 psen(긁다 새기다)와 팰림프세스트의 사전적 의미인 다층적 공간을 이용하여 공간의 새로운 연

출과 과거의 존재하던 기둥 또는 재료, 사용하던 작업도구를 이용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존재하게 할 것 이며, 다층적이라는 요소를 

이용하여 여러 층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Location : uijuro 2 (b-site)

Jung-gu, seoul. It takes about five minutes from the 
place to seoul station. Since the place is not well-
known, it caused low accessibility. But it is quite 
convenient to get to the place thank to lot of sta-
tions around the place except for seoul station. In 
case of private cars, however, there is no parking lot, 
which recommends to use public transportations. It 
has good commercial supremacy because there are 
many office workers around the place.

Etymology of concept, palin and psen, and multi-layered spaces as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palimpsest were 
used to create new space and existing column, materials and used work tool were used for coexistence be-
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at the same time. Multi-layered spaces will be shown as well.

In the past, letters and figures were written on parch-
ment instead of papers due to lack of sufficient pa-
per. For recycling, new letter could be written on 
the parchment after existing letters were dug. It is 
a feature of palimpsest to dig existing letters and re-
write new letters, which is suitable for the aims of 
coexistenc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we’re 
pursuing.

The 4th Hidden Space Project172



Site analysis

OVERLAP

FACE

STEREOGRAM

SPATIALISER

Motive

모티브로는 중첩, 가변성 그리고 공존이다. 공간과 공간에 [중

첩]을 이용하여, 하나의 이어진 층을 생성하여 동선을 계획하고, 

유도한다. 또한 사용용도가 플래그십 스토어인 동시에 전시공간

인 것을 고려해 [가변성]을 이용해 상황에 맞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끔 할 것이며, 과거 사용하던 기둥, 재료, 기존벽체 또

는 마감재를 사용하여 팰림프세스트라는 컨셉에 어울리는 공간

으로 디자인 할 것이다.

양피지에서 보여 지는 중첩되는 글자의 이미지를 디자인을 풀어나가는 처음 도입부분으로 삼는다.

면이라는 문단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입체감을 주어 공간을 형성한다.

입체화 시킨 매스들을 확장하여 공간으로 만들어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글자가 이루는 문단을 면으로 표현하고 띄어 쓰는 간격의 틀을 빈 공간으로 형성한다.

The image of letters shown on parchment will be placed the beginning of the design.

To express the paragraphs as a side in three dimensions, the space is created with cubic effect. 

After expanding three-dimensional structured mass, it will be offered to user as a space.

The paragraphs composed of letters  are expressed as a side and the blanks among letters form an empty space. 

Overlapping, changeability and coexistence. To use 
overlapping among spaces, it will create a connected 
floor and plan moving line to lead people. Since the 
use presents flagship store as well as exhibition, the 
space will be changeable for each situation though 
changeability. It will be designed to fit in palimpsest 
and concept by making use of used column, materi-
als, existing wall and finish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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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ship store

Exhibition plan

Sketch

Exhibition space shelves 1 Exhibition space shelves 1 Commercial 
Space shelves

구두골목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시켜 구두골목의 각 상인들의 주력 아이템을 한 곳에 모아 전시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공간으로 만

들 것이며, 전시공간을 만들어 구두골목의 역사성이나, 재료, 디자인, 도구들을 전시하여 사람들에게 제품구매와 동시에 제품이 만들

어졌던 과정이나 전시회를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활동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구두골목의 홍보효과와 전시공간과 판매 공간

이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을 창출해 내어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

[넓게 본 시야의 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실제적이고 확실

하게 설명되는 과거를 이용한 전시를 말한다. 거시적 전시를 이

용하여, 과거의 구두를 만들었던 방법들이나, 사용했던 도구 또

는 재료들을 전시하여 구두의 역사성을 알아볼 수 있다. (확실성)

[좁게 본 시야의 전시]라는 의미를 갖으며, 진보하는 앞일처럼 

설명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함을 전달하는 전시를 말한다. 미시적 

전시를 이용하여, 앞으로의 구두의 트렌드를 제시하거나, 독특한 

재료를 이용한 제품을 전시를 할 수 있다. (불확실성)

이 외에도 많은 전시가 있다. 정적 전시, 동적 전시, 영상 전시 등 

여러 전시가 있으며, 기획전이나, 초대전 또는 공모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더욱 더 넓은 전시회를 제공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

어내어 지속적인 홍보효과를 낼 수 있다.

거시적 전시 미시적 전시

The shoes street will be integrated as a brand to create a new space showing, displaying and selling main items 
of tradespeople. Exhibition space will be presented to display history, materials, design and tools of shoes 
street, which can offer not only products purchase but also an opportunity to watch exhibitions and process 
about how the products are made as two activities. It generates an effective promotion effect and a unique 
space exhibition space and commercial shop can coexist, which can offer differentiated image to consumers. 

It has a meaning of [an exhibition with a wide sight] 
and indicates the past which can be explained practi-
cally and certainly. The methods to make shoes in 
the past and used tool or materials will be displayed 
to figure out the history of shoes through macro-
scopic exhibition.

It has a meaning of [an exhibition with a narrow sight] 
and indicates which cannot be explained with uncer-
tain and unclear features. The upcoming shoes trend 
and product with unique materials will be displayed 
through microscopic exhibition.

There are a great deal of exhibition above those 
referring static exhibition, dynamic exhibition and 
video exhibition. To offer wider exhibitions can draw 
people’s attention through contest exhibit, invitation 
exhibit and planned exhibit, which leads continuous 
promo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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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ility of the 

Exhibition space

Stairs, the connec-
tion of commercial 
space and exhibition 
space

Video 

Exhibit space

Exhibition plan
BASIC

일반적인 전시를 할 때에는 가변성이 없이 각 각의 객체로 실

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벤트를 하거나 또 다른 전시를 할 때에

는 그 상황에 맞게 가변성을 주어 1:1:2의 비율, 2:2의 비율, 또

는 3:1의 비율을 사용하거나, 아주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할 때에

는 벽들을 때어내어 하나의 큰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일

방적인 동선을 만들어 그 동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공간을 만

들어 낼 수도 있다. 

When it comes to general exhibitions, thread is used 
as each object without changeability. But it will be 
changed to use 1:1:2 ratio, 2:2 ratio or 3:1 ratio for 
event and other different exhibitions. When an open 
space needs, it can be changed as a huge space to 
detach bricks. A space forcing people to follow mov-
ing line can be created by making one-sided moving 
line.

Alt 1

Alt 2

Alt 3

Alt 4

Alt 5

Alt 6

Alt 7

Alt 8

BASIC BASIC

평소의 특별한 전시가 없을 때 사용되는 형태이다. 각각 다른 형

태의 전시 또는 테마가 다른 전시를 할 수 있으며, 한 공간을 창

고로 사용한다던지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실로 사용 할 수 있다.

Alt 1

벽을 때어내어 커다란 한 공간으로 만들어 내었다. 이벤트나 초

대전을 할 때 유용하다.

Alt 2, 3

넓은 공간에 어떠한 전시를 하며, 작은 공간에 전시의 대한 정보

나 상품에 대한 설명서 등을 설치해 정보를 줄 수 있다.

Alt 4

동선을 한 쪽으로만 갈 수 있게 유도한다. 이럴 때엔 일반적

인 미술관의 전시처럼 지나가면서 전시의 대한 정보를 인식하

며, 지나갈 수 있으며, 한쪽으로 이끄는 동선으로 인해 동선의 

얽힘이 없다.

Alt 5

Alt 1과 같이 벽들을 모두 치웠으나 Alt 1과는 다르게 가운데를 

막아 회전하는식의 동선을 유도한다. 가운데 부스를 만들어 작

품을 설치하거나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가져다 

놓을 수 있다.

Alt 6, 7, 8

여러 개의 소규모 전시를 할 때에 유용하다. 비교적 비중성이 있

는 전시를 넓은 공간에 설치하며, 두 공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

을 하거나 다른 전시를 할 수 있다.

Alt 1

The image of letters shown on parchment will be 
placed the beginning of the design.

Alt 2, 3

While displaying an exhibition in a huge space, the 
information about the exhibition or instructions about 
products can be offered in small space. 

Alt 4

The moving line leads to people to walk to one side. 
People can recognize the information of the exhibi-
tion like general exhibitions at a museum and there 
is no moving line traffic thank to the moving line lead-
ing people to one side. 

Alt 5

All bricks were removed like alt 1 but it leads moving 
line to block center for rotation unlike alt 1. Booths 
in the center will show a space to install art works or 
offer information.

Alt 6, 7, 8

It is useful for several small-sized exhibitions. Large 
sized-exhibition will display in the large space and 
moreover two spaces can be used as different uses 
or displayed other different exhibitions.

It is useful for several small-sized exhibitions. Large 
sized-exhibition will display in the large space and 
moreover two spaces can be used as different uses 
or displayed other different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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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Image

ZONING

Hall 1F, 2f movement 3F exhibition movement

Exhibition 
Business movement 4F movement

Business

Rest room Exhibi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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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Model image

1F Exhibition room

Store & Stair

2F Exhibition (A)

2F Exhibition (B)

3F Business - Cafe

2F Image exhibiti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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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서 몇 십년 전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염천교가 있다. 이곳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홀로 

세월이 멈춰버렸다. 옛것을 보전하기 위해선 터를 잡은 사람들은 쉽게 떠날 수가 없었고 보전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

만 그 공간은 우리에게 옛 추억과 신비로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우리는 짤막한 역사와 추억을 가진 그 장소를 보존하고, 끊겨버린 사

람들의 발걸음을 다시 이끌기 위해 이곳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히피마켓

인디언풍으로 헤어밴드. 판탈롱, 꽃무늬 셔츠, 또는 프릴이 장식

된 블라우스, 술 달린 베스트 ,목걸이·체인벨트를 이용한 룩을 

모아둔 마켓을 말한다.

In this fast-changing modern time, there is yeom-cheon bridge, which retains its same old form from decades 
ago. Here, it is as if time has stopped in the fast-changing society. People who settled here to keep their old 
way of life couldn’t leave easily and keeping their way of life was also not easy. However, this place sometimes 
brings old memories and mysteries to us. To preserve a place with a brief history and memories and to bring 
back peoplewho no longer visit the area, we decided to build a new space here.

Hippie market 
Indian-style hair band. Pantaloon, or ruffles deco-
rated floral shirt, blouse, top with a tassel, necklace, 
chain belt look market collection says.

Background Space program

김유희 신세계 임은비  |  Kim,Yu-Hee  Shin,Se-Gye  Lim,Eu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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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의주로 2가

해당 사이트는 서울역에서 약 400M 떨어 진 곳에 위치해 

있고 ‘염천교 구두거리’ 라 불린다. 주변에는 많은 상업

지구와, 대기업 본사가 자리잡고 있는 반면 주거 하는 사람

들은 없다. 또한 서울역 주변으로는 많은 대중교통이 다니

며 해당 사이트를 두고 보았을 때엔 교통편이 좋지 않은 편

이고 오는 사람 또한 적다.

2 Uijuro, jung-gu, seoul
Located about 400 meters away from seoul station, 
this area is called ‘yeom-cheon bridge shoes alley.’ 
Around this place are headquarters of many corpora-
tions as well as commercial complex, but people do 
not live here. Also, compared to seoul station around 
which are many public transportation routes, traffic 
is bad around the site and only a handful number of 
people visit.

Before After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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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연속으로 공통된 규격의 종이에 연속적으로 넘겼을 때,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애니메이션 

기구이다. 공간 안에서의 Flipbook의 연속성과 동적임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블라인드는 햇볕을 가려주는 커튼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꼭 

창문에 사용해서 그 기능을 발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적

용시켜 나누어 주고 또 공간안에 공간 도입시켜 자유자재로 공

간을 Solid& Void 시켜준다.

연속성 : 끊어지지 않고 죽 이어지게 하며 지속되게 한다.

가변성 : 일정한 조건에서 변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하며, 사용자

에 따라 내부공간 변화가 가능하다.

자유로운 사선 : 비스듬하게 비껴 그은 줄을 이용해 밋밋한 공

간에 변화를 준다.

정지된 공간에 도움(손)을 주어 생명력있는 공간 창출

Scene as quickly as the common standard paper subsequently consecutive motion of a scene to make it look 
like a moving picture, animation agency. Of continuity and within the space of flipbook dynamic that serves to 
connect the space has a different story.

Window blinds are a particular kind of window cov-
ering used to block sunlight. It can be applied else-
where other than windows to serve its purpose and 
in a space within a space where it can make spaces 
solid and void.

Continuity: unbroken and leads straight to persist
Variability: refers to a characteristic to change in cer-
tain conditions and the internal space is possible to 
change
Free diagonal: gives change to a flat space with a line 
drawn obliquely

Variability

Continuity

Creating vital space with helpful 
hands to freezing space.

Concept

Motive Keyword

Flip book : Second floor : Entrace - Counter - Video room

Flip book : Third floor : Main display-studio

Filp book

Blind

The 4th Hidden Space Project180



Flip book : Section

Light change & traffic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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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체험, 입구에서부터 책이 펴질 듯 말 듯 벌려진 것과 같이 

살짝 올라간 경사를 통해 올라가다 보면 밖에서 보았던 영상 속

으로 들어간 듯 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이야기의 도입으로 다른 

공간들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점점 빠져들게 하는 공간이

다. 천장에 달린 버티컬들이 고객의 시선차단을 위해 움직인다.

비좁은 공간에 자리할수 없는 패션쇼를 모델의 모습을 그대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실루엣만을 보여줌으로써 패션상업공간임

을 보여준다. 마치 모델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과 같이, 빛과 영

상으로 허상을 만들어 주어 공간은 쉴새 없이 변하게 된다. 블라

인드와 자바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리듬을 가지고 움직인다.

바깥의 정경을 구경함과 동시에 유리에  인쇄되어 있는 그래픽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됨을 느낀다.

As you walk up the slope that resembles an unfolded 
book from the entrance, you will feel as if you walk 
into the video that you saw from the outsid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tory, the space causes curiosity 
about other spaces and immerses you. Verticals on 
the ceiling move to block the view of the visitors.

Fashion show will not be able to place in the cramped 
space, the appearance of the model show or video 
Silhouette only showing commercial space fashion 
shows. As a model exists that the actual space, given 
the light and create the illusion video relentlessly 
changes. Blinds and bellows in different directions 
Have moved to the rhythm.

Looking at the panoramic view of the outside and 
the change of the graphics printed on glasses at the 
same time, you feel that a new story is starting.

계단실-이야기의 변화

입구-도입

영상실-변화하는 공간

Entrance-the introduction,
the experience of change

Video room-change the space

Staircase-the change of th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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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블라인드들과 자바라들이 사람의 움직임, 낮과 밤의 밝기

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에 따라 공간과 동선이 변화하고 휴식 공

간에서의 전경은 그 것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

껴진다. 매 시즌에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나 신상품을 진열하고, 

블라인드와 자바라가 그것을 마치 보여주기 아쉽다는 듯 움직이

며 고객을 유혹한다.

이곳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른 곳 과 다른 격자무늬의 버티칼

이 있다는 것이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른용도의 장소라는 곳

을 나타낸다. 실제로 2층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고른 옷들을 입어

볼 수 있는 피팅룸이 마련되어 있고, 자신이 옷을 입은 모습을 

찍어볼 수 있는 장소다.

스튜디오의 격자무늬 옆으로는 복도와 같은 길이 나있다. 이 길

에서 격자 사이로 보이는 스튜디오를 보면 , 마치 미술관에서 전

시를 보는 듯 한 느낌으로 공간을 볼수 있다. 이것들도 구석으로 

모이는데, 이때에는 탁 트인듯한 공간을 볼 수 있다.

Many blinds and bellows move according to the 
movement of the visitors and the brightness of the 
day and night. Accordingly, the space and the flow 
of people change and this results in the view from 
the rest area to look completely different. Display the 
most popular products of every season and the win-
dow blinds and bellows move in a motion, as if they 
are trying to hide the products, to attract customers.

Here’s hallmark is that of the other places and other 
plaid vertical It represents a place called elsewhere, 
and for other purposes. Coming up from the second 
floor, even seen wearing the clothes in the fitting 
room actually see features, and take a look yourself 
dressed in place.

Next to the plaid of the studio is a corridor-like hall-
way. If you look at the studio through the grid, the 
view will make you feel as if you are looking at an 
exhibit at a museum. These gather in the corner and 
when they do, you can see the open space.

메인디스플레이-이야기의 줄거리, 결말

스튜디오-이야기를 체험 한 이후의 감상문

격자-미술관의 전시실

Main display-the plot of the story, 
the ending

Studio-experience the story 
after gamsangmun

Grid-showroom of th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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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마치 모델이 걸어다니듯, 패션쇼를 구현하는 장소이다. 

정면으로 나가는 조명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영

상으로, 움직임이 표현된다. 내부의 영상 조명은 160, 110의 각

도로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사람을 표현한다.

입구에서부터 영상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들어오게 된다. 이는 마

치 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 영상 

조명을 통과하면, 사방으로 퍼지는 사각의 깔끔한 조명으로 블

라인드의 그림자가 사방으로 퍼진다.

The place where fashion shows are held as if models 
walk around in images. The front-facing light is fixed, 
but the light itself is one of the images and movement 
is expressed. The internal video lightings move at 160 
and 100 degrees and express moving people.

Given the picture from the entrance through the body. 
Come. It’s makes us feel like the heroine of this story. 
If light passes through the image of boxers spread 
everywhere, neat lighting spreads everywhere the 
shadow of the blinds.

빛을 퍼뜨리는 장소 동화 속을 걷다

Spread the light spot Walk the fairy t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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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의 조명은 외부로 나가는 조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누군가

를 눈에 띄게 만들어 줄 조명들이다. 가구를 비추고 있는 조명은 

가구에 걸려있거나, 눕혀져 있는 옷, 패션 소품들을 빛나게 해줄 

것이며, 스튜디오에 있는 조명은 옷을 입은 손님들을 비출 것이

고, 이에 비춰진 모습은 그림자가 되어 외관에 비칠 것이다. 사람

을 빛나게 함으로써 건물과 공간이 더욱 더 빛날 것이다.

가구는 블라인드의 사선의 연장선 상에서 보았을 때의 모양을 따서 제작하였다. 이것들은 자유로워 보이기도하고, 재미를 주기도 한다.

Someone for the rest, except the third floor of the 
outgoing light lighting lights are noticeably made-
appearance reflected this furniture in the furniture 
shining lights, or hanging clothes, lying in fashion 
accessories make them shine and shine the lights 
in the studio, dressed guests, and will shine in the 
shadow appearance.Buildings and spaces by people 
shine will shine even more.

Furniture were made after the appearance when viewed on the extended line of the diagonal of the blind. These are fun, free, and boyigido well.

Main display Area Studio Area

당신을 빛나게 하다

Make you shine

Fu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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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an Shoes

Program

Renovation

District

Background

Solution

Straw grind reported by scholars outside the city gates, from entering Joseon Dynas-
ty as offensive Uh climb yeomcheon school oral history of the alley was derived. Used 
Combat Boots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after the liberation of U.S. troops 
stationed thereafter converted. By street shoes were selling became more famous, 
but the 21st century, today’s handmade shoes go through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nformation revolution, due to the principles of mass production and detach-
ment damae market awareness fell at a lower cost than the famous maker sold by 
did not receive attention far behind is pushed out back yeomcheon school also culled 
becoming artisans are losing seoljari. Of society as a whole, these microscopic, mac-
roscopic to solve the problem of You do need some space to bridge the yeomcheon?

Space are aimed at saving itself subject artisans focused on distance to the sustain-
able development of the surrounding commercial area. Therefore, the area on both 
sides of the alley wearing oral alley achieve commercial area for food and beverage, 
culture, exhibition, including a new program configuration formed by naturally in-
creasing the distance of the floating population as much as possible by keeping the 
former renovation of the oral alley to forget the identity not meet the needs He solve 
the problem b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oral alley.

염천교 구두골목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어 올라가 사대문 밖에서 선비들이 짚신을 갈아 신고 

들어 오는것에서 부터 유래 되었다. 그 후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해방 후 주둔했던 미군의 중고 전투

화를 개조하여 팔게 되었고 구두거리로 유명해져 갔다. 그러나 21세기 오늘날 산업혁명과 정보혁

명을 거치며 대량생산을 하는 기업들과 박리다매의 원리로 인해 수제구두시장은 인지도가 떨어졌

고 유명메이커 보다 저가로 판매하여도 주목받지 못해 뒤쳐져 뒤로 밀려나게 되어 염천교 구두골

목 역시 도태되어 가고 있으며 장인들도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미시적, 거

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천교를 위해 어떤공간을 필요로 할까?

이 공간은 대상인 장인들에 초점을 맞춰 주변 상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거리 그 자체를 살리는 것

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골목을 끼고 양쪽에 지역을 형성하여 상권을 이루고 구두골목을 위한 문

화,전시 등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자연스럽게 유동인구를 늘리고 거리의 옛 모습을 최대

한 유지하여 리노베이션을 함으로써 구두골목의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게 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

제를 해결하여 구두골목의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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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 alley’s revisited, there is a way at there 

Site analysis 

Shoes street, yeomcheon-bridge, uijuro 2(i)-ga, jung-
gu, seoul, korea

Traffic line Traffic line

A whole other level than india much lower on the first 
floor at the entrance of the narrow alleyways various 
scrap metal horizons waters built interfering. You 
can see that most of the shops listed in their cramped 
falls on are placed through the alleyways and shops 
currently operating stores that closed during the tall-
est building on the left, the right of low-rise buildings.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 2가 염천교 구두골목

전체적으로 다른 인도보다 레벨이 1층 정도 낮으며 좁은 골목길 

입구쪽에 여러가지 고철물들을 세워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 대

부분의 상점들이 답답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

재 운영하는 상점 중에 문을 닫은 상점들도 두루 있고 골목길

을 기준으로 좌측은 높은 건물들이, 우측은 낮은 건물들이 배

치되어 있다.   

YEOM CHEON ART SQUARE
구두골목의 재발견, 그 곳엔 길이 있다

김찬혁 윤수아 이승봉  |  Kim,Chan-Hyeck  Yoon,Soo-A  Lee,Seu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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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 직종분포 

60대
이상

50대

15,000명
남 여

50대

50대

50대

Interview 

1 2 3 4 5 6

A floating population Professional type 

Relieves the heaviness of the space Improvement of working area  Keeping the advantages of shoes alley Induce sights again  

+ Break area
Exhibition

Cafe
Event zone

Dust 

Artisan 
Shoes

Look again 

Adding program 

New space
People
Artisan

Flesh air

Workroom

1. 공간의 답답함 해소 2. 장인들의 작업공간개선 3. 구두골목이라는 장점 유지    4. 외면되었던 시선을 다시 유도 

“역한 본드 냄새와 온갖 가죽 먼지가 가득한 공장 안의 제화공들도 장마철엔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인지 손바람이 나지 않는다. 여름

엔 하루 건너 일거리가 있어도 다행인데 사실 한 두달 동안은 휴가나 마찬가지이다.”

고위
관리직

도소매업

전문직

건설업

서비스 

및 판매직

금융 및 보험업

기능직

SWOT analysis 

Design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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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Weakness

Threat

Opportunity

SWOT analysis 

People’s awareness about the alley shoe shoes demand increases.

Other commercial space and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discrimination.

Other commercial space and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discrimination.

Fast in the midst of modern society to pursue a handmade shoe is hard to target market.

Streamlined work environment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craftsmen. 

Presenting the possibility of a new landmark in the alleys of the shoes.

The program is hard to sustain.

Shoe alley, but there are many to revive in time is needed.

The new space should people’s curiosity over the flow.

Handmade shoes can lead to a new trend.

The purpose of the space when there isn’t an event or exhibition depreciate.

Due to the program’s overall space divided each side lacks unity.

Yeom-cheon bridge contributions by being the product of the alley branded shoes.

Provides a space for you to relax in the city find your people enjoy.

Space safety is very low.

사람들이 구두골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구두의 수요가 증가한다.

Goal  =   encompass

Alleyways wrapping to save the space of the old 
buildings in the context of the new outgoing ppeoteo 
long old road bridge yeomcheon of saving the pro-
gram again.

골목길을 감싸는 새로운 공간에 옛건물의 맥락을 살리고 길게 뻣

어나가는 염천교 옛길을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시 살린다.

사람들의 관심증가로 인한 장인들의 일거리 증가와 함께 구두골목의 발전을 도모한다. 

다른 상업 공간과 차별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빠른 것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수제화라는 빈틈시장을 노리기 힘들다.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장인들의 능률이 높아진다.

염천교 구두골목이라는 새로운 랜드마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

주변 상업공간들과 다른 구두골목만의 특색을 살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공간을 통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도한다. 

수제화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진행되는 이벤트나 전시가 없을 시 보이드한 공간의 용도가치가 떨어진다.

각 각 따로 나누어진 프로그램으로 인해 전체적인 공간의 통일성이 부족하다.

염천교 구두골목의 제품이 브랜드화 됨으로써 가치가 높아진다.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공간의 안전성이 매우 떨어진다.

Strength  +  opportunity  =  take

Weakness  +  threat  = development

Shoe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through yeo-
mcheon bridge curiosity and awareness about the 
new space,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craftsmen 
nopahjimyeo oral demand increases and therefore 
the artisans and increased job done.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oral alley.

Handmade shoes featured in the market to find sal-
vage outdated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the 
interaction space and cracked from side to side with 
one connection.

염천교 구두골작업 환경개선을 통해 장인들의 능률이 높아지

고 새로운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인식이 높아지며 구두의 수요

가 증가가 되며 따라서 장인들의 일거리 증가와 함께 구두골목

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속에 이미 한물간 수제화시장의 특색을 찾

아 살려야 하며 좌우로 갈라진 공간과 프로그램을 하나로 연결

하여 상호 작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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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르다   [Encompass] 

Design concept

Outside process
01. 02.

03.

The space of image

Busy city people

Cultural
Natural Cultural + original

Original
Natural + original

Approach of people Embrace

Encompass

Artisan’s of lonely shoes district

Gives a rest space to them

The new programs and the rest of nature in the city 
fi ghter pilots.
Oral tradition of the original alley presented the new 
cultural distance.

Personal space

Licks the alley of space

Encompass

Encompass

Coming into the 
space outside your 
vehicle

The alley of unique at-
tribute in a new space

Gray building is filled with modern in spring school 
shoe Alley is one of those places, showing no signs 
of the history intact. The exteriors will be unchanged 
even in the eyes of those who are his, and craftsmen, 
we are giving them is put should keep giving spar-
ingly. Spring bridge in order to fly back to the alley we 
have lanes shoes in a wide variety of programs and 
the alley will present the design to Augustus.

1. There is to be one by collecting.
2. Two or more words together in one place 
    in the  Yuc play. 
  - [Thesaurus] Intermix, tied up, come true.

구두골목 본래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거리를 제시

그로 인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도시 속  자연의 휴식을 안겨준다. 

개인적인 공간

길이 공간을 감싸고

두 가지가 아우르다

길과 공간이 아우르다

그 공간으로 유입하는 

외부의 매개체

공간 고유의 특성에 새로운 

특성의 길이 생김

문화적인 접근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장인과 아우러지다. 

자연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골목과 아우러지다. 

1.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 판이 되게 하다.

2. 윷놀이에서, 말을 두 개 이상 한데 합치다.

  - [유의어] 섞다, 묶다, 이루다.

회색 건물이 가득한 현대 속에서 염천교 구두골목은 그 장소 그

대로 남아있는 역사의 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외면되어가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자기일을  하시는 장인들

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을 보담아 주고 아껴주고 지켜주어야 

한다. 염천교 구두골목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골목길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골목을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한다.

Create new things based on the old

Protect Shoes 
Alley

The rainy season

Protect Artisan

Low season

Encompass

Creative

In the same context as the existing space combined to generate a new space

The outer material of the building’s disconnection with the transparent and out 
through the double layer cowhide

같은 맥락으로 기존에 있던 공간에 접목시켜 새로운 공간을 생성

외부와의 단절을 건물의 투명재질을 통해 안과 밖이 아우르다.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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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Program application

Shoes store
Break area
Exhibition
Workroom
Cafe

Design 01
Break area

Enter

Each workroom

Break area

Store

Enter

Event

Exhibition

Sunshine

District

Workroom

Design 03
Pavilion

Design 02
Workroom

Design 04
Shoes store

답답한 외부로부터의 

단절이 가져오는 폐쇄감

좁고 획일적인 작업공간

공간자체가 가지는 자유로운 동선

구두를 판매하는 각각의 상점

전체적인 골목길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레벨변화에 따른 공간의 분할

공간분할에 따른 전시공간 형성

자바라를 통해 공간의 답답함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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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ded view

Model view

Unit 01 Unit 02 Unit 03 Unit 04

2Nd floor, next to the roof rather than 
the concept of concepts is the same 
person as the height of the warmth and 
space, and he got off with a glass of the 
box under the floating.

The main entrance is connected di-
rectly from the. In the exhibition, on the 
road, the crescent staircases square 
performances and commissioned the 
artisan’s workshop, remodeling the 
rest and make a sale is the most im-
portant space in the art square.

‘ㄷ’shaped pillars in the have just 
split the video down and space exhib-
its, panels and exhibitions and is also 
naturally green areas and connection.

Overall, look around for some place to 
go, and the sense of what it feels like. 
In addition, 2 bits of data are able to 
choose the length you’re copper wire 
is divided.

2층의 개념이 아닌 옥상의 개념으로서 옆의 중

정과 높이가 같으며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있

는 공간이며 그 밑의 유리박스와는 떨어져 있어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메인입구에서 바로 연결 되는 곳이다. 초승달 

길에서는 전시를, 계단광장에서는 공연과 휴식

을, 장인의 작업실에서는 리폼의뢰와 판매를 할 

수 있는 아트스퀘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이

라고 볼 수 있다.

‘ㄷ’자모양의 기둥에서 막이 내려와  공간을 

분할하여 영상전시, 판넬전시등을 할수 있으며 

녹지공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전체적으로 둘러보아 어떤곳이고 어떤 느낌인

지 자각하고 들어 갈 수 있게 해준다. 또한 2

갈래로 길이 나뉘어져 있어 동선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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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view

Craftsmen’s work area is divided into separate alleys 
are not made via the one can see.

Right in front of the workspace of warmth and of the 
artisans in the form of the hall.

The context of the current lanes and buy space for 
renovation from side to side.

Counter and dp’s craftsmen made at space whenever 
you can sit down and relax to see god. 

The main entrance at the top while the whole shoe 
comes in at the eye corner. A green space on the left, 
descend the staircase on the right square.

Relaxation space and exhibition space, etc. At any 
time so depending on the season you can transform 
a space. Can be applied to a variety of programs.

장인들의 작업공간과 골목길이 따로 나뉘어 진것이 아니라 하나

로 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앞에 있는 중정과 장인들의 작업공간이 복도형식으로 연

결되어 있다.

현재 골목길의 맥락을 그대로 살렸으며 좌우로 리노베이션한 

공간이다.

카운터와 dp공간이 있어 장인들이 만든 수제화를 언제든지 신어

보고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메인입구에서 내려오면 전체적인 구두골목이 눈에 들어온다. 좌

측의 녹지공간이 이어지며 우측은 계단광장이 있다.

휴식공간과 전시공간등 언제든지 시즌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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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은 정보배 최미경  |  Kim,Shi-Eun  Jung,Bo-Bae  Choi,Mi-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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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p of The  Time
시간의 중첩을 통한 기억의 공간

Background

현재 염천교 구두골목은 높아진 국민소득과 고급 브랜드를 앞세

운 대기업, 초저가의 중국산 수입신발이 상권을 주도 하고 있어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 90년대 이후 아득한 전설이 되어버린 염

천교 구두골목을 되살리기 위해 현재 트렌드에 맞는 구두생성과 

신진 디자이너의 발판이 마련될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염천

교 구두골목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새롭게 재탄생하는 공간을 제

안한다. 과거를 보여주는 역사성이 드러난 시간과  앞으로 구두

골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게 된다.

Now people stopped coming to shoe street yeom-
cheon bridge. Rise in the national income, launching 
of the big company’s luxury brand and the cheap im-
ports from the china are the reason. After 1990, shoe 
street yeomcheon bridge became forgotten legend. 
It need shoes-making in a recent trend and space to 
be foothold of rising designer to revive forgotten shoe 
street yeomcheon bridge after 1990. So we suggest 
the reinvention of the space while saving the historic-
ity of shoe street yeomcheon bridge. This space show 
the shoe street yeomcheon bridge’s direction of ad-
vance and time of histo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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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207-26 염천교 염천교 구두골목은  일제 경성역 시절부터 구두점포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미군들의 중고 전투화 가죽으로 만든 재생 신사화와 

맞춤 구두의 원조로 자리 잡았다.207-26, Jung-gu, seoul, sunhwa yeomcheon bridge 
intersection

Shoe street yeomcheon bridge occupied as origin 
of custom-made shoes and recycling men's dress 
shoes made by american soldier's used combat 
boots leather when shoe shop had been opened in 
japanese colonial era.

Target

20세와 40세 사이의 여성

Women of 20 years old and 40 years old

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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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program

Keyword

Concept

History space

구두골목의 역사성을 알려주는 공간으로써, 시대에 따라 변해온 

구두골목과 구두의 모습을 보여준다.

본연의 것에 있어 그것의 본성은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쌓이면서 생기는 시간의 중첩이라는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공간의 콜라주를 통해 재

조성 된다.

This space display changed shoes image and shoe 
street with period to inform historicity of shoe street.

Nature of object is unchangeable even if time pass. 
Yet flow of time fold something on it. We express this 
property with collage.

Display space

공동 작업공간에서 만들어진 현재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디자

인의 구두를 전시하는 공간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공존됨을 느

낄 수 있다.

과거의 옛 공간에 대한 기억들과 느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지난 잔상으로 특징을 가져옴으로써  공간에 적용시켜 

옛 공간에서 나오더라도 과거의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잔상의 이

미지를 통해 공간이 디자인 된다.

구두골목 본연의 옛 공간과 새롭게 입혀질 공간이 함께 공존하

는 ‘기억, 시간을 담은 공간’으로 재조명 하여 전시 및 역사

박물관으로 조성하였다. 옛 구두골목의 재현을 통해 지나간 시

간의  흔적들을 찾아가게 되며,  현재와 미래에 맞게 구성된 공

간은  앞으로 구두 골목이 나아  가게 될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You harmonize with the present and the past in the 
space that exhibit shoes of new design in a recent 
trend.

The space’s memories and the feelings of the past 
becoming the afterimage as time passes. By adopt-
ing this afterimage, the space has been designed to 
make people can feel its past.

Collaboration space

변화해가는 시대에 맞춰 구두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진디자이너들과 옛 구두 장인들의 공동작업 공간으

로써, 이곳에서 앞으로의 유행될 구두들이 만들어 진다.

This is a workroom of shoes artisan and rising de-
signer who can help to lead the market in changed 
period, and new fashion shoes is made by them in 
here.

“좋은 건축은 도시에 시간을 파괴하지 않는다.” 

“A good time does not destroy 
The city’s architectural.”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중첩”

“Superposition of time past, present and future of”

“시간으로 구성되는 짜임새”   

 “Time goes woven texture”

“공간의 콜라주”         

“Space of collage”

Old and new shoe street, the space with memory and 
time, is built renewed history museum. The space 
that consists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propose 
way to progress with reappearance of old sho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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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1 Scene2

Space plan analysis

Perspective

There are three floor: first floor, middle floor, third floor. The first floor is history chamber, and the third floor is 
workroom of shoes artisan and rising designer. You feel space from flow of time. We show afterimage by story. 
Also we experience ‘old and new’ to plane through collage of space with time.

You can sense the shoes in each workroom we split shoes-making 
into four step.

You take a picture with photo-zone, shoes-display-object designed by shoes  artisan and rising 
designer, in the third floor after you see the past.

1층, 중2층, 3층으로 된 구조로 일층은 히스토리 공간, 삼층은 장인과 신진디자이너의 작업실이다. 시간의 흐름 순서로 공간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어 시간의 잔상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공존하는‘old and new’컨

셉을 평면에 시간을 담은 공간의 콜라주로 표현하였다.

구두 제작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그 단계별로 과거작업공간을 재현해 놓아 직접 만

지고 보고 느낄 수 있다.

과거를 체험 한 후 3층 작업실에서 장인과 신진 디자이너가 디자인 한 구두전시 오브제를 배경으로 포토존을 통

해 현재의 모습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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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3 Scene4

Scene5

Elevation

외부와 내부 사이에 공간 층을 하나 더 두어 공간 층을 이용한 공기의 대류에 의한 열

에너지의 순환 시스템인 더블스킨 구조이다. 외피는 실제 파사드보다 크게 하여 액자와 

같은 느낌을 주었으며, 꼴라주의  느낌을 살린 디자인이다. 

This is double-skin facade system that is placing the space between the 
outer and inner skin so the air flows inside the space circulates the heat. 
By enlarging its size double-skin loo ks like frame. Also this  design is 
collage.

1층에서 과거의 중2층에서 삼층으로 오르는 계단까지의 공간은  디스플레이 된 구두를 

관람할 수 있으며, 1층과 삼층을 개방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Middle floor and each stairs are connection between the first and third 
floor with shoes on display.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가상의 디자인을 체험하고, 바닥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 재미를 더한다.

1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중2층에서 큐

브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가 자리 잡고 있

다.

신진 디자이너들과 기존 장인들이 만나 앞

으로의 트렌드를 이끌어 갈 구두를 디자

인한다. 

You experience imaginary design with media and 
touch screen to be fun.

There is media art with cube in 
middle floor.

Budding designers and artisans to 
meet the future to lead the trend 
shoe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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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Image

내부는 1층, 중2층, 3층으로 된 구조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공존하는 컨셉으로 시간의 흐름순서로 공간을 느낄 수 있

으며 시간의 잔상을 하나의 스토리로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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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Image
외부는 더블스킨 구조로 되어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르는 시간을 꼴라주로 표현하여 느낌을 살린 디자인으로 시간의 잔상들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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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쾌하게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게...

Airily, but not too much...

Allegro ma non troppo is a one of the musical terminologies which has been brought up for making yeumchun bridge 
to the mode of ‘rise of creative district’. This concept have been chosen to make a cheerful atmosphere by considering 
its regional circumstances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design concept is cheerful, but not too much so that it can 
harmonize with its surroundings.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는 음악용어로 Allegro ma non troppo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염천교 사거리의 Rise of creative district를 그 주변

상황과 역사성에 맞게 그 지역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는데 새로운 디자인으로 주변과의 어울림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튀기 보다

는 경쾌하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은 방향으로 디자인 하려한다.

권유리  황희정  |  Gwon,Yu-Ri   Hwang,Hee-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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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ite analysis User

Yeumchun bridge is located between seoul station and 
the south gate located in the center of seoul. People may 
think it is beside of a stream because of  ‘chun’ can be 
nterpreted for a meaning of a stream but it is actually 
situated above of railroad tracks. This place is known 
for ‘shoes street’ and it has had various stories for peo-
ple going to their home town, having a blind date and 
having a job interview by providing a chance to get their 
right shoes. The place is not vigorous and economically 
downturned now because of cheap chinese products and 
some major shoe brands. The discouraged merchants 
of yeumchun bridge give a chance to think public about 
their consuming habitations which only follow luxurious 
brands and obsession about their appearances rather 
than their inner beauty. We are about to make a side 
street which can draw people and live together by re-
minding them the past prosperous time of more than 
50years ago.

Yeumchun bridge shoes street is located in euijuro 2-ga, 
junggu, soeul and beside of 100 years old seoul sta-
tion, metro line number 1 and 4, sosomun park and the 
south gate. It is also conveniently located for other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such as buses. Even though peo-
ple can easily use many transportation systems, it has 
poor access to its own street. Our project buildings situ-
ated side by side are facing each other. The back one is 
hard to get some sun light and not easy to access from 
outside because of tall buildings surround it.

We decided not only focusing on shoe stores but also 
creating an artistic atmosphere on the street. This work 
can let more people visit the street for all purpose. The 
targets of my design are people who want to see, hear 
and feel about shoes and a story about a tap dance. 
The old street needs some unique item which can at-
tract people’s atten tion by revitalizing the market street. 
There is some action for the back building to catch pub-
lic’s eye and get more sun light.

염천교는 서울의 중심인 서울역과 남대문의 사이에 있는 다리

이다. 염천교라고 해서 혹시 냇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할수도 있

으나 다리아래에는 냇물이 아닌 기차선로들이 널려있다. 염천

교 구두골목에선 해방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명절에 고향

을 가는 사람들, 선을 보는 사람들, 면접을 보는 사람들 등 수많

은 사람들의 발과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값싼 중국산 구두와 유명 브랜드에 밀려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

점 잊혀져 가며 줄곧 내리막길을 가고있다. 염천교 상인들의 한

숨이 유명상표와 겉치레에만 집착해 온 우리들에게 조용한 질책

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한다. 50년도 넘은 지금 옛

날의 시간을 떠올리며 다시 사람이 모이고 공생할 수 있는 골목

을 만드려고 한다.

염천교 구두 골목은 서울 중구 의주로2가에 위치하며 인근에 

100년 넘게 운행 중인 서울역 철도와 지하철 1호선, 4호선이 다

니고 서소문공원, 남대문이 위치해 있다. 또 버스가 지나다니는 

등 많은 교통이 밀집해 있다. 우리가 선택한 건물은 앞 뒤로 마주 

보고 있는 형태로 앞 건물에 비해 뒷 건물은 진입이 힘들고 높은 

건물 사이에 끼어 있어 빛을 받지 못한다.

구두골목이지만 구두 상점에만 집중하지 않고 골목에 예술을 더

해 한정된 사람들만 찾는 곳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찾게 한

다. 구두에 대한 이야기나 탭 댄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듣고 

느끼고 싶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옛 시간

에 갇혀있는 골목을 살려 끊어진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다. 뒤에 가려져 있는 건물에게도 시선

과 빛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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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Problem & solution

(Blocked buildings)

Associating shoes, tap, tap dance with the sound of tap. 
Apply the rhythm and tempo of tap dance: cutting the 
rhythm by making sound as ‘tak-tak’ but joining together 
eventually.

1. Attract the people’s attention by opening the building
2. Provide a open view point from the entrance to the back of it
3. A harmonized design is applicable
4. Secure the flow of human traffic from the front building to the 
back one

Provide a open view point from the entrance to the back 
of it. Secure the flow of human traffic from the front 
building to the back one.

New tall buildings on the crossroad 
disturb the view of the project area.

There are more tool shops around the shoe street 
and it does not a good match with its name.

Hard to attract people because of invisible 
inner space of the buildings.

막힌 건물

모형사진 _계단에서 본 모습

모형사진 _Shop에서 본 모습

구두-탭-탭댄스 -> 소리 연상
탭 댄스에서 탁 탁 끊어지면서 이어지는 리듬과 박자를 공간

에 적용

1. 건물을 개방하여 행인들의 이목을 끌어줌

2. 진입부에서 뒤의 건물까지 한번에 보이는 시야 확보

3. 주변 건물보다 튀지 않고 조화롭게 디자인

4. 앞의 건물 내부에서 뒤의 건물로 편하게 가기 위한 동선 확보

진입부에서 뒤의 건물까지 한번에 보이는 뷰 확보

앞의 건물 내부에서 뒤의 건물로 편하게 가기 위한 동선 확보

01. 사거리의 새로 지어진 큰 

건물들에 의해 묻힌 느낌  

02. 구두 상점 보다는 공구 상점이 

더 많아서 구두골목 같지 않음 

03. 건물의 내부가 보이지 않아 

  관심을 끌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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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It is important to protect and keep this small market 
from gigantic enterprises but giving the small mer-
chants to have a chance to make their own products is 
more important issue. Connect & collaborate will be the 
aim for this job to connect and revitalize the street and it 
is based on the main conceptual words of divide & con-
trol. To make the space of all people by using ‘win-win’ 
strategy, not for ‘ care only myself’, will lead to make 
a place for co-existing by helping each other and giving 
the dark street to have a new breath. This spatial art 
work will be presented based on the theme of the music 
tempo: allegro ma non troppo.

2F
Place for tap dance performance a 
waiting area for dancers

1F
Information desk for the performance and exhibition
space accessories for tap shoes, a repair shop

Difficult to access from the 
back side of the building.

Hard to give a visible access to people 
and looking isolated from its surroundings.

Triangular inner space makes 
‘Dead Space’.

21세기는 핸드메이드의 시대이다.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쇠

퇴하지 않도록 대형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Divide & Control을 핵심으로 다시 잇고 스스로 살게 하는 Con-

nect & Collaborate를 구현한다. ‘나 혼자 잘 되자’가 아닌 모

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공생 하며 

불꺼진 골목에 숨을 불어 넣고 소리를 바탕으로 한 이루어진 공

간 예술을 하려고 한다.

외부로 

나가는 계단

전시관으로 

내려가는 계단

2층

탭 댄스 공연

댄서 대기실

1층

탭 슈즈 악세사리 판매, 수선 

공연 전시 관련 정보 안내

04. 뒤의 건물은 아예 시야에서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찾기 힘들고 동 떨어져 보임

05. 건물 뒤로는 진입하기가 힘듦 06. 내부 평면 모양이 삼각형이라 

데드 스페이스가 생김 

Hard to attract people because of invisible 
inner space of the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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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Open the entrance to ease for viewing

Rhythmical sense for flooring patterns Harmonized and absorbed environments of shops and waiting rooms

Lead the flow of human traffic
깊은 시야 확보를 위해 전면 오픈

바닥 패턴의 리듬감 연결과 몰입을 느끼게 하는 샵과 대기실

동선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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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thmical sense for a handrail of a step

Do not put a chair or couch in the limited 
area and make a stair way as a seating 
area for an audience to make more space 
for the performance hall.

The graphic pattern of the exhibition hall of first floor connects from inside to outside; the pattern will 
apply for the wall, ceiling and furniture respectively by making a one sequence of movement.

Connect the way to enter the shop in the 
second floor with the entrance of first floor.

‘The soundable path’ makes many different 
types of sounds such as ‘tok-tok’ and ‘tak-
tak’ by using various  materials like woods 
and steels for the road.

계단 난간의 리듬감

1층 전시관의 바닥 그래픽 패턴이 길 건너까지 나와 이어지고 그것이 벽과 천장을 지나가며 가구가 됨

2층에서 샵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동선과 1층으로 

들어가는 동선을 같이 설치

소리나는 길을 나무, 철 등 재질이 다른 바닥으로 

‘또각또각, 탁탁’ 다양한 소리가 나게 함

객석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좁은 공간에 

의자를 설치하지 않고 넓게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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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thmical sense for flooring patterns

Apply same materials for two different building to make 
more connected visual image of the space. Use furniture surrounded the wall and ceiling to open or close spaces. 

바닥 패턴의 리듬감

컨셉의 느낌을 위해 같은 재질로 반대편의 건물에도 적용
벽과 천장을 두르는 가구로 개방과 차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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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ht exhibition hall and venue in an alley. The entire sight in an alley.
골목에서 본 전시관과 공연장 모습 골목에서 본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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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통로, 담을 통

구두장인과 신진디자이너, 소비자들이 교류하는 디자인센터

통통통_

김민경 김옥선 정세희  |  Kim,Min-Kyung  Kim,Ok-Seon  Chung,Sae-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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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염천교 구두골목은 50~60년대 구두산업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구두산업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이 담긴 공간이다. 하지만 변화

하는 시대에 대응하지 못했던 구두골목은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며 시대와 단절 되어 가고 있다. 더 이상 구두 기술을 배우려

는 사람이 없는 이곳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Shoes street in yeomchun bridge was center of 
shoes industry in 50~60s. It contains people’s lives 
and memory. But since the street could not deal with 
changeable ages, it has been isolated with people. 
We are about to create a place for communication 
between tradespeople and customers.

서울 중구 의주로2가 179번지 염천교 구두상가
Uijuro 2-ga, jung gu, seoul 179 yeomchun bridge, korea

Shoes stores, 179 yeomcheon bridge, uijuro 2, jung-gu, seoul
The shoes street located in yeomcheon bridge near to seoul sta-
tion was formed by connecting about more than 10 stores as a 
unique place. There are lots of high office buildings around the 
street and seosumun park shows in front of the building. Further-
more, there is railroad behind the building. It makes relatively 
open view can be shown. But it has poor transportation, which 
causes low accessibility. Since the building is toward north, it is 
always gotten shade as a weak point. We decided the center func-
tioning mainly in the building as a site.

Site analysis 서울역 부근 염천교 다리 위에 위치한 구두골목은 10여개 이상의 건물이 이어

져 형성된 독특한 곳이다. 주변에는 높은 오피스빌딩들이 많고 건물 정면에는 

서소문 공원이 후면으로는 철도가 있어 비교적 트인 view를 느낄 수 있다. 하지

만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 향은 북쪽을 향하고 있어 항상 그늘이 

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 주요고객층은 50~60대로 한정되어 있다. 우리는 건물

에서 중심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중앙을 Site로 정했다.

Constrable 
Development

A stuffy 
Stair hall

Limitative 
Customer 

Shabby structure Irregular way of ligh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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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OUR NEEDS? 장인

ARTISANS

휴식, 식음료 공간이 부족해. 상인

과 소비자를 위한 쾌적한 공간 또

한 필요하지!

A space for rest and bev-
erage is insufficient. Also 
pleasant space is essential 
for tradepeople and con-
sumers! 신진디자이너

RISING DESIGNERS

개인 작업실과 내 작품을 홍보하

고 전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

Isn’t it better to have a 
space for personal work-
room and promoting and 
displaying my works?

I need a space helping me 
to find shoes suitable for 
me.

소비자
CUSTOMERS

나에게 맞는 신발을 찾도록 도와

주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어

Main user

자신에 발에 맞는 구두, 새로운 디자인의 나만의 수제구두를 찾

는 다양한 소비자를 이용자로 선정하였다.

Shoes artisans who have been in the shoes street and 
rising designers leading to the feature of the shoes 
street were targeted as main users.

Sub user

오랜 시간 구두 골목을 지켜 온 구두 장인들과 구두 골목의 미래

를 만들어 나갈 신진 디자이너를 주된 사용자로 잡았다.

Various customers looking for shoes fitting their foot 
and new designed handmade shoes were chosen.

Purpose

공존
Coexistence 

수제화 장인
Artisans

신진디자이너
Rising designers

소비자
Customers

A connection with customers and interaction of gen-
eration are made while history and trace of the shoes 
street in yeomchun bridge are being preserved.

“공존”

염천교 구두골목의 역사와 흔적을 보존하면서 세대 간의 교류와 

소비자와의 소통의 연결고리를 만든다. 이것은 기존의 것과 새로

운 것을 묶어 함께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Strength

기존 구두골목 건물의 역사적 보존.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함으로서 다양한 소비층을 이

끌어 냄.

It has a history by maintaining existing shoes street building. It generates 
divers consumers by being together with different generations.

Opportunity

장인들의 기술과 신진디자이너들의 젊은 감각을 통한 새로운 디자인 탄생 세대교체가 가

능함에 따른 지속 가능성.

The birth of new design through artisans’ technique and the young sense 
of rising designers. Sustainability following a shift in generations. Sustain-
ability following a shift in generations.

Weakness

불편한 교통으로 접근성이 떨어짐 휴식  공간의  부족. 좁고 위험한 이동  통로.

It has poor transportation, which causes low accessibility. The lack rest 
spaces. Narrow and dangerous transfer port.

Threat

장인과 신진디자이너들의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혹은 개성 강한 신진디자이너들끼리의 

불협화음.

Conflicts between artisans and rising designers.Dissonance among design-
ers. ....Showing strong personality.

Existing narrow and dangerous passage will be expanded as a new connection space while preserving the building and stores. Programs fitting the features of the 
shoes street with considering period and designer spaces designers can respect each other or be together will be created to draw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existing generation and new generation. 

A I M
구두 골목의 건물과 상점을 유지하되 기존의 좁고 위험한 통로를 확장시켜 새로운 연결공간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시대성을 고려하여 구두골목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로는 존중하되 함

께 할 수 있는디자이너 공간을 만들어 기존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충돌을 막을 것이다.          

Space design

기존의 좁고 위험한 연결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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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풀리거나 잘못 매어 진 신발끈을 다시 묶는 행위로써 새로운 출

발을 위한 준비를 의미한다.

‘신발 끈’을  고쳐 매다.

To tie shoeslaces.
;It means new beginning by tying shoelaces mis-tied 
or undone. 

시대에 뒤쳐져 사람의 발길이 끊어져 가고 있는 염천교 구두골

목을 풀려 진 신발 끈으로 보았고 기존 구두골목에 새로운 고

리(프로그램)를 넣어 이들이 잘 어우러져 단단히 이어진 공간

을 만든다.

Shoes street going to lag behind the times and being 
isolated in yeomcheon bridge was regarded as un-
done shoelaces. Firmly connected space is created 
by putting new link(programs) on the existing shoes 
street to be harmony with each other.

Motive

매듭 Knott 끼워넣다 Insert 풀어지다 Untagnled 고리 Eyelet

연결 통로의 확장

빛의 유입 및 동선의 확보   

기존공간에 새로운 공간(프로그램)이 끼워짐 새로운 연결고리 생성

Program

서로가 서로를 도와 완성되는 프로그램. 기존 구두골목에 없던 

쇼룸, 검사실, 신진 디자인실, 셀프 카페를 만들어 기존의 구두 상

점과 긴밀히 엮었다. 구두골목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

과 더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소비자와 구두상인을 도울 것이다. 

Co-design center : 함께 디자인 하는 것

Designing together A program completed by helping each other show-
rooms, inspecting room, rooms for rising designers 
and cafe not existed before were created to connect 
with existing shoes stores closely. The shoes street 
will help consumers and shoes tradespeople through 
the new program with professionalism and widen 
broad-mind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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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plan

Show Room
염천교 구두골목 모든 상점의 구두가 전시되어 있는 곳.

구두 상점들을 홍보하는 기능과 함께 소비자를 구두 골

목으로 끌어들인다.

A place displaying shoes of all stores on the 
shoes street in yeomchun bridge. It will draw 
consumers’ attention to come to the street 
while promoting stores.

Foot Inspecting
수용자의 발을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곳으로 자신에 발

에 딱 맞는 수제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전문성이 강화된다. 

A place for inspecting customers’ foot it helps 
customers find handmade shoes suiting for 
their foot perfectly. It emphasizes profession-
alism through precise inspection. 

Rising Studio
신진 디자이너의 작업실. 젊은 구두 디자이너의 꿈을 

지원해 주는 공간으로 구두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는 지금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의 

첫 발판을 만든다. 

Workroom for rising designers. It’ s a space 
to support young shoes designers’ dreams, 
which will be a chance to foster new human 
resources though there are no one who is 
willing to learn shoes technique.

Rising Store
신진디자이너의 판매 공간. 구두 골목에 신진세대의 트

랜드와 컨텐츠를 유입시켜 더 다양한 소비자를 수용하

게 한다. 또한 이는 세대 교체를 이루며 계속해서 새로

워지는 구두골목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A sale space for rising designers. It will ac-
commodate more various consumers by ac-
cepting rising generations’ trend and con-
tents on the shoes street, which create new 
shoes street continuously while making the 
change of generations.

Self Cafe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휴식 공간. 

상인과 디자이너, 소비자가 자유롭게 만들어 나가는 공

간으로 구두골목에 여유와 활력을 줄 것이다. 

A rest space connecting spaces with spaces 
as passage. It will generate energy and re-
laxed feeling to shoes street and it can be 
also created by tradespeople, designers and 
consumers freely.

Stair Case
이야기가 담긴 통로. 기존의 연결공간을 넓혀 서로 다른 

공간들을 엮어 주었다. 이것은 어디서든지 마주하게 되

는 동선으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며 북향인 구

두건물에 열린 통로를 만듦으로서 빛과 사람 그리고 그

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Passage with stories. After expanding exist-
ing connection space, it was connected with 
different spaces. It was designed with the 
flow of human traffic in mind, which makes 
people communicate each other. Light, peo-
ple and their stories show by making open 
passage in the shoes building toward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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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show room

2F inspecting room

4F rising studio

3F rising store

3F self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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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보이는 건물의 모습
View from th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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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통로역할과 건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할 수 있

는 공간

Rooms for designers’ working and their shoes selling

소비자들의 발에 맞는 신발을 제작해 주기 위해 소비자들의 발

을 검사하는 공간

건물을 이용하는 디자이너의 신발이 전시되어 있어 홍보와 사람

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공간

디자이너들의 작업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공간

Main passage and refreshment space for building

Inspectingroom for cutomized shoes

Showroom for display and promoting designer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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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mcheongyo shoemaking street developed into 
shoes producing area , while the shoemakers disas-
sembled the military boots and reassembled them 
which were left by American soldiers right after the 
independence of Republic of Korea. With cheap price, 
the street paralleled fancy shoe stores, but fewer and 
fewer people came to this Yeomcheongyo shoemak-
ing street with the flood of cheap Chinese shoes, and 
it is under risk of disappearing due to urban develop-
ment. In order to revive this street, we are planning 
to renovate the shoes shopping area into dynamic 
structures and to attract people by making cultural 
places where everyone can enjoy themselves.

We transformed and extended an abandoned warehouse, 2 adjacent shoes stores which were placed at the 
back side of Yeomcheongyo shoes stores and under Yeomcheongyo.

염천교 제화거리는 광복 직후 미군들이 염천교 밑에 남기고 간 

군화를 분해, 재조립하면서 신발 생산지역으로 발전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제화점들과 쌍벽을 이루었지만 유명브랜드와 값 

싼 중국산 구두가 밀려오면서 염천교 구두 제화거리를 찾는 사람

들이 줄어들었고 현재는 개발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염천교 제화거리의 부활을 위해 우리는 정적인 구두상가

의 모습을 역동적인 구조로 바꾸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

간을 두어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리노베이션하려 한다.

우리는 염천교 구두상가의 뒤, 다리 아래쪽으로 위치한 버려진 창고 공간과 그 앞 맞닿아있는 2개의 구두상가를 변형, 증축시켰다.

An Extension Line of The Boundary

Background

FRONT FRONT FRONT

구두상가 구두상가 구두상가
Shoes 

shopping 
area

Shoes 
shopping 

area

Shoes 
shopping 

area

BACK BACK

폐공장 (not used factory) 폐공장 (not used factory)

BACK

Bridge Bridge

Ground Ground

김지영 김지은 박다혜  |  Kim,Ji-young  Kim,Ji-Eun  Park,Da-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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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partment Traffic

Green area Store

Yeomcheongyo shoes shopping areas are located on 61~70, ju-ro 2-ga, jung-gu, 
seoul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which is the center of seoul and so many trans-
portations start and arrive there, so it is a major traffic point, but it cannot be said 
that they are well located , because they don’t have directly connected access road.
Besides, right after passing yeomcheongyo from namdaemun, you can find these 
shoes shopping centers : from the first shoes store, je-il which is located on your 
left, to almost 40 shoes and leather stores are closely located until gosanja monu-
ment. All the shoes stores are located  around seoul station at the back, and seoso-
mun park at the front and gosanja monument on the side, which makes the shoes 
stores located among a geographically triangular position with history.

염천교 구두상가는 행정구역상 서울 중구의 주로2가 61~70일대로, 대부분의 역에서 시종착하는 전

국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서울 한복판으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결 되는 

진입로가 없다는 점에서 위치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남대문 쪽에서 염천교를 지

나자마자 왼편을 바라보면 첫 가게인 제일제화부터 시작하여 고산자 기념비에 이르기까지40여 개의 

제화피혁가게가 밀집되어 있는 구두상가는 뒤 쪽으로 서울역, 앞 쪽으로 서소문공원, 옆쪽으로 고산

자 기념비가 위치한, 역사를 간직한 지리적 삼각구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Piranesi space

Piranesi was famous for his copper prints in the 
17c. His work features , dark space like a maze , a 
huge scale of complicatedly mixed ruin , dramatic 
world reproduction through contrast we call piranesi 
space. His complicatedly mixed maze-like spaces 
which were shown in his work “imaginary prison”, a 
dark dungeon, a large scale ruin, extreme antiquity, 
tranquil horror, the emphasis on dark side of feeling 
coming from sublimity, the unlimited magnificence. 
These can be said a romantic reproduction of unreal-
istically and excessively dreamy ruin scenes.

17C 동판 화가로서 유명했던 그의 작품적 특징, 미로와 같은 공

간을 어두운 지하 감옥 복잡하게 뒤섞인 폐허의 거대한 규모, 명

암대비를 통한 극적인 세계재현을 가리켜 piranesi space라 일

컫는다.‘상상의 감옥’이라는 작품에서 드러난 그의 복잡하게 

뒤섞인 미로와 같은 공간들, 어두운 지하 감옥, 거대한 규모의 

폐허, 극도의 고대성, 차분한 공포 속 오는 숭고함에서 보여 지

는 감정의 어두운 측면 강조, 이미지의 무한한 웅장함은 곧, 비

현실적이고 지나치게 환상적인 폐허 풍경의 낭만적 재현이라 

말할 수 있다.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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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고 긴 통로 속, 새어 들어오는 빛의 공간

입구 부분 쪽 아래층의 휴게 공간 

어둡고 긴 통로 속, 새어 들어오는 빛의 공간

커다란 박스 공간 속의 작은 전시부스

Target

Facade

Plan Elevation

Keyword

Office workers in their 20’s~50’s

20-50대의 직장인

Residents around yeomcheongyo

염천교 주변의 거주민

People around seoul station

Foreign tourists

서울역을 지나는 사람들 

외국인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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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ded view

We try to express a piranesi’s unique, dark and ex-
cessively fantastic spaces and mixed places through 
the ambiguity of the boundary and decentralized spa-
tial structure.

By using media art in the whole display of space, we 
unraveledthe piranesi’s ancient features as a feature 
of modern high-tech.

We tried to impose dynamic on monotonous and stat-
ic building by using band of stairs and made it a de-
centralized place. Stairs, variation of spaces through 
the height of slope, change of places as people pass 
it and enjoy something while looking at it , not just a 
function of a road. And we tried to express the col-
lapse of boundaries with duplicity just like an inside 
similar to outside.

Wall

Space

Stair

Media Art Space

Piranesi 특유의 어둡고 지나치게 환상적인 공간을 경계의 모

호성과 탈 중심적인 공간구성을 통한 혼재된 공간으로 표현하

고자 하였다. 

미디어아트를 공간의 전체적 연출에 이용함으로써 piranesi의 고

대적 특성을 현대적인 하이테크 특성으로 풀어보았다.

단조로운 건물의 정적인 느낌을 계단의 띠를 이용, 탈 중심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계단, 슬로프

의 높낮이를 통한 공간의 다변화, 단순히 길의 기능이 아니라 지

나다니면서 무언가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변화, 마

치, 외부와 같은 내부를 통해 이중성을 띈 경계의 무너짐을 표

출하고자 하였다.

Media Art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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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사회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것을 원하고 갈구한다. 그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 또한 쉽게 심심함을 느끼고 이

내 입맛을 맞춰줄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 애쓴다. 이렇게 대중들이 새로운 진보적인 무언가를 지향하게 되면서 오래되고 전통있

는 것들은 이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 전통이란 기차역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 사회는 너무 많이 지나온 비행기인 셈이다.

See-through를 공간에 적용시켜 투명도의 설정과 시선의 교차, 투명도에 따른 중첩을 See-through의 의미를 재해석했다.‘보이다, 보다’ 라는 뜻의 한자어‘보일 시’와 ‘통하다, 

지나서, 헤쳐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Through’로 시+through 라는 합성어를 만들었다. 

As society changes rapidly, we want and crave something new. As that rate of wanting new things acceler-
ates, we get tired easily and ask for other new things. As people want something new and progressive, old and 
traditional ones have been pushed out of their interest. Society is like an airplane that has gone too far to give 
meanings to a train station named ‘tradition’. 

We reinterpreted the meaning of see-through by applying see through to a space with transparency setting, crossing of gazes, and different level of 
transparency with the overlap. We coined the new compound word ‘see-through’ with the chinese letter, si, with the meaning of ‘to look’ and the english 
word, through, with the meaning of ‘go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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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제는 오래된 것들이, 소외되고 퇴색되었던 것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되게 되었다. 변화를 거부하고 빠르게 움직여가는 사

회 속에 홀로 멈춰져 있을수록 점점 더 잊혀져 갈 뿐이다. 오래된 것들도 움직일 때가 되었다. 그들의 시간을 깨지 않으면서도 대중이 

원하는 소스를 더해줄 방법을 찾아야한다.

Finally, the old, marginalized, and faded can no longer stay where they used to be. As you reject changes and 
stay in one place in this fast-paced society, you become more and more forgotten. The time for the old to move 
has come. The ways to find the particular sauce the public want without breaking their time.

김은영 홍양선 김복식  |  Kim,Eun-Young  Hong,Yang-Sun  Kim,Bok-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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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Keyword

미군들의 중고 전투화 가죽으로 만든 신사화가 크게 유행하면

서 1960년대 염천교 한쪽에는 구두상점들이 늘어서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으며,

 ‘구두’ 하면 염천교 구두골목을 생각할 정도로 유명한 장소

였다. 한때 싼 가격을 무기로 고급 제화점들 못지않게 인기가 좋

던 염천교 구두거리는 현재 유명 브랜드를 앞세운 대형 제화업

체들과, 1990년대부터 값싼 중국산 구두가 밀려 들어왔고 염천

교 구두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고있다. 염천교 주변에

는 서울역, 고층빌딩, 서소문공원 등이 있고. 근처에는 회사원들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서울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곳은 잠시 머무르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주변 역

시 간단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조그마한 

식당, 마트등이 자리잡고있다. 우리는 Rise of creative의 사이트

로 서소문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염천교 구두거리를 선택하였다.

노출이라는 컨셉에서 see-through,  glass, silhouette 이란 키워

드를, 공간의 용도에서 medical 을 끌어와 공간에 접목시켰다. 

medical 느낌이 나도록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을 사용하고 집기

나 가구에 glass와 silhouette을 적용시켜 See-through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중첩과 투명도의 조절로 노출이라는 컨셉이 잘 드

러나도록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When the dress shoes made of the u.S. Soldiers’ 
used combat boots gained a huge popularity, a block 
of shoe stores opened up along yeom-cheon bridge 
in the 1960’s. Unlike today, there were many people 
coming and going in the area and it was so popular 
that ‘dress shoes’ meant yeom-cheon bridge shoes 
alley during the period. At one point, yeom-cheon 
bridge shoes alley gained as much popularity as 
brand-name shoe stores with their cheap price as 
their main strength. However, the number of people 
visiting yeom-cheon bridge has dwindled since ma-
jor shoe producers started competing with them and 
the 1990’s when cheap chinese products rushed in. 
Around yeom-cheon bridge are seoul station, sky-
scrapers, and seosomun park where office people 
account for the majority in the area. There are also 
many people who visit seoul station and the area 
serves as a short stop where they can have quick 
meals in fast-food restaurants, small restaurants, 
and supermarkets.

We chose yeom-cheon bridge shoes alley, located 
across seosomun park, as the site for rise of creative.

From the concept of exposure, we applied keywords 
such as see-through, glass, silhouette and the word 
medical from the area’s purpose to the area. See-
through feeling was expressed by applying glass and 
silhouette on fixtures or furniture and the white tone 
was used throughout to create an atmosphere of a 
medical building. Design process was carried out 
to make the concept of exposure stand out through 
controlling overlap and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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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2F Test Zone 3F Massage Zone

Show window

Show window

1F

2F

3F

Concept

모티브인 시스루를 표현하기 위하여 재료적인 시각적 효과에 머

무는것이 아닌, 공간적인 시스루의 요소를 적용하기 위하여 고민

하던중‘잠망경’이라는 시각의 기능을 공간에 적용하였다. 잠

망경은 상하, 수직관계에 있어서 시각적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

는 층간의 시선이 오고가는 기능을 갖고 있다. 누군가는 쇼윈도

우에서 2, 3층의 운동을 보고 있으며, 2층의 테스트존과 3층의 

동선을 이동중인 사람들은 쇼윈도우 앞의 지나가는 행인과 서소

문공원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듯 실내/외, 층 간의 시선이 교차

하며, 이루어지는 시각적인 효과와 레이어를 통한 중첩적인 효과

를 바탕으로 시스루에 대한 공간 재해석을 하였다.

층간의 시선교차가 이루어지며, 실내/외 간에 시선이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낡고 허름한 건물, 외부인들에게 관심이 닿지않아 점점 닫혀져가는 염천교 구두거리를 세상 밖으로 노출시킨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컨셉을 노출로 설정했다. 노출이라는 컨셉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효과뿐만아니라 오랜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그 곳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가 상승되고, 염천교 구두거리가 외부인들의 인식에 닿기를 바란다는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다.

While trying to represent the motif of see - through of 
spatial elements, rather than staying in the material 
and visual effects to apply to ‘periscope’ visual fea-
ture space. The see-through on these indoor / out-
door, cross-layer between the eyes, and made visual 
effects and nested through the layer effects on the 
basis of spatial reinterpretation.The ‘periscope’ has 
up and down in a vertical relationship, which has a 
visual effect the interlayer of attention coming and 
going. Someone can see 2,3-floor movement in front 
of the show window, and another one can see in front 
of second floor of the ‘test zone’ and third floor of the 
moving-line who can look at passersby in front of the 
show window and ‘seosomun park’.

We set exposure as the concept with the underlying meaning of exposing yeom-cheon bridge shoes alley to the 
outside world as it lacks people’s attention and is on the verge of closing down with old, shabby buildings.  The 
concept of exposure is not simply focused on visual effects, but on raising the level of awareness of people about 
the place with a long tradition and that eventually it will reach the people of the ou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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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Product prchase pattern

염천교 주변 회사촌의 직장인들을 주 타켓으로 삼아, 현대인들에

게 무지한 간단한 발 미용부터 건강까지 발에 대한 중요성을 알

리는 종합적인 발 관리 시설을 계획했다. 층별로 공간이 분화되

어있어 상업 공간, 마사지 공간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관리 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의 용이성

을 부여하였다. 홍보물(디스플레이 또는 광고영상 등)로써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하며  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

닫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관리부터, 정기적인 관리까지 유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개방 상업 공간 1층 구매, 또는 2층 입장

발 관리를 위해 마사지실 이용

테스터존 사용

고객에게 맞는 관리 제품 제작, 주문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상품 스캔 (정보확인, 구매)

유비쿼터스에 담은 상품 카운터에서 결제 후 구매 

With businesspeople in the office complex near 
yeom-cheon bridge as the main target, we designed 
a comprehensive foot care facility focused on raising 
the awareness of foot health, which offers a services 
ranging from a simple foot cosmetic care to foot 
health treatment. Floors separate spaces and make 
it easy to provide a comprehensive system with com-
mercial spaces and massage spaces  and gave the 
ease of accessibility to easily shop care supplies. We 
designed a space where people realize the impor-
tance of foot care, start using simple care services to 
periodic ones, and are drawn to promotional materi-
als (display or advertisement videos). 

Open commercial space 1 floor purchase, 
or 2 floor entry

Utilize the massage rooms for foot care

Experience tester zone

Order and produce custom-made care products

Scan (check information and purchase) 
using the ubiquitous

Check out the ubiquitous cart at the counter and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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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floor
See-through를 디자인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1층 입구 

좌측으로 잠망경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거울을 통해 1층 외부

에서 2층 체험관의 모습과 3층 제조실(연구실)의 모습이 보여

지는데 이는 우리가 의도한 see-through적인 요소 중 하나이

다. 개방된 입구로 들어 오게 되면 왼쪽으로 상업 공간, 오른쪽

으로는 카운터 존으로 나뉘어있는데 1층 상업 공간은 소량 구

매나 빠른 구매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공간으로 바닥에서 올라

오는 가구와 천장에서 내려오는 가구로 동선을 유도하는 재미

의 요소를 더하였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유리벽은 카운

터 위에 조명 박스와 연결되어 점점 불투명해지는 재질적 물성

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As a way to apply see-through to the design, we in-
troduced a periscope at the left side of the 1st floor 
entrance. Using the glasses, 2nd floor experience 
room and 3rd floor manufacture room (research 
lab) can be seen from outside on the 1st floor. This 
is one of the see-through factors we intended. As you 
walk through the open entrance, to the left is a com-
mercial space and to the right is a counter zone. The 
commercial space on the 1st floor is for customers 
who want express checkout and we added fun factors 
with the furniture rising from the floor and the ones 
coming down from the ceiling. The glass next to the 
staircase that leads to the second floor is connected 
to the light fixture box and it is designed using the 
properties of being opa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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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floor
카운터 옆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화장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다. 기존 상업 공간 테스터존과는 다

르게 테스터를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기계로 공급받게 되는 방

식이다.  4인 테이블로 두 개가 배치되어 있어 최대 8명까지 이

용 가능하고 1층과는 다르게 2층 상업공간은 유비쿼터스를 도입

한 방식으로 우측 벽에 준비된 패널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매를 

원하는 제품의 QR코드를 찍고 1층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물건을 

받아간다. 일종의 장바구니 개념인데 제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When you go up to the 2 floor through the 
staircase next to the counter, there are tables 
for you to try product samples. This place is 
different from ordinary commercial space in 
that machines dispense chosen tester sam-
ples.Two 4-person tables are located, so up to 
8 people can use the area. Unlike the 1 floor, 
the 2 floor is equipped with panels with which 
customers can take pictures of qr codes and 
clear checkout of the products on the first 
floor. This is a kind of shopping cart concept 
which allows a comfortable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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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floor

파사드에서 보여지는 내부 유리벽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면 발과 다리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마사지 공간이 있다. 이 마사지 공간은 동

선이 좁아지고 넓어짐에 따라 실 아래로, 위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높낮이로 인해 시선의 차단과 교차가 이루어지고 

투명함과 불투명의 중첩, 실루엣이 보이는 벽으로 시스루 효과를 증대시킨다. 고객 맞춤 관리 용품을 제작할 수 있고, 관리 용품을 개

발할 수 있는 발 관리 용품 연구실도 3층에 자리하고 있다.

When you go to the 3 floor through the glass wall that can be viewed from the facade, there is a massage space 
for the foot and leg care. This massage space maximizes the see-through effect with the overlap of the trans-
parent and opaque, blocking and crossing of gaze at different heights, and walls with silhouettes. Custom-made 
products can be made and there is a foot care products research lab on the 3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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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천교는 서울역에서 만리동 사이에 있는 다리로 6-70년대 가

출청소년 또는 빈민들이 거주하던 다리이다. 

현재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노숙자들이 몰려 있는 구역이다. 이

에 서울시는 이들을 몰아내고 감추려고만 했었다. 그러나 당신

들은 알고 있었는가? 그들은 다시 사회로 돌아가길 갈망 한다는 

것을.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노숙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여부

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다. 

응답자의 50%가량이 구직활동과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답하였

다.  노숙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조사한 자료에는 사례 수 기준 퍼

센트로 일자리가 46.8%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듯 노숙

자들은 직업을 얻어 노숙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

어한다. 이러한 여러 통계를 통한 우리는 이들에게 충분한 자활

의지가 있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염천교가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되도록 만들기로 하였다. 

염천교의 오랜 구두산업을 기반으로 교육을 받고, 직업을 얻어, 

미래의 신예디자이너로 뻗어 나갈 뿌리를 내려주기로 하였다.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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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 M O S I S
뿌리의 삼투 작용을 통한 구두거리의 기술 이동으로 만들어 지

는 노숙인들의 자활 기회 공간.

Self-reliance protection place for the homeless, 
which is made by the movement of skills in the shoes 
street through the osmotic action of roots.

Yeomcheongyo is located between seoul station and 
manri-dong. 

It is a bridge where teenage runaways and the poor 
people live in the 1960s and 1970s. Nowadays, there 
are lots of homeless people around seoul station.But 
do you know that? They desire to go back to the soci-
ety? There is data that investigated.

Whether  the homeless make efforts to escape from 
their current lives. 50%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ve received vocational educations. The 
research that found out what the homeless peo-
ple need shows that ‘getting a job’ takes 46.8%. As 
shown in the result, they are eager to have opportuni-
ties to have a job and go back to their home. Based on 
these data, we judged that they want to and are able 
to support themselves so that we tried to make the 

bridge as the place of new chances. 
They will be educated on the basis of the shoe indus-
try, have jobs, and become new shoes designers.

김중부 류푸름 이은지  |  Kim,Jung-Boo  Ryu,Pu-reum  Lee,Eun-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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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Tongil-street, 1-ga, bongrae-dong, jung-gu, 
seoul

Site

염천교 구두골목은 해방 후 미군들의 중고 전투화 가죽으로 만

든 재생신사화가 크게 유행 하면서 번창 했던 곳이다. 서울역을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며 주변에는 서울시청과 남대문시장이 자

리하고 있다. 

This street was well known for the recycled men’s 
dress shoes made of used combat boots of the us 
army. It is right in front of the bus terminal in seoul 
station so that it is convenient to move other cities. 
Also, it is easy to secure the market because of the 
city hall and namdaemun market.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통일로 38-24

Homeless people, craftsmen specialized in making 
shoes and visitors.

Target

노숙자와 구두장인.

Homeless people, craftsmen specialized in making 
shoes.

노숙자와 구두장인, 단순 방문객.

There are lots of homeless people who want to have 
a job, but on the other hand, the facilities for them 
are vastly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craftsmen in 
the shoes street are in trouble because they do not 
have any apprentices. To solve these two problems, 
we planned to embrace the homeless people around 
here and make them learn how to make shoes. 

This place will be the one that connect the craftsmen 
and students who want to learn their skills as well 
as be the place for providing the homeless with the 
opportunities to learn professional techniques. As a 
result, they will be financially independent and be-
come a good member of our society.

Purpose
노숙생활을 벗어날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서울엔 이들을 위한 자활 복지공간이 턱없이 부

족하다. 골목의 구두장인들은 기술을 이어받을 제자가 없어 대

가 끊길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 두 문제점으로 보아 노

숙자들을 이 곳에서 몰아 내려고만 하지 말고 역사의 한 부분으

로 끌어 안아 구두장인의 기술을 이어받을 제자로서 자활을 돕

는 방법을 착안했다.사회적 자립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노숙자

들에겐 전문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

립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공간이며, 구두장인들은 뒤를 이을 제

자를 만나는 공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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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는 대지가 움푹 파인 골목 형태로 앞쪽 건물때

문에 골목 바깥쪽에서는 확연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점은 노숙자들과 마주하기를 불편해 하는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게 해주면서 노숙자과 장인들에게는 오로지 작

업에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This site is hardly seen from outside of the street 
because it is located deep inside of the street. 
This could be an advantage for the homeless 
who are not comfortable to meet neighbors. 
Thus, it would help the homeless people and the 
craftsmen to focus on their works only.

SWOT

There are communication problems between crafts-
men in the shoes street and the homeless.

자활의지 강한 노숙자들 다수 분포로 타겟확보.

구두 장인들 다수분포로 기술습득을 위한 환경 조건의 최적화.
Be able to secure the targets due to the homeless 
who have desire to support themselves.
Be able to optimize the environments to learn skills 
because there are lots of shoes craftsmen. 

정부의 노숙자시설 환경개선 13억 투입, 서울시 노숙자 취업설

명회 개최등 노숙자 자활시스템 마련,시행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효과적으로 인적자

원을 쓸 수 있는 기반시설.

Government will invest 1.3 Billions to improve the 
facilities for homeless people. Seoul will make and 
enforce self-reliance protection systems including 
job fairs. Construct the infrastructures to develop the 
human resources through the communication with 
the communities. Infrastructures that can use the 
human resources effectively

노숙자 복지,자활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취업의로의 연결이 어

려움.

구두 장인의 뒤를 이을 제자 부족.

주변 유동인구의 노숙자들에 대한 거부감.

It is difficult tomake the homeless have a job due to 
the lack of welfare and self-support facilities.
Insufficient number of apprentices who will succeed 
to the shoes craftsmen passer-bys in neighboring 
area who try to avoid the homeless

구두골목 장인들과 노숙자들과의 소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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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이동, 저장

뿌리의 최상부에선 성취의 의미로 전시실을 배치.주요 시설들은 

각각의 뿌리로서의 삼투의 기능을 수행한다.

Concept

삼투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용매가 확산되는 현상으로, 용질농도가 

낮은 용액 (농도가 높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 (농도가 낮은 용

액)으로 물이 선택 투과성 막을 가로질러 이동한다.

Osmosis

It is the phenomena that solvents spread though the 
semipermeable membrane. Water moves across the 
selective-permeable membrane, which goes from 
the solution that has low solute concentration to the 
one that has high solute concentration.

Osmosis, absorption, movement and storage 

The top of the root, there will be a gallery which cel-
ebrates the achievement. Major facilities do the os-
motic actions as a root.

It supports the body of a plant, absorb the nourishments and water from 
ground, and store them. As a tree can grow thanks to the root, the homeless 
can develop themselves and get a job based on this place.

Motive

Diagram

Process

식물의 몸을 지탱하고, 땅속에서 물과 양분을 빨아 들이며, 양분을 저장하기도 한다.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기술전달

장인들의 기술 흡수

Delivery technology

Absorbed by the artisans’s skills

Growth as a member of society

메마른 나무 한 그루가 단비 내린 땅에 뿌리를 내려 흡수해 생기를 찾아 자연의 일원이 되듯 장인들의 기

술이 노숙자들에게 전달되어 자활의 기회를 만들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

A dry tree puts down its roots to the wet and rich land and absorb the water and nourish-
ments, thus it becomes a member of the nature. The techniques of shoes craftsmen are 
absorbed here and delivered to the homeless people. This movement will give the chances 
to them, and thereby they will become shoes designers and become members of our society.

Member of nature Member of society

자연의 일원

나무

뿌리

양분흡수 양분흡수

Tree

Root Root

Nutrient 
Uptake

Nutrient 
Uptake

사회의 일원

신디자이너

공간

기술습득 기술습득

Rising
 designer

Space Space

Skill 
acquisition

Skill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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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t is a plant, it is the top of root that is right before 
the stage becoming a stem. In this stage of room, it is 
the place that exhibits the works of homeless people 
in the capacity of new designers.

교육자와 수강자, 작업자들의 출입 통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발자국은 우리 공간에 매우 중요하므로 메인 뿌리에 위치한다.

Plan

식물로 보자면 뿌리의 최상부로서 줄기로 뻗어나가기 직전의 단

계이다. 이단계의 ROOM은 지금까지 흡수한 양분이 모여 세상

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것으로, 신예 디자이너로서 노숙인들의 작

품이 전시되는 공간이다.

Entrance, work area, and main root: educators and 
learners, passage for worker. Their knowledge and 
journeys are essential to us so that they will be lo-
cated in the main root.

It is the hub of our building, and it connects every-
where. The homeless people will become new de-
signers and develop themselves. Also they will pre-
pare for  getting a job in the society.

Axonometric

외부로 바로 난 통로는 세상과의 교류 시작이라는 점에서 새로

운 뿌리이며, 내부에서 연결된 통로를 통해 지식의 흡수, 이동 저

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Passages towards outside are the new roots that 
mean the beginning of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Also, the knowledge can be absorbed, trans-
ferred and saved through the pathways connected 
from the inside.

외부에서 단순방문객등을 위한 통로로써, 통로를 지나며 교육

공간이나 작업공간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시각적 삼투라고 볼 

수 있다.

Fine root 1 - it is the passage for visitors from out-
side. They can see the education or work areas while 
they are passing by. It can be indicated as visual os-
mosis.

교육자, 수강자가 들어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공간으로서 지식

의 기반을 다지는 곳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It is the space where the educators and learners can 
meet at very close distance, and its meaning is very 
important.

우리 건물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모

든 공간에서 통할 수 있으며, 거쳐가는 작업 구간이다. 이곳에서 

노숙인들이 신예 디자이너로서 변화, 성장을 이루게 되며, 사회

에 자리잡을 기반을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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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메인 뿌리에 위치하는 첫번째 강의공간이다. 외부에서 연결되

어있는 잔뿌리 형상의 입구를 지나오면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

는 곳으로 교육을 하는 장인들과 수강하는 노숙자들이 이용하

는 공간이다.

First lecture space is located in the main roots. After 
connecting from outside the entrance of the radicle 
shape to welcome the first place. Space, using arti-
sans and homeless people.

Looked at ginkgo tree is located behind the build-
ing. Through internal passages in glass, seems the 
craftsmen and caretaker of the office inside the 
building seems. In this pathway, the first radicle is 
connected to the main roots, and knowledge is ab-
sorbed and moved. The main roots and radicle be-
cause of the height difference, attention of every per-
son in each location, there is a discrepancy.

건물 뒤쪽에 위치한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서 바라본 모

습이다. 장인들과 관리인들의 사무실이 보이고, 유리로 되어있는 

내부 통로를 통해 건물 안쪽이 보인다. 이 부근의 통로는 메인 뿌

리에 연결된 첫번째 잔뿌리로서 지식이 흡수되고 이동되는 역할

을 한다. 메인 뿌리와는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각 위치에 있는 

사람마다 보이는 시선의 차이가 생긴다.

A A’

A’

A

BB’

B

B’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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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뿌리에 위치하는 두번째 강의공간이다. 계단식으로 이루어

진 이 강의실은 외부에서 들어온 지식들이 흡수되어 노숙자들에

게 전달 되는 역할을 한다. 노숙인들과 장인들 사이에는 교류가 

일어 나게 되며, 단순 방문자들은 이들을 거쳐 작업공간이나 전

시실로 이동 할 수 있다.

이 곳은 작업 공간으로 메인 뿌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다. 

흡수된 모든 지식들이 모여 그 역할을 다하는 곳으로 이들 스스

로의 능력을 키워 사회진출에 한 발짝 더 가까워 지는 공간이다.

입구에서 계단강의실로, 계단강의실에서 전시층으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뿌리들이 연결되어진 듯 한 통로들의 연결을 통해 공

간의 흐름, 동선을 만들어 이 공간을 찾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전

시층으로 자연스럽게 유도 되어지도록 하였다.

가장 상위에 위치한 전시공간이다. 기존 Site의 형태를 유지하며 

컨셉의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것으로 프로그램의 결과물에 해당

하는 곳이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여 열매를 맺

듯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작업, 소통의 작용들로 인해 

교육자가 성장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었음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The second lecture space located on the main roots. 
Cascade consisting of the classroom came from out-
side the knowledge is absorbed and delivered to the 
homeless. Exchange takes place between the home-
less and artisans. And simple visitors can move them 
through the showroom or workspace.

Space is the most essential roots in the main work-
space. The absorbed all the knowledge gathered to 
fulfill its role in this place. The ability of these self-
raised will be one step closer to social advancement.

From the entrance to the classroom, in the class-
room leading to the exhibit floor. The flow of the 
space, through the passage of a shape that is con-
nected by the roots connections made moving line. 
This finding space where visitors to naturally induce 
the exhibit floor.

Exhibition space is located in the most upper. This 
will apply the concept program of maintaining the 
existing form of the SITE. The corresponding to the 
result of the program. Through the tree roots absorb 
nutrients to make fruit. In this space, the effects of 
education, work and communicate occurs. Shows 
homeless formed fruit that grow by themselves.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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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eaning  of  tap ”

구두의 제작과정 중 구두의 밑창을 두드리는 부분에서 착안한 이 컨셉은‘과거 번성했던 염천교

의 구두거리를 힘차게 두드려 재도약을 꿈꾼다’는 의미를 지니며, 경쾌한 발동작을 보여주는 탭

댄스의 동적 형상, 또 구두의 제작 과정을 순차적인 단계에 걸쳐 구성해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며  건물 그 자체만 볼 때에는 고유한 멋을 지니지만, 주위 환경을 함께 고려할 때에는 

박자와 몸동작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지는 멋진 춤과 같이 현지의 옛 풍경에 이질감 없이 어울

리며, 더 나아가 건축물을 통해 정체된 염천교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기능 또한 지니고 있다.

This concept was created based on the idea of how shoes was made. In manufac-
turing process, tapping the sole of shoes is where the idea came from, implying 
the sounds of  tapping strongly on yeomchun bridge for another leap to prosper-
ity in business. The dynamic image of tap dance shows cheerful step dance mo-
tion and it also shows how shoes was made step by step and completed.  As the 
building itself has unique characteristics, along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it shows perfect harmony with current street scene just like a wonderful dance 
created by the harmonized tempo and body movement. Furthermore, through 
the architecture it brings back attention and concern for the congested atmos-
phere of yeomchon bridge area. 

김인희 박소현 조소희  |  Kim,In-hee  Park,So-Hyun  Cho,So-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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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    let’s tap the history of prosperity

Background

염천교 구두거리는 6.25직후 미군군화로 만든 재생신사화로 시

작되었다.  70-80년대에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활황을 이루

다가 90년대에 접어들어 대형메이커들의 판촉전과 중국산 저가

공세로 위기에 처한다. 현재는 겨우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재의 다양한 소비계층을 고려하여 염천교의 싸고 좋은 품질을 살

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써 과거의 활황 했던 역사를 두드려본다.

The formation of yeomchon bridge shoes street be-
gun right after korean war with man’s shoes recy-
cled from us military boots.  From 70’s to 80’s it has 
boomed for reasonable price and high quality shoes.  
In the 90’s, the large manufacturers’ promotions and  
cheap chinese-made product aggression placed it at 
stake.  Currently, its business is barely being kept. 
Today, considering a diverse group of customers it 
may rescue and revive once again the old glory to the 
street by a new program that encompasses custom-
ers and the merchants with the reasonable price and 
high quality.  

Target

Function Exhibition   &   Commercial area

Customising Mass customization “  custom made to my desire”

기존의 사회는 모두가 같은 형식의 같은 느낌의 같은 스타일

을 보여주는 획일화된 느낌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

다. 허나 이러한 문화를 벗어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하고 이

를 발전해 나아가는, 개성중시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들을 타

겟으로 삼는다.

기존의 염천교 장인들의 기술을 적극 활용할만한 상업공간을 생각하여“내가 고

른 나만의 신발 + 합리적인 가격 + 좋은 질”이라는 것을 내세운다.

하나, 구두가 완성되어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양하게 전시함으로써 소

비자들이 원하는 재료와 디자인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둘, 만드는 과정의 직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재료의 선택만이 아니라 구

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경험을 쌓도록 유도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만들다” 

The existing society maintain basic form that every-
one keeps almost same style and look unified.  How-
ever, the target should be the ones who make society 
that values the personality by getting out of the exist-
ing culture to find one’s own style and sustain it.

Consider the place as commercial space where the technical know-
how of the existing craftsmen in yeomchon-gyo can be utilized and 
characterized by “the shoes for me only by my own choice + reason-
able price + high quality.”

Firstly, by displaying all of the various materials used for shoe-
making, consumers may have free option to choose the design and 
materials as exactly as they want. 
Secondly, lead consumers attain experience not only from material 
selection but also through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shoes. So 
they can have both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of the process of 
creating.

주문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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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Site analysis

·Locate at the center of seoul station, city hall 
   Station and chungjungng-ro station.
·Large floating population available with variety of  
   Style and people from every class.
·Green space on the opposite side.

Uijuro 2 ga, jung-gu, seoul

·Underdeveloped buildings
·Maintaining public peace in the surrounding 
   Perimeter close to railroad.
·Insufficiency of parking space 
·Road placed in the front

·A clear view field secured due to railway.
·Take advantage of the underground floor space.
·Open rooftop available in the low level building. 
·New commercial supremacy formation.
·Anticipating on secured new transportation. 

·Insufficient flow of people in front side of the 
   Building 
·Lack of recognition in its vicinity
·Aging craftsmen  
·Surrounding buildings being redeveloped to 
   Skyscraper

·낙후된 건물

·주변의 치안 문제기찻길과 인접

·주차 공간 부족

·전면에 위치한 도로

·기찻길로 인한 시야확보

·지하층 활용 공간

·낮은 층의 건물로써의 개방된 옥상 존재

·새로운 상권 형성

·새로운 교통편 확보 예상

·건물 앞 실 유동인구 부족

·주변에서의 인지도 부족

·장인들의 고령화

·주변상황에 맞춰 재개발 중

·서울역 시청역 충정로역의 중심에 위치

·주변 유동 인구가 많으며 다양한 스타일 및 폭 

   넓은 계층

·맞은 편 녹지 공간 위치

서울 중구 의주로2가 172번지

역세권의 유동인구

Flow of population in the commercial 
Supremacy of train station

서울역 23만 명

Seoul station 230g

시청 13만 명

City hall station 130g

충정로 5만 명

Chungjeongro station 50g

Specifies a section up to the end of the staircase next to jeilshoes-jiyongsa from the end of yeomchonbridge.

염천교의 막바지를 기점으로 삼아제일제화 - 지용사 옆 계단까지의 구역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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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4th FLOOR

Stage
Community space

3rd FLOOR

Stock-room
Work space
Conference room

2nd FLOOR

Media space
Exhibition

1st FLOOR

Toilet
Break area
Stock room

Flexible space which is not given a single character or purpose. It is an open space 
where one can relax, but for special occasion, it can be utilized and transformed 
into multiple functional space for special performances and events.

Workshop open to customers, it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production and pro-
vides opportunity to attain indirect experience. Build in bay windows extruded out 
of the space in order to help craftsmen not to feel cramped. Addition, the door 
facing a conference room is open opaque glass handled door to give consideration 
to all of the gaze from both consumers and staffs.

Characterized with exhibition features-the space displays ubiquitous’s ultramod-
ern systems. Through a variety s exhibits, its arrangement make it possible to give 
esthetic satisfaction with its displaying shoe materials alone. Where the exhibition 
ends, by allowing consumers see their conceptual shoes with their own material 
selection, the customers may be granted satisfaction and a  special experience.

With movement into account, designed to reduce the discomfort of re-visit cus-
tomers and aid in facilitate understanding the floor flow for the first visitors as 
well by arranging information-collection-seating areas all in one place next to 
each other on the ground floor. The final product designed by customers would 
be displayed in the glass showcase representing esthetic beauty, may bring out 
interest in potential customers.

가변적인 공간으로 어느 하나의 성격이 부여되지 않은 공간이다. 평상시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

는 개방적 공간이지만, 특별한 때에는 공연을 하는 등 이벤트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인 성격의 공간이다.

작업실을 개방하여 고객들에게 제작의 신뢰성을 높이고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간 내부

에는 밖으로 돌출된 창문을 두어 장인들이 갑갑함을 느끼지 않게 하였다. 또한, 회의실을 향하는 쪽 

문은 개방은 되어있지만 불투명하게 처리하여 고객, 직원 시선 모두 고려하였다.

전시의 기능이 주가 되는 공간으로 유비쿼터스의 첨단화된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여러 가

지의 다양한 전시를 통해 구두의 재료만으로 미적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전시의 끝

나는 곳에는 이제까지 선택해온 재료들을 합쳐 구상한 구두를 볼 수 있게 해 고객들에게 만족감과 

특별한 경험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동선을 고려해 안내-수령-휴식공간을 모두 한 층에 배치하여 가까이 둠으로써 재방문할 고객의 

불편함을 줄이고 첫 방문객들의 시선에도 동선 파악을 용이하게 만든다. 수령공간에는 고객들이 

디자인한 완성품이 유리 상자 안에 진열되어있어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주며, 잠재적 고객에게는 

흥미를 유발한다.

4층 

3층 

2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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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 DANCE의 
3가지 요소 리듬,

1,

박자,
유연성

Rhythm

Design process

Tap dance is a form of dance characterized by its 
rideout without choreography, using the sound of 
one’s tap shoes hitting the floor as a percussive 
instrument and the sound is made by shoes with a 
metal “tap” on the heel and toe. It has roots in african 
american dance mixed with irish and english clog 
dancing and evolved into cur rent dance form.

The unique sound of the feeling of a straight line 
present in tap dance is reconfigured to the form of 
the rhythm.  The new perks are starting at the end 
of long lined straight line of the existing buildings. It 
thus spreading perk moves along the line and gradu-
ally expanded out to nearby commercial supremacy. 

Three major elements that make up a tap dace which 
is a motif were adopted in the design.

징을 박은 구두 밑창의 앞부분과 뒤축으로 마룻바닥을 경쾌하게 

두드리며 추는 춤. 안무 없이 즉흥적으로 바닥에 구두가 부딪쳐

내며 내는 소리가 인상적이며 본래 아일랜드와 영국 일부 지방

에서 추던 클로그 댄스가 미국으로 유입되어 흑인들의 춤과 결

합해 발전된 것이라 한다.

탭댄스만의 고유한 직선적인 느낌의 소리를 리듬의 형태로 전환. 

길게 늘어선 일직선의 기존 건물의 끝에서 새로운 활기가 시작

된다. 이로써 그 옆으로 활기가 전해지고 점차 주변 상권으로 확

산된다. 하나에서 시작  그 수가 증가하고 재배열되는 것을 보여

주고, 그로 인해 시작되는 리듬을 표현하였다.

모티브인 탭댄스에서 주를 이루는 3가지의 요소를 디자인에 적

용 하였다.

Motive

RHYTHM BEAT

FLEXIBILITY

Tap dance

It shows that beginning with just one unit, then it in-
crease in numbers and being rearranged. That ex-
press the rhythm which starts fro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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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의 형상을 표현한 매스의 모습과 불규칙한 형태의 창문

최적의 뷰를 보여주는 자리에 배치한 창문

1 ,2 - 3층   3 ,4 - 2층

It shows that beginning with just one unit, then it increase in num-
bers  and being rearranged. That express the rhythm which starts 
from it.

Giving a sense of the rhythm by irregular plane changes it results in 
the spaces created featuring individual themes.

With the design by creating a line using the rhythm, try to form, af-
ter considering the surrounding terrain of the site, an optimal view 
to give the space visual satisfaction. (Railway, park, bridge etc.

하나에서 시작,  그 수가 증가하고 재배열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시작되는 

리듬을 표현하였다.

불규칙한 평면의 변화로 리듬감을 주고 그에 따른 공간의 생성을 통해 공간별 특

성을 살린다.

리듬을 이용한 선을 창출해 디자인을 만들어 사이트의 주변지형을 고려 후 최적

의 뷰를 형성시켜 공간에 시각적 만족감을 주도록 한다. (기찻길, 공원, 다리 등)

건물

바닥

창문

LINE

Mass

Floor

Window

EXTEND ARRANGE

ARRANGE ADOPT 불규칙한 선들로 이루어진 평면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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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me    strong & weak

With the understanding of tap dance that it has only 
two tempos (strong and weak) in mind, employ ex-
pression in such manner by contrasting in materials, 
color and size of space.

One clean cut feeling for the external appearance achieved by placing the big object found from the mutated rhythm. 
It enhances and gives full effect by thin glass with superior permeability contrasted by a thick mass of iron which 
reflections is characterized by.

탭댄스 박자의 세기가 중간이 없고 오직 강약으로만 구성되어있

다는 것을 염두하여 재질의 대비, 색의 대비, 공간의 면적에 대

한 대비 등으로 표현.

변화된 리듬에서 그 리듬들을 아우를수 있는 큰 오브제를 두어 하나로 정리된 느낌을 준 외관은 투과성이 뛰어난 상대적으로 얇은 유리와 반

사성이 특징인 철의 두꺼운 매스감이 서로 극과 극을 이루어 충분한 대비효과를 누리게 한다.

투과성이 뛰어난 

상대적으로 얇은 유리

반사성이 특징인

철의 두꺼운 매스감

건물 표면의 재질

Facade material

Complete the optimal view by using area proportionality.
Emphasize the contrasting effect in full force by placing black or 
transparent furnitures while outside of the floors and walls are all 
Painted white.

면적의 비례를 이용하여 가장 아름다운 최적의 뷰를 완성시킨다. 외부의 바닥과 벽체의 모든 색은 흰색이나 그외 들어가는 가구들은 검정 혹은 

투명을 사용해 더욱더 가구들이 강조되어 대조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창문 가구

Window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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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in mind the harmony of the beat and con-
nection in dancing movements, express the ending 
points of each line may become just another start-
ing point to other lines and the ending points at the 
same time. 
Movement and the following movement  - connection 
? the starting and ending point of line ? connection .  
To enhance connectivity of each floors, use the line 
on the interior walls that were nested.

춤의 동작끼리의 연결성과 박자의 어울림을 생각해 선과 선의 끝

은 또다른 선과의 이음이며 시작점이자 종점이라는 것을 표현. 

동작과 그다음 동작 - 연결 - 선의 시작과 끝 - 연결 , 층별 연

결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에 중첩되어 있던 벽체에 

선을 사용하여 이어준다.

MOTION CONNECT NEXT MOTION

3, Flexibility    ‘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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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은 그저 쉽게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

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살아 숨쉬고 그런 과정에

서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오늘

날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간이 삶에 의미를 부여한

다. 하지만 숨쉬고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관심과 소통이 끊겨

있다면, 그 공간은 무의미하다. 염천교 구두골목은 고전이고 고

전은 과거에 박제된 시간의 박물관 전시품이 아니다. 도시공간

의 기본적인 근간은 공간 사용자들의 배려 즉 공공성의 인식에 

출발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옛 구두골목 공간은 오늘날의 백화

점이나, 상업 공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하지만 발길이 점차 

끊기는 지금 공간의 차별화를 통하여 다시 꽃 피우게 할 것이다.

The space we live in does not simply form and devel-
op, but rather we are forced to acknowledge that they 
have life, breathe alive, and in this process develop 
into what they are. Today, they are continually grow-
ing and give meaning to the lives of people. However, 
even if they are the living, breathing space, if they 
lack attention and communication, they are mean-
ingless. Yeom-cheon bridge shoes alley is a clas-
sic and classic is not a stuffed museum exhibit. The 
basis of urban space arises from the space users’ 
care. In other words, it develops from the perception 
of publicness, but in terms of space, the old shoes 
alley, when compared to the modern department 
stores and commercial complexes, lacks significant-
ly. However, with spatial differentiation, we will revive 
the space which is gradually losing people. 

김하림 이상민  |  Kim,Ha-Rim  Lee,Sang-Min

Re-St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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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comparison

염천교 구두거리는 지리적 특성상 구두 가게가 골목 부근과 교

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두가게가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천교 주변의 쇠퇴화로 상황은 매

년 극박해지고 있으며 삼청동 구두거리와 성수동 구두거리는 부

족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염천교 구두거리는 현재의 특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

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Geographically, yeom-cheon bridge is situated in the 
transportation hub where shoe stores are densely 
located. Nevertheless,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surrounding area, conditions are worsening every 
year whereas sam-cheong-dong shoes alley and 
sung-soo-dong shoes alley are gradually getting bet-
ter despite the deficient conditions. Therefore, yeom-
cheon bridge shoes alley should show the look for-
ward while keeping its current characteristics. 

Samcheongdong

Yeomcheon Bridge

Seongsu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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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Motive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에 위치한‘한영기계’는 공장부품을 

파는 골목에 위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골목이지만 이 

골목은 1980년대부터 도로가 포장되어진 적도 없는 옛 골목의 

전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현재 삼촌세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추억을 줄 수 있는 거리이면서 상층 대지와 하층 대지로 나뉘어 

출입과 출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낙후된 지역에서 이목을 끌만한 접근성을 찾아보았다. 이 곳은 

골목길에서 시작되어 계단으로 끝이 난다. 어떻게 보면 계단으

로 인해 골목이 끊어지는 것이 사람들에 발길이 끊긴 것과 연관

되어 생각이 들었고, 그리하여 계단을 활용해 골목길을 살려볼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오히려 단을 연결 매개체로 생각해 진입

을 단을 통해 건물로 진입하고, 단을 통해 휴식을 즐길 수도  있

으며, 개방된 공간을 통해 단을 재탄생 리페어의 개념으로써 되

살리고자 한다.

‘Han young machinery’ of soonhwa-dong, jung-gu, 
seoul is located in the alley where factory parts and 
tools are sold. The alley could be seen as just another 
ordinary alley, but it is the very typical of old alleys, 
which has never been re-paved since the 1980’s. 
It is the place that is capable of bringing back old 
memories to those older than uncles’ generation. It 
is divided into the lower and upper zones where the 
entrance and exit are naturally connected.  

In the deteriorated area, we looked for accessibil-
ity to attract attention. The area starts from a small 
alley and ends in a stairway. We thought the stair-
way could have caused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people visiting the place, so we came up with ways 
of reviving the alley with the stairway. We think of 
the stage as a connection medium and want to re-
store the stage in an open space with the concept of 
renovation where people enter buildings through the 
stage and take rest.

Phase01

Phase02

Phas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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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Concept

CIRCULATE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그 새로움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이 

곳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를 주어 계속 순환되게 하고 우리의 공간 내

에서 순환을 일으키려고 한다. 우리는 순환을 공간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공간의 의미가 수선 

전시 휴식 커뮤니케이션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간 속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

루어지는 우리의 공간 밖의 순환들과 또 다시 만나고 흐르는 순환하는 과정을 반복해 더 많은 관심

을 끄는 것과 교류를 교차 반복하여 순환되는 것을 하고자 한다. 순환은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

여 돎 또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연출하여 사람들의 발 길이 끊기어 낙후되어 잊혀져 가

는 구두골목을 되살려보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나온 개념이다.

People who communicate are those who seek something new while also accept-
ing changes. Accepting changes and enjoying them is a proof that you are going 
with the flow. Therefore, to attract attention from people by making a change, you 
should continually circulate in a space. We need to circulate in space and continu-
ally connect with the meaning of the space. This allows us to have more commu-
nication and in this constantly expanding space we need to repeat the circulating 
process and alternate between attention and exchange. Out of the desperation to 
revive the shoes alley, which once thrived, but is now deteriorating, and becoming 
forgotten, as people no longer visit, we came up with a concept to create a space 
where the constant, periodic circulation can serve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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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

전문적으로 구두를 수선하고 더불어 기본적인 소통의 공간이다.

자연스럽게 외부의 계단동선을 이끌어 전시와 휴식의 공간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전시를 기본으로 하는 공간이며 사각 큐브 안에는 각각의 새로운 전시방법을 표현한다.

A : repair area

This space provides a place for shoe repair as well as basic communication.

The flow of people will naturally be led into the area where people can rest and everyone can see the exhibit.  

This is the place where overall exhibit takes place and each new exhibit method is expressed inside the cubes.

Display Pixel art Wall Window Light

B : free area

C :  cub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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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Space in Attracting Division of Space Space of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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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동선을 통하여 계속되는 순환

시각적인 외부의 순환

Continual circulation through an infinite flow of people 

Visual external circulationFro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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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매개체로 교차하는 프레임을 통한 순환

오르내리는 반복의 순환

A communication medium that connects a person to anoth-
er person that circulates through alternating frames

Circulation of repetition of rise and fall

Back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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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서울역 뒷편에 위치한 염천교 구두거리는 수도권 구두 상권의 

메카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빠른 발전속도로 인

해 상권의 이동, 인터넷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발 빠

른 대처를 하지 못한 염천교 구두거리는 구두 상권의 메카에서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염천교 구두거리의 

몰락으로 인한 구두거리의 공간적 재창조가 대두되었다. 지역

의 커뮤니티와 함께 역사성을 유지하는 장소와 지속가능한 중심 

ALIVE PUZZLE

요소로서의 기반 시설, 단지의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염천교 

구두거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염천교 구두거리를 공간적 재창조

에 반영시키려 한다.

Yeomcheon bridge shoe street is located in the back 
of seoul station has become mecca for shoes indus-
try. This street is facing decline from mecca of shoe 

industry due to not respond properly to the change 
of modern society such as movement of commercial 
area and internet development. As these reason, we 
feel the need of spatial reinvention of shoe street. 
Yeomcheon bridge shoe street has historical place 
of local community, sustainable element like infra-
structure and estate condition, and we try to reflect 
those distinction to spatial reinvention of yeomcheon 
bridge shoe street.

정안나 양상희 허재석  |  Jung, An-Na  Yang, Sang-Hee  Heo, Jea-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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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tion / Target

Site

염천교 구두거리의 구두상권의 몰락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염

천교 구두장인들과 구두 디자이너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

해 애쓰는 갈 곳 없는 젊은 신진 디자이너들까지 모두 함께 공

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아티스트 레지던시(Artist residency)를 

세워 일자리를 잃은 염천교 구두 장인들과 갈 곳 없는 젊은 신진 

디자이너들의 만남으로 클래식 감성과 현대적 감성의 교류를 통

해 상호 발전을  꾀하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간이다. 구두장인

들과 젊은 신진 디자이너들의 만남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레지

던시(Artist residency)의 특성을 고려한 갤러리, 스튜디오의 활용

을 통해 복합 문화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과의 교류

를 꾀할 수 있으며, 쇠퇴하고 몰락하였던 염천교 구두거리를 대

중과의 소통을 통해 다시금 화두에 오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 2가

해당 사이트는 서울역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

며‘ 염천교 구두거리’라 불린다. 주변에는 많은 상업지구와 

대기업 본사가 자리잡고 있는 반면 주거하는 사람들은 없다. 또

한 서울역 주변으로는 많은 대중교통이 다니며 해당 사이트를 두

고 보았을 때 교통편이 좋지 않은 편이고 오는 사람 또한 적다.

Artist residency is the place of coexisting for shoe 
craftsmen and designers who lost jobs and new 
young designers. The artist residency is the new con-
cept of cultural place for development of shoe street 
through mutual exchange of classic and modern 
emotion. By taking advantage of gallery and studio in 
artist residency, yeomcheon bridge shoe street could 
communicate with local residents, and attract the at-
tention from public.

Uijuro 2-ga, jung-gu, seoul
The site is located about 400 meters away from seoul 
and called yeomcheon bridge street shoes. Business 
district and many large companies head offices are 
located around whereas not many residents. Despite 
of a lot of public transportation around seoul sta-
tion, shoe street has fewer visitors with inconvenient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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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맞추다                
+                

퍼즐                

Design concept

Design keyword

Purpose

FITTING PUZZLE

ALIVE PUZZLE

각각의 분리된 공간이 서로 끼워맞춰지며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

고거기에 빛의 유입을 이용해 공간의 생동감을 부여하여 공간의  

전체를 살아있는 퍼즐의 형태로 풀어낸다.

맞물리다

염천교 기존의 구두장인들과 젊은 신진 디자이너들의 만남과 커

뮤니케이션을 통한 서로의 소통

맞물림

클래식 감성과 현대적 감성의 맞물림. = Artist Residency

공간과 공간의 소통, 공간적 맞물림 = 공간의 재창조

퍼즐의 끼워맞춤은 서로 다른 조각의 개체가 만나 새로운 하나

의 개체를 형성한다.

순수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 동안 작업에 몰두하게끔 

도와주어 예술가의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작품이 만들

어지는 작업실인 동시에 갤러리로도 활용되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여러개의 조각들이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듯 각각의 공간들이 맞

물려져서 하나의 공간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PUZZLE

서로 다른 하나의 mass의 결합 = 공간과 공간의 맞물림 = 공간

의 새로운 재창조 창조된 공간의 생동감부여(alive)

= ALIVE PUZZLE

Make entire space as form of living puzzle by give 
vigor through the influx of light in space while each of 
separated spaces is adjusted to one space.

Engaged
Meeting and communication for yeomcheon bridge former show craftsmen and new young designers.

Fusion
Fusion of classic and modern emotion= artist residency
Communication between spaces,spatial fusion = spatial reinvention

Puzzle fitting different pieces of the object to meet 
the object of a new one is formed.

Artist Residency

Configuration, as the number of pieces in the form 
of one one space, each space mesh together foment 
create a space to communicate.

That can be utilized as a pure artist support program for a 
period of time, focusing on the task of given a workcreated 
a space where artists of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studio and gallery space.

Puzzle
Combination of different mass = fusion between spaces= give vigor to reinvented space
Give vigor to reinvented space (alive) = ALIVE PU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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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성

빛

퍼즐의 각 개체의 조각이 가지고 있는 가변성을 이용하여 공간의 범위내에서 변화를 주게된다.

퍼즐의 끼워맞춤과 가변성이 적용된 공간은 빛을 이용하여 더욱 더 생동감을 가지게 된다.

3층과 4층을 가로지르는 벽은 공간의 가변성을 극대화 시켜 높낮이를 이용하여 하나의 공간을 여

러 공간으로 나누며 여러 공간을 하나의 큰 공간으로 형성시킨다. 이 벽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벽

들은 높낮이를 통해 의자, 테이블, 스탠딩테이블로 4층의 벽 자체가 4층의 가구가 되는 것이다.

전시공간의 전시대는 빛이 유입되는 방향에 따라 위치와 방향이 바뀌어 전시공간의 가변성을 주

어 다양한 쓰임새로의 공간 연출이 가능하게 된다.

Give change within range of space using  variability of each piece of puzzle.

Puzzle’s stuck alignment and applied spatial variability will have a more vibrant light.

Across the third and fourth floors, walls maximizes the spatial variability of the 
height, divide the space into the space of one space into one large space is formed 
the wall of fourth floor becomes chair,table, and standing table it self through 
height differences.

Exhibitions stands, exhibition space, depending on the direction in which the light 
entering the position and orientation change of the exhibition spacespatial variabil-
ity, given the versatility of dir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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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Space program

옥상 조경 공간, 흡연 및 휴게 공간 

휴게 공간, 수면실

전시 공간, 작업 공간

옥상 2/3를 차지하는 전체 창을 뚫어 자연광의 유입을 최대한 

증대 시켰으며 조경 공간을 형성하여 조경 공간으로써의 역할

을 가지고 있다.

가운데에 위치한 선큰가든을 통해 옥상에서 유입된 자연광을 최

대한 실내로 유입하려 하며 디자이너들이 마음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가변성을 이용한 작업 공간은 하나의 공간을 독립된 공간으로 나

누고 옥상에서부터 떨어지는 자연광은 자연스럽게 작업 공간으

로 유입된다. 자연광을 그대로 받는 2층 전시 공간에 6개의 전시

대가 전시 공간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나눈다.

아티스트 레지던시(ARTIST RESIDENCY)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2층은 처음에는 탁 트인 전

시공간의 시선적인 VIEW를 확보하지만 이내 사선적 공간으로 인해 시선 충돌이 일어난다. 전시대의 

유도 동선을 따라 이동하여 시선 충돌이 일어나는 작업 공간으로 가면 자칫 폐쇄되어 보일 수 있는 

작업 공간은 프레임을 이용하여 개방적인 공간으로 시선 처리를 유도하였으며, 프레임은 전면의 창

으로 유입되는 자연광을 이용하여 태양의 고도에 맞춘 그림자를 형성. 그림자가 이동하는 형태에 따

라 공간의 생동감을 불어 넣는다. 끼워맞춤을 이용하여 길게 내려오는 벽은 작업 공간을 하나의 공

간을 둘로 두개의 공간을 다시 하나의 공간으로 공간의 형태적 변화를 주고있다.

Roof garden space, Smoking and resting space

Resting space, Sleeping room

Exhibition space, work space

Maximizing natural light inflows by making window 
as much as 2/3 of rooftop, and the roof has function 
of landscaping space.

We try to inflow natural light into indoor space which 
coming through window located middle of rooftop, 
and it forms comfortable space for designers.

Workspace is divided into the space of one inde-
pendent using the variability, and the natural light is 
naturally inflowing into the workspace. Natural light 
is directly illuminating on the second floor exhibition 
space, and six exhibitions stands set the flow of hu-
man moving line naturally.

This second floor is significant part of artist residency. The exhibition space secures 
clear view; however, the the crash of view could be occurred. The workspace could 
become closed space as following moving line of exhibitions stands. So, we induce 
adjusting people’s eyes to the open space using frame, and the frame inspires the 
vibrancy to the workspace as movement of shadow using natural light inflowing 
through front window. Using adjustment of wall, we could give formation chages to 
the workspace like one space to one and one space to two.

Roof top

Fourth floor

Third floor

Program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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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휴게 공간에는 들어서자마자 하나의 벽을 이용하여 시선 충돌이 일어난다. 막상 들어와서 탁 트

인 휴게 공간을 보았을 때 사용자는 공간적 확장을 느낄 수 있으며, 전면의 창과 옥상의 창을 이용하

여 공간적 확장성은 극대화 된다. 이러한 3층 휴게 공간에도 사선적 배치와 구조를 이용하여 생동감

을 부여하고 휴게실의 벽은 2층과의 끼워맞춤을 통해 위 아래로 움직인다. 이 벽에서 파생되는 또 다

른 벽들은 높낮이를 통해 의자, 테이블, 스탠딩 테이블로 3층의 벽 자체가 3층의 가구가 되는 것이다.

옥상의 아트리움은 사선의 공간적 생동감 연출의 극대화로써 사선으로 뚫려있는 창과 그 창을 타고 

올라가는 난간, 사선적 형태의 의자까지 더하여 긴장감과 생동감을 형성하고 있다. 사선적인 각을 이

루고 있는 난간은 녹지화를 통해 조경 공간으로 사용되어 현대적 트랜드가 잘 반영되어 있으며, 자

연광의 유입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트리움의 사선의 창과 옥상의 창들은 레벨의 높낮이

를 주어 자연광의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끌어온다.

빛의 유입과 3층, 4층의 벽의 가변성을 극대화 시키며 전시공간에 위치한 전시대의 가변성의 위치

와 방향을 보여 주는 파사드

The crash of view is occurred when people move into the resting space in third 
floor. When people get in and see the opened resting space, they could recognize 
space extension. The extension of space is maximizing through front window and 
door window. We inspire the vibrancy to the resting space at third floor using struc-
ture and placement of oblique line, and the wall of resting space is moving up and 
down by adjusting with second floor. The wall of third floor becomes chair, table, 
and standing table itself through height differences between walls.

Atrium in the roof top gives tension and vibrancy by maximizing display for space 
of oblique line in addition of diagonal opened window, window railing, and diagonal 
form of chair. Oblique angle handrail well reflects modern trend by using as garden 
space through afforestation, and the natural light would inflow effectively by chang-
ing height for diagonal opened window and roof window of atrium.

Maximizes the influx of light and the third floor, the walls of the fourth floor of the 
variability of all time exhibition space located in showing the location and orienta-
tion of the variability facade.

Program 02

Program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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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Light

빛과 가변성으로 살아있는 퍼즐과 같은 공간으로 풀어내어 더욱 더 생동감있고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레지던시의 용도에 맞게 계획하였다.

공간에 자연광을 투입함으로써 그로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들어지는 그림

자의 표정은 전체적인 공간에 생동감을 조성하고 아티스트라는 정신적인 육체

를 요구하는 직업 특성상 자연광은 지친 사용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어 진다.

퍼즐의 끼워맞춤과 가변성이 적용된 공간은 빛을 이용하

여 공간의 범위내에서 변화를 주게된다.

위 아래로 움직이는 벽은 하나의 공간을 둘로 나누며 둘의 공간을 하나로 합치게 되어 각 공간의 변

화를 주게된다.

하나의 공간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두, 세공간으로 나누어지고 나누는 역할을 하는 벽이 공간 사이

에 끼워맞춰지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간이 소통하는 모습을 가진다.

Plan to meet on the purpose of the residency that can be devoted to working out even more vibrant and released into 
the space, such as the variability of light and living puzzle.

Give change within range of space using light 
to the space which appliedwith adjusting and 
variability of puzzle.

Commitment by the sunshine in the space over time, so to be made according and artists called 
mental body needs to create a vibrant space in the overall expression of the shadow vocational 
nature revitalizes tired to users positive factor is the sunshine.

Give the change to two sharing one space, one to combine  the two space above and 
below a moving wall of each space.

The space of one, depending on the need of users is divided into two spaces, three 
spaces. Wall as dividing space between the arms is aligned in the form of has the 
space to communicate one overall appearance.

VARIABILITY 1

VARIABILITY 1

VARIABILITY 2

VARIABILIT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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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ility 퍼즐의 각 개체의 조각이 가지고 있는 가변성을 이용하여 공간의 범위내에서 변화를 주게된다.

아트리움의 전체 창을 이용해 건물 안으로 떨어지는 빛은 태양

의 일조 및 일사량에 따라 자연광의 유입의 방향이 달라진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태양이 서서히 이동할 때마다 들어오는 빛의 

방향이 달라지며 그 달라지는 빛의 방향에 따라 건물 안의 전시

공간의 전시대는 각각의 쓰임새가 달라진다.

또한 점심의 떠 있는 빛의 가운데로의 유입은 전시대가 둥글게 

배치가 됨에 따라 아티스트들의 잠깐의 쉼터가 형성된다.

아래층과 이어진 벽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벽들은 높낮이를 통해 의자, 

테이블, 스탠딩 테이블로 4층의 벽 자체가 4층의 가구가 되는 것이다.

Give change within range of space using variability of each piece of puzzle.

The entire window of the atrium inside the building 
falling light of the sun of sunshine and solar radia-
tion,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the inflow of natu-
ral light varies.

Of exhibition space inside the building when the sun 
slowly move from east to west, the direction of the 
incoming light that varies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the light varies each of the exhibitions stands, each 
according to his needs.

The influx of light floating in the middle of lunch to 
round placement as a short shelter is formed.

The wall of fourth floor becomes chair, table, and standing 
table itself through height differences between walls.

VARIABILITY 3

VARIABILITY 3

VARIABILITY 4

VARIABILIT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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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ASIS

People who are tired of busy life in the tough world 
nee d resting space. Thus we composed resting 
spa ce like an oasis in desert.

각박한 도심 속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휴식 공간이 필요 하

다. 그래서 우리는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쉴 수 있는 휴식 공

간을 구성하였다.

Background

요즘의 우리는 바쁘며 각박하게 살아간다. 염천교 구두거리 또

한 그러하다. 염천교 구두거리 상인들도 이러한 환경 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곳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바쁘고 각박하게 돌아가

는 도시를 사막에 비유하며 그 도시라는 사막을 지나다닐 수 밖

에 없는 사람들을 여행자로 비유하여 그 여행자들이 피로해졌을

때, 휴식하며 재충전할 수 있 는 휴식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Our lives today are very busy and hard-hearted just li 
ke the shoe street of yeomcheongyo. The merchants 
of the shoe street of yeomcheongyo were also dama 
ged by such environment. Comparing a busy and tou 
gh city to desert and also people passing by to trave 
lers, we aimed to composeresting space where thos 
e travelers can take a rest and recharge themselves 
when they are exhausted.

김형근 조재현  |  Kim,Hyung-Geun  Cho,Jae-H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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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2가 염천교제화거리 104평 정 도의 

대지면적 1~4층까지 사용.

건물자체가 많이 노화되어 있으며 한 눈에 보기에도 위생상

의 문제가 많아보이고, 건물과 주변건물들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고객층은 도매상과 알뜰족 등이다.

유동인구는 젊은층의 비율이 적고, 중장년층의 비율이 비교적 

많이 높은편이며, 주말에도 유동인구가 다른 지역 에 비하여 

많이 없는 수준이다.

교통여건 도보10분 거리내에 서울역이 있으며,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 근처에 주차장의 여건이 부족하므로 개인 자

가용을 이용하여 접근이 불편하다.

_

_

_

_

_

_

_

The shoe street of yeomcheongyo uijuro-2ga jung 
gu seoul-si-use of 1st-4th floors on 104pyeong site 
area.

The building itself and its surrounding buildings 
are all very worn out as showing some kind of sani-
tary problems.

It’s main customers are wholesalers and frugal 
consumers.

It has less young floating population while the rate 
of middle and older aged population is relativel 
high. Even in weekends, its floating population is 
not as m uch as other areas.

Within ten-minute walk distance, there is seoul sta 
tion and also a bus stop around it. It is inconvenient 
to access to it by using a car due to lack of parking 
spots.

_

_

Site view

사이공간이 좁고, 건물 내부 

페인트칠이 벗겨지며 부식 

되어 있다.

계단폭이 한 사람이 다닐 정

도로 좁으며, 계단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The gap space is very 
narrow while its inner 
paint is off and cor-
roded.

The stair width is also 
narrow enough only for 
one person as its height 
is not even regular.

Purpose

도심 속 오아시스 Oasis in downtown

낙후된 건물

A backward building

적은 유동 인구불편한 교통 인지도 상승

구두 거리 부흥휴식처 만듦

유동 인구 확보

인지도 하락

Decrease of awareness

Inconvenient transportation Little floating population Securing floating population Increase of awareness

Reviving the shoe streetCreating resting space

우리의 사이트 분석결과 낙후된 건물, 그 건물에서 일하는 장

인들과 좋지 않은 교통편, 사람들 사이에 인지도가 없어 심각

하게 적은 유동인구, 이런 종합적인 문제로 우리는 구두거리의 

구두 그리고 그 구두를 신으며 바쁘게 살아가는 주변 회사원들

과 구두장인들을 위한 도심속의 쉬어 갈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듦

으로써 유동인구 확보와 동시에 구두거리의 부흥을 시키는 것

이 목적이다.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site, it has various p ro-
blems like a backward building, poor transportation 
and seriously little floating population due to lack of 
awareness. We aim to revive the shoe stre et and se-
cur efl oating population by creating resting space for 
shoe makers and office workers aroun d it.

Target

우리의 주 타겟은 염천교 주변의 밀집해 있는 회사의 회사 원

들과 주변 구두장인 주민들 주말에 이용가능한 연인, 가족이 주 

타겟이다. 

Our main targets include office workers concentrate 
d around yeomcheongyo, shoe makers, residents, co 
uples for weekends an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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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도심 속 휴식 전용 공간으로서 가족, 친구, 연인 단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각 층별로 공간을 나눠 때에 따라 즐길 수 있다.

층에는 카페가 구비 되어있어, 굳이 닥터피쉬를 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 

_

Strength

Opportunity

Weakness

Threat

As resting space in downtown, families, friends and couples can take a rest. 
The divided space in each floor can be used differently. 
They can enjoy doctor fish in a cafe on the 1st floor.

_ 
_ 
_

닥터피쉬라는 하나의 프로그램 한정 되어 있다.

장소가 구두거리인 것을 고려하여 신상구두 전시를 통해 보완한다.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대기실을 만들고, 이용시간에 제한을 둔다.

It is limited to a single program of doctor fish. 
By displaying newly released shoes, it is expected to have promotional effect. 
It cannot be used by many people at the same time.
A waiting room is created as limiting the time for use.

_
_ 
_ 
_

_
_
 
_
 
_

점심시간이나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카페가 아닌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의 짧은 간에 발의 피

로를 풀고 갈 수 있다.

구두거리인 장소를 생각하여 장인들의 수제구두 전시를 통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눈에 띄는 독특한 구조물을 통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홍보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For short time like 10-15 minutes during lunch time or break time, people can 
shortly visit to relieve fatigue of their feet .
It provides something interesting to watch through the display of master artisans’ 
handmade shoes. 
The noticeably unique structure can arouse people’s curiosity, which leads to 
promotional effect.

교통편이 불편하다. 

도심 속에 있는 휴식공간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시켜 멀리가지 않고도 가까운곳에서 가족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권과 인지도가 많이 하락되어서 거리에 유동인구가 매우 낮은 상황이고, 구두거리에 닥터피쉬

라는 프로그램을 가진 공간이 언밸런스한 느낌을 준다.

휴식이라는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연출을 한다.

Inconvenient transportation
Strongly appealing for resting space in downtown, it can induce families to come 
spending time without going far away. 
Due to the decrease of its awareness, it has very little floating population. The 
space with doctor fish program sounds very mismatched to the shoe street.
It shows a natural space that can be familiarly approached for resting.

Goal

01_편안한 휴식공간

Comfortable resting-
space

02_구두장인들의 수제화전시

Display of master arti-
sans’ handmade shoes  

Providing a cafe

04_카페구비03_상권과 인지도상승

Increase of commercial 
supremacy and aware-
ness

Completing the space that 
gives vitality to the shoe 
street.

05_구두거리의 활력을 주는 공간완성

SWOT분석을 통한 우리의 지향점은 교통편이 불편한 도심 속에 있지만, 자연스러우며 편안한 휴식공

간이라는 것과 짧 은 시간 안에 발에 피로를 풀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닥터피쉬라는 한개의 한정

적인 부분에서는 구두거리라는 장 소를 통한 구두장인들의 수제화 전시를 통한 프로그램과 1층에 카

페를 구비하여 보안하여 상권과 인지도가 많이 하락된 구두거리의 활력을 주는 공간을 목표로 한다.

Through swot analysis, we aim to strongly appeal for natural and comfortable rest-
ing space and relieving fatigue of feet in short time,provide a cafe on th e 1st floor 
and display of shoe masters’ handmade shoes to compensate the limitation of a 
single progr am(doctor fish) and give vitality to the shoe street.

Concept

Refresh
원기를 회복시키다. The energy is recovered.

옆에서 모티브로 나온 오아시스를 기점으로 삼아서 바쁘고, 각박한 도심속에 살아가는 이들에 게 닥

터피쉬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의 피로를 풀고가는 동시에 쉬어감으로써 마음과 몸을 회복시키

도록 공간을 구성.

Based on the oasis as a motif, we plan to compose a space where busy people in 
do wntown can recover the ir mind and body by taking a rest and relieving fatigue of 
their feet through the doctor fis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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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발의 피로를 풀며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닥터피쉬라는 프로그

램을 구성하였고 오아시스의 자연의 느낌을 전체적 인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잡았다. 또한, 닥터피쉬라는 프로 그램을 중점적으로 

공간구성을 하였고, 그 공간구성은 가족 단위, 연인, 친구, 혹은 

혼자서 온 사람들을 고려해 각 층별로 공간을 나눴다. 1층은 로

비와 카페. 2층은 가족단위의 손님을 위한 단체공간인 메인 존. 

3층은 혼자 온 사람들을 위한 프라이버시 존. 4층은 커플들을 위

한 커플 존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닥터피쉬

신발장, 세족실

로비

카페

소품, 소재

Composing a doctor fish program that can been joy 
ed by everybody, the overall interior design is based 
on the concept of oasis in nature. Focusing on the 
doctor fish program as a main concept, the space is 
divided for each floor considering people like fami-
lies, couples, friends and  single persons. There are 
lobby and a cafe on the 1st floor. The 2nd floor is 
a main zone for families. The 3rd floor is a privacy 
zone for single persons, and The 4th floor as a couple 
zone.

Cafe

Cafe

Lobby

Lobby

Shoe rack

Shoe rack

Props, material

Props, material
Caravanserai

Natural
Oasis Doctor fish

Doctor fish

Commercial area
Village

공간구성 방식은 전통 오아시스 마을의 구조형태를 그대로 가

져왔다. 

The space composition is based on the structure of 
traditional oasis village.

오아시스 마을의 구조를 분석결과에 맞게 적용시켜 각각의 공

간을 생성했다. 

Each space was created by applying the structure of 
oasis village suitable fo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최종으로 사이트 건물에 수직으로 각 공간을 연결하여 공간 구

성을 하였다.

Finally, each space was vertically connected in the 
building on the site.

Aa a multimedia tower, the sculpture is connected 
from the 1st to the 4th floors. Through the several 
media hanging on this sculpture, people can watch 
them as experiencing doctor fish at the same time. 
Due to the powerful facade with this sculpture from 
outside, it is expected to have promotional effect of 
the shoe street.

Design process

멀티미디어 타워로 1층부터 4층까지 쭉 이어지는 조형물이다. 

이 조형물에는 여러개의 미디어가 걸려있으며, 닥터 피쉬를 체

험하면서 시청할 수 있다. 이 조형물은 외부에서 볼 때에 파사

드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두거리의 홍보효과을 얻어 낼 

수 있다.

카페겸 대기하는 공간으로써 카페만 이용할 수도 있고, 위 천장

에는 2층 단체공간에있는 닥터피쉬가 헤엄치는 모습이 보인다.

As a cafe-cum-waiting space, it is also possible to 
use just the cafe. Through its ceiling, the doctorfish 
on the 2nd floor is shown.

오른쪽 벽면에는 대나무와 대나무 그래픽이 있어서 좀 더 자연

스럽고, 편안한 공간을 연출한다.

The real bamboo and bamboo graphics on the ri ght 
wall provide an image of more natural and com fort-
able space.

계단실의 난간이 1층부터 4층까지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

으며, 계단 옆에는 나무형태에서 조명이 나온다.

The handrail of staircase is connected from the 1st to 
the 4th floors as tree-shaped lighting is pl aced rext 
to the stairs.

4층 커플존으로서 이곳은 커플석 자리로 2명이 이용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멀티미디어타워의 가지부분이 나뭇가지처럼 뻗어

나가는 형태가 보인다. 

The 4th floor is a couple zone where there are s eats 
for couples. The branches of the multimedia tower is 
extended in the air.

3층 프라이버시존으로 개인이 차분하게 혼자 체험 할 수 있는 공

간으로 구성되어있는 공간이다. 

The 3rd floor is a privacy zone where single persons 
can quietly experience it. 

2층 단체공간인 메인존이다. 이곳은 각자 체험이 아닌 가족단

위나 직장동료들끼리의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

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벽면에는 구두 장인의 수제화가 전시되

어 있다.

The 2nd floor is the main zone for groups. It is a 
space for groups of people like families and fell ow 
workers. On the wall, the handmade shoes by master 
artisans are displayed. 

1층은 카운터, 카페, 세족실, 신발장과 같은 부속실로 구성되

어진다.

The 1st floor is comprised of ancillary rooms like
Counter, cafe, footbath room and shoe clo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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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drawing Axonometric

Handmade shoes
Oasis - couple zone
Stair case
Props, material
Oasis - main zone

Handmade shoes
Oasis - couple zone
Stair case
Props, material
Oasis - main zone

Handmade shoes
Stair case
Props, material
Oasis - main zone

Shoe rack
Stair case
Cafe
Lobby

The 4th floor is a couple zone where seats for couple 
are placed. In this space, the multimedia tower has a 
shape of tree branches.

The 3rd floor is a privacy zone where individual seats 
are provided for single persons or people who like to 
experience doctor fish quietly. The media is showing 
from the front digital media tower.

The 2nd floor is a main zone where families or large 
number of people can experience it. Coming up 
through the staircase on the 1st floor, they can see 
the display of handmade shoes by master artisans on 
the leaf-shaped wall.

The 1st floor is divided into counter, cafe&waiting 
room, shoe closet and footbath room. Its cur- ved 
wall shows its every gap while its ceiling shows doc-
tor fish from the 2nd floor. It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multimedia tower.

4층 커플존으로 자리가 2인 커플석으로 배치 되어있다. 남녀 커

플이 이용하도록 구성되어진 공간으로 이 공간에서는 멀티미디

어타워가 나무의 나뭇가지 모양의 형태를 하고있다.

3층 프라이버시존으로 각자의 자리가 주어져 있으며, 혼자 오

거나 조용히 닥터피쉬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

성되어 있는 공간이다. 앞에 디지털미디어 타워에서는 미디어

가 상영되어진다. 

2층은 메인존으로서 가족단위나 다수의 사람들이 체험하는 공

간이며 1층에서 계단을 올라오면 나뭇잎 모양이 뚫려있는 벽체

에서 구두장인의 수제화를 전시하고 있으므로 구경할 수 있다.

1층으로서 각각의 실은 카운터, 카페겸 대기실, 신발장, 세족실

로 나누어져 있으며, 곡선벽체는 사이 사이가 보이 고, 천장을 보

면 2층 슬라브에서 닥터피쉬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이며 멀티

미디어타워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1F

3F

2F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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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입구로 들어간 후 왼쪽 곡선 벽체에는 사이사이 공간이 보여지

며 오른쪽 벽체쪽에 대나무의 그래픽적인 효과와 대나무가 설치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고 편안한공간을 연출한다.

Passing the entrance, the left curved wall shows ea 
ch gap while the right wall creates natural and com- 
fortable image due to bamboos and graphic effect.

커플공간으로 멀티미디어타워가 나무의 나뭇가지처럼 천장 까

지 뻗어나가 있는 형태를 볼 수 있다.

As a space for couples, the multimedia tower vertic 
ally rising from the 1st floor is extended to the ceiling 
like branches of a tree.

카페겸 대기실공간으로 위쪽으로 멀티미디어타워가 수직으로 

상승되어 있고, 천장에 2층 단체공간의 닥터피쉬가 헤엄치는 모

습을 볼수 있다.

파사드에서 쇼윈도우가 크게 돌출되어있고 뒤쪽으로 계단과 계

단의 난간이 일정하게 4층까지 이어지며 외부에서 멀티미 디어

타워 조형물이 파사드에 강하게 나타난다.

As a cafe-cum-waiting room, the multimedia tower 
is rising vertically and the doctor fish from the 2nd 
floor is also shown.

Its show-window is big on the facade while the hand-
rail of the staircase is regularly connected to the 4th 
floor at the back. From the outside, the multimedia 
tower sculpture is powerfully shown on the facade. 곡선벽체의 나뭇잎모양에서 구두장인들의 수제화 구두전시 를

통한 자연스러운 홍보효과와 인지도 상승을 전력화 할 수 있으

며 옆에는 멀티미디어타워를 시청하며 닥터피쉬를 통한 발의 피

로를 풀 수 있다.

Through the display of master artisans’ handmade 
shoes on the leaf-shaped curved wall, it is expected 
to ha ve promotional effect and the increase of awar 
eness as people relieve the fatigue of their feet whil e 
watchin g multimedia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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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천교 6080,10은 60년대 80년대 그리고 현재의 10년대를 의미한다. 역사앞에서 형성된 60년대 판자촌에서부터 시장이 생겨나고 미군들의 군화를 리폼하여 팔던 것을 계기로 지금은 수제구두의 고향

이 된.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에서 시작된 염천교 구두거리. 그곳의 역사를 공간화 하였다.

“Yeom-cheon kyo 6080, 10” refers to 60s, 80s and the current decade 2010s. The shoes street called yeom-cheon kyo, now both the place of custom shoes and the ground for 
life of the shoemakers, was originally formed in front of seoul station around 60s. As time goes by, it gradually transformed from the rat-hole village into the market place 
especially filled with custom shoemakers, most of who started their own business by reforming combat shoes of u.S. Army. We tried to visualize its history in the form of ‘space’.

6080,10 Remembrance
염천교의 6080,10 지나간 날들의 회상

강벼리 김수빈 이재희  |  Kang, Byeo-Ri  Kim, Soo-Bin  Lee, Jae-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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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 Analysis

- 서울 중구 순화동. 

- 건물이 오래되었고 주변의 고층건물 개발로 인해 겉으로 보기

   에 낙후된 지역이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있다. 

- 현재 철거예정인 지역으로 오랜 수제구두거리의 역사가 증발 

   될 위기에 처해있다.

2호선

회사

공원

1호
선

서울역

경
의

선

주상복합단지

수제구두 거리

염천교 사거리

- Sunhwa dong jung-gu, seoul.
- With the old buildings standing and the skyscrapers
  under construction, it gives an impression of undeve  
  loped region. 
- Current local demolition scheduled distance of the 
  old handmade shoes history can be evaporated in 
  the midst of crisis.
- The buildings are about to be torn down and cleared 
  away, which means the history of the region is in 
  danger of being disappeared.

염천교 사거리는 수제 구두상가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반되

는 분위기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등의 고층건물들이 에워

싸고 있는 모습이다.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서울역과 지하철역

이 있어 교통은 발달 되어있지만 이 부근의 유동인구는 적은편

이다. 좁은 건물들이 빽빽히 붙어 하나의 큰 덩어리로 형성된 B

구역 상가가 주제인 판자촌의 속성과 닮아있어 선택하였다. 겉

으로 보기엔 모두 다른 건물 같지만 상층부로 올라가는 진입로

는 한 곳이다.

Around the yeom-choen kyo crossroad, there are 
custom shoes districts surrounded by complex apart-
ments and high-rise office buildings that conflict with 
eachother. A floating population in this area is not so 
much, although it is easy to reach within a 10-min-
ute walk from seoul station. We found the ‘district 
b’similar to our project theme‘the shack village’,as 
both are formed from jampacked units into one big 
cluster. And that’s why we chose it. It seems to have 
all different buildings, but an entry ramp to the upper 
side is unified at last.

Line 2

Li
ne

 1

Yeomcheon Bridge

Handmade Shoes Street

Seoul Station

Gy
eo

ng
ui

 L
in

e

Park

Office

Background

염천교는 1925년 서울역이 생기며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졌다. 하나 둘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일대에는 판자촌이 형성되었다. 사람들이 많아지자 자연스레 시장이 형성 되었고 서울역을 통해 

가죽을 얻게 된 구두공들이 중고 군화를 이용해 신사화를 만들어 판매했다. 점차 수제화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지자 구두 특화 거리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염천교 수제 구두거리가 형성되어 호황을 

누렸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실제로 재개발의 대상이 되어있는 염천교 구두상가는 영원히 잊혀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이질적인 공간의 삽입이 아닌 장인들을 존중하는 시간과 

그 시절의 인간미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을 선물하고자 하였다.

Many people passed yeom-cheon kyo as the seoul station was built in 1925. As people settling down, the area soon turned into the group of illegally built shacks. The 
market place came into existence, being a place easy of access. The shoemakers launched their own marketing by promoting the sales of the custom shoes, made of 
the secondhand military shoes and leathers provided through the transportation. As the business expertise increases, the place was deeply rooted as the shoes street 
and the yeom-cheon kyo were doing a lively business as a custom shoes market. However, under the pressure of redev-elopment, the market place is threatened to be 
lost in the mist of time for good. At this point, we were inspired to represent an emblematic of both honor to the craftsmen and the memories of humanity of the time. 

장인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에게 옛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기

념비적 공간의 생성

Respect for the artisans and shows 
the appearance of the old days to 
the people. The creation of moun-
mental space

재개발의 대상

The subject of redevelopment

1980년대

수제구두거리고 자리매김

Became the streets to 
Handmade shoes

1960년대 

판자촌의 형성

시장 형성

군화를 리폼한 

구두 판매

Shantytowns of formation

The formation of the market

Recycled shoes for sale

1925 

서울역 개통

Seoul statoin op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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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그 시대에 그 곳을 다녔던 사람들, 염천교를 잘 모르는 신세대

들, 현재 그곳에 살고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두 장인들에게

도 잊혀져가는 지난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힘들었던 시절이자 

거기에 담겨있는 인간미,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

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여 모아본 이미지들을 압축해 

공간에 넣어주었다.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기타

구두장인

주민

신세대

We would appreciate if you could get an opportunity 
to rethink about the harsh times, the humanity and 
the importance of touching your neighbors through 
this exhibition. We expect everyone to see the scen-
ery from old days ? From the former to current resi-
dents, from the people who was coming and going 
around there to the new generation who don’t even 
know where the street is located. We tried to visual-
ize it as compressive images.

Citizen

Shoe artisans

New generaation

Passers

Etc
SWOT

S

T O

W
염천교를 검색하면 구두거리가 연관검색어로 뜰 정도로 

수제구두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곳이다. 

Yeom-cheon kyo is a familiar path for custom 
shoes lovers, and it is demonstrative that if 
you google ‘custom shoes’ in korean search 
engines, you would probably be linked directly 
to the information about yeom-chen kyo.

하지만 단골손님이라도 예전 그곳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적다. 그리고 수제화를 신어보지 않은 신세대

들에게는 수제화부터 판자촌이었던 과거까지 낯설기만 

한 곳이다. 

However, there are few people who remem-
ber the images of the old days, even among 
the regular customers. Moreover, the ‘custom 
shoes’ is a stranger to the latest generation, 
let alone the scenery of the shack village; they 
might not have had the experience of wearing 
their own custom shoes.

현재의 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삽입하는 방식을 택하여 

명시성이나 주목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녹아있는 역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기존 건물에 담겨

있는 공간이 그 의미를 잘 표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It suggests the history of the region by in-
serting new space into the space of present; 
what we think is effective way to represent the 
meaning of the space, even though it could 
possibly seem less explicit or notable.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과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

을 생성하여 구두 골목에 익숙하던 익숙하지 않던 새로

운 경험과 기억을 만들어 주는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 

For that reason, we tried to make a space 
where we could learn about our past, and we 
hope that it could be an experience to refresh 
your memory, whether you are already famil-
iar with i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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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촌에서 구두거리로의 변화

최소의 공간에 최대를 담아야 했던 판자촌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선별해 공간디자인에 사용하였다.

Changes in the way the shoes from shantytowns

Shack had to be placed up to a minimum of space. Were used in the design space, selection of distinctive elements.

Concept & Keyword

Design process

구두 기부공간리폼판자촌

염천교

염천교Yeomcheon brid
ge 

Yeomcheon bridge 

공간의 삽입
Space 

외부와 연결

공간 

Aisle

Space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염천교의 옛 모습들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추억이고 기록으

로 남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Can not be seen eye yeomcheon old in appearance someone else who 
record memories and thinks that memorable.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간을 그대로 두고 깊숙이 공간을 자리 잡아 설계하였다.

Deep into space, leaving the existing space therefore established itself to the 
design looked.

외부에서 판자틈새가 어긋나게 서로 교차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Intersect each other in appearance 
to distract from the outside plank 
niche.

소통하는 의미를 담은 WIRE WALL의 모습.

내부에서도 틈이 있는 벽을 사용했다.

Wire wall containing the means to 
communicate.

Using the internal gap in the wall.

새로운 기억의 선물

단절을 깬 나눔

무언의 소통

Gift of new memories

Break disconnection dividing

Unspoken communication

단절과 소통의 공존
Coexistence of inter-
ruptions and com-
mumication

단순성
Simplicity

서로 이어진
Connected

밀집된
Compact

판의 틈새
Cracks in the board

좁고 굽이진 통로
Bended narrow alleys

규격화 되지 않은
Non-standard

이전과 이후의 연결
The connection 
of before and 
after

소통
Communication

맞춤

Personalized fit
무제한적
Un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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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 Axonometric

구두 기부처: 앞으로의 기억을 선물하다.1F

2F

3F

어려운 이웃들에게 신발을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다. 모든 사람들의 구두에는 각자의 의미와 기억, 추억이 담

겨있다. 그러한 구두를 선물해 준다는 것은 새로운 기억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선물 한다는 의미로 적용된다.

This room is for the shoes donation program to help 
the unfortunate neighbors. Every one of us might 
have our own shoes filled with special meanings and 
happy memories. Giving your own shoes for neigh-
bors could also mean making them a present of new 
good memories.

Shoe donations: A gift the memories of 
future.

각자 개성에 따라, 용도에 따라 기존의 신발을 자신에게 맞춤맞

게 바꾸어, 구두에 또 다른 생명을 불어 넣어 주는 제한 두지 않

는 리폼의 특성을 생각하여 기능에 따라 분할하되 가변적이며 서

로간의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했다. 

리폼매장: 시간을 되살리다.

Reform stores: Time to reanimate.

Remodeling is changing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personality.Shoe blown back into life. Think of 
these features of space planning.Function depend-
ing on the variable, but split and communication is 
possible.

염천교 사거리를 돌아보다. 염천교의 60년대 모습을 나타낸 곳

이다.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나 고층건물들이 서 있는 자리들은 

판자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사진,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갈라진 벽이 있는 각 실에 들어가면 하나하

나의 전시공간이 펼쳐진다.

Remembrance of yeomcheon bridge intersection it 
shows yeom-cheon kyo in the 60s. It originally had a 
form of the shack village, but now has silver buildings 
like tower block or complex apartments. All of these 
will be disclosed through the photos and exhibition. 
On show is each room with cracked walls. 

전시공간

Exhibition Space

Path

60년대 부터 현재의 도로 상황을 표현해 보았다. 점차 정돈되

어 가는 모습.

From the ‘60s have seen a representation of the cur-
rent road conditions.Increasingly going to look or-
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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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Descending along the wall, you could find the 
lobby. On the wall and ceiling in the lobby space, 
the void section is intersected for the light to be 
put in. At the same time, it is given connection to 
the alleys for the representation of their history.

감아도는 벽을 따라 내려오면 로비가 나온다. 로비공간의 

벽과 천장에 VOID한 부분을 교차시켜 빛을 삽입하는 동시

에 골목길의 역사를 담아내는것을 표현하기 위해 골목길과

의 연결성을 주었다.

Wire wall은 기능에 따른 경계를 표현해 주면서도 기존과 새

로움의 연결이라는 특징을 비유해 내부 공간에의 시선을 확

보하고 공간으로의 입장이 자유롭도록 계획하였다.

장인들과 경험자들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리폼을 

할 수 있는 공방과 작업실들이 주로 있는 공간으로 작업대와 

의자등의 가구가 들어가 있다. 가구들 또한 철의 재질로 맞

추었고, 소통의 의미에서 매쉬망을 사용하였다. 가구들은 공

간의 경계가 모호하도록 자유롭게 배치하였다.

Wire wall boundaries, according to the features 
represented.Securing attention onthe internal 
space.Shows the connection of existing and new.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 깎인 듯 한 길의 느낌을 창과 테이

블에 적용하였다. 솟아 오르듯 뚫린 창은 계단을 올라갈 때 

내부가 들여다 보이도록 각을 주었다.

Notched to fit the overall atmosphere seemed 
a way of feeling, was applied to a window table. 
Perforated window seemed to soar when i climb 
the stairs to each given a look to see internal 
communication.

총 3개 실로 구성되어있는 1층이다. 물줄기의 시작점에서 이

리저리 길이 갈리듯 통로는 비좁고 불규칙적인 판재들로 이

루어져있다. 5m의 높은 천장고가 압박감을 더해준다. 각 실 

벽의 갈라진 틈새로 빛이 새어 나온다.

The first floor is divided into three rooms. The 
pathway consists of irregular, cramped plates. 5M 
high ceiling height adds to the pressure. Leaked 
light into the cracks of the wall, each room.     

Artisans and experienced users communication 
is the most important space. Mainly in space they 
can reform workshop and studio. Workbench and 
chair furniture inside. Furniture also made of 
iron, was fit to use the means of communication 
in the mesh network. Furniture was placed freely 
to the boundaries of space ambiguous.

전시는 60년대의 판자촌의 모습과 주택가 골목의 굽이진 모

습, 동네에서 마냥 즐거워 보이는 아이들 사진 등 향수를 불

러 일으킬 수 있는사진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부를 종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청각 자료를 접할 수 있

는 시청각실이 있다.

Exhibits the appearance of the shantytowns of the 
‘60s and curvaceous figure, a residential area of 
the alley in the neighborhood photos. Nostalgia 
exhibition that could be planned.

Audio-visual room that can access a variety of 
audio-visual materials can be encouraged to do-
nate.

염천교 사거리에서 본 건물 전체의 정면이다. 첫 역사를 기

린다는 의미에서 판자촌을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했고, 외부

에서도 판자촌의 특징을 보이고자 하였다. 틈새와 틈새의 만

남으로 거리가 생기고 소통이 되는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Front of the entire building is at the crossroads 
of this yeomcheon bridge.The first giraffe in the 
sense that the history of shantytowns patriarchal 
thought.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an-
tytown outside. Distance into the cracks and crev-
ices of the meeting and communicate meaning. It 
was designed to make you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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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천교 구두골목은 해방 후 미군들의 중고 전투화 가죽으로 만

든 재생신사화가 크게 유행하면서 번창했던 곳이다. 70~80년

도에는 싼 가격을 무기로 명동의 고급제화점과 쌍벽을 이루었

다. 국민소득이 점차 높아지면서, 고급 브랜드를 앞세운 대기업

들의 판촉전과 재료비도 안되는 초저가 수입신발의 덤핑판매로 

청계천 신발상가에게 상권마저 넘겨주었다. 요즘은 댄스화, 스

포츠화 등 국내 수제화를 기억하는 고객들로 그나마 현상유지

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역 역세권 개발

Background

Cultivate The 
                District

박철우  |  Park,Chul-Woo

로 2014년까지 상가 자체가 없어진다니 70~80년대 영화도 이

제는 석양에 걸려있다.

Shoes street in Yeomcheon bridge drove a roaring 
trade with recycled men’s dress shoes, as a fashion, 
made of used military shoes leather of American 
forces after liberation. It used to compete with high 
ranked bootery in Myeong-dong through cheap price. 
As national income has increased, it is getting in 

danger due to major companies with deluxe brands, 
imported shoes with highly cheap price, which makes 
commercial supremacy move to shoes stores in 
Cheonggyecheon. Nowadays, the shoes street man-
ages its sales thanks to customers remembering do-
mestic shoes such as dance shoes or sports shoes. 
But getting worse, the place will disappear but to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he place are being 
threa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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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public facilities and business section on 
the east of the yeomcheon bridge and general stores 
and residential area are located in the west. There 
is much traffic but it not good for pedestrians to ac-
cess the place due to lack of public transportations 
such as train and bus stop. That is, traffic on foot is 
much less than car traffic. It causes decrease of the 
number of customers because of lack of accessibil-
ity naturally. Each section is divided between yeom-
cheon bridge on both sides of the road without any 
communication each other.

염천교 주변에는 동쪽에 공공시설, 비즈니스 구역이 있다. 그리

고 일반상가, 주거지역이 서쪽에 분포해있다. 통행량은 많다. 하

지만 주변에 지하철과 버스정류장등 대중교통 시설이 없어서 

보행자의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도보 통행량은 차

량 통행량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자연스럽

게 고객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서로 간에 소통의 기회조차 사

라진 채 각각의 구역은 염천교를 사이에 두고 양 쪽으로 분단되

어 있는 상태이다.

Site  analysis

Concept

서로 다른 직종의 사람이‘구두’라는 목적으로 우연히 만나 소

통하여 자연스럽게 구두거리를 발전시킨다. 화이트칼라(또는 주

민)와 구두상인이 만나서 구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두상인

들이 모여 구두거리의 발전을 논의한다. 또, 화이트칼라와 주민

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구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소통은 언제

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구두거리의 기반을 탄탄하

게 하고, 성장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소통하는 것

은 구두거리에 영양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두거리는 이 

영양분을 바탕으로 성장할 것이고, 결국 이곳에서 난 열매는 다

시 소비자와 상인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People working in different section will develop the 
shoes street while communicating by accident. The 
white collar(or resident) and shoes trades people 
meet to talk about shoes and tradepeople gather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the shoes street. Moreo-

ver, the white collar and resident meet to talk about 
shoes naturally. Communication always has strong 
power. It will support and develop the basis of the 
shoes street. The thing people gather here and com-
municate means to prosper the shoes street. The 
shoes street can be improved with them and the ben-
efit will finally return back to customers and trade 
people.

Cultivate The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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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Details

Scale models

Applied to the move-
ment in the direction in 
which the plants grow

Applied to the fields in 
the form of a column

Crossing of movement

Bend the linear form

Expansion of movement

Overlap to form a curved

식물이 성장하는

방향을 동선에 적용

밭의 형태를 단에 적용

동선의 교차

직선적 형태를 구부림

동선의 확장

구부림 형태를 겹침

The pierced holes on the wall seems an effect such as light passes leaves. There 
are space displaying shoes on the bottom of the floor. When a customer counsel 
the shoes design, it helps to come out better design. Foot care(foot massage) space 
can guarantee to keep privacy little bit with dividers.

벽면의 불규칙적으로 뚫린 구멍은 빛이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듯한 효과를 준다. 바닥 밑에 구두를 

진열하는 공간이 있다. 고객이 디자인 상담을 할 때, 이것을 참고하여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

록 도와준다. 풋케어(발마사지)공간은 칸막이가 있어 약간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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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the space

Basement The first floor The second floor

Every divider and wall was removed except for materials supporting weight. 

Stairs were changed for moving line except for section users use on different floors.

The column supporting weight of whole building was reformed only for shape to be harmony with general 
design. 

원래 있던 칸막이와 벽 중에 하중을 지탱하는 요소를 제외하고 전부 철거했다.

계단은 다른 층의 사용자가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동선에 맞게 변경하였다.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은 형태만 바꿔서 전체적인 디자인에 녹아들게 하였다.

Meeting space for trade people, design counselling 
space for custom made. It is not aimed at conversa-
tion one-to one, the space can be improved with par-
ticipation between other trade people and customers 
freely.

A gallery for original design of shoes street com-
munication can be presented through ‘interference’ 
about suitable design. When a customer order nice 
shoes, the customer can be given a parcel within few 
days.

A space for foot massage the rest space can offer 
physical stability. It can help smooth communication 
without wariness for strangers.

상인들의 회의 공간, 맞춤구두를 위한 디자인 상담 공간. 

1:1의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과 고객이 자유롭게 

간섭하여 더 좋은 효과를 낸다.

구두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전시된 갤러리. 

어울리는 디자인에 대해 서로‘참견’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진

다. 마음에 드는 구두를 주문하면 며칠 안에 소포로 받을 수 있다.

발마사지를 하는 공간. 

휴식을 하고, 피로를 풀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 이것

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낮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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