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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ould like to introduce the Happiness studio, [SHED, Spatial Happiness and Environmental Design]
where we will start to establish a base for research and active projects that seek to understand spatial happiness. At the moment there are no scholarly definitions of Spatial Happiness and we are on the threshold of
a new spatial philosophy that we can genuinely contribute to and be a part of this burgeoning thinking. Our
Inaugural project focuses on Workspace, a place that has been under rigorous rethinking throughout the
21st century. New technology and more flexible working practices have reshaped our office environment;
however has the well-being of the staff been considered thoroughly enough? and has this best practice been
disseminated to all businesses in the UK?
What measures should we work towards as on the one hand the workplace is where we spend the majority
of our daylight hours, where we share our creativity and future thinking. Would businesses both attract the
best thinkers if their well-being and environment was considered more highly and would they start to outperform their expectations because of the improved conditions?
The idea of 24 hour workspaces is well established but have employers taken our circadian rhythms into account? The statistics show eventual poorer health of those that work through the hours of darkness.
Mobile technology now enables us to select different environments to work in, but do these environments
establish good posture and adversely if you did remain at the workstation, how you encourage movement
and posture realignment, does this mean that we can do away with the office chair, should we test other
seating solutions where you encounter discomfort encouraging timely movement?
Should employees been given a nutritional programme to ensure better energy levels throughout the day,
aiding constant concentration and therefore facilitating a more productive output perhaps more importantly
the workforce would concede less errors. Better food would engender better moods and overall satisfaction
and very possibly have a zero on costs.

Kaye Newman
Course Organizer - 코스 기획자

‘행복을 구현하는 공간(Spatial Happiness)’에 관한 연구와 활발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토대를 세우기 위해 설립된
행복 스튜디오[SHED, 행복을 구현하는 공간과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를 소개한다.‘행복을 구현하는 공간’에 대한 학문
적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스튜디오는 공간에 관한 새로운 철학적 접근의 포문을 열어 이 개념의 발전에 크
게 기여하고 있으며 개념형성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우리의 첫 프로젝트는 작업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와 활발한 재논의가 진행된 작업환경은 신기술의 도래와 유연해진 사무 관행으로 인해 그 형태가 변화했다. 하지만, 과연 직
원들의 행복도 충분히 고려되었다 할 수 있을까? 과연 최고라 일컬어지는 사무관행이 영국 내 모든 사업체에 퍼져있다 할
수 있는 걸까?
한편으로는 낮 시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면서 창의성과 미래를 위한 구상을 공유하는 공간인 작업 공간에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사업체들이 최고의 인재를 위해 그들의 안녕과 환경을 더욱 존중해준다면 원하는 인재를
얻을 수 있을까? 또, 개선된 환경 덕분에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제는 자리 잡은‘24시 작업 공
간’방침을 실현시킬 때 고용주들은 24시간 주기 리듬을 고려한 걸까? 통계자료를 보면 야간 근무 직원들의 건강이 궁극
적으로는 현저히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동통신기술은 우리에게 다양한 작업 환경의 선택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올바른 자세로 이어질 수 있을까?
또, 근무자가 주어진 작업 장소에서 일하기로 선택해도 작업 중 움직임을,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장할 수 있을까? 사무실 의자를 버려야 되는 걸까? 아니면 불편해서 때가 되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걸까?
직원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해 근무 시간동안 더 나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결국에는 더 생산적으로 일하도록 촉진하고 어쩌면 더 중요하게는 직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걸까? 더
나은 식단은 많은 경우 간접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근무자의 기분을 좋게 해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
니다.
우리는 과잉 규제를 찬성하거나 의례적인 관습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필요한 것이 다르며, 각각의 선택은 행

We are not in favour of over regulation and box ticking and individual requirements are specific and choice is
integral to the field of wellbeing but some of these measures should be adopted as the norm, why would you
accept anything less than healthy practice?

8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복에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어떤 조치들은 규범적인 것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못한 것들을 수용해
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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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Sport: Hospitality Area
Office Space
Studio 2

Anastasiya Vodolagina

ckollibri@gmail.com
http://avodolagina.portfoliobox.net/

SHED(Spatial Happiness and Environmental Design)
looks at ideas of the industrial shed that now occupy
many out of town areas. New industrial estates are
the new home to many types of businesses. Their
size and construction offer often more available
space for its occupiers and more opportunity to
create the interior to their specific needs. They are
developed in a series of connected spaces cultivating a new community, workforce and consumer.
The exterior is clad around a metal framework. The
idea of floors, levels and what’s happening inside is
often hidden and the impact of the Interior is only
apparent once inside.
SHED(행복을 구현하는 공간과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는 도시
지역 공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작업장을 대상으
로 삼고 있다. 신산업단지는 다양한 종류의 기업들의 새로운 터
전이 되고 있다. 산업단지의 크기와 건축물은 사용자에게 더 넓
은 크기의 장소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건축물은 새로운 지역사회, 인력
및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는 일련의 연결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층, 높이 및 내부구조는 보이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
으며 내부구조의 효과는 오직 내부에서만 확인가능하다.

Consider the following:

The site survey revealed the following

Design settings or spaces:
The experience and journey
use of brand,
Way-finding,
Location
The space in between
Permanent and Transient users
Hospitality space
BT and the Community
Recharge Space
Adaptability, Flexibility and Event
Design to assist both the functionality and engagement
Create a spatial experience
Deliver a sense of enjoyment

Issues of existing envelope showed Noise pollution
Uneven and inadequate lighting levels Poor heating
system

materialty of space:
steel grid;
greezeblock walls:
plasterboard partitions;
concrete floors;
glass fascia curtain wall;

The height of the Hospitality space is 11 meters high
and m long

The main points of wellbeing are:

The project aims to create a sustainable environment, which is open 24/7 and is used by hundreds of
people: BT staff, the live audience and visitors. The
local business community are encouraged to use
the cafe as place for the community to integrate.
The project takes on BT’s innovative approach to
broadcasting, its values of connection, people, adaptive design, ingenuity, technology and wellbeing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언제나 이용 가능하며 BT 근무자들, 방
청객들 그리고 방문객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
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다. 지역 사업체는 카페를
구성원 통합의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장려된다. 이 프로젝트는
BT의 혁신적인 방송에 대한 접근법을 포함하여 연결, 사람, 적
용 가능한 디자인, 독창성, 기술 그리고 복지에 대한 가치를 바
탕으로 두고 있다.

air quality,
water,
light,
posture,
comfort,
mind,
nutrition.

Industrial survey:
showing the L-shaped hospitality area

Photos of BT Sport hospitality area with
their location on the plan

Through site survey a number of problem were
found: noise polution (the walls in the space and
the floor are concrete), inadequate sitting space for
the audience in order to wait for the life show. The
nutritional value of the food served needs review

Therefore, a number of constructional changes and
development of eating area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do factors of wellbeing
were taken into account.

웹사이트의 설문조사를 통해 몇몇 문제가 발견되었다. 소음 공
해(공간의 벽과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음), 생방송 관람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관객들이 앉아 있기에 부적절한 좌석
제공되는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

Concept - Hospitality Area

HereEast building

BT Sport is located in HereEast Building in the
Queen Elizabeth II Park. It sits in between few
boroughs: Newham, Tower Hamlets, Hackney and
Waltham Forest.

View from the bridge

BT 스포츠는 엘리자베스 여왕 2세 공원(Queen Elizabeth II
Park)에 위치한 히어이스트(HereEast) 건물에 위치해있다. 빌
딩은 뉴엄, 타워 햄리츠, 해크니, 월섬 포레스트 구획 사이에 위
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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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s Installation : by Ai Weiwei

Sustainability

In order to make hospitality area more sustainable
I decided to build constructions from reused timber
(such as broken/old tables/chairs, wooden objects).
All pieces blot on together, therefore when these
constructions are not needed anymore it can be
deconstracted and reused once again.

지속가능성

Open-Sided Shelter, Israel by Ron Shenkin Studio

오랫동안 이용 가능한 손님맞이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
는 부러지거나 오래된 책상/ 의자의 재료였거나 목재를 소재
로 한 물품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목재를 재이용한 건축물을 지
었다. 모든 소재들은 이미 사용되었던 재료들이기에 더 이상 건
축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언제라도 분해될 수 있으며 재사
용될 수 있다.

컨셉 - 손님맞이 공간

BT Sport is quite open environment. There are every
week life shows, where everyone is welcome to
come and watch.
BT Sport employers are working as a big team,
where the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T 스포츠는 접근이 개방되어 있다. 매주 누구나 와서 볼 수 있
는 생방송이 진행된다. BT 스포츠의 고용주는 상호 소통하는
환경에서 모두가 한 팀의 일원으로서 일한다.

My concept is to create a home-made feeling of the
space in order to give a nice journet through the
hospitality area with numbers of pockets of spaces
for different purposes.
Main idea of the project came from trees in the park
near HereEast building.Therefore most of precedences are based on tree like forms, or architects,
who work with different kind of timber. The rest
ideas like lightning, furniture were based on materials and atmosphere. In order to create home like
feeling and bring outside feautes inside the space
most details in the interior have homemade properties and made of wood. Because it has soft feeling
to it and people feel more connected to the nature
through wood.

이에 따라 건축학적 변화와 식사 장소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를 위한 요소들이 고려되었다.

View of Olympic Stadium

우리의 공간 컨셉은 집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서로 다른 목
적을 위해 만들어진 포켓 스페이스(건물과 건물 사이의 호주머
니와 같은 공간을 지칭)를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이용해 기
분 좋은 여정의 느낌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발상은 히어이스트 건물 근처에 위치한 공
원에서 비롯되었다. 그에 따라, 과거에는 대부분 형태를 나무의
모양을 기반으로 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목재를 사용하는 건축
가의 형식을 따랐다. 그 외 조명이나 가구는 자재 혹은 분위기
를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집과 같은 느낌을 형성하고 외부의 특
징들을 내부 공간에서 구현하기 위해 인테리어의 세부적인 요
소들은 가정용품이거나 목재를 소재로 한 것들로 채워졌다. 이
러한 요소들은 부드러운 인상을 주며 목재소재는 사람들이 자
연 친화적인 성질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도록 한다.

Gardens by the Bay, Singapore by Wilkinson Eyre Architects

24 Lines, Montpellier by 1024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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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n scale 1: 100

Model in scale 1: 100

Separating staff form the visitors will save time for
employers to have lunch and have a break.
방문객과 직원의 공간을 분리해 놓으면 직원들이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Each bench for the mezzanine level is an unique and bespoke size. The main idea
is to give people different areas of experience of working practice that then require
different materials and approaches.
중이층에 위치한 모든 벤치는 특별하고 맞춤 크기로 제작된다. 이는 다양한 접근법과 소재를 필요
로 하는 작업을 하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작업 공간에서 일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Providing adaptable meeting rooms will lower the
noise pollution.

Development of seating area
Wooden sticks placed inside the box, where underneath them different material,
such as springs, foam rubber and rubber. Each of the material has different
elastic qualities and softness. Because of numbers of sticks, bench adapts to
unique shape and weight of the body.
좌석의 개발
상자 안에는 나무 막대기가 놓여 있고 그 밑에는 용수철, 스펀지 고무 및 고무와 같은 다양한 재료
도 배치되어 있다. 각각의 재료는 모두 탄성과 부드러운 정도가 다르다. 많은 수의 나무 막대기는
벤치가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고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위치 재구성이 가능한 회의실은 소음 공해를 줄일 수 있다.
Model showing the meeting rooms

Plan and section and model showing Hospitality space with mezzanine level in scale 1:125
중이층의 크기가 1:125의 비율인 손님맞이 공간을 구획을 나누고 설계하고 견본을 제작한다.

Sketch of bench design

14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Sketch of tension on the elastic material in the bench

2016 Spatial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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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ation of section AA

B

A

A

B
Visualization of section BB

Sketch of tree structure

16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Sketch of meeting table

Sketch of the bench

Proposal sketch of bookcase

Proposal sketch of lunch table

2016 Spatial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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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that enhances sleep

Photo survey of the existing office space located on fourth level that revealed the following points

Fish
Cherry juice
Bananas
Rice
Yogurt
Lettuce

Meeting rooms on the mezzanine level
High proportion amount of monitors on the tables
Lockers

Kitchen area
Space to meet
Two fridges, microwaves

Hanger for coats and umbrellas
Recycling bins
Green carpet on the floor, in order to bring wellbeing
approach

A circadian rhythm is any biological process that
displays an endogenous oscillation of about 24
hours. Because of long working hours of BT staff
this rhythm is interrupted. Therefore they need a
place to recharge themselves for a while.
In order to do so a number of sleeping pods will be
installed into the office space.
‘내인성 일주율’은 24시간 동안 내생의 진동을 보여주는 모
든 생물학적 과정을 의미한다. BT의 직원들은 근무 시간이 긴
탓에 이 리듬이 종종 방해받는다. 그렇기에 BT 직원들은 잠시
간 스스로를 재충전할 장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무실 공간에 여러개의 수면 캡슐을 설치할 예정
이다.

Following the survey of the office space a number of issues were noticed:
air quality;
nose pollution;
poor kitchen facilities;
-overcrowding

The challenge of placing the sleeping pod
into the working environment:

Through the photo survey there is a clear understanding of major problems in the office. Amount of
monitors, keyboards, wiring and piles of documents
make it difficult to work. There are not enough
lockers, which can be accessed quickly.

The office space is divided by its by teams.
There are five main teams on the ground floor.
Those teams in total contain approximately 200/150
people.
The staff prefer to stay in their teams

Kitchen space does not provide an appropriate
space to eat as a community Therefore the staff do
not remain in the area to eat lunch.

The mezzanine level there are two teams: The digital team which is the largest and the management
team including the CEO. Which in total gives up to
150 people.

Meeting rooms are not used the way they should.
Staff store their broken and and unused equipment.
in these spaces

The management team and the CEO team tend to sit
separately from the digital Team.

사진 설문조사를 통해 사무실에서 발견되는 주요 문제점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많은 수의 모니터, 키보드 및 배선들 그리고
쌓여있는 서류들이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또, 쉽게 접근 가능한 물품 보관소가 충분치 않았다.

사무실 공간은 팀별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1층은 크게는 5개
의 팀으로 구획이 나누어져 있다. 그러한 팀들은 약 150-200
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팀에 남아있는 것을 선호한다.

부엌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모여서 식사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닌 탓에 직원들은 부엌에서 점심을 함께하지 않는다.

중이층은 가장 큰 규모의 팀인 디지털 팀과 최고경영자를 포함
한 경영 팀이 사용한다. 이 두 팀은 대략 150명 정도의 인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실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다. 직원들은 부
서지거나 미사용 상태인 도구들을 보관하기 위해 회의실을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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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layout refers to principles of wellbeing to
improve quality of space. Apart from changes to
the layout and organisation of the space the studio
introduces the new practice in order to improve
the workspace quality of employers taking care of
their health through the quality of air, light, noise,
comfort, movement and nutrition,
새로운 공간의 배열은 복지의 원칙에 의거해 공간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새로운 공간의 구성과 배치의 변화와는 별개로
스튜디오는 직원들의 작업 공간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직원
들의 건강을 고려한 공기, 조명, 소음, 편안함, 움직임 그리고 영
양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행을 도입한다.

shape
material
lighting
noise
position
wall behind

Noise control. Types of noise.
How to create a relaxing atmosphere through noise
control.
There are about 7 types of noise. One of them helps
human to relax quickly and fall into deeper sleep.
This is PINK noise. This type of noise sounds to humans ears as a rainfall or dripping water. Therefore
pink noise will be installed into the sleeping pod in
order to lower down the office noise and help person
to fall asleep faster.
소음 제어. 소음의 종류
소음 제어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법
소음에는 약 7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인간이 빠르고
깊게 잠이 들도록 돕는데, 이를 핑크 노이즈라 부른다. 이 소음
은 인간의 귀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나 물이 떨어지는 소리
로 인식된다. 그렇기에, 수면 캡슐에 핑크 노이즈를 설치해 작
업 공간의 소음은 낮추고 사용자가 빠르게 잠들 수 있도록 유
도한다.

Factors that good nutrition requires:
- Storage
- Cooking
- Freshness
- Delivery

Sleeping pods categories
Sleep
8-6 h

Rest

Nap
30 min - 1h

A lot of things influence the way we sleep and rest,
such as food we eat before go to bed, thoughts,
smells, light quality and sounds.
To rest fully few steps of preparation should be done.
You need to be physically, mentally and emotionally
ready to rest.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rest and
sleep. There are components, which will help to
rest quickly, but won’t change the way you sleep.
Therefore there are 3 different sleeping pods, which
provide the right way to sleep, nap and rest.
Also there is a bar/cafeteria downstairs provides
the right type of food to eat before you go up to
«recharge».
잠들기 전 먹은 음식이나, 잠들기 전의 생각, 냄새, 조명 및 소
리와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잠과 휴식에 영향을 준다. 온전
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
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휴식과 수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당신이 빠르게 쉴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당신의 수
면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다. 따라서
수면과 낮잠 그리고 휴식에 알맞은 3개의 각기 다른 수면 캡슐
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래층에는 재충전하기 전 먹기에 알맞
은 음식을 제공하는바/식당이 있다.

경영팀과 최고경영자팀은 디지털 팀과 떨어져서 앉는 경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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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leeping pod hangs from the supportive tree
and faces the wall behind. This was done on purpose
to avoid awkward moments when someone wants
to be discreet about having a nap going in and out of
the sleeping pod.
The open/close mechanism in the sleeping pod is
held on magnets embedded into the hard foam.
Therefore the shape of the pod can be changed by
the visitor the way s/he likes.
Inside the pod there is only a bed (stretched material, similar to a hammock) in order to separate the
visitor from the working environment and give an
ability to rest fully.
수면 캡슐은 지지대 역할을 하는 나무에 걸려 있으며 벽을 등
지고 있다. 이는 낮잠을 자려고 수면 캡슐을 들락날락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민망하게 들키고 싶지 않아할 사용자를 위해 의도
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수면 캡슐의 개폐 방식은 경질 폼 안에 붙여놓은 자석을 활용
한다. 그렇기에, 캡슐의 형태는 방문객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캡슐 안에는 해먹과 비슷한 늘어나는 소재의 침대만 있어 작
업 환경으로부터 방문객을 분리시키고 온전하게 쉴 기회를 제
공한다.

Sketch of the sleeping pod

The main material for the sleeping pod is felt. Felt is
a good absorber of sound, therefore the sleeping pod
will control and limit the office noise. Also because
of its softness this material brings the calmness
inside the sleeping environment in order to help the
visitor to fall asleep faster.
수면 캡슐의 주요 소재는 펠트이다. 펠트는 소리를 흡수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작업 공간의 소음을 제한하고 제어할 수 있다.
또, 펠트 소재는 부드럽기 때문에 사용자가 빠르게 잠들 수 있는
안락한 수면환경을 조성한다.

Sketch of the base of the sleeping pod

Sketch of the sleeping pod

Detail of the sleeping pod

Development of the sleeping pod design Model in scale 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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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ation of section AA

Main idea of design for the office space was to
bring into the daily routine of employers as much
movement as possible, without interfeiring the pass
and to regroup existing teams in order to give more
space.
작업 공간을 위한 설계의 주안점은 통로를 방해하지 않고 더
많은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의 팀을 재편성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주의 일상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움직임을 확보하는 데
에 있다.

Also because the office is located in the same
building as the hospitality area I kept matiriality of
the space in the smae language. So the two spaces
feel like one.
손님 맞이 장소와 작업 공간이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 같은
공간에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해 두 공간이 하나처럼 느껴지도
록 유도하였다.

Visualization of section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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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Queen Elizabeth
Olympic Park, London
E20 3BS

Egle Majauskaite

eglemajauskaite94@gmail.com

Spatial Happiness

London Boroughs :
site surrounds four boroughs
-Hackney Borough
-Walhamstow Borough
-Newham Borough
-Tower Hamlets Borough

Muscle Structure: BT Sport Hospitality and Office spaces

The brief of this Spatial Happiness project is to
redesign and reorganise BT Sport new space in
Here East thats has readapted the Olympic press
buildings in Queen Elizabeth Park, Stratford in London .BT have originaly designed pocket like spaces
for the TV studios and their production rooms which
are full of state of the art connective technology.
Their programme formats follow new and innovative
ideas for broadcasting. It had a very fresh and young
approach.

Taking on this innovative approach to bradcasting,
its values of connection, people, adaptive design,
technology and wellbeing the brief asks to design
one concept threading through various scales that
looks carefuly at the public position of this SHED
within the park through to private space offered by
lockers.Through journey we much create a sense
of expereince through interior using height and
volumes and how the staff and guest inhabit in the
space.

이 Spatial Happiness 프로젝트의 업무는 BT Sport를 Here
East의 새로운 공간으로 재설계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곳
은 런던 Stratford에 위치한 Queen Elizabeth Park의 올림픽 미
디어 센터를 재적용한 것이다. BT는 원래 TV 스튜디오와 예
술 결합 기술이 가득한 제작실들을 위한 포켓 형태의 공간으
로 설계되었다. 그들의 프로그램 구성방식은 방송에 대한 새
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따른다. BT Sport는 새롭고 신선하
게 접근한다.

방송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 그리고 연결, 사람, 적용 가능한
디자인, 독창성, 기술,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이 업무는 물품 보관함에 의해 공원 안에 형성된 사적인
공간을 통해 SHED 프로젝트가 가진 공적인 의미를 다양한 범
위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를 하나의 콘셉트로 구현해 낼 것
을 목표로 한다.

TRANSPORT MAP

Site survey sketch, Olympic Park (London )

CONCEPT :

The Benefits in those boroughs and areas are that
Here east will bring many small companies together, will give them opportunity to advertise their
companies and small buisiness, as well as make
them as succsessful as possible.
Therefore it also means that there will be more
avaliable jobs around the site and area for various of
roles and parts to work in.
위 자치구들과 지역들의 이익은, Here East가 많은 중소기업들
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가능한 한 성공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홍보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이는 그 지역에 다양한 역할과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
리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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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MAP

Concept idea was explored through series of
moodboards, looked closely at existing precidence.
Historical pathway that carefuly guided this project,
the influence of Railways track of Startford 1960’s.
Natural forms that links closely with railtracks
have moved further into inner body structure and
translated the idea to focus on Muscle Structure and
how tension and strechiness works within the space
and Well-being.
여러 종류의 무드보드를 통해 콘셉트 아이디어가 탐구되었고,
기존의 원형구조들이 점검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의 경로
에 따라 진행되었고, 1960년대 Startford의 철로의 영향을 받았
다. 선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자연적 형태가 내부구조에 영
향을 미쳤고 근육 구조가 어떻게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개념을 해석하여 공간과 행복이란 개념으로 해석했다.

2016 Spatial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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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MOVEMENT

SPATIAL ORGANISATION

Ground floor
Space planning shown on a plan

Two images on the right are Precedent images that influences the links towards Muscle Structure concept idea , shapes
further lead to decision of using those shapes for three new
levels of Hospitality space in BT Sport .
오른쪽의 두 그림은 근육 구조 개념과의 관련성에 영향을 준 원형들을 보여
주는데, 이는 BT Sport 건물의 세 개 층에 구성하는 손님맞이 공간에 사용
될 형태를 결정짓는다.

Third Floor (215 square metres)

First floor

-Private Space for Staff
-Chillout area
-Seating area
-Floating space for relaxation
-20 square metre soft area
-Gaming area ( pool table ect.)

Second Floor (139 square metres )
-Public/Private space
-Space for meetings
-Gathering area
-Tables and chairs
-Comfortable furniture

Second floor

Detailed Plans showing peoples movement around the new purposed concept
in the space through different three levels across the whole Hospitality space.
자세한 계획들은 손님맞이 공간의 각기 다른 세 층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간에 대한 새로운 콘
셉트로의 이행을 제시한다.

First Floor ( 227 square metres)
-Public Spaces
-Connected with cafe ( for a private lunch experience)
-More privacy than Ground floor
-Great view from this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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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Third floor

AUDIENCE
CELEB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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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VISUALISATION

BT SPORT OFFICE SPACES

LET TO BT SPORT
OFFICE SPACES:
- 2529.378 SQ M
Long Section (AAA) showing all the furniture and layout fixings

SECTION AA

SITE SURVEY- INTERIOR
OFFICE SPACES:

-Seating area
-Studio areas
-Reproduction spaces
-Editing Rooms
-Meeting room

ISSUES:

-Needs to be more organised
-People want to occupy their space
-Need to re-organise

OCCUPYING SPACE

-Different editing teams prefere to come back to the
same space, each season
-Organise so they can come back every season and
feel the same as they have before
점유공간
- 여러 편집팀들이 매 시즌마다 같은 장소에 돌아오는 것을
선호
- 그들이 매 시즌마다 돌아와 예전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도
록 조직

RE- ORGANISING

SECTION AAA

Final Visual showing :

-Materiality
-Furniture choice
-Considering accoustic issues
-Purposing well-being feel in the space
-Scale through people

Produced Final model at scale 1:100

-Different table arrangement
-Better Lighting
-Group Spaces
-Able to occupy same space
MEETING AREA

Short Section (AA) showing all the furniture and layout fixings

KITCHEN AREA

Exhisting plans

PRODUCTION TEAM 1

Ground floor

Mezzanine floor

EDITING TEAM 1
REPRODUCTION TEAM 2
REPRODUCTION TEAM 3

BT SPOR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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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S

CONCEPT PROPOSAL

Ground floor

Two Set of staircases are built to able to access two different levels

Emergency stairs built to exit one of the new
levels

Mezzanine floor

New Kitchen Installed, more space for people
to use it

Concept is staying the same as the Hospitality spaces. Muscle Structure
idea will be flowing through three mezzanines that will be replaced with
original one big mezzanine. Office spaces will be focusing more on sustainability and health and well-being part. Considering all the issues that was
investigated and converted into a Spatial Happiness office spaces.

Lift is built to be able to get to two of the new
lifts

콘셉트는 손님맞이 공간과 동일하다. 근육 구조는 세 개의 중이층을 통해 전개되다 하나의
큰 중이층으로 합쳐질 것이다. 사무실 공간은 지속성, 건강, 행복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
다. 조사된 모든 문제들이 고려되고 spatial happiness 사무실 공간으로 바뀔 것이다.

This level is built for teams are constantly
changing positions or only for short term
usage
Fills up to : 40 people

This is one of the main levels which is twice as big
as the other two, contains meeting spaces as well
as connections with the lift.
Fills up to : 70-80 people

Smallest level which is built for small editor groups
which are long term , containing meeting spaces
Fills up to: 30 people

Purposed idea of spaces that through sketches the
change of mezzanine, changes the idea and the
mood on the space, the levels look more aesthetically pleasing as well as appealing. The journey of
the levels will create a well-being exercising space
for staff to be encouraged to walk around the office
space.
설계도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중이층의 변화, 공간의 아이디
어와 분위기의 변화와 같은 공간 개념은 각 층들을 미학적으로
매우 만족스럽고 흥미로워 보인다. 층간을 돌아다니는 것이 행
복을 실현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직원들이 사무실 공간 여기저
기를 걸어 다니고 싶도록 할 것이다.

Sketches and Elevation of the space shows Natural light and Artificial light features.
이 공간의 설계도와 입면도는 자연광과 인공조명의 특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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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Happiness

WALTHAM FOREST

S.H.E.D (Spatial Happiness and Environmental Design)

Mattia Pegoraro

www.mattiapegoraro.com

S.H.E.D. looks at ideas of the industrial shed that
now occupy many out of town areas. New industrial
estates are the new home to many types of businesses. Their size and construction offer often more
available space for its occupiers and more opportunity to create the interior to their specific needs.
The exterior is clad around a metal framework. The
idea of floors, levels and what’s happening inside is
often hidden and the impact of the Interior is only
apparent once inside.
This project explores the working space of a TV station that broadcasts and presents sporting events,
namely BT Sport. This brand new TV station is
situated in HereEast and has readapted the Olympic
press buildings in Queen Elizabeth Park, Stratford.

S.H.E.D.는 도시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창고 개념
을 보여준다. 새로운 산업부지들은 다양한 기업들의 새로운 터
전이 되고 있다. 이 부지들의 면적과 구조는 사용자에게 더 많
은 유용 가능한 공간과 그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는 내부구조
를 구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외부구조는 금속 골조로 둘러싸여
있다. 바닥과 층, 그리고 내부의 모습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지
만, 내부에 들어서면 놀라운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스포츠 경기 방송을 내보내는 BT Sport의 근무
공간을 답사한다. 전혀 새로운 방송국이 Here East에 자리 잡게
되고, Startford의 Queen Elizabeth Park에 있는 올림픽 미디어
센터에도 적용되었다.

HACKNEY

NEWHAM

Here East
TOWER HAMLETS
Olympic Park Boroughs

Site Project location i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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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re East complex comprises three main buildings:
·Press Centre, 23000 sqm
Grade A flexible offices and canalside retail
·Theatre, 2900 sqm
Auditorium and cultural event space
·Broadcast Centre, 62000 sqm
Creative offices, studios, The Yard retail, Gantry Retail and work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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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Here East has been designed to provide the most
sustainable and efficient environment.
All buildings are re-used, thus providing a very low
embodied impact, and offer very flexible spaces.
The operational energy consumption is minimised
through the design of energy efficient building shells
and use of heat and cooling from the central energy
network.
The development has been designed to achieve
BREEAM ‘Excellent’ ratings.
지속가능성
히어 이스트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모든 건물들은 재사용되고, 그럼으로써 매우
적은 충격을 주며, 매우 유연하게 활용되는 공간들 제공한다.
운영 시 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효율성 높은 건물 외벽 설계를
통해 최소화되며, 중앙 제어 냉난방이 사용된다. 이 진보적인
설계는 BREEAM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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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flo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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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zing

Plant Room

Anodised aluminium framed, double glazed curtain
walling with clear glazed panels from finished floor
to high level. The external face of the glazing have
a frit pattern across half of the panels, providing
solar shading.
유리 공사
아노다이징된 알루미늄 창틀에, 투명유리판으로 이루어진 이
중 외벽이 맨 아래층부터 맨 위층까지 이어져 있다. 외부 유리
벽은 태양열전지판으로 덮여 융해된 유리 무늬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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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 Centre Ground Floor
34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2016 Spatial Happiness

35

The idea of immediacy and flexibility of working practice and event is key to the functionality and spatial experience. This project focus on the physical wellbeing of people in the workplace. It fosters their engagement with
the space by encouraging active movement throughout the working environment.

SPACE USE

근무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실천하고 기능성과 주요 공간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근무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직원들과 공간을 관계 지음으로써 전반적인 근무 환경 하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PUBLIC

STAFF
space to accommodate
the audience

space for potential need of
more offices

01

eat

informal meetings

space for eating
CLIENT
NEEDS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00

hours

explore

wait

space to
accommodate
informal meetings

have a

play

individual work

new toilets

Public

Employees

break

shop
socialise
fitness

cloakroom & storage

networking

Activities currently taking place
Proposed new activities

S

CE

FFI

O
TO
AY
W
K

socialise

L
WA

ENHANCE
movements

ENCOURAGE
movements

have a

fitness

LEISU

RE CE

meetings

NTRE
l
individua

WA
LK

5 new staircases

exposing stairs

encouraging people

and walkways

to take stairs, not lifts

WAY
TO

play

ST
OR

AG

E

break

informal

NEW

work

BLO

E

YE

PLO

EM

CK

OD

WC

FO

g

networkin

explore

Journeys reduced of about 10%

36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use of glass, light and

provide space

translucent materials

for fitness

Visibility enhanced Observed movement increased
Visual field increased

Incorporate wellness in the workplace Improve the
overall worker’s well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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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qm
Sport pop-up shop

4200x900 mm table

green wall

28 sqm
kitchen box
sample equipment layout

We consume around a third of our daily food whilst at work and i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ur work
performance.
우리는 하루 음식섭취의 약 1/3을 근무 중에 하고, 근무 중의 끼니는 근무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ATTRACT

ENERGY

PROVIDE
DIVERSITY

FOOD

HEALTHY
EATING

Thanks to his position in front
of the ample curtain wall facing
the courtyard, the FOOD COURT
will attract a big audience of
people from the surrounding.
마당을 마주하고 있는 두터운 외벽 앞
에 위치한 덕분에, 푸드 코트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MOTIVATION
SOCIALISE
The FOOD COURT represents
a place for people to meet with
their colleagues or friends from
other companies. A space for
both resting and networking.
Four different international cuisines will serve food throughout
the day, providing the users with
the freedom to chose what they
like to eat each day of the week.
각기 다른 4개의 외국 요리 레스토랑들
은 온종일 음식을 제공하고, 손님들은
매일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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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코트는 사람들이 동료들이나 회
사 외부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
이다. 즉, 휴식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의 공간이다.

The existing concrete floor is ketp and treated
omogeneally in the whole space with an off-withe
polished finish to enhance light in the space.
기존의 콘크리트 바닥이 유지·보수되고 공간 전체가 광택 처
리되어 공간의 빛을 강조한다.

Larch wood, normally employed for exterior purposes, is used as cladding for the kitchens front wall to
give the visitors the sense of being outside and also
to warm up the environment.
Larch is also utilised for the stair’s treads.
흔히 외관을 위해 사용되는 낙엽송 목재가 부엌 앞벽에 덮여
있어, 방문객들에게 외부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주고 주변 분위
기를 따스하게 한다. 낙엽송은 또한 계단에도 사용된다.

The space will feature an high green wall which has
been proved to have greater positive human health
impact. Studies have shown that visual access to natural settings leads to increased job satisfaction and
productivity. Green walls also improve the air quality
of the space and block high frequency sounds.
이 공간은 높은 녹색 벽이 특징인데, 이 벽은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들에 따르
면 자연적인 배경을 바라보는 것이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의 증
가로 이어진다. 녹색 벽은 또한 공간 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고주파음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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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 Broadcasting
innovations display device

Interactive display

Storage Room

Cafe

Cloakroom

According to Wisbey, encouraging health and fitness among
your employees is essentially about helping them to avoid
being stuck behind their desk eight hours a day and providing
them with the flexibility and structure they need to do that is
key.
Wisbey에 따르면, 건강관리와 운동을 직원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근본적으
로 하루 8시간씩 책상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주고 직무구조
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The workplace here is not only a place for
work but it becomes also a place for leisure. The users start to develop personal
attachment to the space which makes
them feel they belong to it.

RETAIN

SOCIALISE

이곳의 업무현장은 일을 하기 위한 곳일 뿐만 아
니라 여가를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사용자들
은 그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공간에 애착을
느끼기 시작한다.

WELL BEING

WELLNESS

Glass LED screens are mounted on the structure’s
openings to recreate the Studios atmosphere. When
the displays are lit up, they can be used to show on
air programs or to advertise upcoming sport events
broadcasted by the company. When powered down it
is impossible to see them there at all.
유리 LED 스크린들이 건물 초입에 설치되어 스튜디오의 분위
기를 재창조한다. 화면이 켜지면, 스크린들은 생방송을 보여주
거나 BT Sport에서 방송될 예정인 스포츠 경기를 홍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전원이 꺼지면 스크린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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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sted glass screen is installed on the central
face of the structure’s first level. The use of lights
from inside will show and enhance people’s movements up and down the stairs.

Acoustic panels will be use as external cladding for
the structure’s walls. These panels help reducing
disturbing reflections of environmental sounds such
as voices, telephones etc.

반투명 유리 스크린이 건물 1층 중앙 전면부에 설치된다. 실내
로부터 나오는 빛을 사용하여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모
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음향패널이 건물 외벽을 덮는데 사용된다. 이 패널들은 목소리,
전화 소리 등 주변 소음의 반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Wellness become part of the workplace environment. A way of balancing the long hours sitting at the desk
with some good sport activities.
건강함은 근무지 환경에 중요한 부분으로,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과 약간의 스포츠 활
동을 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PERFORM

The centre represents a space for
people to break out form their working
routine and regenerate with some
healthy activities.

REGENERATE

이 센터는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업무일과에
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위한 활동
으로 재충전하기 위한 공간을 제시한다.

2016 Spatial Happiness

41

Employee Kitchen

walkway to
leisure centre
Ramp to elevators’ first level
for wheelchair use

magnetic wall

Tables are optimised with plugs for
the users to do some individual heads
down work.
테이블들은 혼자서 책상에 고개를 박고 일하
는 사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접촉시키는 데
에 최적화 되어 있다.

WORK

PLAY

DISCUSS
IDEAS

BREAK OUT

This space will accommodate informal meetings and
provide the users with space
for collaboration.
이 공간은 비공식적인 만남의 장
소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NETWORK
RELAX

SOCIALISE
This space is designed
to bring people from
different departments
together and have
unplanned interactions
and collaborations.
이 공간은 각기 다른 부서의
사람들을 한 데 모아 계획되
지 않은 상호작용과 협업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The flooring is clad with carpet on the centre of the
space combined with wood planks around.
바닥은 원목 소재 바닥재에 카페트가 덮여 있다.

After long hours of work the users
can escape from the formal office
environment to spend some time
here on their own.
장시간의 근무 후에 사용자들은 공식적인
사무실 환경에서 벗어나 여기서 그들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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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social interaction among employees
is vital for well-being. Loneliness
can lead to high levels of stress
hormone cortisol, poor immune
function, high blood pression and
depression.

Coloured glass is employed as partition to acoustically isolate the kitchen from the rest of the space
and also as enclosure for the meeting room on the
upper level.
유색 유리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다른 공간에 새어나가지 않
도록 하기 위한 파티션으로서, 그리고 위층 회의실을 위한 울타
리로서 설치된다.

Formica magnetic laminate is used as cladding
of the back wall to provide an interactive working
surface to be used by the employees.
포마이카 합판은 후면 벽을 덮는데 사용되어 상호적인 작업면
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에 따르면, 직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은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면역력
을 약화시키며, 고혈압과 우울증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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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employs the technology of Cross Laminated Timber to make the structure of the proposed
intervention.
This construction method is great for building entire
structures, including internal walls and floors, very
quickly. CLT is clean to use, with little waste, and it
is made from readily available, renewable softwoods, which makes achieving high BREEAM ratings
easier, and looks good in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이 프로젝트는 직교적층의 목재를 이용하는 기술(CLT)을 제안
된 설계를 완성한다.
이러한 건축 기법은 내부 벽과 바닥을 포함한 구조물 전체를 짓
는데 유용하며 빠른 시공을 가능하게 한다. CLT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재생 가능한 연한 목재를 재료로 사용하며 폐기물이 적
고 사용하기에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쉽게
BREEAM에서 높은 등급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
능 보고서에도 올릴 수 있다.

SUSTAINABLE

With eco-credentials of the highest importance in the construction and modern trading world, having the
correct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 is fundamental to success for a company like BT Sport. Timber is the
number one renewable mainstream construction material and can produce greener structures with a lower
carbon footprint.

CLT structure exploded view

지속가능성
건설업계와 현대 무역시장에서 환경 친화적 요인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BT 스포트와 같은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증
명서와 인증서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SPEED

Due to the busy activity of the client, there is a very short amount of time available for the design to be built,
which corresponds to few months in summer when there are no major sporting events taking place.
Because the CLT panels are prefabricated, erection time is greatly reduced, which improves efficiency and
results in lower capital costs and faster occupancy.
작업속도
의뢰인의 바쁜 일정에 맞추어야 하는 탓에 건설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주요 스포츠 행사가 없는 여름의 몇 달
간이 가장 최적의 기간이다. CLT 합판은 사전에 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에 필요한 시간은 급격히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높은
효율성, 적은 자본비, 건물의 빠른 사용이 가능해 진다.

Action strength

In areas of high stress where walls press into
the floor, additional screws or nails are driven
into the floor to distribute the surface load deeper into the panel
내구성
벽의 무게가 바닥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 더 많은 수의
스크류 혹은 못을 바닥에 박아 표면의 압력을 합판의 내부
로 분포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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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ing elements

Floors and walls can be assembled in place with
a mobile crane. Metal brackets and screws are
used to join panels together
설치에 쓰일 하드웨어
바닥과 벽은 이동식 크레인을 통해 지정된 자리에 설치
될 수 있다. 금속 받침대와 스크류는 합판을 연결하는 사
용된다.

ACOUSTIC PERFORMANCE

One of the main challenges of the design intervention in the space is the acoustic. Test results show that because the mass of the wall contributes to acoustic performance, CLT building systems provide adequate noise
control for both airborne and impact sound transmission.
음향성능
건축물 설계에서 보이는 주된 문제점 중 하나는 공간 내 소음에 관한 것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벽의 구조가 소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CLT 건축 시스템은 공기로 전달되는 소리와 충격음이 전달되는 경우에 소음의 수준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한
다. 효율성, 적은 자본비, 건물의 빠른 사용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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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scale model of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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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BRIEF
The project explores the working space of TV station that broadcasts and
presents sporting events, namely BT Sport. The company has a very fresh and
young approach and follows new and innovative ideas of broadcasting. Taking
on this innovative approach, its values of connection, people, adaptive design,
ingenuity, technology and wellbeing the aim of the project is to design a flexible
working practice, spatial experience. The project explore many meaningful
journeys creating a sense of experience through the interior using the heights
and volumes and the way people use the space. The project aims to discover and
understand a new spatial philosophy - happiness within the space, focuses on
users needs, expectations, experience, engagement and sense of enjoyment.

이 프로젝트는 스포츠 행사를 제공하고 방송하는 BT 스포츠 방송국의 작업공간을 연구한다. BT 스
포츠사는 매우 신선하고도 새로운 접근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에 관한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법 그리고 연결, 사람, 적용 가능한 디자인, 독창성, 기술,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의 목표는 유연한 사업관행과 공간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높이와 수량을 이용한 인테리어 와 사람들이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이 프로젝트
는 경험에 대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의미 있는 이동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공간 안에서의 행복, 사용자의 필요 및 기재, 경험, 업무, 즐거움에 초점이 맞추어진 공간과 같은 공
간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사고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다.

Nadezda Berga

nadezda.begra@gmail.com

BTSport Community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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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CONCEPT PROPOSAL
BT SPORT production team
Audience
Celebrity guests
Hackney Marshes

Passes-by
USER PROFILE

East Village
- up to 300 team members occupy the space daily |
24 hours operation
- up to 180 people attend the Show in the day of
shooting | 2 Shows daily / 3-5 times a week in a
high season
- Invited sport celebrities
- Passes-by | university students | employees of other HERE EAST units

Westfield Shopping Mall

EXISTING FACILITIES

CLIENT REQUIREMENTS

- Sanitary / dressing rooms / storages
- Editing Suits / production studios
- Production office for 300 people
- Hospitality area / guests holding area

- Reception / lounge area / F&B facilities
- Informal meeting spaces
- Additional office space for possible expansion
-Social interaction spaces / rechanging /relaxing
spaces
- Modified audience hol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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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 image

territoriality

security

confidentiality

privacy

ergonomic comfort

peace

이러한 생각은 더욱 관리하기 쉽고, 사회적 기능을 구현하면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지닌, 그리고 더
욱 많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일련의 건물을 제안한다. 이는 바, 카페, 식당가가
구비되어 ‘생명 유지 체계’를 갖춘 다양한 범위와 크기의 사업을 수용하고 상호작용과 협동을
조장할 수 있는 공동의 지형을 갖춘 환경과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stimulation

히어 이스트는 이스트 런던지역의 디지털 산업 주요지역으로 2012 런던 올림픽 때 올림픽 미
디어 센터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재이용하고 있다. 이 발전된 기술 중심지는 사업, 교육, 언론, 정
보 그리고 혁신 기술을 통합한다. 유럽 내 예술가들이 밀집해 있는 본고장인 해크니 윅(Hackney
Wick)지역 내 위치해 있다.

proximity

This inspiration suggests the ways to create a series of building more manageable, social and dynamic; create the structure with the potential to evolve. To
create environment and ecosystem to accommodate a diverse range and scale
of businesses with a ‘life support system’ of bars, cafe, restaurants, as well as
communal landscape to promote interaction and collaboration.

WORKSPACE NEEDS

interaction

HERE EAST is a new digital quarter for East London which re-uses the former
Press and Broadcast Centre for the London 2012 Olympic Games. This technology
advanced hub combines business, education, media, data and technology in the
pursuit of innovation. It sits within Hackney Wick, a home to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artists anywhere in Europe.

furniture & equipment

BT 스포츠가 위치한 곳이 이 프로젝트의 중심지역이다. 방송
국 센터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7,400m2의 면적을 차지하
고 있다.

acoustics

Press Centre

ventilation

Theatre

light & view

Broadcast Centre

space

The area let to BT Sport is the main focus point of this
project. It occupies a territory of 7,400 m2 and located on the west side of the Broadcast centre.

temperature

PHYSICAL NEEDS

FOCUS AREA

PSYCHOLOGIC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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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PROPOSAL

SPATIAL ORGANISATION

Second Floor plate / Existing Office area / 2,530 m2

Clustered strategy of space organisation

FOCUS POINTS

Existing hospitality space | 1,050 m2 | slab to service zone
high 9350 mm

The clustered organisation of floating floor platforms seems to add flexibility and personal freedom.
Flights between levels encourage an active use |
movement. Clustered arrangement of cubic spaces
| arrangement can be considered in horizontal, as
well as vertical plains.
Cubic spaces are arranged in a clustered formation
and layered on top of each other to create a vertical
sculpture in the heart of the space. This arrangement provides private zones which can be converted
for different purposes.
떠있는 접시 모양의 층이 모여 있는 배열의 형태는 공간을 유
동적이게 보이게 하며 사용자에게는 자유를 더해준다. 각 층을
연결하는 계단은 활발한 움직임을 장려한다. 큐브 모양의 공간
이 군집되어 있는 형태는 수직 혹은 수평으로 배열할 수 있다.
각 큐브 위에 또 다른 큐브를 올려놓은 군집된 형태의 큐브 공
간은 해당 공간의 중심부에 수직적인 구조물을 형성한다. 이러
한 배열은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이 공간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Existing open plan office space | 800 m2 | slab to service zone
high 6100 mm

passenger / goods lifts
Ground Floor plate / Existing Hospitality area / 4,870 m2

OUTCOMES

fire exits

Diagram of path-through space circulation

SPATIAL REQUIREMENTS / RELATIONSHIP OF
SPACES
By drawing series of planning diagrams the intention
is to establish the list of required accommodation,
their size, as well as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spaces.
The proposal is to build multi-levelled space that
support multiply uses, allowing people/ staff make
them according to their needs. Build modular space,
flexible to changes/ easily reconfigured. Whether this
is open plan working office space or space for their
own use. Spaces for reading, listening, watching,
playing. The aim is to make a dynamic experience
using circulation path that connects floating plates.

Diagram of the possible space organisation | view directions from various angles | horizontal plane

일련의 계획표를 작성함으로써 각 공간에 필요한 사항들, 공간
의 크기, 공간과 공간 사이의 활용 공간 계획을 목록으로 작성
해 놓는다.
이 제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층들을 만들어
사람들 혹은 직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공간을 이용할 수 있
도록 구상되었다. 공간을 모듈식으로 구성해 쉽게 재배열되고
공간의 구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공간이 열린 작업 공
간으로 활용되던지 혼자만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되던 지에 무
관하게 독서, 음악 감상, 시청, 놀이를 위한 이 공간의 목표는
떠있는 접시 모양의 층으로 구상된 각 층을 연결해 공간의 역동
성을 느끼게 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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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POSAL

DESIGN PROPOSAL
Level 1

Level 3

The aim is to create variety of choices, the freedom to think where
would you want to be. The experience of the collaboration and
togetherness. The Hub in the centre of the space to promote
interaction.
The aim is to build a collective experience with a few steps from
the working environment, or maybe convert the working environment into the dynamic organisational structure.
The aim is to connect every visitor entering the space with the
company’s inspiration, common vision. Turn the structure or space
into a performance stage?

Level 1

CLUSTERED STRATEGY

This strategy can be appropriate when a sense of informality
and freedom of movement are required. Is softens the repetitive
pattern of identical spaces, therefore this arrangement looks
more personalized and relaxed. These spaces are easily to amend
through additions and adapt for changing team needs

Level 0

Level 2

N

Level 0

Proposed plans of the office space / Second floor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자신이 있을 공간을 선택할 자유를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협동과 공동의 공간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공
간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작업 공간으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공동의 경험을 형성하고 작
업 환경을 역동적인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기업의 방문객들이 이 공간에서 공동의 비전과 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구조와 공간을 기업을 알리는 무대의 장으로 활
용하고자 한다.
군집형태 전략
군집 형태 전략은 비공식적이면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선호될 때 적합하게 쓰인
다. 이 형태는 같은 공간이 형성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부드럽게 해 공간의 배치
가 편안하고 사적인 느낌이 들도록 한다. 이러한 배치에서는 쉽게 공간의 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팀의 재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러한 배치는 적용하기 쉽다.

Proposed plans of the social multi-levelled space / Ground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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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YANG MIRAE University

i n t e r i o r

&

e n v i r o n m e n t a l

d e s i g n

DONGYANG MIRAE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2015 sophomore design studio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SPATIAL HAPPINESS

동양 미래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2015 2학년 2학기 설계스튜디오 결과물
152-714
DONGYANG MIRAE University, Dept.of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62-160, gocheok-dong, guro-gu, seoul, korea
phone + 82 2 2610 1962
fax + 82 2 2610 1960
h t t p : / / i n t e r i o r . d o n g y a n g . a c . k r

AIR FORCE CLUB
NORYANGJINNO

DONGJAK KU WEEKEND FARM / SEOUL CITY YOUTH ZONE ‘G VALLEY’

2학년 설계담당 박영태 교수
동양미래대학교 생활환경공학부 실내환경디자인과

responsible for sophomores | Prof. Park, Young-Tae
Department of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DONGYANG MIRAE Univesity
robotomy@naver.com

DAE BANG STATION

OLYMPIC HIGHWAY

DAE BANG UNDERGROUND ROAD WAY
THE TERRACE LAND ON THE HAN RIVER

히든 스페이스 프로젝트 일곱 번째 에피소드
“Spatial Happiness”
Hidden Space 일곱 번째 프로젝트이다. 바쁘게 반복
되는 도시의 일상 안에서 숨겨졌던 공간(적 가능성)을 찾
아보자로 진행된 7번째 이야기로 이번 주제는“Spatial
Happiness”-공간디자인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새
로운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는-주제이다.
Hidden Space 프로젝트 첫 해에는 도시에 위치한 크고
작은 다리, 그 다음에는 건물의 옥상, 세 번째에는 교각의
하부 등 도시 인프라와 소외된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다. 이후 재개발 무산으로 침체된 지역, 기반산업의 쇠
퇴지역 등 자본과 시장구조 변화에 영향 받은 공간들의
재생 가능성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지난번 프로젝트는
방문객들이 많은 서울 주요지역의 게스트 하우스를 중심
으로 전개되었는데 그것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이었다면, 올해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생성을 통해 구
성해 낼 수 있는 공간의 행복, 기쁨을 목표로 하였다.
돌이켜보면 초기 세 개의 프로젝트는 기존 공간 자체,
이후 두 개의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의 정서와 분위기의
재활성화, 그리고 작년과 올해의 두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도전의 성격으로 구분될 수 있
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준
안정적인 하드웨어의 설정과 함께 이에 부합되는 프로그
램을 새롭게 고안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지와 건축에 대
한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이로부터 생성될 자족적 콘텐
츠에 대한 종합적 역량이 요구되었다.

DONGJAK KU WEEKEND FARM / SEOUL CITY YOUTH ZONE ‘G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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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Space project Episode 7
“Spatial Happiness”
The 7th project of Hidden Space, the search for
space or spatial possibilities hidden in daily urban
lives that are repeated rapidly. The theme of this
project is: Spatial Happiness, consider how space
design can make new happiness and joy. The first
year of Hidden Space project, it was delivered focusing on big or small bridges of the cities, and the next
year rooftops of the buildings, and then the 3rd year
spaces isolated from urban infrastructure such
as spaces under the piers. After that the project
centered on the regions depressed because of
canceled redevelopment and on the possibilities of
re-forming space effected by the changes of capital
and market structure such as areas where the
infrastructure industries are declined. The previous
project was delivered based on the guest houses of
major areas of Seoul, where there are many visitors. While the previous one was an approach to a
specific program, the project of this year aims at the
happiness and joy of the space that can be formed
by creation of new programs. It is considered that
the first three projects focused on the existing space
itself, the next two were interested in the revitalization of the sentiment and atmosphere of specific
regions, and the two projects of last and this year
can be characterized as the challenge of new possibilities of the programs.
In particular, this project is not a specific program,

but it needs the overall competence in the selfsufficient contents that would be made based on the
background knowledges about the land and the architecture in a situation that metastable hardwares
should be set and the program that coincides with
them needs to be designed.
따라서 기존에 구체적으로 존재했던 숨겨진 공간이 아
닌, 새로운 공간의 제시로부터 숨겨졌던 공간의 의미를
창안해야 했기에 사이트에 대한 문제가 먼저 다가왔다.
고심 끝에 결정된 장소는 전체공간의 80%가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말농장(텃밭)으로 활용되고 있으
며, 나머지 공간에는 콘테이너 박스로 새롭게 구성된 서
울시 청년지원센터인‘무중력 지대’가 운영되고 있는
장소이다. 무중력 지대는‘서울시 청년공간 G밸리’의
일환으로 청년직장인과 함께 성장하는 공유공간으로 학
원가, 고시원 등 1인 가구의 청년들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주변은 전철역과 왕복 6차
선 도로,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된 곳으로, 우리는 주변
맥락과의 연결, 조화보다는 창조적인 프로그램의 제시로
부터 해당 지역을 초월하여 그 실험적 제시에 대한 의의
가 확장되기를 희망하였다.

Therefore, the meaning of hidden space, not concretely existing hidden space, should be created by
suggesting a new space, so the site problems firstly
came up. After much consideration, Seoul Youth
Zone, also known as Zero Gravity Area is chosen
for this project, where 80% of it is used as weekend
farms for locals and rest of it is newly formed with
2016 Spatial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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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s. Zero Gravity Area is a part of the project
Seoul G Valley, space for youth. It is the common
space growing with the young workers, and it is also
the space for community where different problems
of lives of the young living near institutes or in Gosiwons a building consisting of many small rooms
where a person who is preparing a specific national
exam can only sleep can be solved. Near this area,
there are a subway station and 6-lane road, and an
apartment complex and residential houses are concentrated in this area. We hoped that the meaning
of our experimental offer could be expanded beyond
this area by rather suggesting the creative program
than connecting and harmonizing the area with its
environment.

of consumers, which means the negative side of
our urban life, were mainly discussed. The problem
was that the most of happiness, which can be found
by the role of urban space which we can offer, is
also located in the concept of the lives of consumers mentioned above. We stood against those lives
and discussed from various angles about new
possibilities for those lives. Though identities of the
contemporaries are lost, and they are the ones who
want to achieve the best of us while bound to the
capitalistic system, we tried to satisfy them through
play, nature, labor, leisure, creation and learning in
order to approach this problem from the positive
and productive point of view. By analysing the life
styles able in urban space, we set the motto Regain
ORGANIC RHYTHM and tried to give energy to
those lives of individuals.

실천이나 결과보다는 준비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
는 정보화 소비주체

감각다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 고민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소비주체는 대중문화에 완전히 노출된 자기계발적 주체
들로서 이들의 관심은 ‘정보(화)’에 집중되어 있음이
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보화 안에서 현실과의 소외로
부터 스스로를 지켜가기 위한 자기 반영, 자기위로는 끊
임없는 정보의 흡수와 공유, 분배행위로 이어지며 궁극적
으로는 정보를 통한 새로운 삶의 실천이 욕망의 자기실
현과 연결되는데, 이로부터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
다는 점이다.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정보와의 소
통에 집중되어있기에 일상의 상당부분을 정보 접속을 위
해 할애한다. 모바일 문화가 이를 주도하고 있음은 물론
이다. 자기 계발적 주체로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화를 좀
더 생산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
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 행위가 유발되지 않더라도, 실천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음에 행복감(안
도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보
다 여행 준비하는 것에 더 행복감을 느끼듯이 말이다. 획

해당 사이트에 각기 분리된 채 유지되고 있던 주말농장

득된 정보로부터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과 청소년들을 위한 창작공간이라는 프로그램의 기질적

태. 이는 자기 반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교환가치 사회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

특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공존시켜 ‘생산-유통-소비’

의 구성원들의 한계이기도 하다. 행복의 정의를 욕망 충

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

시스템이 가능한 창조적 재구조화를 꾀하였다. 땅을 통해

족과 연결시킨다면 우리의 공간은 이러한 욕망충족을 실

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서, 즉 자연으로부터 생산된 것들의 다양한 경작과 재배활

현시키는 공간이기보다는 욕망 충족을 준비하는 공간일

동. 이를 위한 교육과 학습, 생산물들의 가공과 저장, 소비

수 있다. 결론은 기존의 ‘라이브러리’ 공간 개념을 좀

등이 이루어지는 자주적, 자족적 공유시스템이 되고자 하

더 열린 상황으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 앙투안 드 생택쥐페리
‘공간’, 행복’이라는 주제어로부터 우리에게 내면

였다. 물론 여기에 노동과 학습, 창조적 활동의 도모가 핵

화 된 도시적 삶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규정적, 관습적 일

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추동하는 가장 근본 기

상 안에서 소비주체로서의 고만고만한 반복된 삶이 논쟁

제는 무엇보다도 자기계발적 소비주체의 ‘감각다발들’

적인 주제로 언급되었다. 문제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이라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가속화된 흐름 안에서 이것들

도시공간의 역할을 통해 만족될 수 있는 행복(감)의 대부

의 포착가능성인데, 따라서 지속가능성보다는 빠른 변화

분 역시 이러한 소비주체로서의 영역 안에 위치하고 있

의 시대에 부합하는 일시적, 가변적 상황과 문제의식에 집

다는 점이었는데, 이처럼 굳어버린 일상에의 저항적 입장

중하였으며, 이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타자화 될 수 있는

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시장-

경계로 몰아세우기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We asked about what we can do about senses.
We focused on the consumers who are the selfdeveloping ones that have already been completely
exposed to pop culture and are much interested
in information/informatization. In neo-liberalism,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self-reflection
and self-comforting for protecting themselves

from alienation from reality result in continuous
acquiring, sharing, and distributing information,
and ultimately, living a new life through information
leads to self-realization of desire, in which we find
happiness. Therefore, because most of life styles
are centered on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they
spend great deal of their daily lives connecting to information. It’s obvious that mobile culture is leading
this phenomenon. As self-developing consumers,
they tend to achieve more productive effect in this
situation mentioned above. It is interesting that they
find happiness(relief) while they are in process, even
if they don’t actually do things. It is like we are happier while preparing for a trip than actually going
on. The situation just before actual action is carried
out by acquired information, this is also the limit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of exchange value who
cannot help being fallen into self-reflection. When
they relate the definition of happiness to satisfaction
of desire, their space could be where they prepare
for satisfying their desires rather than satisfy it.
Conclusion was: we should lead the existing library
concept of space to an opener situation.

서울시에서 진행된(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프로
젝트를 포함하여 도시재생, 지역재생 프로젝트, 그리고 H
카드사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라이
브러리 공간구축 사례들을 레퍼런스로 공간계획을 구체
화 해갔다. H카드사가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 사례들은 구체적인 물건이나 공간
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비되는

는 소비자들의 욕망을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방식
으로 소비될 수 있는 정보화와 시공간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실용 서적으로는 츠타
야 서점 공간을 통해 정보에 대한 욕망 충족방식을 새롭
게 선보인 마스다 무네아키가 저술한 “지적 자본론”과
“라이프 스타일을 팔다”, 사토 오오키가 저술한 “넨
도 디자인 이야기(올해 초 ”넨도nendo의 문제해결연구
소“라는 책이 출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H카드 디
자인 개발과 관련된 서적들을 참고하였다.

We concretize the space planning based on the
city regeneration projects including Building A
Village project which is being performed or done
performing by the authority of Seoul, and library
space construction cases by H credit card company
aiming at its members. H company showed various
space planning cases for years, and its approach
seems relatively scientific in the way that the cases
are consumed considering the company is not
producing actual things or space. Like the saying of
the late Steve Jobs, the company showed the new
possibility of informatization and space-time that
can be consumed in the way of designing consumers’ desire rather than products. References are:
“Intellectual Capital”, “Selling Life Styles”, written by
Masda Muneaki, who showed the new way of satisfaction of desire for information through the space
of Tsutaya Bookstore, “Story of Nendo Design” by
Sato Ooki, whose new book “Nendo Institute of
Problem Solving” has been newly published, and
the publication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ard
designs of ‘H’ card company.

방식에 있어서 비교적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타계한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제품을 디자인하기보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비록 주체로서의 입지가 상실된,
종속된 자기계발적 주체의 입장이지만 이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기 위해 놀이, 자연, 노동, 여
가, 창조, 학습을 매개로 만족시키도록 하였다. 도시공간
안에서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통해 ‘ORGANIC
RHYTHM의 회복’이라는 지향점을 설정하여 굳어있는
각 개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nformation Users Who Find Happiness in
Process Rather Than Focus on Practice or
Result
If you want to build a ship, don’t drum up the
men to gather wood, divide the work and give
orders. Instead, teach them to yearn for the
vast and endless sea.
- Antoine de Saint-Exupery
From the key words space or happiness, continuously, regularly and conventionally repeated lives

62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We tended to creatively restructuralize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grams of the weekend farms
and the space creation for teenagers maintained
separately on that site so that producing-distributing-consuming system coexists in new ways. We
tried to make this sharing system independent and
self-sufficient in which cultivation on land, in other
words, in nature, education and learning for this
cultivation, and processing, storing and consuming
the products can be carried out. Of course, promoting labor, learning, and creative activities do matter,
but we decided that the basis that motivates them
most is the senses of self-developing consumers.
The problem is whether we can catch those senses
in a rapidly changing situation, so we focused on
the temporary and variable situations and the
theme that correspond with the time of rapid
change rather than sustainability, from which we
questioned about the driving ourselves towards the
boundary where we can be strangers.

Music Library(members only) - ‘H’ CARD Company

Design Library (members only) - ‘H’ CARD Company

Travel Library (members only) - ‘H’ CARD Company

Tstaya bookstore

Kyobo bookstore

Tstaya book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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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유통과정에 가미된 조미료(관습화된 코드)
로부터 해방
프로젝트의 규모가 너무 크고 의지해야 할 기존 상황
이 부재하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지와 건물, 그
곳을 채우는 소프트웨어까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공간
의 모든 것을 고정된 무엇이기 보다는 하나의‘자율적
시스템’을 창조한다는 입장에서 전개하였다. 크고 추
상적인 막연함을 극복해야 했기에 쉽고 구체적인 단서
를 찾기로 하였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유효한
방법적 지렛대는 가장 얕아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침투되
고 정복될 경우 가장 견고해지는 감각의 영역으로서 ‘
맛’, 즉 취향에 대한 부분이었다. 소비자들에게 인지되
는‘맛’이라는 감각적 영역을 공략하기로 하였다. 다양
하게 콘텐츠화되어 미디어에서 연일 광고, 보도와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였는데 우리는 정해진, 이미 읽혀진
맛이 아니라, 즉 상품화 전략으로 충분히 오염된 유통 과
정을 삭제시켜 생산에서 바로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화를
차별화 전략으로 힘을 실었다. 문제는 가공이다. 상품이
소비되는 감각을 관습화시켜 동일한 양상으로 마비시키
는 지점이 바로 유통에 의한 가공이다. 이처럼 교환가치
로 집중되는 유기적 구조화를 끊어내기 위해 삶의 재료

all new life style space from land and buildings to
softwares for them with the perspective that we
create a sort of autonomous system rather than
something fixed. We had to go through largeness,
abstraction, and vagueness, so we tried to find easy
and detailed clues. An ill-advised, but useful method
is about taste, a part of senses, which seems very
shallow but becomes so firmed when we pass
through and master it. We decided to target taste,
which consumers can sense. Though it has been
advertised and reported on mass media, we didn’t
focus on the taste already been defined, but emphasized structuralization of the produce-consume
connection with differentiation strategy, by removing
distribution process contaminated by merchandising strategy. The problem was processing. It is the
processing with distribution that makes the sense
of consuming products conventional and producing
and consuming look same. We tried to make the
system producing the sources of life directly and
consumed without distribution in order to cut out
the organic structuralization centering on exchange
value. Produce-consumption. Labor-creation.
Inframatization play needs to be added here.

들을 직접 생산하고 유통과정 없이 바로 소비되는 시스
템을 만들고자 하였다. 생산-소비. 노동-창조. 여기에 ‘
정보화의 놀이’가 가미되어야 한다.

가속화되고 있는 소비 양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지적자본론에서의 서점 접근법, H카드에서 카드사용 및
회원들을 위해 구상한 3개의 라이브러리 사업으로부터

Emancipation From
The Seasoning(Conventional Codes)
Flavored In The Process Of Distributing
Information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because the size of
the project was too big and there was no existing
situations that we could count on. W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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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과 일상에 대한 도시공간에서의 삶을 행복과 연
결시켜보고자 했다. H카드사가 보여준 사례들이 가지는
의미는 결과물들의 구체적 양상 파악이전에 그들이 소비
와 욕망의 구조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측면이다. 그리
고 이러한 태도의 구체화는 이성적, 논리적 규정과 틀 지
우기보다는 감각화 된 실천으로서 반복,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 제시로서 유의미하다. 고착화 된 소비주
체들이 요구하는 감각적 층위의 만족을 위해 생산-소비

의 자족체계를 과학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숨겨진, 잊혀진
일상성과 도시성을 재매개하고자 하였다. 가속화된 시공

means nowadays as well as that imitates and represents the aspect of consuming rest and healing.

간 속 소비주체가 경험 할 수 있는 행복의 순간을, 자연
으로부터의 열림. 생산으로부터의 열림. 노동으로부터의
열림. 놀이로부터의 열림으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external space, and actualization of the program.
These experiences were useful in the meaning of
learning how to plan to build concepts, how to view
the whole, and how to think synthetically.

휴식과 낭만, 도시적 일탈의 경험 이전에 생산과 창조
총 16개의 작품 진행을 위해 방학 중간까지 노력한 학

이러한 열림은 곧 정보화과정이라는 자기계발의 욕망실

활동을 촉발시키는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작용을 유

현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발하고자 했다. 따라서 다양한 생태(식물, 동물, 곤충)환경

생들 개개인에 고마움을 전한다. 크리틱을 통해 충분한

서 휴식이나 힐링에 대한 소비양태를 모방하고 재현하는

에 대한 이해, 대지와 프로그램에 기민한게 반응하는 물

지혜를 발휘하도록 도와준 디자이너 이창한 실장과 박성

차원을 넘어 오늘날의 ‘공간(적)에서의 행복’이 무엇

리적 건축물의 구현, 그리고 이러한 하드웨어를 연결하여

숙 팀장에게 감사하다. 이번에도 온라인으로만 교감할 수

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하나의 생산적 거울로서 제시될

지성과 오감을 작동시키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로서‘라

밖에 없었지만, 항상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는데에 열정을

수 있음을 희망하였다.

이브러리’의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다.

보이는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Kaye Newman 교수와

애초 개인의 경험과 회상이미지를 ‘맛(취향)’과 연결

Janette Harris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중국 후난대학교의

시켜 촉지각에 대한 구체적 공간화를 의도했으나, 방대한

안성희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How can we approach the aspect of accelerating consumption? From the approach through the
bookstore in “Intellectual Capital” and three library
projects of ‘H’ card company for the members and
their use of credit cards, we tried to relate life of
consuming and life in urban space to happiness.
The meaning of the cases showed by H company
is rather the perspective to see the structure of
consumption and desire than understanding the
specific aspect of the result. In addition, definition
of this perspective is not repeating or reproduced
as a sensed practice, but is temporarily meaningful
rather than framed in rational and logical regulation. For satisfaction desired by the hardened
consumers, we tried to reconnect hidden, forgotten
every lives with urban lives by suggesting the
producing-consuming system scientifically. We also
attempted to define the moment of happiness that
can be experienced by consumers in the accelerated space-time through nature, production, labor,
and play. We also hoped that informatization, which
means actualizing the desire of self-development
that can be revealed as a specific phenomenon,
could be presented as a productive mirror that
makes us think about what spatial happiness

규모와 다양한 전문 지식의 필요성으로 공간구축의 구체
성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15주 수업이 18주로 연장되
기도 하였다. 조경공간, 내외부 공간의 구축, 그리고 프로
그램의 구체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영역을 경험하였는데,
개념 구현의 기획력과 전체를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
각, 종합적 사고력이라는 층위에서 의의가 있었다.

Beyond rest, romance, and the urban experience
of deviation, we strived to provoke nature-based
production and creation. Therefore, we needed
preparation for understanding the ecological
environment(plants, animals, insects), building
actual architectures quickly responding to land and
the program and connecting them with a software,
and running the library program as the software
which stimulates intelligence and sense. At first,
we intended to spatialize the sense of touch by
relating personal experiences and reflective images
to taste, but the actualization of space organization
was limited because it needed massive and various
professional knowledges. A 15-week course was
prolonged by 18 weeks. We experienced many fields
like construction of landscape space and internal-

We want to thank every student for helping to
proceed the 16 works in the middle of vacation,
professor Kaye Newman and Janette Harris and
the students at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with
whom we could unfortunately contact only online,
and professor Seonghee Ahn at Hunan University
of China.

Module Summary (2015.09.02)

03 PROCESS & OUTPUT
· Research & Analysis
(include FGI & survey, SWOT)
· Space Scenario making
· Sketch(analog & digital method) process
· Complex Space Program(zoning, planning....)
· Drawing
· 3D Simulation
· Scale Modeling
· Panel Presentation
· & Every Process(Photo & Text) Recording
- for the Final Documentation

04 SCHEDULE
· 2015.9. 1st Week - Kick off & Orientation
· 2015.11.Last Week - Mid Term Critic
Exhibition & Panel presentation)
· 2015 12. Last Week - Final Exhibition

05 KEY WORD
· HAPPINESS IN CONTEMPORAY LIFE
· EVERYDAYNESS
· TOTAL EXHAUSTION OF CORPOREALITY
· MATERIALS & ENERGY
· BODIES & NEUROPIL[E]
· LABOR-PRODUCTION-CONSUMPTION
· LIFESTYLE

01 REQUIRED COMPULSORY SUBJECTS
Sophomore “Inteiror Design Studio III”
4 Of 18 Credit Modules in a Semester
· 6 Hours (tuesday) / 1 Week
· 1, or 2 Students / 1 Team
· Total 16 Projects

02 THEME
”SPATIAL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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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Chang-han(eemovement CEO & Designer) / Park, Sung-sook (Dasein Cheif Designer)

91th day_01, november MID-TERM CRITIQUE | The 3rd Bldg. 5F AM 09:00-18:00

17 WORKS

1st day_02, september ORIENTATION | The 3rd Bldg. 5F AM 09:00~

66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2016 Spatial Happiness

67

FACE IN THE ALLEY | Kim Minjeong

URBAN PIRANESI | Park Subin

120th day_30, december
INSIDE OUTSIDE | Lim Da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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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THE 3RD BLDG.B1 GALLERY

AM 11:00

16 WORKS

with OPENING PARTY & AWARDS CEREMONY

Step Garden | Yang Si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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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_OFF | Lee Eunjeong

Cycle Travle Library | Choi Jeongim

120th day_30, december
LIVING LAYER | Yoon Jiyoung + Kim Ga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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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THE 3RD BLDG.B1 GALLERY

AM 11:00

16 WORKS

with OPENING PARTY & AWARDS CEREMONY

GAME LIBRARY | O Kichang + Jeong Da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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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Library | Kim Sanghyun + Yeon Sang-yoon

POOM | Choi Hyewon + Kim Chanhee

5 Senses LIBRARY | Yoon Koeun

Space for Fragrance | Seo Jihyun

120th day_30, december

EXHIBITION
Feeling the Hill | Jeong Mina + Kim Soyeon

00300 | Park Y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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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DONGYANG MIRAE University

i n t e r i o r

e n v i r o n m e n t a l

d e s i g n

FACE IN THE ALLEY
김민정 Kim Minjeong

URBAN PIRANESI
박수빈 Park Subin

Cycle Travle Library
최정임 Choi Jeongim

LIVING LAYER
윤지영 Yoon Jiyoung | 김가혜 Kim Gahye

POOM
최혜원 Choi Hyewon | 김찬희 Kim Chanhee

Feeling the Hill
정민아 Jeong Mina | 김소연 Kim Soyeon

00300
박예린 Park Yerin

Lifestyle Library
김상현 Kim Sanghyun | 연상윤 Yeon Sang-yoon

Space for Fragrance
서지현 Seo Jihyun

Step Garden
양시내 Yang Sinae

YIELD:NG
이정인 Lee Jeongin

SOUND_OFF
이은정 Lee Eunjeong

HEALTH & HAPPINESS
김형관 Kim Hyeongkwan

GAME LIBRARY
오기창 O Kichang | 정다슬 Jeong Daseul

INSIDE OUTSIDE
임다경 Lim Dakyoung

5 Senses LIBRARY
윤고은 Yoon K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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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김민정 I Kim Minjeong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0 - 5
면적 : 8.874㎡

Location : Seoul Dongjak Daebang 340-5
Area : 8.874㎡

대방동에 위치한 사이트는 현재 동작주말농장과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무중력지대를 제공하고 있다. 주말농장의 대지는
획일적인 재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두 공간은 독립적 관계
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텃밭 속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위치시켜
텃밭과 커뮤니티 센터간의 관계를 연속시킴으로서 내 외부가 서
로 접촉하는 공간을 제공하려한다.

The site located in Daebang-dong offers weekend farm
and youth zone called, “zero gravity zone.” The land of the
weekend farm has been used as a cultivable space. The
two spaces exist both independently, but those maintain
the relationship by building the community center under
the ground of weekend farm. Moreover, it provides a
space which merges interior and exterior space.

SITE ANALYSIS

FACE
IN THE ALLEY
마주하다, 기억하다. FACE, REMEMBER.
현대의 우리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와 주위 풍경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과거에 느꼈던 다른이의 존재,
주변의 소중함, 삶의 여유와 행복, 아날로그감성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
이에 높이, 투명성의 변화가 나타난 벽체와 시점화된 사이 공간을 통해 감각적인 체험을 함으로서 잊고있던 존재와
소중함을 기억 한다.

Today, most people lead very busy lives. They take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surrounding landscapes for granted, so they live without thinking the importance of surroundings, analog sensibility
and happiness and composure in their lives. Through the high wall, wall presented a change of
transparency and interstice, people experience sensitive designs and remember forgotten existences and pre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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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중앙, 고층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 사이트는 남동, 남북쪽
으로 탁 트인 조망권을 가진다. 대지 앞 바로 1호선 대방역이 위
치하여 대중교통을 통한 도보 접근이 용이하다. 그리고 메인도로
와 이어진 서브 도로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주변으론 상
가와 다수의 주택단지가 위치한다.
현재 청년들만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제공하고 있음에 다양한
연령층 주민들의 소통을 위하여 심리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제공하려한다.

The site located between many high-rise buildings in the
central of the city have uninterrupted view toward southeast and north and south. Because there is “Daebang”
subway station on line 1 in front of the site, it is easy to
access the site on foot via public transportation. Inaddition, it is available to approach the site by car through the
main and side road. There are lots of stores and housing
complex around the site. The place tries to provide the
community center for youth and to communicate with different age groups to have an emotional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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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BACKGROUND
DESIGN PROCESS

SPATIAL HAPPINESS
현대의 치열하고 빠른 생활로 인해 사람들은 다른이와의 교류가
단절된 채 도심 속에서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현대인들은
도심의 건물과 도로에 갇히게 되었으며 삭막한 도시공간의 해결
과 도심 속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도
심 농원과 건강커뮤니티 센터를 통하여 삭막한 도심을 녹지공
간으로 변환함으로 과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자급생산으
로서 수확의 즐거움을 얻으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고독감을 해소 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
여 서로의 삶을 공유함으로써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텃밭을 가
꾸며 얻는 신체적 건강,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공유하며 얻는 공
동체적 관계를 통해 현재 도심에서 느끼는 고독감에서 벗어나
정신적 건강을 찾게 된다.

SPATIAL HAPPINESS

In the competitive and fast-paced life, people feel isolated and disconnected from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even themselves, so they suffer from loneliness.

They also are surrounded by many desolate building and
sites. Therefore, they need an optimal solution for the
desolate urban space and fresh and safe crops grown
in urban gardens. Through the urban agriculture and
health community centers, forlorn urban spaces turn
into green space. People can feel nostalgic for the place
where they grew up. With self-sufficient farming, people also feel the joy of harvest and have opportunities
to connect with others, so they can reduce a feeling of
isolation.
Furthermore, the health community centers help people
who have similar interests or aims gather, share their
lives, and deepen their relationship. Gardening makes
people healthier and communal relationships recover
from mental illness felt by urban life.
도시의 빠른 속도에서 벗어난 몰입의 공간으로 순수하고 감각적
이였던 여유로운 삶을 떠 올리며 잊고 있었던, 간절했던 시절을
추억하고 아날로그 감성과 영감을 회복한다. 토착적인것은 일상

생활 깊게 스며들어 지속 가능한 것이며, 특정 고유의 것으로 당
연시 여김에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기에 토착적
인 음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착민들에겐 당연시 여김에 잊
고 있었던 감성을 회복하고 다른이들에겐 새로운 그 지역의 고
유의 가치를 경험하게 한다.

This is a place on which to get away from fast-paced
life. The library brings back peaceful memories of times
past. People recall some forgotten memories and restore the analog sensibility and inspiration.
Traditional things are ingrained into our daily life and it
is sustainable, however people forgot the importance of
it because they take it for granted. As the library offers
the traditional cuisines and information about the areas,
the natives recover the forgotten emotion and others can
experience the unique values of the areas.

푸드카페와 식당을 통해 한국, 이탈리아, 멕시코, 케냐의 네 국가의 토속적인 음식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다. 식당에선 각 나라
의 쉐프들과 손님들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며 각 나라의 고유의 식사예절, 상차림법을 배울 수 있다. 라이브러리에선 각
국의 문화에 대한 책, 대륙별 요리 관련된 책을 배치하여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발효제품을 판매 구
입, 발효체험을 할 수 있다.

The food cafes and restaurants help people access the traditional cuisine of four countries, South Korea, Italy, Mexico
and Kenya familiarly. In the restaurants, each country’s chefs and customer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addition, customers can learn formal table manners and basic table setting of each country. The library contains books
about the culture of each country and the cuisines of each continent, so people can receive new information regarding
other countries and buy fermented products and fermentation-themed hands-on activities.

골목길 / 갈림길 Alley / Forked Load
좁은 골목길에 마주하고 있는 건물과 벽들을 통해 서로의 존재
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존재만으로 고독감을 해소 할 수 있다.
골목의 갈림길은 모두 연결되며 폐쇄와 개방의 공간이 연속된
다 또한 비틀려져 있는 벽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선택적 동선
을 유도한다.

Through the walls and buildings which encounter each
other in narrow alley, they did confirm each other and
even their existences can overcome the loneliness. The
crossroads of the alley are all connected and it continues to close and open. Moreover, It leads to other spaces through the torsion wall.

연결된 갈림길

Connected Alley

마주한 건물들

Faced Buildings

지각 요소 : 벽 / 담
Element of perception: wall/ alley wall
바쁜 외부와 단절된 여유로운 풍경

과거 골목에서 보았던 높은 담벼락의 폐쇄성을 떠올려 외부 바
쁜 현대의 삶을 단절시킴으로 현실의 소중함을 부각시킨다. 높
은 벽체의 감각적 변화를 통해 아날로그적 감성을 회복할 수 있
으며 벽을 지났을 때의 개방감을 통해 센터와 텃밭공간, 사람 사
이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한 벽체의 투명성 (투명, 반투
명, 불투명)을 통해 공간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내부를 단절
시켜 외부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형상만을 보여줌으로써
공간의 방향성을 이끔에 공간의 다양성과 깊이감을 형성한다.

The high wall in the alley reminds disconnection. The
walls cut off from busy lives of most people today, so it
emphasizes importance of reality. Through the sensible
changes in the high wall, it restores the analog sensibility and it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er
and the garden space through the openness when people pass by the wall. Furthermore, using the transparent
wall (transparent, translucent, opaque) shows original
spaces and focuses only the external by cutting off the
inside. In addition, it leads the direction of the spaces
and forms a sense of depth and space diversity.

The leisurely scenery disconnected
from the busy outside

높은 벽체 사이의 커뮤니티 센터

The community center
between the high walls

비틀림에 생기는 틈의 공간
메인 동선을 유도하는 높은 벽체

The interstitial space
caused by torsion

The high wall leading to
the main circulation

CONCEPT
골목길 Alley
골목길 또한 현재의 사람들이 과거의 감성을 느끼지 못하고 골
목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서로 마주하고 있는 폐쇄적인 건물과 벽, 다양한 축으로 이루어
지는 여러 갈림길, 갈림길을 통해 만나는 하나의 공간 등 이전
에 경험했던 골목길의 풍경을 떠 올려 그 속에서 감각적인 체
험을 함으로서 과거 다른 이와 마주침이 있었던 공간을 재인
지 시킨다.

Today, people do not feel the emotion of the past and
they take for granted the presence of the alley. There
were unsociable buildings and walls and multiple crossroads consisted of various axes in the alley. People forgot the memories of that time and place. Through the
concept, people remind the image of the alley experienced in the past and recall the space when they encounter someone in the cross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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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벽

폐쇄성의 벽

개방성의 벽

획일적인 벽

General wall

Wall 0f Closed

Wall of openness

Uniform wall

마주하는 공간

Facing space

공간과 사람

Space and Peson

투명성의 변화

Transparency
Changes

투명의 벽

축의 변화

공간과 사람

The axis changes Space and Person

반투명의 벽

Transparent walls Translucent walls

불투명의 벽

Opaque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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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점 Multi - View

사이 Interstice

다양한 축으로 이루어진 골목의 모습을 공간에 담아 외 내부의
공간은 움직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로 인해 공간은
다양한 축으로 여러 인상을 주는 다원화된 공간을 형성하며 자
신의 감각에 맞추어 공간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파악 할 수 있다.

비틀림으로 생기는 사이의 공간, 맞닿아 있는 틈의 공간들은 시
점의 일부를 가림으로써 다른 공간으로 동선을 유도 시각적 호
기심을 자극한다. 경계의 투명성을 변화시킴으로써 공간과 사람
의 단절과 소통을 이룬다. 또한 빛, 자연의 모습을 사이의 경계로
담아냄으로 기존과 다른 감각적체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The spaces contain images of an alley consisted of
various axes, thus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change
continuously according to movement. The spaces form
diversified spaces where to give various impressions.
Depending on their own sense, people can identify relationship with spaces from various angels.
다시점과 사이를 통한 상호 관입적인 공간들은 시공간에 따라 연
속적인 전개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현대인의 감각을 자극시킴으
로 이전에 느꼈던 감정, 기억을 떠 올리게 한다.

경사로 Slope

Mutually intruded spaces formed by multi-view and
interstice present continuously according to time and
space. Therefore, it stimulates a sense of people and
helps to recall emotions and memories felt earlier.

폐쇄된 진입로를 지나 나타나는 개방의 공간엔 대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휴식 공간과 센터가 위치한다. 휴식공간은 자연 속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센터 양옆에 위치하기에 센터와 상호관입적 측면을 가진다.

Stepping through closed access road, people will see the rest space and center balanced with the site. People can
take a comfortable rest in nature. In addition, it is located to both sides of the center, so it has the aspect of a mutual
intersection.

The interstitial spaces formed by torsion and gap formed
by merging two spaces stimulate a visual curiosity, so it
leads other spaces with covering parts ofthe view. Further, it makes a break in communication between space
and people and it forms a new relationship by changing
the transparency of the border. It forms a new and differ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a light and nature through
the interstice.

온실 Greenhouse
기존의 온실과 달리 카페, 조리 부스의 역할을 겸하며 기능적인
면을 가진다. 센터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작물을 간단하게 바
로 조리하여 먹을 수 있으며 내부의 도보 또한 다시점화 시켜 여
러 방향의 동선을 가진다. 텃밭과 온실에서 전체적으로 재배하
는 옥수수, 콩, 고추, 들깨는 서로 상호성을 가지는 작물로서 섞
어짓기하여 재배한다.

작물 프로세스 Crop process
텃밭과 온실에서 재배된 작물들은 센터의 각 나라 요리 주재
료서 활용적인 측면을 가진다. 또한 센터 내부 발효 공간을 통
해 고추, 콩 등을 판매, 발효 체험함으로써 토속적인 측면을 느
낄 수 있다.

Crops grown in garden and greenhouse have practical
functions as the main ingredient of each country’s food.
Also, people can buy and experience the fermented
foods and feel folksy.

Unlike a conventional greenhouse, it is added to cooking and cafe space, so it has functional aspect.Even if
the greenhouse is far from the center, people can simply
cook and eat crops immediately.Also, the sidewalk has
various directions. Crops such as corns, beans, peppers
and perilla seeds grown in the garden and greenhouse
have reciprocity.Therefore, they are harvested using the
method of a companion cropping.

온실 평면도 Greenhouse Plan
텃밭에 위치한 온실에선 일반적인 작물재배와 식용 꽃을 재배하는 수경재배가 이루어진다. 온실의 경사진 지붕으로 생기는 밑 공간은 창고로 쓰이며 공간의 활용성을 가진다. 창고의 저장소는 골강판을
업사이클한 상자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면을 가지며 온실의 프레임은 아이빔으로 지지됨으로써 업사이클적인 측면과 디자인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In the greenhouse located in the garden, common crops and water culture growing edible flowers are preceded. Space under the roof made by the low sloping roof of the greenhouse
is used as a warehouse and it has utilization of space. The warehouse uses an up-cycling box and it is eco-friendly. The frame of the greenhouse is supported by an I-beam, so it has
an aspect of up-cycling and design aspects at the same time.

텃밭 / 온실 지붕
기존의 텃밭

Existing Garden

시점의 텃밭

Visual Garden

Growing crops from the site does not use traditional cultivation method. Because a garden is structured by various
points of views, it has various accessibilities and cultivates
cropsmoreefficiently.Further,theroofofgreenhouselinked
the site is used to break room for farmers.

센터 지붕
기존의 공간

Existing Space

사이의 공간

Gap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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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 / greenhouse roof

대지에서 이루어지는 작물재배는 기존의 획일적인 텃밭이 아닌
시점의 축으로 구획된 텃밭으로 다양한 접근성을 갖는다. 다양
한 축으로 구획하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작물을 재배 할 수 있
다. 또한 대지와 이어진 온실의 지붕은 농부들의 휴식의 공간으
로 제공된다.

The roof center

대지와 이어진 센터의 지붕은 사람들에게 넓은 대지에서 유동
적인 동선을 갖게하며 전체적으로 텃밭과 센터를 둘러 볼 수 있
도록 한다. 대지의 경사 지붕의 경사로 생기는 틈의 공간은 외
부에서 내부의 사람들의 존재를 인지 할 수 있는 마주침의 공간
을 제공한다.

The roof of the center has flexible circulation in a wide site
and let people see the whole garden and the center. Due to
interstice occurred by a slope of site and roof, roof of center
provides a space, which can recognize a presence of people
inside from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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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존 Selling Zone
지붕선

Roofline

지붕 또한 시점화시켜 기존의 벽체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 지붕선이 튀어나가고 축이 비틀리고
모서리가 깎임으로써 시각적 다양성을 가진다. 지붕선 모서리가 깎임으로서 지붕선은 기존의 무거
운 느낌이 아닌 가벼운 역동성을 가진다.

주방 / 식당 Kitchen / Restaurant

The roof does not fit to wall perfectly. Instead, it has visual diversity by protruding, torsion and carving the corner. Because the corner of roofline is sharpened, the roofline
has dynamic feature, not the heavy feeling

라이브러리 Library

체험존 Experience Zone

불규칙한 높이 Irregular height
푸드 카페 Food Cafe

동선

Circulation

레벨차, 경사로 인한 대지는 불규칙한 높이를 가진다. 대지와 어우러져 위치한 커뮤니티 센
터 또한 공간마다 다른 레벨차를 가지며 각각의 공간은 시선이 서로 연속된다. 사람들은 연
속된 공간으로 보이는 다른 공간과 사람들의 존재를 인지하며 다른 공간으로 나아가게된다.

Due to the slope and level differences, the site has an irregular height. Therefore,
the community centers in harmony with the site have the different level and the
points of view of each space are intertwined. As people recognize the existence of
space and people in other space, they advance to another space.

여러 방향에서 접근 할 수 있는 골목길처럼 센터는 모든 공간에
접근 할 수 있는 서브 동선을 가진다. 메인동선은 푸드카페를 통
해 진입하며 맞닿아 있는 공간을 통해 자신만의 동선을 가지며
다른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

Like an alley with accessibility from various directions,
the center has sub-circulation to access to all the space.
The major circulation enters through the food cafes and
has its own circulation through the space where two
spaces are facing each other and can move to another
space.

평면도
1.
3.
5.
7.

Plan

진입로
화장실
직원실
판매존

1. Enterance
3. Toilet
5. Staff Room
7. Sell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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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6.
8.

푸드카페
주방 / 식당
라이브러리
체험존

2. Food Cafe
4. Kitchen / Restaurant
6. Library
8. Experience Zone

우측 입면도 Right-side elevation
메인 진입로에서 보이는 파사드로 전체적인 형태가 정적인 네모 박스 형태가 아닌 시점의 축으로 인해 벽체와 지붕이 벗어나가거나
높낮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공간들이 겹치지 않음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공간을 바라 볼 수 있다.

As a facade that looks at the overall form is the main access road due to the time axis of a non-static rectangular boxshaped wall and roof height Appears go out in various ways. In addition, the space can look at the room from different
angles as not to overlap with the copper and leads the gaze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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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ance

센터에서 직접만든 치즈와 장류를 판매하는
판매대로 업사이클한 파렛트를 메인 매대로
사용했다.

메인 집입로로서 푸드 카페로 접근하는 공간이다. 반투명한 벽을 통해 푸드카페에 존재하는 사
람들을 인지 할 수 있으며 비틀려져있는 벽체들로 인해 접근하는데 다양성을 가진다. 반투명의
벽은 내외부의 관계를 연속시키며 공간에 호기심을 가짐으로서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In the center, an up-cycling pallet is
used as a display stand to sell handmade cheeses and fermented foods.

시점의 변화를 바닥에도 적용함으로서 정형화
된 의자가 아닌 공간과 연속적인 측면을 가진
다. 이로인해 편안하고 다양한 자세로 책을 기
대거나 누워서 읽을 수 있다.

By applying changes in point of view on
the floor, it presents spaces and continuous aspects rather than a structured
chair. Therefore, we can read book leaning on somewhere or lying in various
position.

1.
3.
5.
7.

진입로
화장실
직원실
판매존

2.
4.
6.
8.

푸드카페
주방 / 식당
라이브러리
체험존

1. Enterance
2. Food Cafe
3. Toilet
4. Kitchen / Restaurant
5. Staff Room
6. Library
7. Selling Zone 8. Experience Zone

라이브러리와 푸드카페의 경계에 위
치한 반투명 벽을 통해 사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지 할 수 있다.

As the main access road, it is a space to access to food cafes. Through the translucent wall, people can recognize others who are in food cafes. Through the torsional
wall, people can have a variety to access the space. The translucent wall continu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ner and outer. Therefore, it evokes the curiosity of people about space and increases accessibility about space.

Food Cafe
각 나라의 요리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푸드 카페는 각 나라의 요리를 포장 판매하며
식용 꽃으로 만든 차, 디저트 판매가 이루어진다. 푸드 카페의 내부의 사선의 벽은 공간의 동
선을 이끌며 벽 뒤로 가려져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강조한다. 카페 내부 또한 반투명벽을 통해
외부의 모습이 관입되며 지붕의 기울기로 인해 생기는 틈으로 지붕 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의 존재와 빛, 자연의 모습이 카페 내부로 들어온다.

Cafe food that you can access more familiar with the cuisine of each country is tea
made cuisine of each country to sell edible flowers and packaging, sales made
desserts. Diagonal wall inside the food cafe emphasizes the presence of people in a
covered copper wire leads back wall of the space. In addition, the external appearance of the café interior penetration through the translucent walls and a roof and
the presence of people and activities occurring gaps in the roof due to the slope of
the light, comes this image of nature as a café inside.

Border
푸드 카페와 라이브러리가 맞닿아 있는 경계는 반투명한 유리를 사용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반투명한 유리를 사용함에 서로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 다른이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다. 또한
라이브러리는 불규칙한 레벨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선이 다양하게 마주치며 걸터 앉아 책을 읽
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Through the translucent wall located border between library and
food cafes, the presence of people can be recognized indirectly.

The border between food cafe and library is distinguished by translucent glass.
Although they are in another place, one recognize the others by this glass. Also the
library has various height levels. So we can see many people reading a book and
their line of vision encountered variously.

테이블은 파렛트를 업사이클링하여
활용성을 가진다.

The table has usability to up-cycling the pallet

Library
각 나라의 문화와 대륙의 음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기존의 책장의 칸막
이에 시점적으로 변화를 주어 책을 고를 때 새로운 느낌을 주고 틈을 통해 다양한 시점으로 주
변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책장은 하나의 담벼락의 역할을 함으로서 공간 속에서 골목
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벽체의 변화

Change of wall

정형적인 정적인 벽체가 아닌 시각적으로 변화를 주어 두께가 변
하거나, 끊기거나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며 벽체가 상호 관입됨
으로써 동선과 시선에 다양성을 가진다. 상호관입되어 튀어나온
벽체는 기능적인 측면을 갖지 않더라도 구조적, 미적인 변화에
의미를 가진다. 또한 골목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주침, 비틀림,
접근성을 가진 갈림길을 통해 공간에 다양하게 접근 할 수 있다.

It is not the typical static wall, but it is wall visually given
change in thickness or length, broken or inter-coursing.
Thus, it has a diversity of views and circulation. Even if the
protruding wall does not have functional aspects, it has
significance of structural and aesthetic change.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ways to access spaces through the
crossroad with accessibility, facing and to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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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get information about the cultures and cuisines in each country from the
library. Because of change of point of a view about a partition of a bookcase, it gives
a new feel to choose books. People also can check surroundings with various points
of view through interstice. Moreover, as high bookcases play a role as one of the
alley walls, it gives a feeling of a strolling the alley in space.

Sales zone of fermented foods
텃밭에서 재배한 작물을 발효시킨 장과 센터의 체험존에서 만든 치즈를 판매하는 공간으로 기
존의 발효용기인 장독대를 재해석하여 스케일과 재질에 변화를 주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
이 지나갈 때 그 안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발효장류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This is a place to sell the fermented foods made from grown crops in the vegetable
garden and the cheeses made from the Experience Zone. The traditional fermentation container called, “Jangdokdae” is reinterpreted and changed in scale and
materials. Also, it allows looking inside when people pass by to help them to have
an interest in fermente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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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Model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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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I Park Subin

URBAN PIRANESI
“청년들의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힐링놀이터를 만들다.”
making the healing playground to heal the tired routine of youth

SITE

대방역 3번 출구 바로 옆에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신도림, 노량
진 등 인근에 번화가 위치한다. 커다란 부지에 비해 사용도는 극
히 떨어지고 있다.

There is a main street near Shindorim, Noryangjin,
etc, not far away from and right next to exit No. 3 at
Daebang subway station. Frequency of using it is getting down, being compared with the scale of large size
ground.

BACKGROUND
현대카드의 4번째 라이브러리를 디자인 하게되면서 궁극적인 기
업 목표로서 지친일상에서벗어나 아날로그적 감성과 영감을되살
릴수 있는 새로운 LIFE STYLE 라이브러리를 디자인 하려한다.

Designing 4th library of Hyundai Card, I want to draw
up new life style library to bring analogue emotion
and inspiration back, getting out of being tired life as
ultimate corporation 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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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20대의 청년들은 오히려 몇년전의 과거를 더욱 그리워하고 사
회초년생으로서 바뀌어버린 상황에 낯설음을 느낀고 지친다. 이
러한 이들에게 힐링을 전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라이브러리
를 추구하고자 한다.

CONCEPT
불과 몇년 전에 뛰어놀던 나무놀이터는 안전상이라는 이유로 하
나 둘씩 사라져간다. 다양한 높낮이를 가지고 노는 재미 있던 과
거와 달리 현재의 놀이터는 단조롭다. 나는 나와 친구들 우리같
은 20대가 뛰어놀던 과거의 나무놀이터를 되살려 그 안에서 힐링
을 받는 라이브러리로 재탄생 시키려한다.더하여 매스의 모습도
한그루의 나무를 닮아있으며 수직적으로 쌓여가는 형태를 띈다.

Young men in 20s miss the past few years ago much,
feel strange about the circumstance changed their
life new freshmen of society and get tired. I am in
pursuit of library for young men in order to deliver
them healing.

Wooden playground children had frisked just few
years ago is getting faded away Current playground
is too monotonous unlike the past when having fun in
various level of height. I would like to re-boot wooden
playground where people 20 ages like me and friends
played about in as library where healing. Besides,
shape of mass resembles one tree and it appears the
shape stacked up vertical layers.

SITE ANALYSIS
TARGET ANALYSIS
사회에 들어서면서 40%를 일을 하며 보내고 주말이 아니면 자신
의 여가생활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된다.

Stepping in social life, we are in situation spending
time 40% for work and don’t have time for leisure except for weekends.

Road Axis

MOTIVE

VEGETABLE GARDEN

피라네지의 동판화에 쓰인 불규칙적인 계단으로 인한 수직공간
과 격자창으로 인한 안과 밖의 구분 자유로운 탈 구조적인 방식
과 그에따라 가지게 되는 형식의 유동성을 받아들여서 재해석하
여 건축이 가지는 환상성을 극대화시키려 한다.

4계절 수확이 가능한 딸기만을 키우게 되며 딸기의 재배 방식
에 따라서 자연 재배구역과 수경재배 온실구역을 나누어서 배
치한다.

Commercial Area

VEGETABLE GARDEN MASS

Strawberry to be harvested possibly in full 4 seasons
is grown up, and natural cultivation area and greenhouse area of hydroponics are placed with sectioning,
depending on how to cultivate strawberry.

I am trying to maximize fantasy which Architecture
has, re-translating with accepting liquidity of form
taken from it, a free post-structural way, dividing in
and out by grid-window and vertical space by an irregular step written in copper-plate print of Piranesi.

MASS
PROCESS

수직공간 안에서 단 또한 일정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하강한
단 안에서 사람의 행위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

정렬방식의 텃밭 > 수평수직으로 인한 분할 > 사선을 통해 훨씬 유동적인 동선을 유도한다.

Garden of alignment> Horizontal Vertical split due> induces a much fluid
circulation through the diagonal.

PROGRAM

Even plat is not consistent but changed in vertical
space. Action of human can be happened variously
in falling plat.

수직적인 상승 > 엇갈림을 통한 유동성부한다. > 건물의 꼭대기에 탈 구조적인 메스로 환상
성을 극대화한다.

Vertical rise> The liquidity gap through the section. > Fantasy is to be maximized with post-structural mass at the top of a building.
요리, 지압, 놀이, 휴식 등 단순한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힐링라
이브러리를 디자인하려 한다.

계단식 텃밭과 수직적인 매스는 서로 상호작용을 이룬다.

Terraced vegetable garden and vertical mass form
interaction.

더욱 잘게 쪼개진 단들은 운동감을 극대로 끌어올리게 되며 절
정의 공간을 만들어 주게된다.

Plats cut more in small pieces make sense of exercise lift up extremely and makes climatic space.

I’d like to design healing library to make various activities not simple library
like cuisine, acupressure, play, res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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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HOUSE PROCESS

1st FLOOR

2nd FLOOR

기존의 온실은 집 형식으로 계단식 대지에 매우 이질적인 느낌
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대지의 순응하는 기울기를 가진 온실
을 만든 후 처마의 형식을 이용하여 더욱 대지에 부합하는 형
태를 사용한다.

A previous greenhouse brings different feeling a terraced field as a sort of a house so that it has shape
in accordance with ground using eaves shape after
making a greenhouse which has slope corresponding
to ground.

PILOTIS

온실 사이공간에 필로티를 이용한 휴식공간을 만들고 이곳 또
한 처마의 개념을 이용하여 넓게 뻗어나간다. 이 효과로 인해
텃밭이 한층 더 유동적으로 구분되어지는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게 된다.

A place to take a rest in greenhouse interspace, using Pilotis is to be built and this place runs straight
widely with taking a concept of eaves. With this effect,
vegetable garden gets impact to be sectioned more
flexible.

DESIGN PROCESS
격자라는 틀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 되며 외, 내부를 어우르
는 디자인 매개체 역할을 한다.

Mold called lattice is re-translated in various ways
and it plays a role of medium connecting inside and
outside together.

OUT SIDE

1층은 요리, 발 지압 족욕공간으로 내, 외부가 상호관입을 이루며 안정
적인 베이스 역할을 한다.

2층은 놀이공간과의 결합으로 운동성이 매우 강하고 불규칙적인 계단과 단은 선택
적인 미로공간을 절정으로 나타낸다.

1st floor has a function of stable base being inter-coursing
inside and outside as a place for cuisine, foot acupressure,
washing foot.

As engaged with playground, 2nd floor shows climax of selective
maze space and step which mobility is very strong and irregular.

3rd FLOOR

격자화 된 모듈안에서 높낮이의 변화에 따라서 외부공간 안에 독
서공간을 연장시키며 대지에 부합하는 형태를 가짐으로써 하나
로 어우러지게 느껴진다

4th FLOOR

Level of height in latticized module extends a place
for reading a book and it can be felt unity as one with
shape in correspondence with ground.

IN SIDE

격자는 사람의 행동에 따라 그 위치와 기능이 바뀌며 필요에 따라 부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격자의 다양한 배치로 인
하여 하나의 디자인 매체로써 건물을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

Location and function of lattice can be changed by action of human and be broken if necessary.
Building may be connected as one design media by various arrangement of this lattice.
3층은 말 그대로 온전히 독서만을 위한 공간이며 내, 외부가 연결되고
사람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독서방식이 존재한다.

3rd floor is a space for reading a book completely as it is
called and there exists a various way to read a book considered personal characteristic and connected inside and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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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은 휴식의 공간으로 메스의 형태가 탈 중력적으로 뻗어가고 따라서 공중에 붕
떠있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천장에 거울을 설치하여 공간을 무한으로 비춰주며
실제로 공간은 끝났지만 끝이 아니라는 느낌으로 건축적 환상성을 불러일으킨다.

4th floor is a space for taking a rest and mass shape goes spread
straightly so, it makes people feel like walking in the air. Installing a
mirror on ceiling lights the place unlimited and even if actual space
is over, it brings up architectural fantasy with feeling which the space
is not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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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METRIC

빛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양열 온실을 이용하여 온실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Solar energy greenhouse can supplement a problem of greenhouse in
order to maximize energy efficiency of light.

T - Time

수경 수직재배를 통하여 도로와 접해있는 접촉면을 늘리고 소통을 강조한다.

Communication is to be emphasized, expanding contact surface close to
road through hydroponic vertical cultivation.

Rest Area
바닥면이 뚫려있고 그 위에 해먹이 있다.

Floor is holed open and there is
hammock above it.

내부안에서의 작은공간이 있고 외
부 테라스로 이어진다.

Small space is inside and it
connects to terrace outside.

Library
3층 전체가 막힌 곳 없이 서로 작용하는
라이브러리로 되어있다.

Entire 3rd floor doesn’t have any
place blocked and does have library inter-reacting.

Play + Library
해먹, 트램펄린 등 놀이요소와 라이브러
리가 결합되어있다.

Things to play with like hammock,
trampoline etc and library are
united.

Communication
사람들과 소통하며 요리를 하는
공간과 발족욕 공간이 존재한다.

휴식 공간

독서 공간

독서 공간

놀이공간

놀이공간

요리,족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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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공간

There are places for cook,
communicating with people, and foot washing.

요리,족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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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발단 - 전개
beginning - Steigerung

도보를 따라 접근할 때 수경재배의 온실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서
안으로 이끌리게 된다.

When reaching along with sidewalk, it leads me to inside
with curiosity about greenhouse of hydroponic cultivation.

텃밭에 들어서게 되면 미미한 레벨의 차이가 보이고 동선 또한 매
우 선택적이게 나타나며 이곳에서부터 피라네지의 개념은 시작된다.

After getting in vegetable garden, difference of marginal
level is shown, flow line is also appeared very selectively
and concept of Piranesi is already started from this area.

텃밭을 가로지르는 미끄럼틀이 있으며 휴식공간인 필로티 천장으로
올라가면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입구와 연결된다.

There is a slide cross vegetable garden and if going up to
Pilotis ceiling as place for rest, it connects to entrance to
get inside of community.

STORY LINE

EXPECTATION EFFECT
1.
2.
3.
4.

커다란 공간은 하나의 긴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존재해야 한다. 공간의변화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은 모두 다르며 책을 읽는 것과 같다.

Large space shall be well-organized like long novel. Feeling depending on change of space is all different and same as reading
a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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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텃밭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수직적 상승공간으로 인해 외부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 가능
도서관의 재해석,전면 유리로 인한 적극적인 참여 공간
청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적인 면까지 영향을 미침

1. Pro-active use about unused vegetable garden well.
2. Possible approach curious from outside by vertical
ascending space.
3. Re-translation about library, pro-active participation
space of young men using all mirrors.
4. Giving influence on stress out and health of young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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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 전개-위기
Steigerung-Crisis

03_ 위기-절정
Crisis-climax

온실 옆면을 따라서 카트를 끌고 나와 딸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판매대가 있다.

필로티 천장과 연결되어 있는 곳곳의 계단들을 통해 커뮤니티에 다가서게 된다.

There is a stand to buy strawberry directly, pulling a cart out along with side
walk of greenhouse.

People get close to community through all over steps where to connect with Pilotis
ceiling.

2층으로 들어서면서 계단과 단의 레벨차이로 인해 놀이 공간은 더욱 운동감
을 요구한다. 더하여 책과 놀이가 결합이 되면서 기존의 라이브러리와 다른 느
낌을 받게된다.

When stepping in 2nd floor, space for play requires much feeling
of exercise by gap of level between a step and a plat. Moreover,
combining book and play lets feel different than previous library.

04_ 절정-결말
Climax - ending

독서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갈 수도 있으며 외부계단을 돌아서 올라갈수도 있
다. 이처럼 가장 절정의 공간이 되며 미로와 같은 형식으로 동선이 매우 자유롭다.

We can go to 3rd floor through step of reading a book and go up taking around external step. Like this, it’s a place of most climax and
moving flow line is very free with format same as maze.

05_ 결말
Ending

외부로 독서공간을 연장시키며 외부의 시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닫
힌 독서공간이 존재한다.

공간은 막혀있지 않고 모두 열려있으며 자신이 앉는 곳이 바로 독서의 장소가 된다.
또한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한다.

바닥이 뚫린 공간 안의 해먹에 누워서 쉬며 끝없이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
라보며 생기는 묘한 환상감이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치유한다.

공간 안에 가득찬 공들에 묻혀서 차분히 독서를 하는 상황이 청년들에게 심리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A place for reading a book is extended to outside and external facility has a place for it partially closed, depending on individual characteristic.

The place is not blocked but open to everyone and where one seats is
just a place for book reading. Also, some can be shared various people
because it is open space.

Taking a rest with laying down on hammock in space holed
ground, strange fantasy coming up with taking a look at yourself
seen heals stress getting from routine life.

The situation, reading a book under balls fully occupied in the space,
gives psychological comfort and stability young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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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Model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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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임 I Choi Jeongim

Cycle Travle Library
자연과 함께 달리다. Run with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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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ITE ANALYSIS

PURPOSE

오늘날 도시 사람들은 바쁜 일상을 지내고 주말에는 농원을 찾아 직접 농사를 지음으로써 슬로우 라
이프를 즐긴다. 슬로우 라이프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삶을 즐기는 것, 요즘 소위 현대인들의 트랜드
이다. 이러한 트랜드를 즐기는 방법으로는 자전거가 가장 즐기기 쉬운 방법으로 자전거 활성화 커뮤
니티 센터와 도심농원을 계획했다. 또 요즘 트랜드중 하나로 현대인들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
을 함으로써 힐링을 한다. 그래서 자전거+여행이라는 배경으로 자전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주제
로 여행을 떠나는, CYCLE TRAVEL LIBRARY를 제안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가 위치한 계획대지는 인근에 대방역 1호선, 노량진 근린공원, 샛
강 생태공원, 노량진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 영등포동과 노량진동 사이에 위치해 있
으며 주변 건물과 인접해 있다.

사이트를 방문 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문제점은 주말농장이 있는지도 모르게끔 폐쇄 되어있어 이용 빈도가 적으며 정리가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개방시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였다.

These days, modern people spend much of time hard working. Thereafter some
people visit their farm on the weekend to enjoy ‘slow life’ by cultivating their crop
directly. The slow life is , in other words, to having fun life slowly to take their time.
It is one of trend of city people’s lifestyle. So I chose bicycle as a device to enjoy
this trend easily and planned ‘Bicycle Community Center’, ‘Farm in the city’. In
addition, contemporary man often travel to heal their tired body and spirit getting
out their weary daily life, which is one of another trend also. So, I’d suggest ‘CYCLE TRAVEL LIBLARY’ ,which is to journey the five seas and the six continents by
bicycle with background of ‘Bicycle+Travel’ conception.

The site planning located Noryangjin-ro 10ga-gil, Dongjak-gu, Seoul, Korea is adjacent
to Daebang station(line number 1), Noryangjin Neighborhood Park and Ecological
Park included a creek. And the site’s geographical position is between Yeongdeungpo-dong and Noryangjin Neighborhood Park as well as close to around the buildings.
1호선 대방역

Line 1 Daebang

When I visited the place at first, a problem what I saw first of all is that the weekend farm was closed down.
For that reason, frequency of utilization of the place had been few in number. Besides, It didn’t looks like an
arrangement. After all, the place needs a space , being available for people of all age and both sexes by opening
the zone.
그래서 시각적으로 울타리를 두지 않으며 사이트를 따라 인접한 인도를 확장하여 사이트의 경계를 모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개방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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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모듈로 이루어진 계획대지의 무중력지대.

The zero gravity area of the site planning consisting of
module container.

CONCEPT

PROGRAM : 원예 온실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은 자동차, 버스와 달리 자기 발로 직접 페달을 밟아 달리면 자연과 사람들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에 도
시 여행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또 다른 감흥을 느끼게 된다. 또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떠나면 여행 루트도 자유롭고 시간에 구애 받
지 않아 더더욱 자유롭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움 때문에 여행 중간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다. 때문에 여행지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우연성과 우발성을 공간에 적용시켜 반복되는 라이브러리 공간속에서 여행자의 이목을 끄는 관광지의 역할로 아트월을 설치
함으로서 시퀀스의 개념이 나타난다.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봄
1년을 주기로 4계절이 순환하도록 설정하였다.
자전거에 의한 이동과 판매가 편리하도록, 농산물의 포대 또는
재활용 컨테이너에 재배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규모 원예 활동을 위해 부피가 작은 꽃을 작물로 삼았다.

The travel by bicycle can make special feeling throughout meeting nature and the new
people, especially, pedaling vigorously on bicycle by themselves in compared with taking
a bus or driving a car. Moreover, It gives us more and more free feeling without regarding
to tight on time and fixed route. Sometimes, It causes an unexpected happening on this
travel due to such the freedom. It will get concept of sequency by setting up art wall as a
role attracting traveler’s attention in the tourist spot, which is applied to contingency and
incidentality in the repeated library space.

Spring> Summer> Autumn> Winter> Spring
It is organized to move in a cycle in one-year intervals.
To make be convinient a movement and selling by
bicycle, It makes it rule to cultivate in a recycle container or gunny of agricultural.
A small flowers is adopted as a crop to garden on a
small scale.

KEYWORD

흥미 : 커뮤니티 센터를 라이브러리로 설정하여 여행과 관련된
서적들을 비치하고 시퀀스의 요소로 나타나는 아트월을 통해 여
행에 대한 흥미를 찾는 공간

Interest: The place is where people can find out interest about travel by art wall showing factor of sequency and is designated the community center as a
library that be equipped with books related to travel.

IMFORMAION
INTEREST
EXPERIENCE

정보 : 라이브러리를 통해 여행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공간

Information: The place is where people can gain information associated with a travel throughout library.
경험 : 계획한 여행을 VR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경험하는 공간

Experience: The place is where people can beforehand experience planned journey by V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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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1_ 자연을 품은 메스 Mass embraces nature

PROCESS2_ 미로공간 Maze space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다니며 온몸으로 맞이하는 자연을 나타내기 위해 후지모토 소우의 건축 개념을 모티브로 설계하였다.

반복적으로 랜덤하게 놓여진 컨테이너의 배열은 자전거의 여행길로 볼 수 있으며 자연을 마음껏 품는 매스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
겨난 외부의 사이공간은 내부-외부-내부를 통해 수평적으로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사이공간의 지면에 레벨차를 두어 수직적으로
지하-지상 공간이 소통되게 한다.

To signify nature facing with whole body by the bicycle travel, It is designed as a motive of Sou Fujimoto’s architectural concept.

밀어내기 SHIFT

각도변화 ANGLE

PROCESS3_ 소통하는 공간
Communicate to space

An arrangement of container placed repetitively and randomly indicates a cycle path on travel. The external
place in between formed in this way will be medium for communication horizontally throughout ‘internal placeexternal place- internal place’ sequency.

컨테이너의 랜덤한 배치

An placement of random container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이공간 = 미로공간

The complicating and confusing place in between = Spatial maze

여행에서의 우연한 만남과 관계의 연속이 발생하며 새로운 경험적, 시각적 체험을 할 수 있다.
컨테이너라는 하나의 모듈로 가지런히 배열

An arrangement container as a module

밀어내기를 통한 새로운 공간활용

반복적인 배열 사이에서 각도의 변화를 주어 사이 공간생성

Creating a new space in usage by pushing out

Creating a space in between by changing their
angle in the middle of a repetitive arrangement

It can make fresh empirical and visual experience occuring an accidental meeting and relationship in a row on
travel.

소통하는 공간을 위해 벽을 제거

eliminating the wall to make a communicating space

ZONING_ 세계지도를 닮은 동선 Floor plan resembles a map of the world
자전거의 바퀴는 계속해서 굴러가며 끊임없이 순환한다. 이러한 특징은 5대양 5대주로 이루어진 지구에서도 발견이 된다. 아시아에서
는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어떤 대륙이던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대륙이 계속해서 연결된다. 이 세계지도에서 발견 할
수 있는 동선을 설계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에 적용시켰다.

층의중첩 LAYERING

Bicycle wheel keep rolling along and circulating constantly. Such a feature can identify in the earth consisting
of the five seas and the six continents. It can access to any continents such as Europe, Africa, Oceania, America
from Asia as well as link all of continents continually. So, It is applied the channel of movement indicating on a
map of the world to library where will be designed.

격자형 벽을 통해 공간 구획

spacing zoning by using grid wall

사이공간으로 자연유입

putting plants into space in between

벽들이 레이어링되며 수평적으로 각 공간이 소통

communicating with a each space horizontally overlapping with a each wall.

투명성을 가진 벽체로 인해 공간과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소통한다.
모든 대륙이 유기적으로 연결 : 동선의 순환

This organically connected to every continent : Circulation of mov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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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virtue of transparent wall, space and space is
linked organically and can inte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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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북아메리카존에 위치한 시뮬레이션 공간으로 자전거를 타고 세계여행을 체험 할 수 있다.

This place is virtual space located North America zone where can make experience as if doing world tour by bicycle.

창문으로 보이는 데크와 바닥재를 같게 하여 내, 외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바닥의 일부를 반지하의
형태로 만들고 천정을 오픈시켜 2층, 하늘과 수직적으로 소통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공간은 폐쇄된 공간이 아닌 오픈된 공간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경험 할 수 있다.

It is planned as the same meterial of both deck and flooring to link and communicate
eac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 horizontally.

Such a virtual spaces is not only opening space but also space which the pedestrian can experience virtual reality indirectly.

FURNITURE
랜덤하게 배열된 컨테이너 속에서 VOID & SOLID가
나타나며 VOID된 공간을 통해 산책로가 발생한다.

In the placemented random container, It
shows ‘VOID & SOLID’ and form an esplanade throughout ‘VOID place’

2ND FLOOR PLAN

공간을 구획하는 격자형 벽에 선반을 더하여 책꽂이로 활용이 가능하다.

It has a usefulness as a bookcase by adding to shelf on the divided wall from place.

격자형 벽을 활용한 책꽂이는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통로로도 볼 수 있다.

1ST FLOOR PLAN
사용자의 행위에 따라서 VOID&SOLID가 나타난다.

It reveals ‘VOLID’ or ‘SOLID’ according to action of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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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okshelf used grid wall can be looked
as a aisle linking the first floor and the second floor.

격자형 벽을 책꽂이로 활용했드시 온실에서는 화분선반
으로 활용하였다.

It is also applied the grid wall used as the bookshelves to The greenhouse’s shelf of flowerpot.
2016 Spatial Happiness

109

AXONOMETRIC

EUROPE ZONE
아프리카, 아시아로 접근 가능

It is accesible to Africa, Asia.
A동과 B동의 연결의 역할로 층고를 높혔다.

It is built the floor height higher as a
role of connecting A section to B section.

AFRICA ZONE
아시아, 유럽으로 접근 가능

It is accesible to Asia, Europe

창문으로 보이는 데크와 바닥재를 같게 하여 내, 외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천정을 오픈시켜 2층, 하늘과 수직적으로 소통한다.

It is planned as the same meterial of both deck and flooring to
link and communicate eac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 horizontally.

ASIA ZONE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로 접근 가능

It is accesible to Europe, Africa, North America, Oceania
온실로 이어지는 데크로 향하는 문

The window looking toward the deck linking
with greenhouse

OCEANIA ZONE
아시아, 북아메리카 접근 가능

It is accesible to Asia, North America

NORTH AMERICA ZONE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접근 가능

It is accesible to Asia, Oceania, South America

SOUTH AMERICA ZONE
북아메리카 접근 가능

It is accesible to North America
오세아니아 존에 위치한 시뮬레이션 공간으로 자전거를 타고 세계여행
을 체험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공간은 아시아존, 북아메리카
존에도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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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lace is virtual space located Oceania zone where can
make experience as if doing world tour by bicycle. Such a virtual
spaces is also located in Asia zone and North America zone.

2016 Spatial Happiness

111

Scale Model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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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I Yoon Jiyoung, 김가혜 I Kim Gahye

BACKGROUND
시대가 점점 변함에 따라 스마트시대, 정보화시대가 나타나면서 기성세대와의 세대차이,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최소화 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
엇일까 생각하였을 때 화합과 소통의 요소가 나타나며,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댄스라고 생각하였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댄스 문화로서 소통과 이해의 장을 넓히고 현대의 문
화를 극복 할 수 있는 댄스 커뮤니티센터를 제안한다.
계획대지는 서울 근교에 텃밭과 함께 할 수 있는 대방동 무중력지대로 선정하였다. 단순히 댄스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텃밭이란 재미있는 요소를 더해 댄스에 관심이 없더라도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도
록 이목을 끌었다.

Living Layer

리듬이 살아있는 공간

As the time goes by, and the smart age and the information age comes, the generation gap with the older generation and cultural conflict that can’t be apprehended are
appearing. It was thought that, if we search for how we can solve such problems a little bit, the elements of harmony and communication appear, and that it is dance.
we propose Dance Community Center, which broadens the place of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with the dance culture everyone can enjoy, and can overcome the
contemporary culture. The Youth Zone in Daebang-dong, available with kitchen garden in suburb of Seoul, was selected as the planning site.
The center, not only as the place for dancing, attracts attention by adding exciting kitchen garden so that everyone can enjoy even if he or she isn’t interested in dace.

댄스 커뮤니티센터에서는 댄스의 역동적이고 활발함을 담고자 하였다.
텃밭에서는 반복적인 리듬감과 스텝, 음악의 선율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콘타’느낌의 곡선을 적용하였다.
건물에서는 텃밭과 대조적으로 박스형태의 매스를 사용하였고, 조용한 가운데 축의 비틀림과 정중동을 표현하였다.

Dance community center is intended to contain the dynamicity and activeness. The curve of ‘Contour’ is added to the
garden in order to express repetitive rhythmic sense, step, and melody of music etc. Contrary to the garden, the mass was used in the form of box,
and the twist of axis and motion in silence are expressed amidst tranquility.
114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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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댄스를 좋아하고, 즐기는 남녀노소 모두
Everyone who likes and enjoys dance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사이에서 유일하게 변화가 적고 서로 교류가 가능하며 이해 할 수
있는 문화인 댄스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The place of harmony is arranged with few changes between the generations, is the only culture that everyone can communicate and understand.

SITE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즐겁게 펼쳐지는 공간”

“The place where a variety of youth activities to solve the youth problems are joyfully done”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Youth Zone 10 Noryangjin-ro Dongjak-gu Seoul

DESIGN PROCESS
역동성이 있는 텃밭과 반대로 단순성을 강조한 4개의 매스를 이용하여 공간을 나누었다.

As oppose to dynamic garden, the spaces are divided by 4 masses which
emphasizes simplicity.

콘타의 레벨을 이용하여 매스들간의 자유로운 리듬감을 표현하였다.

The free rhythmical senses between masses are expressed
by using level of contour.

무중력 지대는 청년들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실천을 도와주고 있다. 성장하는 중년 직장인들을 위한 무중력 지대 G벨리와 청년 문제
해결 활동을 지원하는 무중력 지대 대방동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지지하고 함께할 동료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바쁜 일상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서로 고민을 나누고 꿈을 꾸는 동료를 만나고 나만의 방식으로 상상을 펼쳐 경험을 쌓을 수 있
고 잊고 지냈던 나만의 장점을 찾게 된다.

무중력지대는 지하철 역,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교통편이 좋고,
주위 상가들도 많으며 뒷편에는 주거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
치해 있다. 무중력지대 옆의 텃밭은 도심속 주말농장의 분위기를
줌으로써, 각자 배분하며 사용하고 있다.

The Youth Zone is paying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youths and assisting practices. Youth Zone G Valley for
growing middle-aged office workers and Youth Zone Daebang-dong, which supports the activities to solve the
youth problems, support the lives of youths and help to make colleague. Can feel small happiness that can’t
be felt during the busy life, gain experience by giving full play to imagination in your own way while sharing
concerns with each other, and discover strength you’ve forgotten.

Youth zone is convenient for traffic since it’s near the
subway and bus stations, near many shopping districts, and the high density residential zone is behind
Youth Zone. The garden next to the Youth Zone with
the atmosphere of weekend farm is divided and offered to each one to be used.

높이를 준 매스들의 각도를 틀어 정중동을 표현하여 리듬감을 극대화시켰다.

Rhythmical sense is maximized by turning the angles of the masses
with heights added and expressing motion in silence.

CONCEPT

2 FLOOR

book cafe, library

리듬이 살아았는 공간 LIVING LAYER
댄스는 몸의 리드미컬한 표현, 다양한 동작들 그리고 음악의 선
율 등이 나타난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변화와 반복을 끊임 없
이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반복적
이고 규칙적인 리듬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춤을 추면서 나타나
는 몸의 표현들, 스텝, 음율적인 부분에서‘곡선’이라는 공통점
을 찾았고, 점진적이면서 반복적인‘Contour’를 모티브로 잡아
텃밭의 형태를 완성하였다.

Dance shows the rhythmical expression of the body,
diverse motions and melody of music. Its feature is that
the changes and repeats are constantly done with the
same pattern.Based on such parts, it’s intended to express repetitive and regular rhythmic senses. The ‘curve’
was found to be the common feature from the bodily
expressions, step, and rhythmic part expressed through
the dance, and the shape of the garden was completed,
with gradual and repetitive ‘Contour’ as its motif.

ISOMETRIC
곡선형 콘타와 다르게 수직과 수평을 이용한 사각형의 매스로 높이와 축의 변화를 주어
건물을 완성하였다. 부분 부분에 라인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댄스라인을 형상화 시
킨다. 댄스공간의 앞 곡선라인은 콘타 텃밭의 그리드를 적용했다.

Unlike curvy contour, the building is completed with the changes in height
and axis with quadrangular masses by utilizing verticality and horizontality.
As line is added in each part, the dance line is shaped on the whole. The curve
in front of the dancing space is borrowed from grid of the contour kitchen
garden.

1 FLOOR

cooking class, danc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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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ing Class

MATERIAL ANALYSIS
월넛색 우드와 흰색 콘크리트를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텃밭과 완전히
다른 건물의 모습을 보인다.

Walnut colored-wood and white concretes were contrastively used, and
as a result, the figure of the building totally different from the kitchen
garden appears.

Walnut Wood

White Concrete

Cooking Class-the space where you cook
with the crops from the garden. You can
make the food simple and easy to process
with organic vegetables by referring to the
health-diet sheet.

밭에서 가져온 작물들을 이용하여 요리를 하는 공
간. 건강 식단표를 참고하여 유기농 채소들로 간
단하고 가공이 편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Book Cafe-the space where you can be
with food and books. It is the area where
you can eat the food you made in the first
floor while reading a book. In the second
floor, there’s a broad window with wide
view, enabling you to view the garden,
and the roof garden is directly connected
to this floor.

음식과 책을 겸 할수 있는 공간. 1층에서 만들어
온 음식을 가지고 책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공간이
다. 2층에는 텃밭을 볼 수 있는 넓은 창문으로 뷰
가 트여 있고, 바로 옥상 정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Book Cafe

Library
Library-the space where you can read
books concerning health. It’s the place
connected to the roof garden, and the sight
is secured through the folding door and the
wide window.

건강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옥상정원과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폴딩도어와 넓은 창을 이
용하여 시야를 확보하였다.

Dance Space-the core space of the Dance
Community Center. Regardless of type of
dance, everyone can harmonize with each
other and share dance here.

댄스 커뮤니티 센터의 핵심적인 공간. 남녀노소,
댄스 종류를 불문하고 서로 화합하며 댄스를 나
눌수 있는 공간이다.

Dance Space

Library
Book Cafe
Dance Space
Cooking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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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문을 통해 마을과 이어지는 통로이다.
넓은 데크로 마감되어 있으며, 휴식공간으로서 중간
중간 앉을수 있는 파고라가 있다.

데크에서 텃밭으로 이동하는 공간 이
다. 당근, 고구마 등의 뿌리채소를 재
배한다.

It is the passage connected to the village
through wicket door.
It’s finished with wide deck, and there are
pergolas on which, as the break area, you can
sit between whiles.

휴식을 취하거나 재미를 느낄 수 있
는공간이다. 600mm깊이의 인공호
수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당근, 고구마, 감자 등의 뿌리채소 재
배와 휴식공간이다. 열매채소, 배추
채소들을 작물하는 텃밭공간과 연결
되어 있다.

It is the space from deck to the
garden where root plants, such
as carrots, or sweet potatoes
etc, are cultivated.

It is the space take a rest and
feel the fun. The 600-millimeter-tall artificial lake was
equipped with a facility that
children can play safely

It is the space where carrots,
potatoes, and sweet potatoes
which are root vegetables are
raised and take a rest. It is
connected garden fruit vegetables and cabbage vegetables are cultivated.

Section A - A`
건물과 텃밭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동 통로이다.
쪽문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넓은 데크 안에서는
자유로이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뿌리 채소인 당근, 감자, 고구마를 재배하고, 뒷문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다.
600mm 높이의 인공 호수가 있어 즐거움을 더한다.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쉴 수 있도록 텃밭 옆에 파고라가 있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This is the passage connected to the building
and the garden. It is connected through the
wicket door and there’s a space where can freely take a rest and play inside the spacious deck.

It is the space connected to the back door where carrots, potatoes, and sweet
potatoes which are root vegetables are raised. The 600-millimeter-tall artificial
lake adds joy. The pergola is next to the kitchen garden so that can take a break
during the process of cultivating and harvesting crops.

Section B - B`
열매채소와, 배추 채소를 재배하는 공간이다. 토마토, 가지, 고
추와 같은 열매채소는 높은 곳에서 재배하고, 깻잎, 양배추,
상추와 같은 배추 채소는 낮은 곳에서 재배한다.

It is the space where fruit vegetables and cabbage
vegetables are cultivated. Fruit vegetables like
tomatoes, eggplants, and peppers are cultivated
in the upper and cabbage vegetables like perilla
leaves, cabbages, and lettuces are cultivated in
the lower.

입구에서 뒷문, 건물로 연결되는 공간이다.
건물 옆면 콘타에는 파고라가 위치해 있어 쉼 터를 제공한다.

It is the space connected from the entrance to the
back door and to the building. There’s a pergola in
the contour next to the building, and offers the resting
place.

정해진 건강 식단표에 따라 텃밭에서 유기농 채소들을 수확 한후 센터에서 요리를 한다. 텃밭은 600mm의 높이로 되어있으며, 열매채소, 뿌리채소, 잎 채소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ated health diet-sheet, the organic vegetables are harvested and cooked at the center. The garden is 600 millimeters
high, and classified with the sorts of fruit vegetables, root vegetables, and leaf vegetables.

뿌리 채소인 고구마, 감자, 당근을 재배 한다.

Sweet potatoes, potatoes, and carrots which are root vegetables
are cultivated.

Section C - C`
텃밭과 건물로 연결되어 있는 중심 공간으로, 600mm
높이의 얇은 잔디 공간이며, 쉼터를 제공한다.

It is the central space connected to the
kitchen garden and the building, and it’s
the 600-milimeter-tall thin grass space
which provides the resting place.

건물로 통하는 진입로이며, 뒷문과 연결되는 통로이다.
건물 뒷편에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있다. 높이 올라가는 콘타 중간에는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파고라가 마련되어있다.

열매채소인 고추, 방울 토마토, 가지, 오이, 애호박을 재배한다.

It is the entrance access road to the building, and is the passage
to the back door. The resting area is arranged behind the building. There’s a pergola in the middle of ascending contour where
you can take a break.

Pepper, cherry tomatoes, eggplants, cucumbers, and young pumpkins which are
fruit vegetables are grown.

잎 채소인 양상추, 양배추, 상추, 배추등을 재배한다.

Lettuces and cabbages which are leaf vegetables are harvested.

Section D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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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FLOOR PLAN-1F
뒷공간으로 연결되는 복도를 사이로 요리공간과 운동공간으
로 나누어져 있다. 요리공간은 텃밭에서 직접재배한 작물들을
각자의 식단에 맞추어 자유롭게 요리해먹으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고 운동공간은 춤을 배우고
싶은 사람과, 춤을 좋아하는 사람,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며
즐길 수 있으며, 스포츠댄스와 방송, 댄스 등 여러가지의 춤을
출 수있는 공간이다.

Cooking
space
Dance Space

Through the corridor connected to the back space,
it is divided into cooking places and exercise place.
Cooking place is where people can freely cook and
eat the crops they harvested by themselves in accordance with each diet-sheet, and you can communicate and talk with other people. Exercise place
is where those who want to learn dance, those fond
of dance, and everyone can enjoy, and you can do
the variety of dances, such as sports dance, and
broadcast dance, etc.

▲ Cooking Class - 직접재배한 작물을 이용하여 직접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다.

The place where you can cook the crops you have cultivated by yourself
책을보며 마시거나 먹을 수 있는 공간이다. - Book Cafe ▲
The place where you can eat or drink while reading a book

▲ Dance Space -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등을 추거나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The place where you can do or learn sports dance, broadcast
dance, etc.

FLOOR PLAN-2F
요리공간과 skip floor의 형태로 연결되어있는 bookcafe이다.
요리공간의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보이는 공간으로, 음식을 먹
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다. 책꽂이는 계단의 역할을 하며 이 계단을 올라가면 옥상텃
밭과 연결 되어있다.

This is the bookcafe connected to cooking place in
the form of skip floor, and you can talk and read
a book while eating food, or drinking tea here. The
bookshelves play the role as the stairs, and the roof
garden is connected above it.
▲ Library - 운동, 텃밭, 춤 등에 관련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The place where you can read a book concerning exercise, kitchen garden or dance, etc.

▲ Roof Garden - Book Cafe 와 Library 가 연결된 외부공간으로 동선이 이어져 있다.

Moving line connects Book Cafe and Library to the outdoor space.

FLOOR PLAN-3F
Library와 옥상텃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Library는 컨셉인 리
듬을 책꽂이의 높낮이로 표현하였고, 도서관의 문을 folding
door로 배치하여 열어놓으면 옥상정원과 하나가 되는 느낌
을 받도록 하였다. 외부에 있는 계단을 통해 Library에 올라
올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옥상정원은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
는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library와 bookcafe를 이어주는 역할
을 하기도 한다.

Book Cafe
Roof Garden

LIbrary

It consists of library and root garden. In the library,
rhythm, as its theme, is expressed through the
undulating bookshelves, and the folding door is
equipped as the library’s door so that it gives the
sense of uniting together with the roof garden when
opening it. The root garden is used for the place
where people conveniently take a rest and connects
the library and the bookcafe.

▲ Vegetable garden - 자유로운 곡선의 공간으로 작물들을 심고, 재배할 수 있다.

The space with free curve where you can raise and harvest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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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getable garden - 파고라에서 쉴 수있는 공간을 주있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There’s a pergola to take a break, and you can freely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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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Model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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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원 I Choi Hyewon, 김찬희 I Kim Chanhee

EXPECTATION EFFECT
1.
2.
3.
4.

텃밭을 이용한 유기농의 재발견
도심 속의 마트가 아닌 재배의 즐거움
사람과 자연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기대
지역에 새로운 기능의 활성화 기대

1. Rediscovery of organics through gardens
2. the joy in cultivation rather than supermarkets in the city
3. Expected enhance on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action between human and nature
4. Activating new functions in the region

21세기 전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자연적인 것이 많이 사라지고 인위적인 것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인위적인 공간에 살며 점점 자연에서 멀어졌다. 그리하여 자연과 땅의 교감을 유기농이
라는 요소를 사용해 텃밭의 소재로 나타내고 사람과 사람의 교감을 품 이라는 요소를 사용해
NATURAL LIBRARY를 만들어 공간을 통해서 도심 속자연, 기쁨을 나타내주는 자연과 사람이
교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As industrialism began before the 21st century, many natural products began
to disappear and more artificial products began to increase in number. Naturally, we lived in artificial places and drifted apart from nature. Therefore, we
are planning to make a place where people and nature may interact with each
other, through a place called Natural Library.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the ground, and organic farming was used as a factor to make agarde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people were used too.

품
P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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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SITE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대방동
계획대지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이고, 노량진 지역과 가까
워서 학원가, 고시원 등 이 주변에 많아 NATURAL LIBRARY를 접목시킨다면 도심 속 자연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알맞다고 생각했다.

Daebang-dong, youth space, zero gravity zone of 10 course dongjanggu Noryang, Seoul, Korea
The planning area is in young adult place zero-gravity zone, Dae bang dong,
Dong-jak gu, Noryangjin ro 10, Seoul, and since it is adjacent to NoRyangjin re
gion, it has many private academies and accommodations for examiners so
if we connect it with NATURAL LIBRARY, it will be the perfect place to show
nature within urban areas.

TARGET

품[品]을 형상화 시켜 品인 것을 합쳐 그리드를 두어 공간을 구획했다.

Poom[品] was actualized 品and grids were combined to divide two places.

ZONING
전체 : entire

텃밭 : garden

쉼터&주차장 : shelyer&parking lot

건물 : biilding

CONCEPT

CONCEPT PROCESS

Poom ; 品 Korean word that means
a place where you are protected or
where you can relax

10,20세대 : 자연적인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인위적인 것들이 많아
지면서 10대20대들이 인위적인 공간에 가장 노출이 되어있는 세대
로 1020으로 타겟을 정했다.

품;品
보호받거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

10,20Generation : Many natural products are disappearing and artificial products are increasing in number. teenagers and young adults in their 20s are most
exposed to these artificial areas, and thus were made
our target.

공간요소의 일부를 시각적으로 개방해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자연으로 품속에
있는 듯한 공간을 표현한다.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유기농 텃밭

HYUNDAI CARD
LIBRARY

ORHANIC VEGERABLE
GARDEN

Part of spacial element will be visually open so that nature can come
in between the space, to express a place where you feel that you are
inside Poom.

NATURAL LIBRARY
공간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교감할수 있는 공간

쉼터

( 교감의 시간 + 영감의 공간 )

탈의실 :텃밭을 가꾸러온 사람들이 복장을 갖출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

Changing room: a place where the gardeners can change their
outfit.
공용 창고 : 삽 같이 큰 농기구들을 보관하는 공간

Shared storehouse: a place to put big tools such as shovels.

현대카드 DESIGN LIBRARY (몰입의 시간 + 영감의 공간)

Hyundai Card designlibrary of immersion time + space of inspiration.

온실 : 농사를 못 짓는 겨울에도 작물을 키울수 있는 공간

greenhouse: a place to grow crops in winter times
빠른 도시에서 벗어나 순수하고 감각적이였던
여유로운 삶을 떠올림 잊혀졌던 아날로그감성
과 염감 회복

현대카드 TRAVEL LIBRARY (발견의 시간 + 영감의 공간 )

Once he was fast get away from the city
, pure and sensory restoration an alog
sensitivity and forgotten an insp iration,
remembering the leisurely life

현대카드 MUSIC LIBRARY (울림의 시간 + 영감의 공간)

아날로그적 영감의 공간
디지털 시대를 넘어 손 안에서 세상을 만나는 스마트 시대를 사는 지금,현대카드는 ‘책’이
라는 반전의 화두를 던진다. 도시 빠른 속도에서 벗어나 아날로그 책을 통해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영역에 대한 정제된 지식의 정수를 접하고,더 나아가 일상의 의미있는 영감을 일깨우
는 것.이것이 현대카드가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안하는 새로운 경험이다.
현대카드스러움으로 완성된 지적허브
슈퍼시리즈와 컬처프로젝트 등을 통해 독보적인 컬처 브랜딩을 선보여온 현대카드는라이브
러리를 지적 브랜딩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놀라운 발견이나 인생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사유의
참모습을 마주하고,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는 장소.디자인, 여행, 음악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온 현대카드의 철학과 재해석이 집결된 지적 허브. 현대카드 라이
브러리는 삶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전문가 집단의 아날로그 감성을 회복하고 지
적 영감을 자극하는 시공간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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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 텃밭에 높낮이를 주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울타리로 되도록 길을 두었다.

garden: there are height differences in the garden. Path people walk on
works as a fence.

Hyundai Card travel library the space of time + old man of discovery

개인 창고 : 호미,장갑 같이 작은 농기구들과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personal storehouse: small agricultural implements like hoes and gloves
and personal stuff can be kept here.

Hyundai Card music time + space of inspiration of clashing library

비료 기계 : 수확 하지 못했던 채소들을 넣어 비료를 만들어 주는 기계.

a place of Analog inspiration
Now we are living in the Smart Generation, more advanced than the digital generation,
and Hyundai Card is now suggesting a twist, the ‘book’. Moving away from the speedy
urban life and coming across the knowledge of various lifestyles through analog books,
and furthermore, to inspire oneself via meaningful daily life, this is what Hyundai Card
is offering you through the Library.
Intellectual hub completed with what Hyundai Card is like
With super series and culture projects, hyundai card have shown you a unique culture
branding. Hyundai Card will make use of the Library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intellectual branding. Facing the true aspects of privateness that leads to the turning point of
your life or an incredible discovery in life, the intellectual hub is concentrated with Hyundai Card’s philosophy that offers a new standard in the overall lifestyle such as place,
design, travels and music. Hyundai Card Library is continuing its footsteps on being the
private place that stimulates intellectual inspiration and to recovr the analog sensitivity
of experts as well as people who love life cultures.

fertilizer machine: the non-harvested crops can be put here to be made
into fertilizers.

왜 텃밭에 높낮이가 있을까?
Why does the garden have ups and downs?

울타리 : Fance

텃밭에서 키울수 있는 작물 중에 갈아 먹을 수 있는 채소로 선택을 해
고구마, 호박, 당근, 오이, 토마토, 브로콜리 등을 재배할 것이다. 햇빛
에 많은 노출을 요하는 채소들은 높은 레벨에 그렇지 않은 채소들은
아래쪽 레벨에 배치했다.

Among the crops that can be cultivated in the garden,
we chose those that could be ground and eaten such as
sweet potatoes, pumpkins, carrots, cucumber, tomatoes,
and broccolis. Those crops that require much sunlight
will be place on higher grounds and those that do not
need much sunlight will be placed on the lower levels.

텃밭의 높낮이에 따라 울타리의 높낮이가 변하도록 하여 밖에서도 텃밭의 높낮이가 보이도록
표현했다.

According to the height of the garden, the height of the fence changes too, so
that the height of the graden can be seen from the outsid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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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COLORING

ISOMETRIC

2 FLOOR - CAFE

2 FLOOR

건물 2층은 카페로 구성했다.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를 갈아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텃밭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카페를 자주 이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건물로 둘러쌓인 아트리움과 카페안의 테이블, 의자, 책장의 인테리
어에 품[品]이라는 컨셉을 부각시켰다.

The second floor is made into a cafe. This is a place where the crops cultivated in the garden can
be made into juice, so that the gardeners can often make use of the cafe. the atrium surrounded
bybuildings and tables, chairs and shelves in the cafe are all designed with the Poom concept.

1 FLOOR - INFORMATION & OFFICE

1 FLOOR

건물 1층은 로비와 사무실로 구성했다. 오브제로 유기농 식물을 사용해 곳곳에 두고 건물 가운데에 아트리움을 끼
고 2층을 올라가는 계단에서 품 이라는 컨셉을 부각시켰다.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is consisted of lobby and office areas. Organic crops were used as
objet to put into different places. In the middle of the building there is a staircase to go up to
the second floor with the atrium around it. This staircase is designed with the Poom concept.

B1 FLOOR - LIBRARY

B1FLOOR

건물 B1층에 LIBRARY를 두었다. 품이라는 컨셉을 살려 품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일본식 식탁 고
타츠와 450정도 레벨을 낮춘 공간을 만들었고, 벽을 뚫어 유리에 땅이 보이도록해 자연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자연과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In the B1 floor of the building, there is the LIBRARY. Poom concept was used so that one feels
like they are actually inside someone’s poom, and to maximize this feeling, a Japanese table
Kotatz was used and a place that was lowered at approximately 450. Holes were made on the
walls so that the grounds could be seen through the glass, in order to give the feeling that one
is in the nature. This allows one to interact with th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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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RENDERING
EXTERNAL RENDERING
전체적인 건물을 바라본 모습이다. 평면에서 보면 건물로
둘러 쌓여있어 답답해 보일수도 있는건물을 정면에서 보
면 한곳을 뚫어 답답해 보이지 않게 배치했다. 창을 크게
뚫어 안에 가구나 제품들이 다 보이도록 했다.

This is the view of the whole building. When seen
in flat view, it may look stifling due to the buildings
surrounding it, but when seen from the front, it
does not look stifling at allbecause one place was
penetrated. Big windows let us see all the furnitures and products inside the building.

정면에서 건물을 바라본 모습이다. 물이 떨어지게하여 2층
부터 B1층 까지에서도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게 했
다. 뚫어진 창문으로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했다. 또 텃밭에서도 보이게 하여 자연과의 교감을
더욱 느낄수 있도록 했다.

This is the building when viewed from the front. The
water falls from the second floor to B1. The open
windows let one interact with the nature. Also, this
can be seen from the garden with will maximize the
interaction with th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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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ERING

카페와 카페사이를 연결해주는 공간이다. 가운데 아트리움을 끼
고 돌게하여 품이라는 주제를 부각시켰다. 이 작지만 큰 느낌을
주는 공간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나누게 했다. 가구나 제품에
도 품이라는 컨셉을 부각시킨 곳의 밤 풍경이다.

카페와 카페사이를 연결해주는 공간이다. 가운데 아트리움을 끼
고 돌게하여 품이라는 주제를 부각시켰다. 이 작지만 큰 느낌을
주는 공간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나누게 했다. 가구나 제품에
도 품이라는 컨셉을 부각시켰다.

A place that connects in between cafes. It has an atrium
in the middle to highlight the main theme- Poom. This
small place gives many feelings and thus lets us interactwith nature. In furnitures and products, we highlighted the concept of “Poom”.

A place that connects in between cafes. It has an atrium
in the middle to highlight the main theme- Poom. This
small place gives many feelings and thus lets us interact
with nature. In furnitures and products, we highlighted
the concept of “Poom”.

건물 2층 카페이다. 커피 마시는 공간을 자연의 품 속에 있는 듯
한 느낌을 주기 위해 잔디 위에 쇼파를 두었고 개방된 공간을
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책장을 두어 공간을 나눴다.

This is the cafe on the second floor. The place to drink
coffee feels like one is hugged by the nature because the
sofa is on top of the grass. Open places are divided by
shelves so that one feels more comfortable like he or
she is inside the ‘P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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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속 쉼터 공간이다. 텃밭 속에 쉼터를 주어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쉼터 안에 창고, 화장실, 탈의실을 만
들어 필요할 때 멀리 가지 않고 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을 만들었다. 또 자연과 어우러지게 나무 원목을 사용했고,쉬는
공간에 작은 아트리움을 두어 자연과의 교감을 나누도록 했다.

This is a resting place in the garden. There is a resting area in the garden so that people can take a rest.
There are storage rooms, toilets, and changing rooms
in the resting place so that people can use them whenever they need as quickly as possible. Natural wood was
used to harmonize with nature, and little atrium was put
in the resting place to interact with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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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아 I Jeong Mina, 김소연 I Kim Soyeon

Feeling the Hill

FEELING THE HILL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과거
집을 지키거나 사람과 놀아주는 대상으로 키워지던 동물들이 지
금은 주인과 교감하고 생을 함께 하는‘동반자’로 그 존재감과
개념이 달라졌고 미국에서는 대형 사고를 겪은 이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기 위해 반려동물이 활용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
물에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반려견 커뮤니티
센터를 계획하고자 한다.

Nowadays, the population of companion animal owners
is reaching ten million.In the past, animals were considered as those who guard the house or those who we
play with, however, nowadays the concept of animals has
been shifted to being a partner. Furthermore, in the United States, companion animals are used to help those who
have trauma caused by big accidents. Also, due to many
big and small accidents in Korea, such as the Sewol ferry tragedy, social awareness about companion animals
are changing in Korea as well. On the basis of this we
are planning to build a community center for companion
dogs and their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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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CONCEPT _박공지붕 CABLED ROOF

PLAN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0-5

강아지하면 여러가지 연상되는 게 많지만 그 중 박공지붕으로 된
강아지 집을 많이 떠올린다. 지붕의 상징성을 이용하여 지붕 형태
와 연결성이 있는 언덕을 모티브로하여 계획한다.

01. 온실

01. Greenhouse

02. 반려견카페

02. canine companion Cafe

There are many things that comes to mind when one
thinks about companion dogs, however, the most one
thinks of is the gabled roof. By using the symbolism of
the roof, we are going to use a hill, which has connectivity
with the shape of the roof, as our motif.

03. 반려견수영장

03. canine companion swimming
pool

04. 반려견미용공간

04. canine companion Beauty space

05. 라이브러리

05. Libraries

06. 반려견의료공간

06. canine companion care spaces

Seoul 340-5 Dongjak Daebang

ISOMETRIC
SECTION

단면1 - 반려견 미용공간과 라이브러리, 치료공간을 이어주는 복도로 반려견 미용공간은 밑으로 단을내려 공간의 다양성을 부여하였고 공간의 연결성을 위해 치료공간 마지막 지점
에 계단을 두어 옥상정원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하였다.

박공지붕 → 지붕형태 → 지붕의 상징성 → 언덕

Cross Section 1 - This corridor connects the companion dog beauty treatment space, the library, and the remedy space. By putting stairs at the beauty treatment
space, the floor of the beauty treatment space is lower than other placesThis allows more diversity. Also, at the end of the remedy space there are stairs that
leads to the roof garden.

gabled roof-shape of roof-symbolism of the roof-hill

PROCESS 1 _언덕 살리기 EXPRESSING THE HILL
단면2 - 라이브러리와 반려견 미용공간을 산봉우리를 연상시키는 책장과 수납장을 두어 연결성을 부각시켰다. 또 치료실의 사선의 벽은 외부 산책로의 개념을 내부로 끌어들였고,
각기 다른 높이의 사선벽은 흥미로움을 더해준다.

01. 언덕 요소 표현 - 언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산의 모습

Expressing the components of the hill - mountains that have curves like hills

Cross Section 2 - In the library and the beauty treatment space, we put shelves and storage closets that brings up the image of mountaintops and also emphasized the connectivity. Moreover, the diagonal wall in the remedy place led the outside walking trail indoors, by making the way to go to the roof like a slope
instead of stairs. Also, the different heights of the diagonal walls increases interest.

봉우리

the Peaks
굴곡

산의 최고점, 돌출된 융기

Curve

the highest point of the mountain,
a prominent uplift

사선을 이어주다 > 계단

Connecting the diagonal lines > Stairs

① 곧게 솟아 있는 책장 설치
‘마치 산봉우리처럼 예리한 꼭대기를 가진 책장’

② 높낮이가 다른, 리듬감을 살린 지붕
‘천장의 높낮이를 다르게 해 자연광이 들어오다.’

① A shelf shot straight up

② Roofs that has rhythmical flow and different heights.

‘A shelf that has a sharp top similar to a mountaintop’

‘Come to a different height of the ceiling for natural
light.’

사선들 사이로 보이는 길 > 공간에 대한 궁금증 유발

단면3 - 카페공간과 라이브러리를 이어주는 사이공간으로 메인공간이다. 라이브러리와 마찬가지로 산봉우리를 연상시키는 계단 또는 책장역할을 하는 오브제가 지붕과의 연결성을
주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붕과 땅을 넘나들 수 있다.

Cross Section 3 - This is the main space that connects the cafe and the library. Similar to the library, stairs that suggests the mountains and the objets that are
used as shelves is connected to the roof. Therefore, people are allowed to freely walk on the floor and on the roof.

Roads seen between the diagonal lines > This arouses
curiosity about the space.

단면4 - 카페공간과 온실이 이어져 온실에서 재배한 채소를 바로 카페로 가져와 조리해 먹을 수 있다. 카페후문으로 나가면 외부에서 앉아서 즐길 수 있고 바로 반려견 놀이터와 이
어져 있어 공간의 연결성을 볼 수 있다.
Cross Section 4 - The cafe is connected to the greenhouse, so it is easy to bring the vegetables into the cafe and cook them right away. If you go out the back door of the
cafe you can sit outside and rest. Also, this place is connected with the playground, so you can see the connectivity of th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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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IMPORTANT EXTERIOR SPACES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재배하는 공간지붕의
텃밭을 통해 냉난방비 절감

텃밭 _텃밭을 가꾸며 소통
하며 그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줌

Vegetable Garden _By
tending a vegetable garden, people could have a
healthy lifestyle.

커뮤니티센터 _무중력지대와 같은 커뮤니티센
터 공간으로 다른 견주들과 소통하며 모든이들
이 즐기는 공간

반려견 수영장 _수영장을 배치하
여 관절의 유연성 증가, 근육의 균
형적 발달 효과를 볼 수 있음

미용공간 _미용할때 불안해하는 반려
견을 위해 견주가 직접 미용을 배워 체
험하는 공간

Community Center _ A place for companion dog owners to meet one another and
communicate just like the so-called ‘Zero
Gravity Zone’, a place where people talk
about their problems with others.

Swimming Pool for Companion Dogs _ By arranging a
swimming pool, companion
dogs will be able to enhance
joint flexibility, and they will
have equal muscle development.

Beauty Treatment Space _ Many
companion dogs are afraid when
they have beauty treatment, so
this space is provided for the
owners of the companion dogs to
learn and experience how to do
the beauty treatment.

라이브러리 _반려견들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담겨
져 있는 곳 그들과의 정신적 교감을 위한 장소

Library _This library has many knowledges about companion dogs, which will allow mental rapport to be established.

언덕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지붕의 굴곡을 자유롭게
넣었다. 같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지붕의 굴곡으로 인해 자연광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하였고, 지붕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
해 텃밭을 지붕위로 올려 사람들은 지붕을거닐며 다양한 지붕의
각도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반려견 놀이터 _평소에 제대로 뛰어놀지 못
하는 반려견을 위한 놀이공간 산을 연상시
키는 언덕으로 자유로운 공간

Playground for Companion Dogs _ A
place for companion dogs who normally can’t run around a lot. A free
space which suggests the mountains.

There are curves on the roof to express the hills. Also,
due to these curves the rooms are filled with natural
lights. In order to use the roofs, we planned to have vegetable gardens on the roof. People can also feel the different angles of the roof as they walk on it.

A place to cultivate vegetables that the owner could eat
with their companion dogs.The vegetable garden on the
roof lowers the heating and air-conditioning costs.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견주와 같이 즐길 수 있는 수
영장 언덕을 만들어 반려견들이 좀 더 활동적으로 즐길 수 있
는 공간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고구마, 양배추, 당근 등
이 심어져있다. 재배하여 카페의 공동주방에서 직접 음식을 만
들어 먹는다.

Vegetables that the owners can eat with their companiondogs, such as sweet potatoes, cabbages, and carrots
are planted. These vegetables can be cooked in the cafe
kitchen.

반려견만을 위한 놀이기구. 즐기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기구
들이 많다.

A playground for companion dogs to run around and
swimming pools that not only dogs, but owners can also
enjoy. The hills allows the companion dogs to be more
active.

Companion dogs can use the many playing equipments to
both play and exercise.

텃밭에서 채소를 재배하다 내려가면 이어지는 옥상정원은 쉴 수
있도록 만든 공간 텃밭과 마찬가지로 냉난방비 절감

텃밭에서 채소를 재배하다 쉴 수 있는 공간테이블이 있어 간단
한 음식도 즐길 수 있다.

Following the vegetable garden there is a roof garden,
where people can rest. This also reduces the heating and
air-conditioning costs.

Tables are provided so owners can enjoy light refreshments.

카페 _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를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고, 반려견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Cafe - A place where people can cook what
they grew in the vegetable garden, and interact with their companion dogs.

의료공간 _긴급시에 치료가 필요한 반려견을 위한 공간 견
주들이 간단한 치료방법도 배울 수 있고 부득이하게 반려
견을 못돌봐 줄 시에 반려견을 돌봐주는 공간

Remedy Space _ A place where the owners of the
companion dogs can learn to do simple treatments.
Also, owners in unavoidable circumstances can
leave there pets here and they will be tended for.

ISOMETRIC

메인 출입구

The main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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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와 온실이 있는 공간으로 카페에서 온실이나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들을 바로 요리하여 먹을 수 있
고 다른 견주들과 소통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온실 옆에는 바로 창고가 있어 이용자들
은 재배한 채소들을 저장 보관 할 수 있고, 농기구들을 정리해 놓을 수 있다. 카페는 400*400규격의
박스를 스틸바로 격자를 만들어 책자와 화분으로 이용 가능하다.

미용공간과 라이브러리 치료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적 산책로의 개념을 부여하기 위
해 넓은 통로를 앞뒤로 두어 연결성 있는 공간구성을 하였다. 미용공간과 치료공간의 사
선으로 된 벽과 라이브러리와 미용공간을 이어주는 산봉우리 모양의 책꽃이, 수납장은 컨
셉을 반영하여 외부지붕 모양과 흡사하게 디자인하였다.

This place has a cafe and a greenhouse. People can eat the food they raisedand communicate with other companion dog owners.Next to the greenhouse there is a storage. In the
storage people can store their raised vegetable. Also people can store their farming tools
too.In the cafe there are 400 * 400 boxes. On these boxes there are steel bars drawn as grid
lines. Therefore the boxes can be used as flower pots and frames.

The place people can use is consisted of a library and remedy place.Also to give
the place the feeling of a walking trail there are widehalls in the front and back
the give the place more connectivity.The diagon walls in the beauty place and
remedy place and thebookshelves and storages that connects the library and
beauty treatment place are designed to reflect the concept of the outside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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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Cafe
라이브러리

Library

카페
온실 바로 왼쪽에는 카페가 있다. 화분과 책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책장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공간이지만 긴
높이로 인해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어 천장에서 벽으로 이어지
는 부분에 틈을 만들어 개방적인 느낌을 주었다. 텃밭이나 온실
에서 재배한 채소로 견주와 반려견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여러 견주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동 주방도 있으며 견주와
반려견이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소통하거나 견주와 견주가 반려
견의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소통의 장이다.

Cafe

Cafe
To the left of the greenhouse, there is a cafe. There are
many high shelves, so it is very effective to place books
and flowerpots. However, the height of the shelves can
give a very stuffy feeling. Therefore, we made a gap at
the place where the ceiling and walls meet and solved
this problem by making the place look more open. The
cafe has a kitchen where owners of the companion dogs
can cook what they have grown and interact with others
by exchanging knowledges about their companion dogs.

라이브러리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겨있는 라이브
러리이다.‘Feel Sympathy Library’라는 이름을 가진 이 라이
브러리는 견주가 반려견의 입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려견
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다. 외부 모습과 마찬가지로
책장에도 언덕의 형상화를 입혀서 지루해 보일 수 있는 공간에
천장을 살짝 열어 지루함을 보완하였다.

Library
The library is full of knowledge that owners need to tend
their companion dogs. The library’s name is ‘Feel Sympathy Library’. Just like the name, in the library the companion dog owners can develop a bond of sympathy with
their pets. Just like the exteriors, we made the shelves
portray the shape of the hills, and also opened up the
ceiling a little bit to improve the boredom of the room.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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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Green house
산책로

Trails

수영장

Swimmimg pool
산책로

Trails

온실
최적지가 될 수 있도록 양지 바르고 통풍,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였
다. 여름철에는 더운 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온실 천창을
설치해 더운 바람이 위로 빠져 나갈 수 있게 하고 찬 공기는 아래 창문
으로 들어올 수 있는구조로 만들었다. 이러한 설계로 겨울에는 보온효
과를, 여름에는 시원한 향기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다.

Greenhouse
In order to make this place the optimal space, we chose a
sunny place with superb ventilation, and excellent drainage.
In the summer time the roof garden blocks the hot air from
entering the building and lets the cool air enter through the
window. This design provides allows thermal effect in the
winter, and cool air in the summer.

산책로
텃밭으로 올라가는 입구지만 주변에 우드바닥과 나무를 설치하여 산
책로로 만들었다. 흙과 식물만 있으면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 공간에
길을 만들어 산책도 하고 재배도 할 수 있는 효과를 주었다.

Walking Trails
This trail leads to the vegetable gardens. We planned to have
trees near the trail and use wooden flooring for the trails. We
made the trail to prevent the place from giving a stiff feeling.
Therefore, companion dog owners can not only cultivate their
crops but can also take walks on the trails.

놀이터
반려견이 운동하며 놀 수 있는 놀이터다. 작게 만든 언덕 위에 놀이기
구가 설치되어 있어 활동적으로즐길 수 있고 옆쪽으로는 수영장이 있
어 놀다가 견주와 같이 수영도 할 수 있다.수영장은 소형견과 대형견
이 따로 놀 수 있도록 구분을 해놓았고옆 쪽에 의자와 테이블이 있어
놀다가 쉴 수 있도록 만들었다.

Playground
The playground is for companion dogs to run around and play.
The playground is on a small hill, so companion dogs can enjoy it more actively. Also, there is a swimming pool next to
it so the owners can enjoy it as well. The swimming pool is
divided so that small dogs and large dogs can be separated.
There are also tables and chairs provided for owners.
Green house

144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2016 Spatial Happiness

145

이 세상 속 이제 영원한 것 무한 한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무한하지 않은 유한하여 가지고 싶지만 갖기 어려운 것이 가치가
높아 지고 사람들은 가지려고 한다. 유한하여 가치가 높은것들 중 식자재로서 희귀하고 희소가치가 있는 자재들을 가질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이곳은 희귀 식자재를 키우는 온실과 희귀 식자재를 살 수 있는 식료품점, 희귀 식자재를 가지고 요리하는 레스토랑, 희
귀 식자재에 대해 알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 이루어 져있다. 이런 가치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곳의 로고는 무한대를 뜻하는 ∞ 이
기호를 나누고 잘라 놓음으로써 완성시켰다.

Infinty things in the world are disappearing. So the value of finite things is increasing and people want to get what is
hard to get and valuable. This place gives people opportunities to get rare food ingredients that is valuable because
of their rarity. There are greenhouses that cultivate rare food ingredients, grocery stores where people can buy them,
restaurants that use them, and a library of rare food ingredients The logo of this place where can have worth experiences was designed with ‘∞’ which means infinity by dividing and cutting.

SITE
ANALYSIS
SPACE USE
DESIGN PROCESS
INSPIRATION
DESIGN

박예린 I Park Y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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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PACE USE

>ANALYSIS

▲이 사진은 대방역을 통해 올 수 있는 전면 길이다.

▲이 사진은 옆면 차로로 사람과 차 통행이 가능하다.

▲이 사진은 좌측으로 버스정류장 위치 해있다.

▲이 사진은 우측으로 학원들과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The photos are to come through the front street for
quarantine.

위치: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노량진로 10
면적: 8,874㎡ (2,684평)
이 곳은 도로에 인접해 있다. 앞으로는 대방역으로 1호선이 지나
가고 4차선 도로가 있다. 주변은 학원들과 아파트, 서울여성재단
이있고 이 부근에는 공군회관 등이 위치해 있다. 지하철과 도로
에 인접해 있어서 대중교통과 자가용으로 오는 것 모두 용이하
며 학원들과 아파트가 있어 상권이 확보되어있다. 바로 앞에 있
는 도로는 구로, 영등포에서 한남, 이태원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어디에서든지 편하게 올 수 있다.

This photo bus stop is located to the left.

This photo is possible person car and drive to the side
of the road.

This photo school is located and the apartment is right.

조감도 ▶

Bird’s-eye view

Location: 10 Daebang Dongjak, Seoul Noryangjin
Area: 8,874㎡ (2,684 square meters)
This is adjacent to the road. In the future there is a
four-lane road passing by Route 1 Daebang. Around the
school and apartments, Seoul Women’s Foundation is
around here and there, such as the Air Force Center is
located. Both will come with public transport and by car
in the road adjacent to the subway and easy, and there
are apartments and two commercial academy has been
secured. Apeyi road just written can come anywhere
comfortable where road leading Hannam, to Itaewon in
Guro, Yeongdeungpo

▲이 사진은 기존 대지에 있는 건물이다.

This photo is building on the existing premises.

이 사진은 기존 대지에 텃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태원에 위치한 트레블 라이브러리.▲

Travel Library is located in Itaewon.

This photo is being used as a vegetable garden where
the existing premises.

구로에 위치한 동양미래대학교 ▶

DONGYANG MIRAE UNIVERCITY is located in G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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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INSPIRATION

유리온실을 베이스로 잡고 디자인을 변형, 추가하여 외관을 완
성시켰다. 희소성을 표현하기 위해 천창을 이용하려한다. 천창
을 통해 흘려나오는 빛을 극대화, 혹은 극소화시켜 빛의 가치를
보여줘서 그 가치의 희소성을 나타낼 것이다. 유리 온실은 보이
드하게 막혀있고 라이브러리, 식료품점, 레스토랑 건물이 전면
유리를 사용할 것이다.

TATAN GRID는 정방형 그리드가 갖고있는 중립적, 비방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되었다. 루이스 칸은 설계 할 때, 넓은 그리
드 부분은 주기능을 위치시켰고 작은 그리드 부분은 통로나 계
단, 화장실,창고와 같은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들이 배
치 하였다.

Holding a glass conservatory to the base variant design,
it was added to complete the exterior. It tries to use the
skylight to represent a rarity. Minimized by maximizing
light coming through the skylights will shed light boyeojwoseo represent the value of the scarcity of its value.
Boyd and glass greenhouse is closed to the library,
grocery store, restaurant building it will be used for the
windshield.

>PROGRAM
>INTEIOR
>INTERIOR

>EXTEIROR
기본 유리온실의 모양을 기본 뼈대로 잡았다. 온실과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 이렇게 2가지 용도를 기준으로 건물의 외관을 구
분 할 것이다.

내부 또한 유리온실처럼 최소한의 기둥을 사용하고 벽으로 공
간을 구분할 것이다. 내벽은 외벽과 이어진것이 아니라 가벽으
로 구성 할 것이다.

It took shape as a basic skeleton of the base glass
greenhouse.Greenhouses and buildings that people use,
so based on two applications will separate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Also inside it will use a minimum of pillars like a glass
conservatory and separate the space into a wall. An inner wall which will form the outer wall with gabyeok not
resulted.

>INTERIOR

>EXTERIOR
천창을 통해 들어온 빛을 사용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붕
쪽으로 커다란 창을 뚫어야 한다.

내부는 커다란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벽으로 구성된 공간의 천정은 틈을 뚫것이다.

It will use the light coming through the ceiling and large
windows drilled into the roof in order to do so.

Inside, the ceiling of the interior wall space consisting To
do so would be to accept the light coming through the
large windows will break through the gap.

희귀
희귀
희귀
희귀
희귀

>PROGRAM

TATAN GRID was used to get out of neutral , non-directional which has a square in the grid.When Louis Kahn to
design , and a large part of the grid positions for the main
function sikyeotgo small part of the grid layout space are
responsible for incidental role , such as the passage or
staircase , toilet and storage.

식자재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려주는 영상
식자재를 어떻게 조리하는지 소개하는 영상
식자재를 설명하는 영상
식자재 키우는법이 써있는 책
식자재로 만드는 요리 레시피 책

How to raise a rare ingredients not inform images.
Video to introduce how to cook a rare ingredients.
Video that describes the rare ingredients.
The book is written in the law to raise rare
ingredients.
Rare ingredients to create recipes book.

라이브러리는 가벽으로 구성된 공간
의 중첩으로 이루어져 있다.

The library consists of a space
configured to overlap fake wall.

KIMBELL ART MUSEUM _ LOUISE KAHN

희귀 식자재로 만드는 요리.
메뉴는 식자재에 따라 바뀐다.
메뉴가 주기로 바뀐다.
장소대여로 창업시작 전 리허설 해 볼 수 있다.

Dishes made with rare ingredients.
Menu is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food
materials.
The menu will change intervals.
It can be seen as a place to start rehearsals
before start-up loan.

레스토랑은 바닥에서 천창까지 이어
지는 오브제로 공간을 구성한다.

The restaurant consists of
space objects leading from floor
to ceiling.
KIMBELL ART MUSEUM _ LOUISE KAHN

>EXTERIOR
전면 유리로 된 건물과 콘크리트로된 건물로 이루어져있다.

The building consists of a building with concrete in front
of the glass.

>INTERIOR
천장과 천정으로 빛을 받아 드린다.

희귀 식자재를 파는 식료품점이다.
실제 재배하는 식자재들도 판매한다.
여러 희귀 식자재를 구비해서 판매한다.
대량, 소량으로 구매 할 수 있다.
식자재 뿐만 아니라 식료품도 있다.

A grocery store selling rare ingredients.
The actual ingredients are grown also for sale.
Sell to include several rare ingredients.
You can bulk, buy in small quantities.
There is also food supplies as well as food.

It taps into the ceiling and the ceiling under the light.
희귀 식자재를 키우는 온실이다.
삼채, 마카를 키우는 곳
장뇌삼을 키우는 곳
아마란스를 키우는 곳
과실수를 키우는 곳
키우는 희귀식자재는 바뀔 수 있다.

The loss of food supplies grow scarce.
Three, where grow Maca
Where raising jangnoesam
Where to grow amaranth
Where you can grow fruit
Raising rare ingredients can be changed.
150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식료품점은 길게 이루어진 동선을 좁
고 넓게 하여 긴장감을 준다.

Grocers gives tension to hold
consisting of narrow and wide
circulation.
KIMBELL ART MUSEUM _ LOUISE KAHN

온실 속 재배 방식은 수직,수평을 타
탄 그리드를 적용해서 재배 할 것
이다.

Greenhouse grown in a vertical
way, it will grow horizontally by
applying a tartan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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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SECTION_1

>SECTION_2

>SECTION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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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GROCERY STORE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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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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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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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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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I Kim Sanghyun, 연상윤 I Yeon Sang-yoon

Lifestyle Library
자연과 어우러진 우리가족 텃밭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기위한, 라이브러리를 구상한다. 그 요소는 육체 와 정신을 함께 행복하게 영위하는 삶을 지향하여‘가족’그리고‘자연’을 담아내기로 한
다. 음식과 텃밭, 그리고 교육과 쉼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간은 자연을 그린다.

156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We design a library to provide people in modern society with healthy lifestyles. Basic elements of it aim for a way of living which can keep one’s body and mind healthy,
and it will include concepts of ‘families’ and ‘nature’ inside. The library will offer courses on food, gardening, education and taking a rest, and the whole place will follow
the laws of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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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시 By Subway

FAMILY PROGRAM

1호선 대방역 3번출구 / Line1 : Exit 3 of DaeBang Station

버스 이용시 By Bus
간선 / BlueBus 150,360,462,507,605,640,641,650 지선 / GreenBus 5531,6211,6411,6515

주차장 입구 Parking Lot
대방역 맞은편 노량진로에서 노량진방면으로 직진

LIFESTYLE LIBRARY가 추구하는 가치
라이프스타일 라이브러리는 가족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한다. 모
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순수한 본능이자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욕구이다. 대방동에 위
치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라이브러리는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프로
그램 활동을 제시하여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가족마다 특화
된 작물을 기를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텃밭 재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Our ‘lifestyle library’ pursues a happiness of family
members. Every single individual lives a life, pursuing a happiness of each. Pursuing a happiness is a
pure instinct and the biggest driving force of living
a life. The lifestyle library located in Daebang-dong
provides various courses - such as gardening program - with a key word‘happiness’to improve the
quality of living of family so that all of the family
members can participate those classes.

라이프스타일 라이브러리가 전하는 자연공간
NATURE PROVIDED BY LIFESTYLE LIBRARY

텃밭 프로그램
Garden Program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시 되는 요소는 자연이다. 자연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이 공간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자연이
다. 인간으로서 사람은 자연에 귀속되어 삶을 영위해 나간다. 가
장 근원적인 시작, 자연은 예로부터 어머니라는 존재에도 비유
되며 인간의 고향, 근본, 시발점으로 여겨닙니다. 이러한 자연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To pursue happiness, the most important thing we
think is nature. As a human being, people live a life
in nature.Nature is very first point where all human
beings start their lives – nature has been considered
as a mother, a hometown, root, and the origin. So we
set nature a basic element and design places and
courses based on it.

가족관계 증진 및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가족교육 서비스 제공 및
가족 공동 공간인 텃밭을 각 가족에 맞춰 컨설팅 해준다.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happiness of one family is nature. We can pursue true
happiness with it.

NATURE

Happiness and Nature

기존의 입구와 동일합니다.

WOOD

People can consult an expert to strengthen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mbers, develop healthy family
environment and create a garden shared among all
family members.

ARCHITECTURE

자연의 요소인 나무를 전체적인 구성에 대입시켜 공간을 구성하여 자연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제시한다.

We place trees, one element of nature, and recommend activities in nature.

가족구성원의 행복증진
가족구성원들이 LIFESTYLE LIBRARY에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한 행복 증진

Achieving happiness of family members in lifestyle library through various activities and experiences.

가족구성원의 건강증진
나무를 이용해 벽과 기둥을 세우고 슬라브를 만들며, 가구를 디자인하여 공간속에서 자연을 느끼게 한다.

We make walls, columns and slabs, design furnitures with wood to make people feel
nature in the building.

가족구성원들이 LIFESTYLE LIBRARY에서 텃밭활동과 자연을 통한 건강증진

Improving health of family members in lifestyle library through gardening
activities and nature.

가족구성원의 유대강화
가족구성원들이 다양한 활동과 텃밭체험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인 가족 유대강화 확립

Strengthening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mbers, which is an ultimate
goal, through various activities and gardening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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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NOMATRIC VIEW + FRONT VIEW

PLAN

2F - Cultivation report
가족 구성원마다 컨설팅 받은 작물을 기르고 그날마다 재배 일지
를 작성하는 공간. 재배 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테이블과 보관할
수 있는 책꽂이가 마련되어 있다.

There are places where every single family member
can cultivate crops that they consult and keep a gardening log, and tables and bookshelves as well.

DESIGN CONCEPT
전체적인 디자인에 있어 분절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컨테이너와 나무를 하나의 객체로 보고 분절시켜 다수의 요소로 만들었다. 전,후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When designing, we decide to ‘Articulation’ - consider a container and a tree as an individual thing and divide those materials into various parts.

1F - Rest space
텃밭활동과 프로그램 활동 전, 후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Places where people can take some rest freely before
and after taking courses.

Recycling
폐기물을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친 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재생(Recovery)과정과 재사용
(Reuse)을 포괄하는 것으로 물질을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물질순환계로 재투입하는 개념이
다. 기존의 무중력 지대에 있는 컨테이너를 재활용하고 그 컨테이너를 하나의 객체로 보고
분절시켜 공간에 재활용시켰다.

It includes both‘recovery’and‘reuse’process – which mean recover and reuse
waste materials after taking specific process. It means putting things again
into a cycle of material after using things once, instead of falling them into
disuse. We recycle containers in gravity-free zone- we consider it as a single
object and reuse it by dividing it.

Articulation
Cultivation report space

Rest space

한 가지를 나누면 두 가지가 된다. 1의 부피를 나누면 0.5의 부피를 가진 2개의 요소가 생기
지만, 그 요소는 더 많은 외부와의 접촉면을 가지게 된다. 나무를 물리적으로 분절시켜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등의 물성을 극대화한다.

You can make two things when you divide one. When you divide a thing which
take up 1 in volume, you can get two things taking up 0.5 each – but those two
things now have more surfaces. By dividing tree physically, we can maximize
a property of matter such as sight, sense of touch, smell and hear.

Articulation and grid
물성을 담아내는 공간을 만들어야한다, 方形[방형]화된 공간을 만들기위해 선재로 분절시
켜 담아낼 공간을 만들어낸다. 분절된 선재들은 깊은 물성을 가지고 공간을 구성하게된다.

We have to set some places for a property of matter. To make a squareshaped place, we set place for it by dividing timbers. Divided timbers form a
place with a deep property of matter.

Grid + Container
분절된 나무를 사용해서 입체 그리드를 만들고 그 사이마다 분절된 컨테이너를 넣어 외벽과
내벽으로 사용해 공간을 만들었다.

We make a three-dimensional grid with divided timbers and make some
places by putting divided containers in between to build an inside and an outsid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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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AXNOMATRIC VIEW + FRONT VIEW

3F - Culture
개인주의사회에서 가족이 가지는 의미와 지난시간들에대한 반성.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의 모임과 그안에서
일어나는 공유, 화합 등을 통한‘정’이 살아있는 우라나라 전통적‘동네식구’라는 개념을 재생시키는 프
로그램.

The meaning of family in a society filled with individualism and self-reflection of past times.
Programs that can rebuild ‘Town members’, which is a Korean traditional concept with
‘love’ through sharing and harmony.

2F - Cooking
1st FLOOR

2nd FLOOR

가장 자연과 가까운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방식 서양에서 시작되어 온 채식주의식단에서부터, 제철나물, 4
계절과 소통하는 음식 문화를 가진 전통, 구전, 지방 향토 음식들을 소재로한 쿠킹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3rd FLOOR

Running cooking classes - vegetarian diet which is the western way of eating the most
natural food, local diet which is based on herbs in season, traditional and local ingredients.

LIFESTYLE LIBRARY VARIOUS VIEW
atrium + greenhouse view

cultivation report space view

1F - Education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생각, 프로그램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 육아부터 자녀교육, 성교
육, 사회성 교육 등의 디테일한 커리큘럼 제공.

Thoughts on home schooling and roles of parents, provision of curriculums for parenting,
education, sex education.

Program space view

sectional view

+ 6000 Leve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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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공간

rest area

Education program space
Bird`s-eye view

재배일지 및 휴식공간

Cultivation report and rest space
휴식공간

Rest space
아트리움

Atrium
온실

Greenhouse
텃밭

Garden

program studio

+ 6000 Leve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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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I Seo Jihyun

Space for Fragrance
향의 공간
온실 안의 허브로 밖에서 향이 나는 부분이 창을 통해 보이게 외부와 내부에 상호관입이 되는 공간이다.
전체적인 공간은 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휴식공간, 테라피 체험공간, 향기 체험공간, 허브 재배공간으로 이루어진다.
라이브러리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모든 공간이 활용된다.
도심에서 느낄 수 없던 자연을 가까이서 느끼고 자연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신체의 건강 기능이 향상된다.

Space for Fragrance
The space is inter coursing for outside and inside through outside windows that is filled herb fragrance in glass house.
The central space is the library and there are spaces for rest, therapy, fragrance and cultivating herb.
All spaces are used providing information from the library.
It improves the function of health by experience and using the nature that people cannot feel easily in the city.

PROCESS
Formulaic Space

GARDEN

EXPANSION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주요 사용공간
을 Garden과 Library로 나누어 박스로 정형화시킨다

COMBINATION

공간의 확장으로 필요공간을 구성한다

Expansion of space oraganize for needs

Main space make a formula for garden and
libraryto inflect lifestyle of peopl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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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

COMBINE

PUSH & FULL

ADD & SUBTRACT

Library 와 Garden 공간을 합쳐위 아래
로 나누고 아래 공간의 허브향들이자연
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한다

공간의 자유로운 동선에 따라서 밀고 당
기며 움직인다

Space for library and garden is
combinedand seperate floorFragrance of herb can fill naturallyin
upper space from garden space

공간을 더하고 뺌으로써 VOID 와 SOLID
공간을 나타낸다. 내, 외부에서의 방향과
위치에 따라 공간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The space move by free moving
lineto push and pull

Thre are void and solid space foraddition and subtractionIt can see
each boxes as diferrent eyes view
for direction and location
at internal or external

PUSH - PULL

ADD - SUB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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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ITE ANALYSIS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0-4, 동작 주말농장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편히 쉴 수 있고 일상 속 에서 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도심 농원과 라이브러리를 결합시킨 공간에 자연과 사람에 의하여,
다시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건강기능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가 필요하다

Daebang dong, Dongjak-gu, Seoul, Dongjak Weekend Farm

The space should be need in nowadays, that busy people can have rest and do something that be hard to do in their lifestyle and that is combined
forUrban farm and library made by nature and people and recovery for their health communication as interact variously in people.

CONCEPT

허브 (Herb)
향료나 약으로 쓰이는 식물, 향과 향미로 이용되는 식물,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

Plant whose leaves are used in cooking to add flavor to food, or as a medicine

효능 (Effect)
신체 면역 강화

Strength Body Immunity

스트레스 완화, 심신안정

Relieve Stress, Stable Body and Mind

에너지 증진 및 활력

TARGET

Increase Energy
Beauty Skin

피부미용

피로 회복이 필요한 회사원들

Office workers who need fatigue recovery

KEYWORD

허브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People who have interest in herb cooking

Sight

Smell

공간 안에 일상 속의 자연과
주변의 삶을 담는다

Therapy

Contain the nature of daily life
and surroundings in space

몸이 불편하여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

Old people who need to care for health

Touch
Relax
Taste

건강을 위한 치료, 마사지, 휴식공간에 허브를 이용한다

Herb uses in therapy, massage and rest area for health

오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Constitute program by using five senses
Health

허브 농장 체험을 원하는 가족들

Family who wants to tend herb garden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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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ONOMETRIC

Herb Glass House
Space Program
허브 온실에 여러 색을 가진 허브들을 종류별로 나눈다
색의 구분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용자들은 색을 통한 허브의 효능을 느낄 수 있다

Herb classify by each color in glass house
Through division of colors, visual effect is intensified
Users can feel the virtue of herb for colors.

건강이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상태”
→ 정신적 건강 = 육체적 건강

빨간색은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다
빨간색을 가진 허브는 기관지에 효과가 있다
허브의 종류로는 로즈 제라늄, 포피, 오레가노, 세이지 등
이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그러므로 건강을 두 가지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자연을 내부공간에서 느낀다
육체적 건강을 위한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몸을 통해 감각적으로 경험한다

GLASS HOUSE

RED

Red color is effective on blood circulation,
Herb with a red is effective in bronchial
There are Rose Geranium, Poppy, oregano, and sage.

Health?
“State of mental or physical soundness”
→ Mental health = Physical health

YELLOW

노란색은 내장 건강에 효과가 있다
노란색을 가진 허브는 스트레스 완화와 숙면에 효과가 있다
허브의 종류로는 페넬, 메리골드, 팬지, 캐모마일 등이 있다.

Mental health is same with physical health so the space compose for two health
In space for mental, people experience nature that feel unconsciously in daily life
In space for physical, people experience sensuously through their body
Yellow color is effective on the internal Health
Herb with yellow is effective on relieve stress and deep
sleep
There are fennel, marigold, pansy and chamomile.

Library
정신적 공간을 위한 공간

GREEN

초록색은 긴장완화에 효과가 있다
초록색을 가진 허브는 기관지에 좋고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다
허브의 종류로는 민트, 애플민트, 바질, 베르가못 등이 있다

LIBRARY

라이브러리에서는 허브 향기 체험공간과 허브에 관한 책 제공을 한다
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에 따라 다시 분류 된다

Green color is effective on relaxation
Herb with green is effective on indigestion and good for
bronchial
There are mint, apple mint, basil and bergamot.

이곳에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허브 종류별로 분류된 책을 읽는다
향을 맡아 본 후 허브를 골라 직접 텃밭에 심으며 재배일지를 만들고 그 일지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정보의 순환으로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며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다

BLUE

파란색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
파란색을 가진 허브는 기관지에 효과가 있다
허브의 종류로는 블루 멜로우, 블루 세이지 등이 있다.

Space for mental space
The library provides books about herbs and experience for herb fragrance
It is according to kind of information that is provided from various books

Blue color is effective on relieve stress.
Herb with blue is effective in bronchial
There is mellow blue and blue sage.

In this place, people read books that are classified by type of herbs basically
After smell herb, they choose the fragrance and grow herbs and write journal and then provide
it to the others.
So as circulating the information, people can experience and make data in the library.

Cafe & Therapy

CAFE

Cultivate Herb

카페 공간에서는 직접 향을 맡아보고 좋아하는 허브향을 골라 차로 마신다
테라피 공간에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간단한 진단을 통해 테라피를 받는다

Therapy

Fragrance

Circulation of Knowledge

In the cafe, users have tea time with herb that chooses fragrance personally.
In the space for therapy, users are diagnosed simply and take necessaries each of them.

Acquisition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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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1ST FLOOR PLAN

ENT

HERB GLASS HOUSE

Outside Garden

LIBRARY

2ND FLOOR PLAN

THERAPY

CAFE

LIBRARY
Main Entrance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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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Commitment Space recalls

양시내 I Yang Sinae

몰입의 시간 회상의 공간

STEP GARDEN
여행은 설렘이다.
새로운 것을 만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은 여행이 주는 참맛이다. 일상을 탈피하여 보고 느끼며 새로운 공간에 대한 즐거움을 느낀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 많은 구애를 받으므로 여행을 떠나기 쉽지 않다. 여행은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기대감과 가본 곳에 대한 많은 그리움이 남는 것이다. 사람의 후각과
미각으로 인해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기도 한다. 또한, 여행 중 맡았던 향기와 맛보았던 음식이 사람들의 추억을 떠올리는 데 한 몫 을 한다. 이를 위하여 트래블
라이브러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라이브러리이지만 책을 읽는 공간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넘어서 이 공간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1년 주기로
나라를 정해 그 나라에 맞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공간 구성을 한다. 그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고, 맡을 수 있는 음식과 향을 이용하여 후각과
시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여행은 시작된 것이다.

Travel is a thrill.
Encountering new things and the unexplored land give you the real taste of traveling. Getting out of the
routing, you can see and enjoy the new land. But it is not easy to do it because of time and cost. Travel
gives you expectation of unexplored land and longing of the places you have ever been to. Human can
recall things of the past with smell or taste. Also, the scent of the place and taste of the food you have
tasted there make you recall your trip. In this regard, the idea of ‘Travel Library’ came up. Indeed, it is a
place for reading but also a place where you can experience various events. The space will be arranged
with themes of different countries every year. Setting unique food and scent of the certain country in the place,
Travel Library makes it able to provide visual and olfactive experience.
When you step into this place, your journey begins.

TRAVEL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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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trip

Domestic / Overseas Travel TOP5 mentioned trends

INDEX

- 상대적으로 해외 여행에 대한 시간과 물질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곳

- Where a relatively reduces the burden on time and
material costs for travel abroad

SITE

- 그 나라의 식음료를 맛보고 식자재를 구매 및 재배를 할 수
있는 공간

- Space to buy and taste the food ingredients grown in
the country

PROGRAM STUDY

- 방문자들간의 여행 정보 공유

- Travel information shared among visitors

- 유명 트래블러를 초대 하여 강연

- By inviting the famous traveler Lecture

CONCEPT
SPACE
2016 Spatial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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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0-5

PROGRAM STUDY
PROGRAM
EXPERIENCE STUDY

후각과 미각을 이용한 공감각적 형상
여행지의 기념품 디스플레이
해외 식료품 구매
여행지의 식음료을 맛볼 수있는 카페 겸 레스토랑
트래블러의 강연

SPACE ARRANGEMENT
텃밭 / 온실
방문자들에게 체험 공간 제공
재배 조건에 따라 온실재배 활용
스텝 가든
텃밭과 조화를 이룬 정원
레벨 변화를 통한 스텝 가든

여행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서관
정보검색을 위한 네트워크
방문자간들의 여행정보 공유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 면적 (㎢) : 21.87㎢
- 인구 : 약 23만 7,000명

텃밭과 온실재배를 통한 작물재배 체험

정보 탐색을 위한 도서관
식료품 구매를 위한 상점
식음료를 맛볼 수 있는 카페 및 레스토랑
트래블러의 강연이 열리는 강연장

텃밭과 조화를 이룬 스텝 가든

동작구는 남산의 연본에서 남서쪽 사면과 산록을 차지하며 남쪽
으로 한강에 이르고, 남산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이 해발 50m 이
내의 낮은 평지를 이룬다. 남산은 서쪽의 효장운동장 뒷산과 마
주하며, 이 사이를 만초천이 남류하면서 하구에 소규모의 삼각주
를 형성했으나 현재는 부지로 조성되어있다. 용산 일대는 대부분
선캠브리아기의 경기편아암 복합체로 되어 있으며, 북동부 일부
에 쥬라기대보 화강암이 분포한다.

- Location: Seoul Dongjak
- Area (㎢): 21.87㎢
- Population: Approximately 230 000 7000 people
Dongjak-gu covers south-western bevel and foot of
Namsan Mountain. Except the vicinity of Namsan
Mountain, most of the part is dominated by low-lying plains no more than 50 meters above sea level.
Namsan Mountain faces a mountain behind Hyojang
playground in the west. Mancho creek flowed down the
space between Namsan Mountain and the playground
creating a small triangle of land in the estuary. Now it
became a site for specific purpose. Most part of Yongsan
area consists of precambrian gnesis. Some part in north
eastern area consists of jurassic Daebo granite.

건물 내부

힐링의 공간

Ball sensuous shapes using olfactory and taste
Display of memorabilia Travel
International food purchases

SITE ANALYSIS
기존 대지는 동작 주말 농장과 청년들의 자유공간인 무중력 지
대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대방역 전철역 2번 출
구 바로 앞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 하지만 주변에는 다양한
상권보다는 아파트나 주택이 많아 다양한 상업공간이 많이 있
지 않은 편이다.

Current site is ran by a name ‘Zero Gravity: Free
Space for Youths’ and it is also ran as a weekend
farm. Since it is located in front of exit no.2 of Daebang subway station, it has good accessibility. But because of many apartments and houses around, there
are not various commercial places.

Cafe and restaurant where you can enjoy the
attractions sikeumryoeul
Traveller lecture
A library where you can get information on travel
Network for information retrieval
Travel Info sharing of visitors HUMANS
Experience over the garden and greenhouse
crop cultivation

Garden / Conservatory
Experience offers visitors space
Greenhouse utilized depending on growing conditions
Step Garden
Garden to garden in harmony with domestics
Step through the garden level change
Interior building
Library for information search
Shop for groceries to buy
Cafes and restaurants where you can taste food and
beverage
This lecture lecture held Traveler

Step garden to garden in harmony with domestics
Healing Space

GLASS
PLAN

HOUSE

GARDE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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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CONCEPT
텃밭과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살리면서 앞
서 말한 다시점 이론을 적용시켰다. 수직과 수평을 이용한 레벨
변화와 경사로의 적절한 배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시선을 자동
적으로 아래로 이동하게 하고, 건물의 층과 층 사이에 틈을 두어
빛이 들어오는 공간, 태양의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를 느
끼며 시선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며
체험적인 공간을 유도 하는 것이다. 계단과 계단사이에 슬로프
를 두어 짐을 이동하거나 유모차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유니
버셜 기능을 도입하여 편리함을 더하였다.

트래블 라이브러리의 내부공간은 도서관, 상점, 레스토랑 및 카
페, 강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을 유도하는 공간인 만큼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스티븐 홀의 넬슨 엣킨슨 미술관
을 보면 다시점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가능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다시점 형성’을 이용하여 시점
이 한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시점이동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스티븐 홀이 지향하는 현상학적 건축은 작품 속에
깔려있는 수 많은 경험의 충돌이 신체의 현상적 경험을 통해 구
체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대지, 맥락, 구체적 프로그램의 상황조
건 등 형이상학적, 현상학적으로 결속된 건축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시점이동으로 인해 그
나라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게 하는 현상학 이론을 대입하였다.

The inside of Travel Library consists of library, shop,
restaurant/cafe, a lecture hall and so on. Since it
is a place inducing experience, it needs various approaches for participators. Steven Holl used ‘multi-view’ in Nelson Atkinson Museum to be able for
people to participate more as possible. By forming
the ‘multi-view’, Holl utilized the fact that under the
‘multi-view’ the point of view never stops at one point
but moves constantly. Also the phenomenological architecture, what Steven Holl pursued, shows us the
conflict between numerous experiences reflected
in his architecture, materialize through our body’s
phenomenological experience. He stated goal of
phenomenological architecture is building the phenomenologically, metaphysically compacted architecture like the earth, the context, and circumstance
of a specific program and so on. Based on this theory, phenomenological theory, which makes people
to come up with recollection of a country, is applied.

The ‘multi-view’ theory was mixed with the programs
in each spaces and the family garden. Level variation
using the combination of verticality and horizontality, and proper arrangement of a ramp makes people
look down. It constantly induces them to experiential spaces without staying in one place, like feeling
the sunny space between floors, and ever-changing
shades depend on the altitude of the sun. There are
slopes with universal function between stairs which
are convenient for moving wheelchairs, strollers or
carriages.

텃밭의 평면은 패턴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었다. 수직과 수평 길이
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수
직적인 레벨 변화를 가지고 있는 스텝가든을 구상하였다.

The surface of the family garden was inspired by
pattern design. The combination of verticality and
horizontality makes a step-garden with regular and
repetitive rhythm, and vertical variation.

MATERIAL
업사이클링을 이용하여 건물의 골조를 이루고 인테리어를 구상
하였다. 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38개를 이용하여 건물을 구
성하고, 실내에는 쇠파이프와 에이치 빔을 이용하여 골조를 드
러냄으로써 재료들이가지고 있는 물성을 담백하게 담아내었다.

178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Framework and interior of the building was composed
through up-cycling. Totally 38 of 40-feet high cubic
containers are forming the building. Inside, framework consists of iron pipes and H-beam is showing
the property of matters hone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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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RIUM
그 나라에서 유명한 쉐프나 트래블러를 초대하여 강연할 수 있
는 공간이다. 강연이 있는 날은 강연장으로 쓰이지만 평상시에
는 사람들의 오픈 컨퍼런스룸으로 쓰인다. 여행이라는 공통 관
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여행에 대한 이야기와 조언을 하
는 장소이며 사람들의 친목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This is a space for lecture. People can take lectures
when famous chefs or travellers are invited to give a
lecture. When it is scheduled for lecture it is used for
lecture hall, but mainly, it is used for open conference room for people. People who have a common
interest in travel can talk or exchange advise with
each other or make a friendship here.

EXPERIENCE
ENTRY
입구에 2층으로 올라가는 ㄷ자형 계단을 통해 사람들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2층 도서관으로 유도한다. 도서관 입으로 들어가기
전 컨테이너의 긴 통로를 지나게 되는데 전면에 마주하는 곳은
향을 체험하는 공간이 있다. 그 곳에 들어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향을 마주하게 되며 그 순간 사람들은 여행지에대한 공감각적 여
행이 시작된다. 모듈 형식의 벽면에 향을 담은 용기를 두어 원하
는 향을 가져 갈 수 있다. 향을 집으로 가져가는 독특한 체험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이다.

화장실 / TOILET

COMMON USE SPACE
2 / 3 FLOOR
정면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의 2,3층에 위치한 도서관으
로 바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계단을 올라 복도를 지
나게 되는 데 그 복도 끝 편에 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원하는 향을 맡아보고 마음에 드는 향은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듈
화 되어있는 가구에 병을 넣어 둔다. 도서관 내부로 진입하면 그
나라에 관련된 도서를 읽을수 있다. 일반적인 도서관의 모습이
아닌 집 안의 서재 느낌으로 하여 자유로운 배치와 가구를 두어
도서관의 딱딱한 이미지를 최소화 하였다.

계단 / STAIRS

도서관 / LIBRARY
입구 / ENTRY

The stair in the front induce people to the library on
the 2,3 floor. After the steps there is a corridor where
users can experience the scents. People can smell
the scent what they want and even can take the scent
with a vase in a modularized furniture. Inside of the
library, people can read the books about different
country. Unlike solemn, typical library, it rather looks
like a study room in a house with freely arranged furniture.

ㄷ shaped stair in the entrance of the 2nd floor induce

people to the library on the 2nd floor naturally. Before
going into the library, there is a long corridor where
people can experience the scents. They can smell the
scents naturally and at that very moment, synesthetic
journey of the tour site begins. People can take the
scent they want with a vase in a modularized wall.
This unique experience will stimulate the people’s
curiosity.

2nd FLOOR PLAN
STAIRS
도서관의 2, 3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여러
방향으로 시점을 이동시켜 다시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
들었다. 다시점을 이용한 공간체험 유도공간으로 사람들의 경험
을 확장시킨다.
강연장 / AUDITORIUM

LIBRARY

계단 / STAIRS

The stair which connects 2nd and 3rd floor makes
people’s sight move to various direction, forming
‘multi-view’ space. It extends the people’s experience
with the ‘multi-view’.

도서관 / LIBRARY

GAP

2층에서부터 3층으로 이어지는 도서관은 자연스럽게 공간을 나
누고 윗 층 슬라브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이용하여 연결고리를
만든다. 이 계단은 다시점을 이용한 공간 이동 통로이자 동선을
자연스럽게 3층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2층과 3층 사이에
는 태양의 고도에 따라 다른 빛이 들어온다. 3층의 컨테이너를
위로 띄워 틈이 존재하게 한다.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빛의 양
이 실내로 유입되며 끊임 없는 공간 체험을 유도하는 공간이다.

From the 2nd floor to 3rd floor, library is located.
It divides the space naturally and also connects the
slab on the upper floor with the stair. The ‘multi-view’
theory is used in this stair. It makes users move to
3rd floor naturally. Between 2nd and 3rd floor, different light depends on the altitude of the sun comes
in. Also the 3rd container is lifted up a bit, so there is
some space under it. It constantly makes users to experience different amount of light depends on time.
180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에 수평적인 틈을 이용해 빛이 들어오
는 공간을 연출한다. 그 사이로 떨어지는 빛에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이곳에 매료 된다.

A horizontal space between containers makes the
light comes in different each time. Again, people get
fascinated with the light fall from it.

3rd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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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TOILET
물품보관함 / LOCKER

계단 / STAIRS

카페 및 레스토랑 /

CAFE OR
RESTAURANT

상점 / SHOP

CAFE / RESTAURANT

1st FLOOR PLAN

COMMON USE SPACE

사람들이 텃밭과 유리온실에서 재배한 식자재를 이용하여 간단
한 음식이나 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공간이다. 오픈 키친 형식
으로 재작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하고 전면에 360도 회
전 가능한 폴딩 도어를 이용하여 공간의 확장성을 가능하게 하
여 텃밭과 정원을 보며 즐기며 마치 그곳과 하나의 공간인 듯
한 느낌이 들게 한다.

This is place where people can sell or make light food
using ingredients that are cultivated from the family
garden or the green house. it is an opentype kitchen,
so everyone can see the procedures of making. Also
the folding door with 360 degree revolution makes
the place extendable, and makes it feel like that the
family garden and the kitchen is in same place with
the joy of watching and participating at same time.

1st FLOOR

상점 / SHOP
카페 및 레스토랑 / CAFE OR RESTURANT
화장실 / TOILET

F3 +15,000
LIBRARY
AUDITORIUM

The ‘multi-view’ theory was mixed with the programs
in each spaces and the family garden. Level variation
using the combination of verticality and horizontality, and proper arrangement of a ramp makes people
look down. It constantly induces them to experiential spaces without staying in one place, like feeling
the sunny space between floors, and ever-changing
shades depend on the altitude of the sun.
This is a step-garden using stair in the family garden
and the spac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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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 ENTRY
도서관 / LIBRARY

SHOP
텃밭과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살리면서 앞
서 말한 다시점 이론을 적용시켰다. 수직과 수평을 이용한 레벨
변화와 경사로의 적절한 배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시선을 자동
적으로 아래로 이동하게 하고, 건물의 층과 층 사이에 틈을 두어
빛이 들어오는 공간, 태양의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를 느
끼며 시선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며
체험적인 공간을 유도 하는 것이다. 텃밭과 내부 공간에 계단을
이용한 스텝가든이다.

물품보관함 / LOCKER

계단 / STAIRS
강연장 / AUDITORIUM

F2 +6000
ENTRY
FRAGANCE
LIBRARY

F1 +3000
SHOP
RESTAURANT
CAFE
LOCKER

EXPECTED EFFECT
1. 기존의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유도.
2. 비교적 절약된 시간과 비용으로 간접적인 여행을 한 기분이
들게 함.
3. 각박한 현대인의 생활에 여행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
들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곳.

1. Induce people to new experiences different from
the typical concept of library.
2. Gives you the feeling of traveling indirectly with
economical use of time and cost.
3. The place where the people in hard-hearted modern society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who
have common interest in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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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Model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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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I Lee Jeongin

YIELD:NG

YIELD:NG
1. 물질이 유연한
2. 사람이 순종적인, 말을 잘 듣는
3. [부사와 함께 쓰여]...의 수확[산출]량을 내는
이곳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유연하게하고 텃밭을 직접
가꾸어 채소를 수확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있다.

1. flexible like flexible materials
2. obedient like obedient students
3. harvesting...[with a adverb])
This has a double meaning - one is a place where
they can make their body flexible by stretching
and the other is a place where they can harvest
vegetables from a vegetable garden.

186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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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SI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0-5 Seoul Dongjak Daebang 340-5

전 연령이 사용 가능하지만 그중에 주요 타겟은 20~30대로 불규칙한 식습관과 인스턴스 식품 섭취, 잦은 회식자리로 인한 술
문화로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진만큼 다이어트와 건강한 식습관에도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타
겟으로 정했다.

Though all ages can enjoy this place, its main target is the twenties and thirties, who can have health problems
due to irregular eating habits, eating instant food, and drinking culture with frequent dining together. They were
selected as our main target because they have not so good eating habit, however at the same time they have
interests in healthy diets and eating habits.

GROWING CROPS
작물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작물들로 콜라비, 시금치, 당근, 고구마이다.

콜라비 Kohlrabi
콜라비란 kohl(양배추)와 rabic(순무)의 합성어이다.
콜라비는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하고 비타민C와 상추나 치커리 등 엽채류에 비해 4~5배 가량 높으며 사과에비해 10배이상 많다.

Kohlrabi is a compound word of Kohl(cabbage) and Rabic(turnip).
Kohlrabi makes us experience satiety easily, has Vitamin C 4~5 times more than leaf vegetables such as lettuce and chicory, and 10 times
more than apples.

SITE

주거

교통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해 있다.
주위에는 여성가족재단이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가 위치있다.

아파트 단지가 많아 가족단위의 이용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
상된다.

대방역1호선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주위에 여의도와 노량
진이 위치해 있어 인구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It is located in Dongjak Daebang.
Located around the female and family foundations.
The school is located.

Apartments are just a lot of families It is expected to
have many users .

Daebang Route 1 and is located right in front of this It
is located in Yeouido, Noryangjin and ambient is expected to have a lot of population movement .

시금치 Spinach
비타민A, C, E, K, 엽산등 비타민, 칼륨, 칼슘, 셀레늄 등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
철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독일의 분석학자가 소숫점을 잘못 찍어 오류가 난 것으로 철분은 다른식물과 다를바없다.

It contains Vitamin A, C, E, K, folic acid, and minerals such as potassium, calcium, and selenium. It is
known to be rich in iron, but it was a mistake made by a German analyst who put a wrong decimal point
and it contains not so much different iron as other plants.

BACKGROUND

고구마 Sweet potato
다이어트 식품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식품으로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또 아이들에게는 간식거리가 될 수 있다.

This is a representative food known as a good diet food and experience satiety easily. And it can be a good snack for
children.

당근 Carrot
당근은 비타민B1을 비롯 소량의 비타민 B2와 비타민C가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몸에서 비타민A로 바뀌는 카로틴이
라는 물질도 들어있으며 당분과 철분이 풍부하다.

A carrot contains Vitamin B1, a small amount of Vitamin B2 and Vitamin C. In addition, it contains carotene, which can be changed to Vitamin A in a human body and is rich in sugar and iron.

PROGRAM
요즘 사람들은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다. 유기농, 무첨가, 무색소등 먹을거리에 대한 안
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간단하게 텃밭을 가꾸는 집도 있다. 혹은 아이들에게 직
접 작물을 재배하도록하면서 자연을 가르치고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또한 가르친다. 하
지만 도심 속에서는 쉽게 할 수 없다, 카페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는 공간이다. 카페는 휴식도 취하고, 친구들과 공부도 하고, 수다도 떠는 다목적 공간
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운동까지 결합하여 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몸을 가꿀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에 접목시켜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색다른 공간으로 다가가고자 하였다.

CONCEPT
쿠션의 말랑함은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말랑함 위
에서는 불안함을 느끼게 한다. 이 상반됨을 공간안에 도입하여 공
간 안에서도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공간과 운동하는 공간으로 구분
하여 구성였다. 그래서 쿠션으로 컨셉을 잡았다.

The softness of a cushion gives a comfortable feeling.
However we feel uneasy on the soft floor. We wanted to
introduce these contradicting feelings into a place through
composing a space where they can take a break and a
space where they can exercise. So ‘cushion’ became our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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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people have a lot of interest in food. Because they value food
safety like organic food, whole food, or no pigment products, some tend a
vegetable garden in the house. Or they teach their children nature and food
safety through giving chances for their children to grow crops by themselves. However it’s not easy in downtown. A cafe is a space used by many
people including both adults and kids. A cafe is a multipurpose space where
they can take a break, study with friends, and enjoy talking. Without sacrificing these qualities, we tried to approach people with a cozy and unique
space through harmonizing a space where they can learn a good eating
habit and look after their bodies by combining exercising.

COOKING CLASS
텃밭작물을 이용해 다이어트에 관한 음식을 만들고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공유 하는 프로그램
시간을 가진다.

Here people can enjoy programs they can make diet food with vegetables from their garden and
share good recipes to make more delicious food.

FLYING YOGA
천을 이용한 플라잉 요가로 몸매를 가꾸고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천의 흐물흐물함으로 유기적인
느낌을 더한다.

DESIGN MOTIVE

They can have time to look after their bodies with flying yoga with textiles. The softness of the
textiles adds organic feelings.
쿠션에 있는 볼륨감을 이용하여 레벨에 높낮이를 주
어 쿠션의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We wanted to give the feeling of a cushion
through preparing different levels using volume of the cushion.

DIY
천을 이용하여 쿠션을 만들거나 봉제인형을 만들기도하고 취미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시간을 가진다.

They can enjoy programs they can make cushions and dolls with textiles and share their hobb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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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METRIC

2nd FLOOR

1st FLOOR

요리하는 곳으로 요리법을 나누고 공유
하는 공간이다.

닫혀있지도 않지만 열려있지도 않은 독립
적인 공간을 넣어 그룹 스터디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두었다.

A place to share recipes for dishes
that share a space .

옥상정원으로 휴식도 취하고 공부
도 하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플라잉 요가를 하는 공간이다.

The space Flying Yoga.

But not even that is not even closed,
open space placed into an independent space to the study group or
meeting.

소재는 스틸그레이팅으로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The material has a bridge with
steel grating .

폴딩도어를 사용하여 텃밭을 볼 수 있게 하였다.

Using the folding door was able to see the
gar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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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에 맞는 쿠션같은 소파를 두어 편안한 휴식
공간을 두었다.

LIBRARY로 독서도 하고 쿠션이나 인형을 만들며
취미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Put the sofa cushions to fit such a concept
placed a comfortable seating area.

LIBRARY Reading is also in place to share
hobbies and creates a cushion or a doll .

Relax in the rooftop garden
also take a free space that is
also studied.

소재는 그물로 스틸그레이팅과 비슷한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느낌으로서 유기적인 느낌
을 주고자 하였다.

Its material is a net and has a similar pattern like a steel grating, however tried to
give somewhat different, organic 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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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 COLOR

스틸과 나무 상반된 느낌의 소재를 사용하여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공사할 때쓰던 스틸 그레이팅을 재 사용하여 빈티지함을 넣었다. 그레이팅의 느낌과 비슷한 그물을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고
유기적인 느낌까지 주었다.

We tried to give a somewhat different impression by using contradicting materials, steel and wood.
We recycled the steel grating from a construction site and put it in the vintage box. By using a net with a similar
feeling to the steel grating, we tried to give not only a sense of unification but also an organic feeling.
STEEL GRADING

WOOD
노란색을 사용하여 포근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고 노란색이 나무색과 비슷하다고 생각 자연의 느낌을 주었다. 노란색의 보색인
파란색을 사용하여 눈의 편안함을 주었다.

With yellow, we tried to give a cozy and natural feeling because we thought that yellow was similar to the tree
color. With blue which is a complementary color of yellow, we tried to make eyes comfortable.
MAIN COLOR

MAIN COLOR

2층으로 플라잉 요가를 하며 몸을 가꾸는 공간이다. 옥상정원으로 연결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1층으로 다이어트에 관한 요리법을 공유하고 서로 나눠먹는 장소이다.
한쪽에는 공부도 하고 휴식을 취하며 수다를 떨수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The second floor is a place where they can look after their bodies
with flying yoga and can be connected to a roof garden.

The first floor is a place where they can share diet recipes and food.
At the corner, a space is prepared where they can study, take a
break and enjoy talking.

라이브러리 공간으로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어 가고 쿠션을 만들면서 취미활동도 하는 공간이다.
This is a place where they can gain knowledge and do hobby activities like making cushions.
192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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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I Lee Eunjeong

Sound
_off
도심 속으로부터의 음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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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LIFE STYLE

보편적인 도심의 모습을 띄고 있는 대방동.
바쁜 현대인의 삶과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에 인접해 있는 큰 도로와 지하철역을 통해 사람들의 유동이 증가한다. 그와 동시에 뒤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 이렇
게 두가지의 모습을 띄고 있는 대방동에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려 한다.

바쁜 일상으로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과 이웃들과 소통할 여유조차 없는 요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돌아볼 시간, 사람들과 나눌 시간을 갖고 싶어한다.
이 속에서 이번에 구성되는 커뮤니티와 텃밭프로젝트는 바쁜 삶 속에서 오는 사람들을 치유하고자
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과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것에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Universal landscape of downtown, Daebang-Dong
It represents busy life of modern people. Floating population increases through the large roads and subway stations. At the same time, on the back side, there are houses and apartments where inhabitants live.Daebang-Dong, where two different types of landscape coexist, this work attempted to build up a community space where residents can communicate
and share their thoughts.

These days, individuals are so busy that they give up spending time for themselves thinking and communicating with neighbors. Still, people want time for themselves to look
back and time to share with other people. Having set that, the community and small garden project for this time would heal people, provide a chance to look back themselves as
well as reminding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ng with people.

SITE ANALYSIS
계획대지 주변에는 크게 큰 도로와 자그마한 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VEGETABLE GARDEN

Around the planned site, there are two main features: the large roads and a small collective housing area.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커뮤니티 센터과 함께 텃밭이 구성된다.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텃밭이 구성
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와는 차별화됨을 보여주고 텃밭을 가꿈으로써 위에서 제안한 라이
프 스타일이 실현되도록 한다. vegetable garden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작물을 가
꿀 수 있는 방식으로 다양한 작물을 키울 수 있다는 기대를 부여한다. 다양한 작물을 키움으로써 사
람들은 더 다양한 요리를 하고 더 많은 접촉을 하게 된다.

In this project, together with the community center, small garden will be formed. By
creating a garden which used to be hard to be found in the center of the city, the life style
which was suggested above could be realized as well as the difference from the general
cities could be clarified. Vegetable garden offers some expectations that raising various
vegetables is possible by using small area effectively. With growing more diverse crops,
people cook in a various way and can contact each other more.

GARDEN PROGRAME
계획대지와 인접해 있는 큰 도로와 대방역

대지 뒷쪽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

주변상가

계획대지 뒤에 위치한 5층의 여성가족재단

도심의 시끄러운 경적소리 속에서 커뮤니티 공
간에 들어온 순간, 도심의 소리는 SOUND-OFF
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한다.

Stepping into a community spaceenables
people to block of the hoot,noise of commuting and, eventually, focus on themselves..

MOTIVE
SOUND PROOF

PROCESS

대방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계획대지 앞에 높은 소음이 발생한
다는 것을 알았다. 그 소음에 집중하고자 하였고, 구성하고자 하
는 커뮤니티에 들어온 순간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도록 하였
다. 그 결과 커뮤니티는 방음의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구성된다.
소리라는 현상학에 집중한만큼 방음의 방법으로 물의 물성과 방
음재의형태인 골판지의 우글거림을 사용한다.

CONCEPT

After the investigation on Daebang-Dong, it was figured
out that the high-pitch noise occurs right in front of the
planned site. Therefore, focusing on that noise, the site
was designed to help people escape from the noise of the
city when they step into it. That makes the space function
as sound-proof. As the idea is based on phenomenology
of sound, th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and corrugated
cardboard which is shaped like a soundproof material
was utilized for the sound-proof function.

GARDEN SPACESPACE

#텃밭1

사적인 공간은 좁게 공적인 공간은 넓게 구성한다. 이로써 사람들은 사적인 공간에서는 나 자신에
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공적인 공간에서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나눔이 가능하게 된다.

To take a look into a composition of the mass, many of little curves are following the
big curve. Each little curve is for private purpose for individuals and the big one in the
center is for the most important purpose, the communication and share of the ideas
among people. With these, communication and share function becomes the most significant one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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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소와 연결된 텃밭이다. 중심에 데크를 끼고 양쪽으로 텃밭
이 존재한다. 왼편으로는 4계절 내내 재배할 수 있는 옥수수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보관소 지붕과 연결된 파고라를 구성하여
사람들이 일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한다.

This is the garden connected to the depository. With the
deck in the center, there are two gardens aside. On the
left side, corn which can be harvested through out the all
season is located. Pagora, which is connected to the depository’s roof, provides a place for people to take a rest.

커뮤니티 전체 동선과 맞닿은 텃밭이다. 그리고 동시에 중심공
간인 1층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위치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
이 접근하게 된다. 이 텃밭 역시 중심에 데크를 끼고 양쪽으로
텃밭이 위치한다.

This garden follows the overall movement line. At the
same time, it is faces the main space, the first floor. Due
to convenient accessibility, people use this place very often. This garden is also consists of two gardens in right
and left side with the deck in the center.

텃밭3은 1층에 위치해있는 수경재배 공간과 연결되는 텃밭이
다. 매스와 연결되는 텃밭이기 때문에 매스와 동일하게 유기적
인 형태를 띈다. 유기적인 형태를 띄게 되면서 시각적으로 정원
다운 정원을 구성한다.

Garden three is connected to hydroponics space which
locates on the first floor. Since it is connected to the
mass, it has the organic composition like the mass. With
this shape, this truly looks like a garden.

#텃밭2

FLEXIBILITY
매스의 구성을 보면 각각의 자그마한 곡선들을 하나의 큰 곡선이 잡고있는 데 각각의 작은 곡선
들은 개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운데 큰 곡선은 가장 중요한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기능이 중심에 자리잡게 된다.

Unlike organically organized mass and space, the garden
is in straightforward and geometric shape. By forming
mass and space design in contrast, people can clearly
differentiate the role of the garden.

격자 GRID

PRIVATE-PUBLIC

Private spaces is designed narrowly, and public space is designed widely. This is to
help people to focus on themselves in private area and communicate and share ideas
with each other in public area.

유기적인 형태의 매스와 공간과는 달리 텃밭은 직선적이고 기
하학적이다. 매스와 공간과의 상반된 구분을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텃밭의 기능을확연히 구분하도록 한다.

#텃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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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텃밭1.

#텃밭2.

#텃밭3.

#텃밭1 파고라.

카페부스 _ 커뮤니티에 들어서자마자 마주보게 되는 카페부스. 이 곳에서 사람들은 간단한 샌드위치와 음료를 사먹는다.

씨앗보관소 / 농작물보관소 _ 씨앗 보관소와 농작물 보관소는 적정한 온도를 맞춤으로써 씨앗과 농작물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Depository for seeds and crops stores them by setting proper temperature.

Cafe booth is the first place that people meet when entering into the community.
Here people can enjoy sandwich and drinks.

라이브러리 _ 좁은 계단을 올라오게 되면 넓은 공간의 라이브러리를 마주하게 된다. 이 공간은 라이브러리의 중앙으로 큰 책장과
오브제적인 책상이 위치한다.

스탠딩부스 _ 앞에 카페부스에서 산 음료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서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This is a place to eat the foods bought at the cafe booth facing this place. Here, people chat.

After walking up the stairs, people can see the broad library. This is a center of the library with big bookshelves and objective desk.

쿠킹 스튜디오 _ 공유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서로 재배한 농작물들로 요리를 하게 되고 서로 공유와 나눔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작업실 _ 종이 공작소의 왼쪽에 위치한 공간으로 이 곳에서 사람들은 개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This is a shared space. With the crops harvested, people can cook together and share theirs at here.

On the left side of the paper workshop, people can do personal work.

수경재배 _ 이 곳에서 사람들이 모종을 키우는 동시에 그 공간을 거닐면서 하나의 산책로를 걷는 듯한 기분을 들도록 한다.

At the same time, people can take a walk as if they are walking on a real walkway.

공동 작업실 _ 종이 공작소 진입부는 넓은 공간으로 시작한다.

Paper workshop is also widely constructed.

SECTION

라이브러리

카페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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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쿠킹스튜디오

카페부스

쿠킹스튜디오

보관소

종이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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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페부스

커뮤니티에 들어서자마자 마주보게 되는 카페부스. 이 곳에서 사람들은 간단
한 샌드위치와 음료를 사먹는다.

Cafe booth is the first place that people meet when entering into the
community. Here people can enjoy sandwich and drinks.

2. 스탠딩 부스

앞에 카페부스에서 산 음료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서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This is a place to eat the foods bought at the cafe booth facing this
place. Here, people 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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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킹 스튜디오

4. 수경재배

공유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서로 재배한 농작물들로 요리를 하게 되고 서로
공유와 나눔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곳에서 사람들이 모종을 키우는 동시에 그 공간을 거닐면서 하나의 산책로
를 걷는 듯한 기분을 들도록 한다.

This is a shared space. With the crops harvested, people can cook together
and share theirs at here.

At the same time, people can take a walk as if they are walking on a
real walkway.

6. 라이브러리 오른편

7. 종이공작소 진입부

5. 라이브러리 중앙
좁은 계단을 올라오게 되면 넓은 공간의 라이브러리를 마주하게 된다. 이 공간은 라이브러리의 중앙으로 큰 책장과 오브제적인 책상이 위치한다.

After walking up the stairs, people can see the broad library. This is a center of the library with big bookshelves and objective desk.

8. 종이공작소 개인작업공간

9. 씨앗보관소/농작물보관소

라이브러리 오른편은 중앙에 위치한 라이브러리보다는 사적인 공간이다.이 곳에서 사람
들은 자신의 책을 골라 자리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다.

종이 공작소 진입부는 넓은 공간으로 시작한다. 사람들은 종이공작소에 들어
선 순간 나무의 물성을 느끼게 된다.

종이 공작소의 왼쪽에 위치한 공간으로 이 곳에서 사람들은 개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씨앗 보관소와 농작물 보관소는 적정한 온도를 맞춤으로써 씨앗과 농작물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The right side of library is for speculative purpose than the central part. People can sit and read books that they selected.

Paper workshop is also widely constructed. Here, people can feel the
traits of trees which is a raw material for paper.

On the left side of the paper workshop, people can do personal work.

Depository for seeds and crops stores them by setting prope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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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Model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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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관 I Kim Hyeongkwan

HEALTH & HAPPINESS

City Farm
도시의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내 손으로 신선채소를 기르는 도시농부가 늘고 있다. 농업이 도시를 만나면서 그 역할이 커졌다. 그동
안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이젠 먹을거리는 물론 건강과 환경개선 및 교육이나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들이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Urban Farms
Urban farmers who grow fresh vegetables by themselves in urban gardens or in weekend farms are increasing in
number. As agriculture encountered with the city, its roleshave enlarged. From an industry that produced people’s
food, it has changed into an industry that is needed not only for the food but also for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ife such as improving health, environment and education, and also to recover the community.

De Still
‘양식(the style)’에 해당하는 네덜란드어. 반 되스부르크Theo van Doesburg(1883~1931)를 축으로 몬드리안Piet Mondrian(1872~1944), 화가 겸 조각가 반통걸루Georges Vantongerloo(1886~1965), 시인 코크Antonie Kok, 영화감독 리히터Hans Richter(1888~1976), 건축가 우드J.J.P.Oud 및 리에트벨트Gerrit Rietveld(1888~1964) 등에 의해 1917년 네덜란드에서 결성된 기하학
적 추상미술 그룹. 반 되스부르크가 창간한 미술잡지《데 스틸》은 라이덴과 파리에서 1928년까지 계속 발행되었다.개성을 배제하
는 주지 주의적 추상 미술운동으로 데스틸의 디자인적 감각은 색의 사용보다 색면 구성을 강조하여 구성에 있어서의 질서와 배분이
중요하다.

Concept

It is a Dutch word that refers to ‘the style’. It is a geometric abstract art group formed in the Netherlands with the
lead of Theo van Doesburg(1838~1931) and Piet Mondrian(1872~1944), an artist and a sculptor GeorgesVantongerloo(1886~1965), poet Antonie Kok, movie director Hans Richter(1888~1976),an architect J.P.Oud and Gerrit Rietveld(1888~1964). An art magazin <De Still> founded by Theo van Doesburgwas published until 1928, in Leiden and
Paris. The design sense of De still, an abstract art movement that excludes uniqueness, emphasizes on the constituency of colors than the usage of the colors, and the order and allocation of colors are important in its constituency.

There are many reasons why people look for urban farms, but the biggest reason is to makea playground for children where they can feel emotionally calm, interact with nature,
and have eco-friendly experiences rather than the urban life. retrospect back to their childhood memories. When we think back to what is the most natural and rural thing, we can
think of the insects and wood we could find from the nature itself. The wood is a world-qualified furniturematerial for its scent and beautiful grain, and insects allow children to feel
the values in lifedevelop emotionally, and for the elderly, insects prevent dementias. Urban farming is good, but what the urban people truly need is healing. Therefore, the urban
farming plan is a tour farm so that the people can see, feel and experience with their own eyes, hands and body. We plan to make a place where people can relax.

206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도시농원을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에게 도심에 삶이 아닌 정서적으로 차분한 곳과 어린이들이 자연과 친화되여 놀 수 있게 하는것이다. 그리고 농원을 매개
체로 자신의 어릴때 추억도 다시 회상하려고 한다, 가장 농촌적인 자연적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어릴때 가지고 놀던 곤충과 자연에서 얻을수있는 목재 정도가있다. 목재는 향기나 아픔다운 결로 인
하여 세계에서 인정받은 가구 재료이고 곤충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합과 정서발달 어들들에겐 어릴때 추억을, 지극히 나이드신 분들에겐 치매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 도심
속 농원도 좋지만 도심 사람들에게 필요한건 힐링이다. 그래서 도심 농원 계획은 관광 농원으로 잡고 보고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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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취업과 공부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무중력지대 대방동(Seoul Youth Zone)’
이곳은 청년 실업자 300만 명이 넘는 우리 사회에서 취업이나 현실의 무거운 중력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
는 청년 공간이다.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쉬거나, 친구들과 세미나와 공부를 하고 창업 준비 모임을 갖는 등 청
년들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무중력지대 대방동은 열린 공간을 표방한 만큼 그 구성
또한 독특하다. 우선 규격이 일정한 컨테이너 모듈들이 건물 중앙의 라운지 공간을 감싸면서 중앙의 대규모 공
간을 제공한다. 둘러싼 컨테이너 각각의 내부 공간은 세미나실, 부엌, 화장실, 사무 공간, 2층으로 올라가는 계
단 등으로 구성되었다.

Site- Youth Zone, Dong-jak gu, Noryangjin ro 10, Seoul
It is a place for the exhausted young adults who are tired from job seeking and studying. Seoul
Youth Zone is a place where the youth can escape from the heavy burdens of job seeking and reality, in the society where there are more than 3 million unemployed youth.The youth can freely do
whatever they want to do in this place like relaxing while enjoying a cup of coffee,studying seminars
with their friends, gathering around to plans for starting a business. Youth Zone in Daebang dong
has a unique construction designs. Evenly sized container modules surround the lounge place in
the middle of the building and provide a largeplace in the center. The insides of each container
are consisted of seminar rooms,kitchen, toilets, office ares, and stairs to goup to the second floor.

SI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SITE- Youth Zone, Dong-jak gu, Noryangjin ro 10, Seoul

Recycle
폐기물을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친 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재생(Recovery)과정과 재사용(Reuse)을 포괄하는 것
으로 물질을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물질순환계로 재투입하는 개념이다.

This includes the process of recovery, which is to use discarded materials as resource after a certain process, and reuse, which is a concept to reinsert materials into the circulation of materials
after use, without discarding it.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한다.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났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
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
의 의미를 담고 있다.

One economic mode which means that the once produced product can be shared by many as
a means of cooperative consuming. This concept contradicts the Capitalist economy during
the 20th Century with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as its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not only the materials but also production facilities or services do not need to be owned
by anindividual but rather, it contains the meaning of shared consumption where people borrow what they need,and when they do not need it anymore, they lend the material t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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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사회인들은 주말농장에 매일가기는 매우힘들다.
주말농장에 가지 않고 자신이 키우던 음식도 계속키우고싶다.
주말농장을 집으로 가지고 가고싶다 생각 할 수 있다. 쉬운 방
법이다 가지고 갈 화분을 만들면 된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함
을 사가면되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체험도 해보며 새로운 라이
프 스타일을 즐겨본다,

PROGRAM

(Weekend Farming Program)
Busy urban people find it hard to visit the weekend farms
often. They wish to keep growing the crops they are
taking care of without visiting the weekend farms. They
might think that they want a personal weekend farm
nearby them. As an easy way, you can make a plant pot
that you can bring along with you. Those who do not have
enough time can buy containers. Those with enough time
to spare can go through new experiences and enjoy a
new lifestyle.

곤충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정서 발달 그리고 좋은 친
구가될수있다. 그중 장수 풍댕이는가장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종류의 곤충이다. 또한 어른들에게는 시골의 추억을 다시 생각
나게 하는 매계체도 될수있고 노인들에게 곤충은 치매 예방 교
과까지 있다고 한다.

(insect experience)
Insects allow children to feel the value of life and they
develop emotional senses.
Thet also can be great friends.
Beetles are one of the most loved insects, also grown
as a pet.
To adults,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trospect to
their childhood memories, and for the elderly, insects
may prevent dementia.

변태 과정 Evolution

전통 결구 방식

사개맞춤

주먹장맞춤

숨은 주먹장 맞춤

반턱 맞춤

알 egg

번데기 pupa

애벌래 Aebeolrae

맞춤과정

도면 확인

공구 손질

부재 재단

먹금 넣기

먹금 확인

금 넣기

위, 아래 확인

톱질

마무리 톱질

끌확인

끌질

가조립

맞춤 확인

내부확인

다듬기

홈파기

지판 재단

천판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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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넣고 가조립

연귀 확인

조립

대패질

대패질

완성

그란티 흰 장수 풍댕이

야크 시마스 디 사슴 장수 풍뎅이

메탈리퍼 장수 풍뎅이

유럽 코뿔소 장수 풍뎅이

사탄 장수 풍뎅이

셉텐트리오날리스 장수 풍뎅이

악테온 코끼리 장수 풍뎅이

켄타우르스 장수 풍댕이

헤라클레스 장수 풍뎅이

키론 장수 풍댕이

엘리파스 장수 풍뎅이

오각뿔 장수 풍뎅이

코카서스 장수 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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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라이브러리

안내 데스크

아트리움

기계실

사무실

전개도 development
학습 공간
사무 공간
공공 공간
라이브러리

평면도 plan

벽체 콘셉트 wall concept

측면도 side view

위에있 는 데스틸 그림(러시아 댄서의 리듬)을 보면 직선인대도 불구하고 리듬감이 느껴진다. 유동적인 선 없이 직선만으로 색과 배치를 통하여 여러가지 리듬감을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 그림을 벽체에
적용함으로 여러가지 공간이 연출된다. 통로와 그 마직막에 퍼지는 넓은 공간은 완전한 몰입을 할수있는 명료한 공간이되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공간의 역동성이 보인다. 공간의 상호관계는 통
로와 넓은 공간 통로와 넓은 공간 이런 방법의 개미집과 유사하다

When we see the De Still picture (Rhythem of the Russian Dancer) above, even though it is drawn by straight lines, we can feel a sense of rhythm. It does not have flexible lines, but
through the colors and arrangement using only straightlines, it delivers various rhythms. This picture can be used in the walls to produce various types of places. The corridors
and the wide place in the end can be a clear place where you can get preoccupied with your work.The place has dynamics that do not burden the eyes of other people. The mutual
relationships among the places are the corridors and wide places, the corridors and wide places, which is similar to an ant’s 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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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3D RENDERING
furniture library
학습 공간
사무 공간
공공 공간
라이브러리

목공실

강의실

충진공간

insect library
Information desk

기계실
2층 평면도 the second floor ground plan

휴식공간
휴식공간
안내 데스크

목재실

insect library

그림,가구 라이브러리

사무실

곤충라이브러리
1층 평면도 ground plan
지하 1층 평면도 first basement level
지하 1층은 그림, 가구, 곤충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있다. 그 사
이에 쉴 수 있는 아트리움과 밖으로 이어지는 휴식공간이 있다.
높이 차이가 있기때문에 정원으로 이어지는 서브 문이 1개있다.
1층은 거의 외부와의 소통하는 공간이다. 외부공간을 건물에 끌
어들여 차경을 만들고 물이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떨어지는 공
간이있다. 목재실에는 엘리베이터로 목재를 2층으로 보낸다. 2
층은 학습 공간이다. 사람들이 잘모르는 목공예에 대해 알려주
는 것이다. 목공예를 하기 위해 기계실과 강의실 그리고 창고,
흙충진 공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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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ement is consisted of pictures, furnitures and
insect library. In the middle, there is an atrium where
you can take a rest, and this place is connected tothe
outside as well. Since there are height differences, there
is one sub-door that joins the inside with the garden.The
first floor is a place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The outside area is brought into the building to make
borrowed scenery,and there is an area where the water
falls down from the first floor to thebasement.

The lumber room is on the second floor, and it has an
elevator which makes it easier to move wood around. The
second floor can be used as study rooms as well, where
they can study and make experiences to understand and
gain knowledge on wood and lumber. There also are
machines related to woodcraft and lecture rooms,store
house and a place to refill soil.
rest area

2016 Spatial Happiness

215

오기창 I O Kichang, 정다슬 I Jeong Daseul

GAME LIBRARY
몰입의 시간+영감의 공간

Time of immersion + Space of inspiration
도시의 빠른 속도에서 벗어나 일상을 사유하고, 몰입을 통해 잊혀졌던 아날로그 감성과 영
감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게임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안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다.

Escape from the fast speed of cities and think about life. Recover long-forgottean alog sensibility and inspiration through immersion. This is a new life
style suggested through a gam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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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TAGET

SITE PLAN

대지 계획은 게임의 기본 룰인 STAGE개념을 도입하여 STAGE는 각 각의 품종들로 구성된 텃밭이 되고, STAGE사이에 정비의 개념으
로 쉼터 및 작물들을 보관 할 수 있는 저장소로 구성하여 동선의 자유로움을 주는 동시에 게임 룰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무중력지대와 그 옆에 동작 주
말농장 텃밭으로 사용되어 있는 공간, 입구 바로 앞에는 지하철
1호선 대방역이 위치하고 있다.

고전 게임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
는 지금은 어른이 되어버린 사
람들,

There is a zero gravity zone in Daebang-dong, Dongjak-gu, Seoul, a vegetable garden for Dongjak weekend farm beside it, and Daebang Station on Subway
Line 1 just in front of the entrance.

Adults who have nostalgia
about classic games

CONCEPT

For the ground plan, the concept of Stage which is the basic rule of the game is introduced. The Stage becomes
a vegetable garden with various species. A storage is set up for resting and storing crops between the Stages
like the concept of maintenance. This gives freedom and allows users sense the game rules at the same time.

DESIGN PROCESS

게임 화면을 이루고 있는 픽셀들을 활용하여, 텃밭과의 연광성을 위해 텃밭 작물들의 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바이러스의 의
미로 접근, 픽셀들의 전염과 변이로 구조물들을 구축한다. 작은 픽셀들이 모여 하나의 화면을 이루는 것처럼 픽셀들은 커다한 구조
물을 이루어 표현된다.

하나의 픽셀

하나의 픽셀

하나의 픽셀

건물의 형태 (변이)

A pixel

A pixel

A pixel

Shape of the building (variation)

Watch the spreading of plant roots on the vegetable garden using the pixels comprising the game screen.
Approach them as viruses and build structures with the infection and variation of pixels. Just like small pixels
comprise one screen, they form and express large structures.

여러개의 픽셀 (전염)

텃밭의 형태 (변이)

건물의 형태 (변이)

A number of pixels (infection)

Type of garden (variation)

Shape of the building (variation)

사이의 공간 연출

Directing the space between

VEGETABLE GARDEN
01 컨셉의 기본이 되는 정육면체의 픽셀

- Cube pixels which form the foundation of the concept
02 픽셀들은 텃밭의 단 높이에 영향을 준다 (변이)

- Pixels influence the step height of the vegetable
garden. (variation)
03 벽의 조형적 형태의 모습 (전염)

- Formative shape of the wall (infection)
04 게임 공간에서의 픽셀의 모습 (변이,전염)

- Shape of pixels in the game space (variation, infection)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등장하는 텃밭 작물들을 재배 (당근, 시금치, 버섯 ,사과 , 딸기 등을 재배한다.)

Cultivate plants for the vegetable garden which appear as items in the game. (Carrots, spinach , mushrooms, grow apples , strawberries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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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STORY
로비
07 로비 입구에서 바라본 뷰 로비를 들어오자 마자 보이는건
형 계단을 감싸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이다. 미디어 파사드가
지는 이미지를 통해 보다 픽셀과 게임쪽으로 접근 할 수 있다.
형계단을 통해 지상1층으로 내려 갈 수 있고, 오른쪽 입구를
해 고가 통로로 갈 수 있다

게임공간

Lobby
07 A view from the lobby entrance. As soon as you enter the lobby, you can see a media facade surrounding
the round stairs. You can approach toward pixels and
games through the images of the mediafacade. You
can go down to the first floor through the round stairs
or go to the elevated passage through the entrance
at right.

라이브러리

Gamespace

원
가
원
통

Library

로비

Lobby

저장소 및 장비 대여소

Storage and equipment rental

STAGE 3

게임공간
08 고전게임, 현대게임, 미래형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픽셀들의 전염과 변형을 통해 공간을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와 발광효과를 통해 다른 공간과 대비를 주어 강
조하였다.

쉼터

Resting place

STAGE 4
저장소 및 장비 대여소

Storage and equipment rental

STAGE 2

저장소 및 장비 대여소

Storage and equipment rental

STAGE 1

저장소 및 장비 대여소

Storage and equipment rental

Game Space
08 This is a space where you can enjoy classic games,
modern games, and futuristic games. This space is
configured through the infection and variation of pixels. This space is accentuated by giving a contrast to
other spaces through an overall dark atmosphere and
luminous effects.

STAGE 5
쉼터

09 고전게임, 현대게임, 미래형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픽셀들의 전염과 변형을 통해 공간을 구성 하였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와 발광효과를 통해 다른 공간과 대비를 주어 강
조하였다.

Resting place
게임공간

Gamespace

라이브러리

Library

판매공간
로비

L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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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
Greenhouse
온실

09 This is a space where you can enjoy classic games,
modern games, and futuristic games. This space is
configured through the infection and variation of pixels. This space is accentuated by giving a contrast to
other spaces through an overall dark atmosphere and
luminous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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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STORY
라이브러리
Game story 적용
Game : Donkey kong (동킹콩)
동킹콩이 던지는 장애물을 피해 공주를 구출하는 게임
도서관 공간 계획
복층 구조 계단과 사다리를 통해 사람들은 이동하며 계단과 사
다리를 공간적인 면으로 활용하고, 그로 인해 재미를 얻는다.
참고 :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
슈팅, 액션, 어드벤쳐, 시뮬레이션, 롤 플레잉, 스포츠 , FPS 등
여러 장르의 게임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낄
수 있게 시대별로 정리한다.그리고 게임지식과 관련된 서적(게
임제작, 기획 관련 서적)들을 배치한다.게임 CD, PACK이 있어
사용자가 직접 경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둔다.

Library
Application of game story
Game : Donkey Kong
In this game, the main character evades obstacles
thrown by the Donkey Kong and save the princess.
Library Space Plan People move through a duplex-ty
pe stairs and ladder.Stairs and ladder are used as
spatial aspects, which givefun to users.Note: Hyundai
Card Music Library Many different genres of games
including shooting, action, adventure,simulation, role
playing, sports, andFPS are arranged by period so
that users can feel the flow of time from the past until
the present.In addition, books related to game (books
about game production and planning) are arranged.
There is a space where users can directly experience
game CDs and packs.

Cafe
Game : Tapper
In this game, guests come to the table and deliver beer within a
given time.

유기농 카페
게임 라이브러리는 게임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여
있는 곳으로Game story를 적용한 긴 테이블로 구성된 카페는 다른
카페와의 차별성과 독특함이 사람들간의 대화를 유도하여 커뮤니티
를 극대화 하였다.
사람들은 간단한 게임을 통해 주문함으로 즐거움을 주었다.

Organic Farm Cafe
Game library is a place where people with the common interest of
game are gathered. The Cafe composed of long tables to which a
game story has been applied encourages conversation between
people through its distinction and uniqueness, thereby maximizing
community.People place orders through simple games which are
fun.

09 카페를 통해 올라 왔을 때의 라이브러리 (2층)의 모습 동키콩
의 무거운 팩토리이미지와 수직의 이미지를 재해석.

05 Tapper의 게임스토리를 빌려와 긴 테이블로 구성된 카페의 모습 카페에서
큰 창을 통해 밖의 풍경을 볼 수 있다.

09. This is a view of the library (second floor) when you
go up through the cafe. The heavy factory images and
vertical images of the Donkey Kong are reinterpreted.

05 A view of the Cafe composed of long tables borrowing the game
story of Tapper. In the Cafe, you can see the outside scenary throu
gh the large windows.

10 연도별로 진열된 게임잡지와 3층으로 올라가는 메인계단이
아닌 숨겨진 또 하나의 계단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재미를 준다.

06 이용객들은 자신만의 유기농 레서피를 직접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게임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10. Game magazines are displayed by year and there
is a hidden stairs to the third floor besides the main
stairs, which give fun to users.

06 A game element was introduced to allow users to select their o
wn organic recipe and cook it.

09 라이브러리 3층의 모습 숨겨진 계단으로 올라오는 모습과 메
인계단 그리고 그레이팅으로 처리된 바닥면에서 이용객들은 게
임적 재미를 얻는다.

07 게임의 자유로운 이동 특징을 적용하여, 건물에 들어 왔을 때 카페로 들어가
는 입구와 라이브러리로 올라 갈 수 있는 계단이 있다.

09. A view of the library on the second floor. Going up
through a hidden stairs, main stairs, and the grating
ground provide the fun of gaming to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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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Game : Tapper (태퍼)
테이블에 손님들이 와서 주어진 시간 내에 맥주를 전달하는 게임

07 The free movement characteristic of game was applied. When
users enter the building, there is an entrance to the Cafe and
stairsgoing up to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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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텃밭과 쉼터, 온실과 고가 쉼터, 카페가 보이고 필로티로 인해 생긴 사이에 공간에서는 이용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다.

재배환경에 있어서 조건이 있는 농작물들은 온실을 통하여 재배 한다.

In the exterior, you can see the vegetable garden, resting place, greenhouse, elevated resting place, and Cafe. In the
inter-space formed by pilotis, users can sit and take a rest.

Crops that have conditions for cultivation environment are grown inthe gree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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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Model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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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경 I Lim Dakyoung

INSIDE OUTSIDE
내부같은 외부 외부 같은 내부

CONCEPT
내부같은 외부, 외부같은 내부
대지에 묘목농원을 구성하여 도심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형
성된 외부의 자연적 요소를 내부공간으로 끌어들이
다. 대지와 건물의 상호관입, 이로써 내 외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Inside as Outside, Outside as Inside
And by configuring the saplings plantation
on the ground to feel the look of the city
sokeseoneun not feel natural, it is attracted to the natural elements of the external
to the internal space thus formed. Mutual penetration of land and buildings, thus
blurring the boundary between inside and
outside has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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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BACKGROUND
도시 속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틈을 내어 클라이밍을 즐기는
사람들. 하지만 실내 클라이밍 센터들의 내부는 헬스장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내부 모두 벽으로 막혀 답답한 형태이다. 실내 클라
이밍이라는 운동이 본래 산에서 할 수 있는 암벽등반에서 시작
되었기에, 실내 클라이밍을 하며 산 속에 있는 듯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을 통해 얻을
수 있을 만한 체험을 함으로써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건강 커뮤
니티 센터를 설계하려한다.

People spend a busy day for taking a break to enjoy
climbing in the city . But the indoor climbing center
is just no different from general fitness center. It’s
stuffy form because of being walled up. Indoor climbing is started from rock climbing in mountain. So It
can feel like in mountain during climbing. Designed
for health community center for training mind and
body as providing a variety of information about the
mountain and getting experience from mountain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Seoul Dongjak Daebang 340 - 5
대방역 3번 출구와 근접하게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건물 뒤 편에 서울 여성 플라자
가 위치해 있다. 대지 근처에는 주거단지와 상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부지의 대
부분이 주말농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한 쪽에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위치해
있다. 주말농장과 청년커뮤니티센터는 전혀 연관성 없이 위치해 있으며, 주말농장의 관리
는 소홀히 되고 있다. 관리가 되지않고 있는 넓은 대방동의 대지는 정리된 도심 텃밭과 건
강커뮤니티센터로 바꾸어 보기에 적합한 사이트라고 생각한다.

It is convenient for transportation as located near exit3 Daebang station.
It is located in Seoul Women’s Plaza behind the building. There are many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 near the site. Most of the site currently use for weekend farm and located in community center for young
people on one side. There is no correlation for the location of farm and
community center and the farm is neglected the management. The site
is appropriate to rescale for urban farm and health communi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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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FLOOR PLAN

바쁜 일상을 보내며 틈틈히 건강을 위해 실내 클라이밍 운동을 즐기는 등반가.
색다른 실내 클라이밍을 찾는 사람들

Climber

Climber who spend busy life and enjoy indoor climbing exercise for
health in between times. People who find unique indoor climbing

FENCE PLAN

PROBLEM

EFFECT
2nd FLOOR PLAN

주변에 매우 높은 건물들이 많다.

There are many high building nearby

SOLUTION

PURPOSE

이 사이트 내부에 들어서면서 산 속에 있는 듯
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한다.

Walking in the site, it feels like seems
to be in the mountains

① 내부에 들어섰을 때, 외부에 대한 시선 차단으로 대지의 내부
공간 안에만 집중할 수 있다.

Entering inside, it concentrates on inside space by
blocking out eyes of outside.

②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궁금증을 유발하여 대지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대지의 울타리에 높은 교목을 이용한다.

Fence of the site is used by high tree.

People who pass outside can be made more interest about the site as causing curiosity.

BIRD EYE VIEW

1stFLOOR PLAN

B1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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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 여유 (relaxation) ’

‘ LIFE STYLE ’을 제안하다

① 물질적, 공간전,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

여유의 시간, 집중의 공간

The state that is getting enough time spatially and physically.

Times for relax, Space for concentration
도시의 빠른 속도의 삶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고 자기 자신과 자
신이 좋아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을 추구한다. 도시 생활
을 하며 지친 심신을 단련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
도록 하는것. 여유를 갖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이 공간이 제안하
는 라이프스타일이다.
1. LEVEL 변화를 통해 대지와 건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다.
LEVEL 변화로 인하여 각 대지의 층과 건물의 층들이 만나고, 대
지에서도 건물의 다른 층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대지와 건물의
수평+수직적인 소통 = 내외부 공간의 모호성이 나타난다. 또한
다양한 동선이 형성되고 어디든 대지 전체를 둘러보며 걸어다
닐 수 있는 산책로가 형성된다.

Changing the level make unclear the boundary of the
site and building. Each level of the site and building is
combined cause of changing the level. And it is possible to enter different level of building from the site.
It appears ambiguity between the site and building
that is horizontal and perpendicular communication
is same with the space for inside and outside. Also it
is built various moving line and trail that people can
walk around the site.

People like to have rest from busy life and concentrate on themselves and the things that they like.
Spend time for oneself by training tired mind and
body in urban life. Concentrate on oneself and have
relaxation. This space propose to do these for lifestyle.

TRAINING SPACE 교육공간
클라이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안전교
육을 하는 공간이다. 휴식공간도 위치 교육공간 밑에는
샤워실과 탈의실 화장실 등이 위치해 있다.

②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 상태
또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
The state that is thinking and acting calmly and slowly or
working generously.
‘ 집중 (concentration) ’
① 한 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임,또는그렇게 모음
Concentration of something is a large amount of it or large
numbers of it in a small area.

AXONOMATRIC
MANAGEMENT OFFICE 운영사무실

MEDITATION 명상실

커뮤니티센터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업무공간. 주 진입구가
위치하여 있다. 입구를 들어서면 카운터에서 이용자들을 처음
으로 맞이하며, 뒤 쪽의 공간에는 운영업무를 하는 공간이 있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가장
정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에, 동적 공간과 가장 멀리 배치

The space is for enjoying the time for oneself silently
and empty mind. It places far from dynamic space
because it has silence temper.

Working space for management of community
center. Main entrance is located. Walking the entry,
users meet first the counter and there is space for
working management behind the counter.

②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음
Concentration on something involves giving all your attention to it.

The space is for safety education before start
to climbing. There is rest area. There are
shower stall, changing room and rest room
under the education space.

INDOOR GARDEN 내부 텃밭
실내 공간 사이에 외부공간을 끼워넣어 내부공간과 연결되도록
설정하였다. 옆에 위치한 쿠킹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게 될 열매
를 키우는 공간으로 동선의 편리함 제공한다.
2. WALL 벽을 세워 만들어진 사이 공간에 자연을 담다.

The garden puts between inside and outside for
connecting with inside space. It offers convenient of
moving line to use fruits from the garden for cooking
studio.

실내에 외부를 담다. 내부와 외부의 공간 사이에 내 외부를 가르
는 벽이 아닌, 내 외부 사이를 이을 수 있는 가벽을 두어 가벽 사
이 생긴‘사이공간’에 중정과 내부 텃밭을 형성하다.

It takes nature in the space between the walls. Indoors is like outside. It is formed inside garden and
courtyard in the ‘space’ between fake walls that is
not the wall between inside and outside and it can
connect with them.

CLIMBING 클라이밍
커뮤니티센터의 주 사용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가장
요한 공간이다. 기존의 클라이밍센터의 벽을 이용한
태가 아닌. 공간 중간에 기둥을 세워 클라이밍을 할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커튼월 밖에 보이는 텃밭의
경이 보며,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중
형
수
조

This space is very important for main users in
community center. It can climb the center pillar in the space that is not used normal walls
like general climbing center. Therefore they
can enjoy climbing and see landscape of the
garden through curtain wall.

COOKING STUDIO 쿠킹 스튜디오

LIBRARY 도서관

내부 텃밭에서 기른 가시오가피 나무와 ,블루베리 나무에서 수
확한 열매들을 이용하여 음식이나, 건강음료 등을 직접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우측에는 요리하는 공간, 좌측에는 식사
공간이 있다.

산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이 있는 공간. 클라이밍이 취미인 사람
들에게 산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한 지식제공. 공간에 큰
창을 여러 곳에 두어 중정의 모습이 도서관으로 스며듦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사이에 가벽을 치면서 만들어진 공간. 내
부도 외부의 완충공간으로 내부도 외부도 아닌 모호감을 주기
위하여 설정

There are various books about the mountain. It provides knowledge that is detailed about the mountain
for people who has interest in climbing. The landscape of courtyard overlap with the library through
the large windows.

The courtyard is made from fake walls between inside
and outside. It gives obscurity that is not inside or outside as spatial buffering of outside.

Using the fruits that is picked from Siberian ginseng
and blueberry tree in the garden, users experience
making food and health beverage in the studio. The
right side is for cooking and the left side is for eating.

COURTYARD 중정

MASS PROCESS
3. WINDOW 큰 창을 이용하다.

동적공간 (클라이밍, 쿠킹스튜디오)과 정적공간(라이브러리, 명상
실)의 구분짓는다. 각기 다른 성질을 지닌 공간끼리 ZONING 한
후 MASS화 시킴. 그리고 다른 성격의 두 MASS 사이에 완충공
간을 넣음. 완충공간은 커뮤니티센터 운영실로 이용하여 주 진
입공간으로 설정

큰 창을 여러 공간에 구성하여, 모든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외부
모습을 내부로 끌어들이다. 큰 창을 통한 시각적 VOID 가 형성
되고, 이용자가 시각적으로 마치 외부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외부 공간의 모호성을 만들어낸다.

Use the large windows. Using the large windows in
several space, outside nature attracts to inside visually from every space. It is formed visual void from
the large windows. Users can feel visually seems to
be in outside and it makes ambiguity of the space for
inside and outside.
232 The 7th Hidden Space Project

하나의 공간

공간의 기능과
특징에 따라 분리
동적공간의 MASS
운영공간 MASS
정적공간 MASS

필요공간에 따른 MASS의 크기 변화

MASS의 배치

3개의 MASS 연결

각 MASS의 기능 분화에 따른
공간 추가

It is separate dynamic space (climbing, cooking studio)
and silence space (library, meditation room). It makes like
‘MASS’ after zoned for each different space. And mass for
two different space put spatial buffering between them.
The spatial buffering is used for management room for
community center and main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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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OR CLIMBING
실내 클라이밍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 일반 클라이밍 센터의 내부 시설을 보면 헬스장처럼 꽉
막힌 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그렇게 벽만 보고 올라가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안
을 하다. 본래의 클라이밍이란 산에서 즐기는 스포츠이다. 본질적인 클라이밍에 의미를 두어,
실내클라이밍을 하면서도 경치를 둘러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커튼월과 클
라이밍 벽이 아닌 기둥을 이용하여, 여러 시야로 트여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People who enjoy indoors climbing exercise. The internal facilities of general
climbing center is partitioned with walls like fitness center. People who exercise at locked with walls can climb enjoying the landscape in new space.Originally climbing is sports in the mountain. Meaning climbing intrinsically, it is
purpose to see the landscape during exercise indoors climbing. So using curtain wall and pillar that is not for climbing, it makes wide space from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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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TATION
산에서 할 수 있는 산림욕과 명상을 통하여 감정을 다스리고, 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하여 더욱 안정을 취하고, 자신에 집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으며, 여
유롭게 마음을 비우도록 한다.

This program is relaxation mentally and controlling of emotion through meditation and forest therapy in the mountain. According to do this, users can
have relaxation more and concentrate on themselves also empty their minds
easily.

▶ COOKING STUDIO

▶ LIBRARY

직접 재배한 것들로 체험을 즐긴다. 직접 재배한 블루베리 나무와 가시오가피 나무를 이용하
여, 건강음료와 음식들은 만들어보는 쿠킹 스튜디오 수업. 블루베리나무와 가시오가피 나무는
쿠킹 스튜디오 옆에 있는 실내텃밭에서 직접재배하고, 바로 수확하여 체험을 한다.

클라이밍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다. 산, 그리고 클라이밍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이 있는 도서관을 통하여 운동뿐 아닌 좀 더 넓은 분야에 자신의 취미인 클라
이밍을 접목시켜보는 기회를 준다.

Users enjoy experience by growing crops personally. Using cultivated Siberian ginseng and blueberry tree, they experience making food and health beverage in the studio. Siberian ginseng and blueberry tree is cultivated from
inside garden and experience directly.

Providing a lot of information to people who enjoy climbing. Through the library that have various books about the mountain and climbing, it gives opportunity to graft the climbing in wide province.

▶ INDOOR CLIMBING

▶ ICOURTYARD

쿠킹 스튜디오 옆에 위치해있다. 실내 텃밭에서 재배한 작물을 바로 쿠킹스튜디오에서 체험
할 수 있도록 편리한 동선을 고려하여 자리를 배치하였다. 또한 외부대지와도 연결되어있다.
외부이지만 내부공간에 둘러쌓여 마치 내부같이 느껴진다.

도서관을 둘러 싸고 있는 내외부의 사이공간 중정.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
기도 함. 중정의 모습이 도서관의 큰 창을 통해 고스란히 비춰짐. 도서관에서도 자연적인 모
습을 느낄 수 있다.

It is located by the cooking studio. It places the site to consider convenient
moving line for using cultivated crops in the studio and also connects to outside site. Outside space is like inside because of surrounding from inside
space.

The courtyard is space between inside and outside and surround the library.
It functions as passage for connecting to inside and outside. The landscape
of courtyard overlap library through the large windows. It can feel nature in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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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 IMAGE

LAND PLAN

▶ URBAN GARDEN
산에서 볼 수 있는 것, 구할 수 있는 것을 직접 재배한다. 커뮤니티 센터 이용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
지에 도심농원을 형성하다. 도심농원은 일반적인 주말농장의 형태가 아닌, 묘목농원으로 이용하여, 산에
서 볼 수 있는 나무들과, 산에서 약초나 열매 등을 구할 수 있는 약용수와 과실수도 직접 재배해본다. 체
험적 요소의 역할도 하지만, 이러한 묘목농원의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를 통해 산 속의 느낌을 연출한다.

Users cultivate seeing and getting in the mountain themselves. It is formed urban
garden on rest of the site except area of community center. Urban garden is not a
general weekend farm. Using for seedling farm, it can cultivate medicinal plants
and fruits that is from the mountain. It is part of experience points but it can feel like
in the mountain and give visual effect for entire seedling farm.

이용대지 뒷 골목으로 나갈 수 있는 2층
대지 계단

1층의 지붕 부분이 2층 건물의 정원으로 이용. 2층정원 및 2층 건물
로 진입 가능한 진입로

The stairs for second level of the site
connect to go out back street.

The part of the roof on first floor use for garden of the second floor building. Access Street is for garden and building
of the second floor

1층대지에서 2층의 정원으로 진입가능한 계단

운영공간의 주 진입로와 연결

도서관의 중정과 연결됨

The stairs for garden of the second
floor from the first level of site.

Connecting to main entrance
of management room.

Connecting to courtyard
of the library.

침엽수 묘목 재배

Cultivating needle leaf tree

운영공간과 도서관을 이어주는 데크와 연결

Connecting to deck between management room and library.

블루베리 묘목과, 가시오가피 묘목 재배묘목이
많이 자라게 되면, 내부 텃밭으로 이동하여 재배

If many Siberian ginseng and blueberry
tree grow, it could move inside garden
and cultivate.
1층의 쿠킹스튜디오와 운영공간을 이어주는
데크와 연결

활엽수 묘목을 재배

Cultivating needle leaf tree

Connecting to deck between cooking
studio and management room in

내부 텃밭과 이어지는 동선제공

Providing moving line that is connected
with inside garden.

대지 이용 주차장 및 주 진입로

The main access street and parking lot.

SECTION PLAN

COOKING STUDIO

INDOOR CLIMBING

MANAGEMENT OFFICE

MEDITATION

INDOOR GARDE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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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Model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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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고은 I Yoon Koeun

5 SENSES LIBRARY

오감발달 五感發達 LIBRARY

오감발달 五感發達 LIBRARY

감각이 모여 하나가 되는 공간

The sense of space is one gathering

아이들이 자라나는곳,
오감발달 LIBRARY.
오로지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한 공간으로서 어느공간에서나 아
이들이 뛰어 놀 수 있고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
하였다.

Where kids grow up, five sense defelopment LIBRARY
This is a place only for children and parents and constructed for children to run around and find information
in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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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TARGET

BACKGROUND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0-5 서울 중심에 있으며주변에 있
는 도로도 큰 편이고 버스도 많이 다니며, SITE 바로앞에는 대방
역 2번 출구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편리하다.

Placed in central of Seoul,340-5, Daebang-dong, Dongjak-gu, Seoul, Korea, the boulevard around this place is
pretty huge, and Daebang subway station’s exit No.2 is
also near the place.

서울 중심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접근이 편리하다

Located in central Seoul, close to
This approach is convenient

현대카드 라이브러리는 도시의 빠른 속도에서 벗어나 일상을 사
유하고, 몰입을 통해 잊혀졌던 아날로그 감성과 영감을 회복하
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카드가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안하는 새
로운 라이프스타일이다. 이번 설계는 또 다른 현대카드 라이브
러리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였다. 그래서 선택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오감발달 공간이다.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오감발달은 아이들이 성장할때 꼭필요
한 놀이라고 인식이 된다. 그래서 오감발달에 대한 정보습득과
동시에 체험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오감발달을위한공간으로 만
들고자하였다 그래서 텃밭도 하나의 오감발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미로처럼 길을 만들거나 감각이 하나씩 모이고 쌓여서 오
감을 만들듯 공간이나 텃밭도 쌓아 올렸다.

Hyundaicard library suggests new life style which considers daily life by escaping from the fast speed of city,
recovers inspiration and analog emotion , by being
immeresed.The design of thistime has started withthe thinking of making new hyundaicard library. So,we
choose ‘Five sense development space for children’.

Among nowaydays parents, it is quite awared that
fivesense development is vital playing during chidlren’s
growth.So we wanted to make space for specialized
five sense development, where people could get information of fivesense development and expericence.Because of that, we made road as maze ,and also upbilt
as fivesenses are made each by each sense, vegetable
has also built up.

주변동네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오감발달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와,한창 성
장해 나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

The children and parents who is interested in fivesnese
development and have children.

Connecting the city with the
surrounding neighborhood
Transportation is convenient places

CONFIGURATION SPACE

COMMUNITY CENTER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시각 ZONE을 따로 만들어 하나의 감각
만을 위한 감각의 공간 구성
미각 ZONE-아이들이 음식을 직접 맛보며 미각을 발달
청각 ZONE-피아노나 음악을 들으며 청각을 자극
후각 ZONE-텃밭으로 나와 흙,야채,꽃 냄새를 맡으며 자극
촉각 ZONE-모래를 만지고 자갈을 밟으며 손.발 촉각 자극
시각 ZONE-사계절을 따라 수시로 바뀌는 텃밭을 보며 시각

The sense of taste,hearing,smell,touch,sight has seperatley built for upgrowing Place for only one sense has
created.

The sense of smelling’s zone - going out to vegetable garden and stimulate sense of smell by smelling
soil,vegetable and flower.

The sense of taste’s zone - development of sense of
taste by tasting food by children themsleves.

The sense of touch’s zone - stimulate sense of touch by
touching soil and walk on pebble.

The sense of hearing’s zone - stimulate hearing senseby
piano playing or music.

The sense of sight’s zone - stimulate sense of sight byseeing the vegetable garden which changes by season.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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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 DESIGN

COMMUNITY CENTER PLAN

1층
1층에는 현관과 화장실 데스크 등 기본적인 가구나 공간이 있지만 쭉 들어가다 보면 아이들을 위
한 공간이지만 그 안에 있는 어른들을 위한 작품 전시공간과 정보검색 공간이 있다. 1층의 메인
장소는 미각발달 공간인 부엌과 식당이다. 부엌과 식당에서는 텃밭에서 가져온 식용꽃과 야채를
이용하여 비빔밥을 만들어 먹거나 화전을 만들어 먹는다. 이 미각발달 공간은 한단 아래에 있어
텃밭과 가깝고 폴딩도어를 통해 텃밭으로의 이동이 자유롭다.

텃밭은 계단을 많이 두어서 텃밭간의 이동
을 편리하게 하고 텃밭은 미로처럼 하여서
아이들이 텃밭도 하나의 놀이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였다.

In first floor, there is basical furniture and place like enterance,restroom or desk, but if
you go inside, though it’s for children, you can see the exhibition place and infromation
searching for adult inside of children’s place.The main place of first floor is kitchen and
diningroom. In kitchen and dinigroom, you cook ‘hwajeon’ or ‘bibimbap’ by using eating
flower and vegetables from vegetable garden.This The sense of taste place is under one
podium. So, it is near from vegetable garden and free to aproach to vegetable garden
from here.

For vegetable garden, it has located many of stiar for comfortable
move,and the garden had made like
maze for childrens to feel the vegetable garden is also aplaying space.

GARDEN PLAN

2층

텃밭

봄(spring)

가을(autumn)
상추, 초록색이며 음식을 만들어 먹기에 적합

Lettuce , green and make the food fit to eat
유채, 노란색이며 식용이 가능한 꽃

Rape , yellow and edible flowers available
여름(summer)
봉숭아, 먹을순 없지만 봉숭아 체험이 가능하다

balsam eat it is not but possible experience
장미, 빨간색이며 식용이 가능한 꽃

It rose , red , and edible flowers are available

국화, 노란색이며 식용이 가능한 꽃

Chrysanthemums , yellow and capable of edible
flowers
겨울(winter)
배추, 초록색이며 음식만들기에 적합

Chinese cabbage , green is suitable for making
food
베고니아, 분홍색이며 식용이 가능한 꽃

Begonias , pink and capable of edible flowers
주차장, parking lot
커뮤니티센터, 미각. 촉각, 청각. 발달 놀이공간

Community center , taste . Tactile , auditory development pla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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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은 3개의 단과 각각 다른 작물과 꽃이 심어진 텃밭이 7개
로 나뉘어져 있다. 주차장으로 들어와 입구로 들어서면 스케일
이 큰 텃밭과 함께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독특한 커뮤니티 센터
가 보이게 된다.
텃밭 중간 중간에는 휴식공간과 저장공간이 있어 넓은 텃밭을 둘
러보며 쉴 수도 있고, 미로처럼 펼쳐진 텃밭은 하나의 놀이공간
으로써 작용하여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된다.

2층은 라이브러리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컨테이너 안에있는 컨테이너는 아이들이 청각발달
과 촉각발달 놀이를 할수 있는 교실이 되어 방음을 잘 되게 한다. 또 말 그대로의 라이브러리도
존재하며, 단면도를 보듯이 아이들이 책장위로 올라가서도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놀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테라스로 나가면 컨테이너 주위로 자갈이 깔려있어 발로 밟고 다
니며 촉각을 자극 할 수도 있게 평면도에서도 오감발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테라스
에서는 텃밭을 구경 할 수도 있다.

In the 2nd floor, we can see well about library.container inside container becomes classroom where can children play hearing sense development and touching sense development, being well sound proofed.And there is actual library, and it is made children be
able to read ‘on’ the bookshelf like looking cross-sectional diagram.And going out to
terrace, there is pebble around container. So children can walk on it and stimulate sense
of touching. And from terrace, you can lookalong the vegetable garden.

The vegetable garden
The vegetable garden is seperated by seven of vegetable garden which has three podium, different grain, and
flower.Entering parking lot, you can look communication
center where is composed of big scale’s vegetable garden with container.In the middle of vegetable garden,
there is resting plade and restoring place, so you can rest
when you looking around huge vegetablegarden and becomes playable place that can childrencan play enjoyably
by affects as playing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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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테라스는 오감발달 공간에 맞게 촉각발달을 할 수 있도록 자갈
을 깔아 신발을 벗고 엄마, 아빠와 함께 아이가 자갈을 밟으며 촉
각발달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외에 청각발달 공간과
촉각발달 공간이 있는데 이공간들은 컨테이너 IN 컨테이 너 개
념으로 하여 컨테이너 속의 독립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감발달
LIBRARY에 맞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인 LIBRARY가 있는데
이 LIBRARY는 일반적인 그런 LIBRARYR가 아니다.
책장 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하여 하나의 놀이공간이 될 수
있다. 2층은 천장고를 높게하여 답답한 느낌이 아닌 트인 공간
이 된다.

The pebble is set up for development of touchingsense as
fivesense development space, andoutside of that, there
is plcae for development of hearing,touching sense. This
places independable from eachother as ‘container in
container’ idea.And as library, ther is library where you
can get information of fivesense, and it is not just normal
library.It made children be able to read ‘on’ the bookshelf
like looking cross-sectional diagram.The floor of 2nd celing is high so, it is not closed, but opned.

1층 주방
바닥 재질을 다르게 하여 공간을 나누고 단으로 요리공간과 시식
공간을 구분한다. 시식공간에서는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폴
딩도어를 설치하여 이동이 편하게 하였다.

We made kitchen floor different to divide space, and by
podium, the cooking space and eating space is divided.
For comfortable move to vegetable garden, the folding
door in eating place is displayed by front.

1층 작품전시, 미각발달공간
공간이 지루 하지 않도록 작품전시 공간도 두어 어린이와 부모
님이 같이 작품을 구경할수 있도록 하였고 미각 발달공간으로 가
기전에 정보검색공간을 두어 대기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하였다.

1층
1층으로 들어서면 화장실과 INFORMATION, 그리고 아이들을 위
한 공간속의 어른들을 위한 공간인 작품전시공간, 정보검색대
가 있고 1층의 메인 공간인 미각 발달 공간인 요리공간과 시식
공간이 있다.
미각발달공간은 요리공간과 시식공간을 단으로 인해 공간을 나
누게 되고 이 공간에서는 텃밭으로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폴딩도어를 전면으로 배치하였다.

Getting inside to 1st floor, ther is restroom and Information desk, and information desk,exhibitionplace for adut,
where is inside children’s place, And the main place,
sense of tasting’s development place, cooking placeand
eating place.The senseof tasting’s development place
devides cooking play and eating place by podium, and
also, for comfortable move to vegetable garden, the folding door is deisposed by front.

Not to make boring exhibition, The sense of taste’s zone,
there is also exhibition space where can kids and parents
look together, and the information searching space is before the sense of taste’s development zone,not to make
boring wating time.

2층 LIBRARY
2층 LIBRARY 에는 어른들과 아이들을 위한 서적이 구비되어있어
오감발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 2nd library, ther is books for children and parents you
can collect about information of fivesens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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