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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2: London Lost and Found

Cass Head of Interiors: the challenges of curating a brief for the studio that enables think-
ing of current issues and approaches and allows the student to develop their own practice.

It’s never been more challenging to curate a brief through which Interior students 
strengthen their skills while developing a process and practice. My studio has homed in 
on Lower Marsh 
Lower Marsh which lies just South of Waterloo and dates back to Roman times as it sat 
on a raised through road cutting through the surrounding Marsh lands adjoining the Cut 
where is became one of London’s longest market streets in medieval times.

The project identifies a cross section of themes and current issues surrounding iden-
tity and the make-up of a local High Street. It looks at values of authenticity, character, 
localism and how this conservation area sits within London itself. The project looks at the 
significance of living over the shop, and how the space above is as important as the row 
of shops beneath, where many dysfunctional non connected environments are often situ-
ated. The rising needs of suitable accommodation for both a growing older population and 
in expensive small spaces for the single inhabitant appeared to be paramount.
 
Lower Marsh sits in the shadow of Waterloo Station and whilst it has suffered the pervad-
ing pollution, it has remained quite secret and has avoided over development. However 
this is now about to change as Waterloo undergoes a revamp restoring the 4 Euro star 
lines for the South of England where the tunnels and vaults underneath are being devel-
oped into retail spaces and eateries to meet the needs of the travellers and other new 
surrounding developments. This will bring a new customer into Lower Marsh making it 
a more attractive business opportunity for high street retailers and therefore will provoke 
the argument of regeneration versus gentrification. Lower Marsh is also home to one of 
London’s oldest street markets and therefore has a very visible vibrancy; it’s quirky and 
has qualities that have been lost in many of high streets. 

Last year I was very fortunate to meet with a member of the UN disasters committee and 
have pondered over our very meaningful conversation ever since. Climate change is now 
presenting itself within the UK through devastating floods.  The Environments agency, via 
the website ‘ What’s in your backyard’ present high risk maps showing  areas deluged  
and overwhelmed by water.  The south of London is in great danger of being flooded. 
Apart from the obvious destruction to property research shows that the lasting emotional 
damage is significant where behaviour connected to a civilised society can crumble al-
lowing anarchic instances of violence and cruelty to breakout. Therefore the need to be 
prepared and to build in resilience for such a situation can’t be ignored and put off for 
another day. Lower Marsh gets its name from the time pre 1768 where it was in deed a 
marsh flanking the Thames and it’s this proximity to the river and the tidal forces will add 
to the overall inevitable destruction.

In order to house all of these issues within one project, I prepared a narrative that asked 
the students to design a Utopia which suggested that London had suffered one of the 
worst floods in history; consequently the whole of Lower Marsh was evacuated. Follow-
ing many weeks the flood subsided to reveal the true picture of damage and devastation. 
Through the seemingly hopeless challenge to repair and restore a wave of new inspiration 
emerged. A group of fresh thinking designers offer a new proposal that not only redresses 
the street and its properties but presents an innovative way of living, rejuvenating liveli-
hoods and the neighbourhood as well as crafting a new direction.  Is this a new republic, a 
new society or a fairy-tale?

It has been such a rewarding year; this scenario has offered the students a raft of mini 
briefs. The Utopia asks them to set up a programme where the inhabitants live as a col-
lective where there is an inherent support system requiring a sense of neighbourliness. 
Creating shared spaces and thresholds that encourages friendly behaviour perhaps de-
veloping a sense of the extended family. It may not be everyone’s cup of tea but how do we 
start to give the elderly better ideas for integrated living. Similarly student accommodation 
is proving to be a vast expense in London and in many cases a soulless experience. The 
whole idea of cohabiting has been explored and how there might be models of living that 
can be spatially quantified. We have explored ideas that surround moving the retail space 
up to the upper floors, increasing the business footprint and blurring the boundaries of 
public and private space, perhaps a family kitchen could also double up as a coffee spot 
for a bookshop. One of the students has looked at embedding a police house within the 
inhabited spaces, an old fashioned idea but perhaps custodianship might give the com-
munity improved confidence. The studio has developed ideas of flexible furniture that can 
be used in a multifunctional way for both the Interior and exterior, in a sense of prepared-
ness for the next flood where livelihoods could endure this short-term situation.

The studio are still developing their ideas but I feel that the job of the Interior designer is so 
important to make these human connected spaces and experiences effective and mean-
ingful, where I would argue that we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caring industries.

Studio 2: London Lost and Found

현재 이슈와 접근법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학생이 자신의 실습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스튜디오용 큐레이

터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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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학생들이 과정과 실습을 개발하는 동안 자신의 기술을 강화하는 간단한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스튜디오는 로어 마쉬, 더 낮은 습지는 Waterloo의 바로 남쪽에 있으며,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세 시대에 런던의 가장 긴 시장 거리 중 하나가 된 Cut과 인접한 주변의 습지대를 가로 지르는 

도로를 통해 자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제의 횡단면과 신원을 둘러싼 현안 및 지역 하이 스트리트의 구성을 식별합니다. 

진정성, 인물, 지역주의의 가치와 이 보전 지역이 런던 자체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 봅니다. 프로젝트

는 상점을 통해 사는 의미와 위의 공간이 여러 가지 기능이 없는 비연결 환경이 놓여있는 상점 아래의 상점만큼 

중요한지 살펴 봅니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단일 거주자를 위한 값 비싼 작은 공간 모두에 적합한 적응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Lower Marsh는 Waterloo Station의 그늘에 자리 잡고 있으며 퍼져있는 오염으로 고통을 겪어 왔지만 아직 

비밀리에 남아 개발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워털루가 터널과 지하실이 여행자 및 기타 새로운 주변 개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매 공간과 식당으로 개발되고 있는 영국 남부의 4개 유로 스타 라인을 복원하는 개조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제 변경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신규 고객을 Lower Marsh에 데려다 줄 것이며, 이로써 

번화가의 소매업체에게는 더 매력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이므로 재건 vs 진화에 대한 논쟁이 촉발 될 

것입니다. Lower Marsh는 또한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시장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활기가 

있습니다. 기발하고 많고 높은 거리에서 잃어버린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엔 재난위원회 위원과 만난 것은 매우 행운이었고, 그 이후로 우리의 매우 의미 있는 대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후 변화는 이제 막대한 홍수로 영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 기관, 웹 사이트를 통해 

‘당신의 뒷마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지역이 파고 들고 물에 압도 당했습니다.  런던의 남쪽은 홍수의

위험이 큽니다. 재산 연구에 대한 명백한 파괴와 별개로, 지속적인 피해는 문명사회와 관련된 행동이 무너질 수 

있으며 무정부 상태의 폭력과 잔인함을 조장 할 수 있는기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을 준비하고 

필요로 하는 탄력성을 무시하고 다음 날로 연기 할 수는 없습니다. Lower Marsh는 템즈 강을 건너는 습지에 

있었던 1768년 이전부터 그 이름을 얻었고 강에 인접해 있어 조력에 의해 피할 수 없는 파괴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런던에서 역사상 최악의 홍수 중 하나를 겪었다고 제안

한 후 유토피아를 디자인하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서술을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Lower Marsh 전체가 

대피했습니다. 수 주일 만에 홍수에 가라 앉아 손상과 황폐화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 영감의 물결을 

고치고 복원하고, 겉으로는 희망없는 도전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의 디자이너 그룹은 거리와 

그 속성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삶의 방식, 생계를 되찾은 생계와 이웃 및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공화국, 새로운 사회, 또는 동화일까요?

그것은 그토록 보람있는 해였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학생들에게 미니 보고서의 뗏목을 제공했습니다. 유토피아

는 주민들이 이웃에 대한 감각을 필요로 하는 고유한 지원 시스템이 있는 공동체로서 살고 있는 프로그램을 

설립하라고 요구합니다. 친숙한 행동을 장려하는 공유공간 및 임계값을 만들어 확장된 가족에 대한 감각을 

길러줍니다. 모두의 차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에게 통합된 생활에 대한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기숙사는 런던에서는 광대한 비용으로, 많은 경우 영혼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동거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이 탐구되었으며, 어떻게 공간적으로 정량화 될 수 있는 삶의 모델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소매 공간을 상층으로 이동시키고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공공 및 사설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모색했습니다. 아마도 가족용 주방도 서점의 커피 장소로 두 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 중 한 명은 거주지에 경찰관을 임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식 아이디어이지만 아마 관리인이 

커뮤니티에 개선 된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생활하면서 단기적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다음 홍수에 대한 대비의 의미에서, 내부 및 외부 모두 

다기능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가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이디어를 개발

하고 있지만 실내디자이너의 직업이 이러한 인간의 연결 공간과 경험을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중요

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돌보는 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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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Lost and Found
The project asks to establish a new charter that 
defines the site situated in Lower Marsh and to 
propose an ideal blend of shops and occupants who 
might inhabit the living quarters above the street 
where inspiration can be taken from the local demo-
graphic. Finally, Lower Marsh is under flooding risk 
due to its close proximity with the River Thames. The 
brief asks to consider the flooding issue and come 
up with an approach to prevent further damage from 
happening to certain areas of the building.

Lower Marsh and its surroundings are under 
constant development and improvement by the 
regeneration team to maintain footfall. The maps 
display the site context analysis.

Majority of the developments taking place in Lower 
Marsh and its surroundings doesn’t involve much of 
the community. The aim is to find the missing piece 
that could attract the community well as Southbank.

이 프로젝트는 지역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길 위의 거주

지역에 주거하는 입주자들과 상점들의 이상적인 혼합을 제안하

고 Lower Marsh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정하는 

새로운 설립허가를 구축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Lower Marsh은 River Thames과의 근접성 때문에 

홍수의 위험 하에 항상 노출되어있다. 이 보고서는 건물의 

특정한 지역이 이러한 홍수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접

근법을 제시하고 홍수 문제에 대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Lower Marsh과 그 주위 지역은 지속적인 개발과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유지하고자 하는 재건팀의 의한 향상하에 있다. 

지도는 지역의 내용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Lower Marsh과 그것은 주위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개발의 

대부분은 많은 지역 공동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Southbank와 같이 지역공동체가 눈길을 줄 수 있는 놓친 

부분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lizabeth House
Redevelopment of the 1960’s office block on York 
Road, with new routes between the station and York 
Road and improved space outside the Victory Arch.

Fire Station  - Turned into a bar/restaurant
Late Victorian 1910

Skill & Employment Centre + Library
Library being moved to another location in replace-
ment of a Meanwhile space that’ll support business 
start ups

Cycle facilities on Westminster Bridge proposed

Christ Church 1950s/60s Re-built postwar

Banksy Tunnel / Graffiti Tunnel
LCR submits proposals for new dining destination at 
Leake Street Arches

Widened foot ways using four colour mix granite 
sets
40 new cycle parking hoops

Redevelopment of site to provide 4 storey building 
plus basement that
Incorporates a 40 room hotel

First Indoor Skatepark Opens Under Waterloo 
Station

Waterloo Station 
Mid 18s

London Waterloo East / Overground

Southwark Station 

Lambeth North Station 

Westminster Station
Mid-Victorian

 Car and bus routes/stops
    St George’s Circus
    Lambeth Road
    Lambeth North
    Imperial War Museum

Most congested
Very slow moving traffic

Moderately congested
Slow moving traffic

Slight congestion Fairly fast traffic

No congestion Fast routes

Connections Congested Areas Footfall

Current footfall

Predicted future footfall

Waterloo station has 99,201,604 entries and exits 
in the year of 2013/14 ranked as first place for the 
busiest station.

Pedestrian flow

Public transport

Cycle station

Vehicle circulation

Open public space

The site

Yasemen Gokce
Studio 2: London Lost and Found
Year 3 Interior Design BA (Hons)

Current & Future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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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elevation

Additional door adjacent to the main 
entrance that leads to upper floors 

(resident)

Ground floor Second floor

First floor

Rear elevation

Lower Marsh

Graffiti wall running along the back covering a 
quarter of the building.

Site Analysis

The site for this project are the nine buildings 136-
127 located down the far end in Lower Marsh SE1 
7AE in the borough of Lambeth.
The site comprises three-storey late Georgian early 
Victorian building.

The surrounding buildings in Lower Marsh are 
similar to the format of the nine buildings with retail 
and commercial uses located on the ground floor 
with residential accommodation on the upper floors 
facing the street.

Adjacent to these buildings lies Leake Street tunnel 
which came to fame when Banksy hosted the first of 
the Cans Festival. The tunnel is also referred to as 
a ‘graffiti’ tunnel attracting local artists as well as 
Londoners. An art hub  called The Vaults is nestled 
in the tunnel hosting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and supporting emerging young international artists.

The area is populated with artist attractions how-
ever, just like the secrecy of these places keeps the 
artists in the area at low. 

 
The Vaults - Theatre, 
screenings hidden under-
neath.

Discreet graffiti tunnel in 
Leake Street. Lit with lights 
lined on each side of the 
tunnel but not enough to 
block out the dark.

House of Vans skate park 
beneath Waterloo
Station.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장소는 Lambeth 자치구 내의 Lower 

Marsh SE1 7AE의 맨 끝에 자리잡고 있는 136에서 127까지

의 9개의 빌딩이다. 

이 장소는 조지왕조 말엽부터 초기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3층 

높이의 빌딩을 포함하고 있다.

Lower Marsh내의 주위의 빌딩들은 거리를 맞대고 높은 층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시설이 있고 1층에는 소매 그리고 

상점들이 위치한 9개의 빌딩의 형태와 비슷하다.

이러한 빌딩에 인접해 있는 Leake Street tunnel은 Bansky가 

Cans Festival를 처음으로 주최했을 때 유명세를 얻은 곳이다. 

또한 이 터널은 런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예술가들에

게 인기 있는‘graffiti(낙서)’터널로 알려져 있다.

The Vaults라고 불리는 art hub는 젊은 국제적인 예술가들의 

진출을 도와주고 현대예술 전시회를 개최하는 곳으로 터널 

내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예술가들의 명소로 

붐비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들의 비밀이 모두 그렇듯이 지역 

내의 예술가들을 맞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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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high numbers of lone parents, couples 
with or without children and one person house-
holds that occupy the most in Lambeth. Generally, 
one person households are more on the rise than 
any other due to gentrification families are being 
removed from the borough.

Lambeth에는 높은 숫자의 아이들이 있는, 또는 없는 단독적인 

부모들과 커플이 있고 한 사람의 가계구조를 이루는 형태가 주

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치구내에서의 상업화의 특성에 

의한 원래주민의 이탈현상 때문에 그 어떠한 가족형태보다도 

한 사람의 가계구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Families have to make a living by working which 
decreases the time they get to spend with their 
kids and parenting therefore lacks. Furthermore, 
children miss out on basic skills such as communi-
cation to socialise and disciplinary.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가족들은 그에 따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의 감소를 나타낸다. 더하여서 

아이들의 사회규범과 사회화를 위한 의사소통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기술을 놓치고 있다. 

Most deprived

Least deprived

Ba
ng

lad
es

hi

Pa
kis

tan
i

Bl
ac

k o
the

r

Bl
ac

k A
fric

an

Bl
ac

k C
ar

ib.

REGENERATION
Household 
Income

Flexibility in prices

Inclusive Students
Reduction in 
crime rates

Safer community

Creative workshops

Gain skills Social skillsReduction in 
poverty

Support

Families

Lower Marsh and its neighbourhood are being im-
proved through many developments. These involve 
hotels, boutiques, Meanwhile space (waterloo li-
brary) etc. Amongst them the main focus weighs on 
to increase the economy more through footfall and 
by this businesses such as the above are required. 
This is a vital part for the area however, when home-
lessness is at crisis or families that have to share 
accommodations, creating too many hotels uses up 
space. There’s a graffiti tunnel for artists but hardly 
any workshops to extend their ability.  So far the aim 
for Lower Marsh is to bring people in. Community 
services/facilities seems to be lacking. 

Demographics

이 지역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무주택자 또는 주거

를 공유하는 가족들은 위기에 몰리고 있다. 낙서터널과 같은 

장소가 예술가들에게 있다지만 그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작

업장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Lower Marsh의 목적은 

그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시설물들이나 공공의 서비스는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경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있고 위에 언급한 장소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 지역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무주택자 또는 

주거를 공유하는 가족들은 위기에 몰리고 있다. 낙서터널과 

같은 장소가 예술가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작업장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Lower Marsh의 

목적은 그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시설물들이나 공공의 서비스는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The aim should be to provide services as well as still 
having a good impact on the economy.
The collage/diagram to the right shows what 
regeneration should actually be about. Main focus 
besides the general analysis at this stage will be 
the: community, families and students.

개발의 목적은 경기에 대해 여전히 좋은 영향을 주면서 또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른쪽에 있는 콜라

주와 다이아그램은 어떠한 부흥의 행동이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에 관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일반적인 분석에 더한 주된  

요점은 지역공동체와 가족들, 그리고 학생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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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ippets of the idea collage with the television 
screen reflecting filmmaking workshop. Two people 
at the side with different interests but work under 
the same shed. The girl in between keeps an open 
mind for both. E.g. Exhibition & films

영상제작 워크샵을 반영한 텔레비전 스크린을 지닌 콜라주 

개념의 토막들. 다른 관심을 표방하는 측면의 두 사람, 그러나 

같은 작은 공간하에서 작업.

3. The ladder represents going after your dreams 
away from the monotone routine city life.

사다리는 단조로우면서 일상적인 도시 생활로부터 벗어난 

당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 The buildings metaphorically are ‘flying’ meaning 
two things: This place is like no other and it repre-
sents a ‘dream land.’

빌딩들은 두 가지 것을 의미하는‘flying’을 나타내는데  

이 장소는 다른 어떠한 것과 같지 않고 dream land를 

대표하는 것이다. 

2. The bubbles represent people have reached their 
dream once they’ve entered the buildings to achieve 
their goal.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빌딩에 들어간 

직후에 거품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에 도달했음을 나타내

고 있다.

Utopia Dream

1

2

3

4

Utopia 16 launched an event for artists, designers, 
provocateurs and thinkers to experiment with ways 
people might live, make, work and play. Everyone 
had a chance of dreaming and putting it out there via 
their own interpretation whether it was through art 
or music. There was no right or wrong but freedom 
to dream, and having an open mind about each 
other’s world. 
Everyone is different in their own way and this 
shouldn’t effect human nature, human interaction 
and support for each other. 

Utopia 16은 예술가들, 디자이너들, 군중을 이꾸는 사람들, 

그리고 사색가들이 사람들이 살고 만들고 일하고 그리고 즐기

는 것들에 대한 법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예술 또는 음악을 통해서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해석을 통해서 꿈을 꾸고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고 꿈에 대한 자유 

그리고 각각의 세계관에 관한 열린 사고방식만이 존재했다. 

모든 사람은 그들 스스로의 방법이 다르고 이러한 것은 

상호작용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는 인간 그 자체 본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콜라주 표현은 Lower Marsh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고 이 지역

은 Filmmaking의 기반을 나타낼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각각의 

다른 작업장을 위한 대중. 그리고 지역 공동체 사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것들을 지역에 이주시키고자 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젊은 기술자들, 학생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미혼 부모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이벤트와 토론회를 통한 창작활동에 

참석하는 5세에서 24세 사이의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다.

 

The collage displays the street of Lower Marsh and 
the site will be based on Filmmaking. The idea is to 
provide services for the artists that seem to popu-
late the area the most including the public and the 
community for different workshops. Students ages 
between 5-24 to participate in creative activities 
through workshops and events providing accommo-
dations for young professionals, students and single 
parents with children.

Concept Collage

Utopia Film making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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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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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BETTER LIFE STYLE

INTERACTION

WORKSHOP INHABITANTS

TH
R

O
U

G
H

The 8th Hidden Space Project  2017  Reinterpretation 2322



Proposed longitudinal section

The proposal divides between two parts: living 
space and the shop floor. The shop floor will contain 
screening, studio floors for students, gallery for 
artists, library/archive, public workshop and facility 
and a cafeteria. The main space which holds the 
cinema and the studios are the focus point of this 
project alongside with the thresholds designed for 
the living space. The cinema screens provide multi-
functional use for different purposes and for various 
events. With advanced technology, the screens could 
move up and down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screening with suspended two-way projection 
systems. 

Main space

Gallery

The diagrams investigates different ‘box exploded’ 
options that will enable the user multiple  experi-
ences and the chance for the students to experi-
ment with different media in the growing technology 
industry, to capture the audiences attention in 
regards to deliver a message through the films they 
produce. The layers of different media also reflects 
the hidden layer of Lower Marsh ‘The Vault.’

다이아그램은 성장하는 기술산업에서 학생들이 다른 미디어를 

실험할 기회와 그들이 제작한 영화들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

하는 것과 관련한 청중의 관심을 잡는것, 그리고 사용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른‘box exploded’

options을 조사한다. 다른 미디어의 각 층은 Lower 

Marsh‘The Vault’의 숨겨진 층을 또한 반영한다. 

360 degree cinema

Virtual reality
4 view point inside out

Lay down cinema

Projection mapping

이 제안은 living space와 the shop floor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shop floor는 스크린 시설, 학생들을 위한 

studio floors, 예술가들의 위한 화랑, 도서관/기록 보관소, 그리

고 대중의 작업장, 시설물과 카페를 포함하고 있다. 

영화상영이 가능한 main space와 studio는 생활 공간으로 

고안된 시작점과 함께 이 프로젝트의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이

다. 다양한 이벤트와 다른 목적들에 맞추어서 영화 스크린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진보된 기술과 함께 suspended two-

way projection systems에 따른 상영의 목적에 따라 영사막은 

위 아래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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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ment 1

Ground floor Second floor

First floor

Basement 2

Proposed plans 

SHOP FLOOR RESIDENTIAL FLOOR

Elevation drawing of the dividers
Frame thickness 30mm
1/ Tracker thickness 40mm

1Rooms for students and young professionals are 
provided with two to three sets of dividers sitting 
at each end of the corridor. The divider is made of 
timber with an opaque fitted glass panels inside its 
frame. The glass has its own functionality allowing 
the inhabitants to interact with. The glass panels 
situated between the divider frame mimics the 
function of a blind curtain which therefore creates 
snippet openings to view the outside / corridor. This 
enables quick communications between the outside 
and the inside without having to open up the divid-
ers. This also gives enough privacy for the inhabitant 
by giving the freedom of interacting without having 
to invite anybody in to the room.

Ground floor:                
- Gallery                
- Multi-purpose room (workshop)
- Cinema           
- Cafeteria 
- Library 

Basement:        
- Multi-purpose room (Lecture)
- Studios           
- Film studios
- Archive           
- Cafeteria 

First floor:
- Student, young professional and single parent 
accommodation
- Play/work space
- Kitchen
- Bathroom

Second floor:
- Student and young professional accommodation
- Utility room
- Bathroom

Left: two student’s bedroom / Right: Single professionals bedroom

Inhabitants communicating between the glass panels

Living space threshold visuals

젊은 기술자들과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은 복도 각각의 끝에 

위치한 두 개에서 세 개의 단위의 칸막이들과 함께 제공된다. 

칸막이는 그것의 틀 내에 불투명한 유리 패널과 함께 목재로 

만들어 진다. 유리는 거주자들이 상호 교류 가능하게 해주는 

나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분리 틀 사이에 위치된 유리막은 그에 따른 외부와 통로를 

보기 위한 토막의 개방시야를 만들 수 있는 블라인드 커튼의 

기능을 흉내 낸다. 이것은 칸막이를 여는 행동없이 내부와 

외부 사이에 빠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이것은 거주자들에게 방안으로 누군가를 초대하지 않고도 

교류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충분한 사생활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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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stasiya Vodolagina
Studio 2 / Year 3
Lost and Found
Interior Design BA(Hons)
ckollibri@gmail.com

Name of the project: LAE Land

Noise Sun rise

Main roads

Cycle routes

Pollution Sunset

Position of sun 
at different times

Bus routes

Access

Connection map 

To understand the site better the maps of access 
routes, connections, noise, pollution and also sun 
path were produced.
From the connection map we can see that 136-127 
Lower Marsh sits within good location. It is close to 
River Thames, Waterloo station and Westminster 
Bridge.
Also there is a number of theatres and schools in 
the area, hospital, street market and local shop and 
cafes.

지역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한 접근경로, 연결노선, 

소음, 공해 그리고 또한 태양의 이동 경로는 이미 제공되었다. 

연결 노선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136-127 Lower Marsh은 

좋은 위치 내에 자리 잡고 있다. River Thames, Waterloo sta-

tion and Westminster Bridge 근처에 있으면 몇몇의 학교와 극

장 그리고 병원, 시장골목과 상점과 카페들이 자리 잡고있다.

Noise and pollution map 

Noise and pollution map shows this area is polluted 
because of number of cars, taxis and trains. Plus 
these factors make the area noisy.

소음과 공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은 다수의 자동차, 

택시 그리고 열차에 의한 공해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The sun path 

Sun path map shows the location of sun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1600, 1200, 900.
It shows that our street is getting enough day light, 
but not for long time and also nearby buildings 
might block it at some point.

태양의 이동 경로 지도에서는 1600, 1200, 그리고 900라는 \

각각의 시간에 따른 태양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근거로 이 거리는 충분한 낮 시간을 보여주기

도 하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라 할 수 없고 일부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태양빛 역시 빌딩에 의해서 차단을 당하는 경우도 있

을 수 있다.

Brief
Living Over the Shop 
LAE Land

The project asks to establish a New Charter that de-
fines the site and propose the ideal blend of shops, 
cafes and occupants who might inhabit the living 
quarters above the street where Inspiration can 
be taken from the local demographic and history 
context.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을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설립안을 

수립하고 역사적인 상황과 지역 인구통계로부터 얻어진 원천을 

기반으로 거리 주변의 주거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카페 

그리고 상점들의 이상적인 혼합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Keys:
1. create a utopian society
2. think of the client and their needs
3. make a storage unit for one of the inhab-
itants
4. create a threshold between the occupants 
5. think of danger of flood

1 2 3 4

Materials and features of existing buildings:

1. brick walls
2. sash windows
3. glass windows fronts
4. chimneys
5. graffiti at the back
6. additional porches
7. terraces
8. glazed flat
9. stairs at the back

1 2 3 4 5

Rear elevation of existing buildings

Front elevation of existing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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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st of October

22nd of October

23rd of October

24th of October

25th of October

Differences of height of Thames 
during the day

7,50

0,70 m - estimated flood level

6,00

6,30

1,00

1,50

0,50

1 3 5 7 9

My Utopia proposal for the project is based on the 3 
main points: learn, act and enjoy. These aspects will 
connect every user in neighbourhood to each other.
We are looking at Lower Marsh from two perspec-
tives: normal weather condition and flooding - which 
will give the street two different looks.
During normal period the street acts as usual 
pedestrian street with tree street markets, bicycles 
routes and adult learning centre.
Where in case of flood the street market still can 
function because of the location on the trees and 
connection bridges inbetween (see street market 
detail). However I would like to propose to open 
the basements under 127 136- Lower Marsh and 
connect it to the tunnel in order to reduce the water 
level and make a route for water to escape faster.

Utopia proposal for Lower Marsh

20-24 30-44 25-29 60-64 5-7 85-89 18-19

Looking at demographic of Lower Marsh I made some conclusion:

1. majority of population of Lower Marsh is fairly young
2. people mostly live by themselves 
3. and they live in terraced housing

According to this I took the main points of data for my project:

1. age: 19-18, 65-59, 24-20
2. occupancy: 4 people, 2 people
3. housing: detached
4. health: good

Demographic  survey

7-00 7-00 -7-45 7-45 -8-30 9-00 13-00 13-00 -14-00 14-00 -19-00 19-00 -22-00 23-00

Waking up Meditation Breakfast Studying Lunch Research LAB, studying Dinner Sleep

8-00 8-00 -8-45 9-00 9-00 13-00 13-00 -14-00 14-00 -19-00 -20-00 20-0019-00 -22-00 23-00

Waking up Opening the observatoryBreakfast Tours around the observatory Tours around the 

observatory

Lunch Watching sunset Dinner Sleep

Day in a life of: scientist schedule

Day in a life of: student schedule

Normally the basement is open to the public.
the main reasons for the floods in London in the 
past is because of great amount of precipitations in 
1928 and 1933.
Also because the banks of Thames were moved 
closer to each other this made a difference to the 
other water height. Also recent floods happened in 
London in February 2016. Charing Cross, Green-
wich, West London were flooded.

이 프로젝트를 위한 나의 유토피아 제안은 3개의 주된 요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배움, 행동 그리고 즐거움. 이러한 관점

들은 이웃들과 내의 모든 사람 서로에게 연결될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의 시각에서 Lower Marsh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

인 날씨의 지역과 홍수시의 지역,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시각

은 두 개의 다른 거리 전경을 나타낸다. 정상적인 기간 동안의 

거리는 야외시장, 자전거 통행로, 그리고 성인교육이 이루어지

는 전형적인 보행거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홍수의 경우에도 거리시장은 여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무와 연결사이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넘치는 물이 좀 더 빨리 지나가고 수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27, 136- Lower Marsh밑의 지하를 개방하고 

그것을 터널과 연결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지하는 대중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과거 런던의 홍수들의 

주된 이유는 1928년과 1933년의 거대한 양의 강수량으로 

기인한 것이고 또한 Thames강의 둑이 서로 간에 움직임에 

따른 해수면의 변화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또한 최근의 홍수는 

2016년 2월에 일어났으며 Charing Cross, Greenwich, West 

London지역이 홍수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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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Proposal

Section AA

Also my Utopia living environment resolved issues 
of shortage of housing, accommodation and lack 
of design thinking in communal housing. LEA Land 
makes users happier and healthier, because of 
pausing moments in the spatial experience and 
reduces the level of stress.
I would like to propose to open the basements under 
135-128 Lower Marsh and connect it to the tunnel in 
order to reduce the water level and make the route 
for water to escape faster.
In normal time open basement functions as open 
public place.
In case of flood water resiliant materials are used.

Main points of the LEA Land is to :
1. introduce new form of the communal living with 
act and enjoy values. Providing spatial experience 
with the maximum cohabiting users as possible.
2. providing learning spaces, which keep users 
interracted and interested in the subject.
3. encourage people to «slowtime» theory of living. 
This theory is based on relaxed and leisurely pace 
of living, preparing home-made food (slow food) and 
time to share it with others.

또한 나의 이상적인 생활환경 계획은 공용주택의 디자인 

아이디어의 부족, 숙박 그리고 주택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LEA Land는 사용자들을 좀 더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스트레스의 수준도 감소시켜준다. 넘치는 물이 좀 

더 빨리 지나가고 수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27 136- Lower 

Marsh밑의 지하를 개방하고 그것을 터널과 연결하는 것을 제안

하는 바이다. 일반적인 생활하에서 지하실은 열린 대중의 공간

이다. 홍수를 대비해서 물 복원력이 뛰어난 원자재가 사용된다.

LEA Land의 주된 요점들은 다음과 같다.

1. 행동과 즐거움의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공용의 삶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 가능한 최대의 공동의 생활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의 경험 제공.

2.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을 제공.

3. 사람들에게 <느림>의 미학을 느끼도록 독려. 이러한 <느림> 

이론은 편안하고 즐기는 삶의 속도를 기반으로 한다.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고 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

Tree stree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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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inspiration for the library was taken from 
the Lambeth Palace and its wood carved details. 
Ceiling in the library of the Palace reminded of 
the skeleton and the animal ribs. Precedent of the 
library in Monterrey, Mexico inspired by its unique 
shelving units, which wraps around the building 
structure, creating dome like shape.

도서관의 주된 디자인은 Lambeth Palace와 그곳의 나무조각 

디테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팔레스 도서관의 지붕은 뼈와 동

물의 갈비뼈를 형상화한다. 

Interpretation of the carcass developed from 
Lambeth Palace

Due to Sou Fujimoto precedence of the living 
accommodation ‹The small house - Big idea›, I have 
proposed an open space. 
The many layered platforms make all the inhab-
itants walk across the space and creating con-
nections between those, who live in, and visiting 
students.

Threshold
The project asked us to design a threshold. The 
threshold is a place of connection, which in this case 
is the set of stairceses. The staircases are there 
to make connections, moments of pause, relaxing 
areas and gathering points. They are a comfortably 
bid to sit on for prolongated time.

<The small house - Big idea>에서의 소우 후지모토의 living 

accommodation의 사례를 적용, 열린 공간은 제안하고자 한다. 

많은 층별 플랫폼은 모든 거주자들로 하여금 공간을 가로질러 

걷게하고 그곳에 살고 있거나 방문한 학생들 간에 연결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우리들에게 디자인의 기준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안은 연결의 장소이고 일련의 계단이 

그 역할을 한다. 계단은 그곳에서 연결이 이루어지고 여유있는 

공간, 그리고 모음의 공간인 것이다.

Visuals of the library 

Visuals of the library 

Visuals of the library 

1 3 5 7 9 1 3 5 7 9

The 8th Hidden Space Project  2017  Reinterpretation 3534



Visuals for the student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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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observatory on Lower Marsh:

1. educational centre - teaches about dependency 
on stars
2. social space - to meet new people and talk, have 
meal together
3. relaxing area - slow living experience - watching 
clouds on the rooftop swimming pool and terrace

The main staircase connects to the observatory and 
allows people experience the whole interior. 
Due to flood issue this installation is made of thin 
steel rods (reference to the heavy rain) and thin 
layer of water on the basement floor (flood level). 
The walkway surrounded by mist, therefore visitors 
feel the water and also watching projection on the 
water below. 

1. 교육 센터 - 별의 종속관계에 대한 가르침

2. 사회적인 공간 -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애기하고 

   식사하는 곳

3. 여유로운 공간 - 느린 삶의 경험 - 지붕에서 구름 구경하기, 

   수영장 그리고 테라스

주 계단은 전망대를 연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의 내부를 

경험하게 해준다. 홍수문제로 이 설치물은 얇은 철 막대기(폭우

에 관한)와 지하층에는 물의 얇은 층으로 만들어진다. 

Visuals of the observatory

Visuals of the scientist,s flat

Street view: tree market

Visuals of the observatory: rooftop
In case of flood the special walkway have been 
designed. Inspiration is taken from Venice. However 
this walkway is more functional. In normal times the 
walkways can be closed, locked back to the building 
facade. When it floods, the cover slides towards the 
person on the street and opens. To make this more 
secure, there are locks to securethe bridge legs.
Hard granite surface makes the element look more 
high finished, and brass details add delicacy.

홍수에 대비해서 특별한 보행로가 디자인 되었다. 이 디자인은 

베니스로부터 차용한 것이나 이 보행로는 훨씬 기능적인 면을 

강화했다. 홍수가 없는 기간에는 보행로가 빌딩의 정면 쪽으로 

잠긴 상태로 폐쇄된 채로 유지된다. 홍수가 일어난 경우에는 

열리면서 거리의 사람을 향해서 커버가 미끄러진다. 훨씬 안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리의 교각에 잠금장치가 위치한다.
Sketch of detail 
of walkway: flood issue

Metal structure

Root bawl

On the terrace there is a opportunity to watch 
clouds and relax. On the rooftop there is a special 
swimming pool to sit and relax, while watching the 
sunset.

테라스에는 구름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옥상에는 특별한 수영장이 있어서 태양광을

 느끼면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Street market detail 

In order to keep street market alive 
during the flood, the idea of tree market 
was developed. By planting extra trees 
and placing market stalls on them, 
street market will be functioning during 
the flood.

홍수기간 동안 거리시장의 생존을 위해서 

나무 시장이란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여분의 

나무를 심고 그것들에 시장상점을 위치시켜서 

홍수기간에도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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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over the shop : London Lost and Found 

Studio scenario: “The studio sets up the premise 
that due to climate change, London has suffered 
one of the worst floods in its history, Lambeth has 
been swamped and deluged with flood water, no one 
and nothing except emergency vehicles can enter, 
instigating a complete evacuation of the area. 
Lower Marsh is left waterlogged and empty. Its 
eighteenth and nineteenth-century buildings which 
were already in a state of disrepair are now ruined. 
Businesses and homes have been abandoned. After 
many weeks the flood subsides, revealing the true 
picture of damage and devastation.”

Sandra Wozny
sanynzow@gmail.com

The brief “Living Over The Shop” focuses on Lower 
Marsh street that is located in South East London. 
Students were given 9 buildings as the site project, 
numbered from 127 to 136 on Lower Marsh street. 
The 9 buildings are in a horrible post flooding state 
and the  main point of the project is to redesign the 
buildings having in mind that there is a big risk of 
another future flooding,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Lower Marsh is a street in the Waterloo neigh-
bourhood of London, England. It is located within 
the London Borough of Lambeth close to Waterloo 
Station and the River Thames.
The diagram above is a section showing the sea 
level difference at Lambeth/Waterloo area. Not to 
scale. As it can be noticed Lower Marsh street is 
located just behind the big Waterloo station.

Lower Marsh Street

Wateloo rail station Westminster bridgeLondon Eye Palace of Westminster Primary SchoolUnderground Big BenSea World

Site location

N

SITE

Market stools Cubana BarThe site: 9 buildings Leake street tunnel  Waterloo Station

136

135-134

133  132  131    130
   129    128    127

기후변화 때문에 역사상 최악의 홍수로 런던이 피해를 당했다

는 전제를 달았다. Lambeth는 홍수로 불어난 물이 범람하고 

습지가 되었고 응급용 차량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리고 

아무것도 지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지역에 대한 완전한 대피를 

실시하였다. Lower Marsh은 물이 범람한 채로 완전히 텅 

비었다. 이미 보수작업에 있는 18세기 그리고 19세기의 

빌딩들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사업체와 집들은 모두 

버려졌다. 홍수의 물이 빠진 몇 주후의 도시는 피해와 황폐화로 

변한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design an effective cohousing space for the inhab-
itants who will be sharing the living space in those 
buildings.

“Living Over The Shop”이란 프로젝트는 런던 남동쪽에 

위치한 Lower Marsh거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Lower Marsh거리의 127번가부터 136번까지의 9개의 빌딩들

이 프로젝트의 지역으로 주어졌다. 9개의 빌딩은 홍수 이후에 

아주 끔찍한 상태로 있고, 미래에 또다른 이런 무서운 홍수가 

있을 것을 마음에 두고 빌딩을 재디자인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

의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들에서 삶의 공간을 공유

하게 될 거주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공통주거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The allocated site buildings (see elevation below) 
consist of businesses on the ground floors and 
basements and residential areas on the first and 
second floors.

기후변화때문에 역사상 최악의 홍수로 런던이 피해를 당했다는 

전제를 달았다. Lambeth는 홍수로 불어난 물이 범람하고 

습지가 되었고 응급용 차량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지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지역에 대한 완전한 대피를  

실시하였다. Lower Marsh은 물이 범람한 채로 완전히 

텅 비었다. 이미 보수작업에 있는 18세기, 그리고 19세기의 

빌딩들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사업체와 집들은 모두 

버려졌다. 홍수의 물이 빠진 몇 주후의 도시는 피해와 황폐화로 

변한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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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demorgraphics has shown Lower Marsh is 
mostly inhabited by single living people at different 
ages. The research has also shown that there is a 
high percentage of crime happening on and around 
the street.
Here is a map indicating different areas where the 
crime has been commited the most. The research 
also shows that the crime rate keeps increasing 
each month which is worrying especially for the 
single living people. 
Therefore I have started focusing on the crime 
issue, by inabiting the 9 buildings with only single 
living people and designing a safe place for them.

지역 인구분포도는 Lower Marsh 각각의 다른 세대 싱글라이프

에 의해서 주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 

조사에서는 거리주변에서 범죄 발생율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옆의 지도는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매달 이러한 범죄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싱글라이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로지 

9개의 건물에 살고 있는 싱글라이프의 사람들의 거주와 이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장소를 디자인하는 범죄 비율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The new inhabitants of the nine buildings on Lower 
Marsh Street were based on existing demographics.
All of them are single-living people that spend most 
of their time working late hours. All of them have 
passions or poses certain skills that they could 
teach each other while cohosing. 
Apart from having in mind the high crime rates, 
there is also London’s housing shortage, and 
single-living people usually tend to have too 
much space which could be used by other people. 
Therefore the idea of cohosing is that everyone will 
have just enough of space for themselves  so more 
people can be accommodated.

Lower Marsh 거리에 9개의 빌딩의 새로운 거주자들은 기존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그들 모두는 싱글라이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들 모두는 공통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알고 있는 특정한 기술을 알려줄 수 있는 열정과 자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높은 범죄율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런던의 주택현황은 부족에 시달리고 싱글라이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지나치게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공통주거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Typology map, indicating what businesses are locat-
ed on Lower Marsh street. 
There is many food places because of the street 
market, but that is mostly during lunch times, there-
fore the street is empty during late hours and that 
could be the reason for so much crime happening.

거리의 노점 시장이기 때문에 먹을 장소가 많지만 대부분 

점심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늦은 시간에는 거리가 

텅 비어서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 

WALKABLE ACCESS TO THE STREET

AREA WHERE THE CRIME WAS COMMITED 

SITE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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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ighbourhood Watch Utopia is a world in 
which human rights are respected by all, this means 
no violence, no theft, no persecution of any kind. 
A neighbour would know another neighbour, and the 
level of trust in another human will be much higher 
than normally. In case of crime the inhabitants of 
the utopian place would be in an instant contact, 
talking through secret pipes to let each other know 
there is something bad happening.

Neighbourhood Watch Utopia는 인간의 권리가 모든 이들에 

의해서 존중받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종류의 폭력, 절도, 

그리고 학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웃주민은 또 다른 이웃주민을 알 것이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의 신뢰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또 다른 이웃이 아닌 사람들보다

도 훨씬 높을 것이다. 범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utopian 

place의 거주자들은 secret pipes(비밀의 관)을 통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이란 것을 서로 알릴 수 있는 즉각적인 

연락을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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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llustrations are showing how typically the re-
tired man is spending his days. Days may vary from 
time to time but this is the most common routine. 

He is waking up everyday at the same time in the 
morning, then having breakfast by himself. He en-
joys cooking as he thinks it is another way of doing 
something active while being at home. 

위의 삽화는 은퇴한 남자가 그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지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시간에 

다르겠지만 이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평범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스스로 

아침을 해결하고 집에 있는 동안에 무언가 또 다른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요리를 즐긴다.

Then he is spending some time on repairing old 
radios as this is his big hobby.

Sometimes as on this day, the retired man is decid-
ing to go out for a walk because he has enough of 
being at home.

그러면서 그의 가장 큰 취미라고 할 수 있는 오래된 라디오를 

고치는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날들 중 집에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 그는 산책을 가기로 한다.

Late evenings are usually spent infront of TV watch-
ing News channel. 

For dinners he eats mainly leftovers as he lives by 
himself and does not want to waste food.

늦은 밤에는 TV의 뉴스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식사로는 

음식낭비를 원치 않는 이유로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보낸다.

RESTAURANT ANTIQUE SHOP CAFE BAKERY

FLATSBAR RADIO STATION GAMING PLACE

SPATIAL ADJACENCIES

PROGRAM

FIRST AND SECOND FLOORS

GROUNDFLOOR

BASEMENT

The 8th Hidden Space Project  2017  Reinterpretation 4746



SEMI-PRIVATE SPACES: 17m2

are designed for people who work for the whole day 
and need a private place to relax but do not mind 
sharing kitchen or living room area.
It was made sure to make the style a bit different to 
the private units but also to maintain some impor-
tant features such as using pipes in furniture (see 
staricase) that can be used as hanging storage.

semi-private space(반-자기 공간)들은 주방과 거실의 공유는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 된 것이다. 

개인적인 장소와 약간은 다른 형태로 만들면서 또한 저장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구(계단 참조)로써 파이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기능은 유지하였다. 

Semi-private uni consists of:

1. Main door to give the ownership and homely 
feeling.
2. Own bathroom with a bath for relaxiation.
3. Storage space for sport equipment or other 
valuable things. 
4. Small resting area.
5. Window from the floor.
6. Small working area.
7. Sleeping space with low 
storage desking nearby.
8. Storage.

Two examples of how the semi-private space is 
designed. 

4250x4000
Ground floor 1:50 @ A2

4250x4000
First floor 1:50 @ A2

2

1

3

4

5

7

6

8

5000x3400
Ground floor 1:50 @ A2

5000x3400
First floor 1:50 @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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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shold is intended to connect the inhabitants 
and make them aware of each other at most of the 
times. 
The illustration here is proposing two thresholds 
which connect the inhabitants differently.
The windows are mean to connect the dwellers 
visually to make them aware of each other and help 
them get used to each other presence. If they will 
see each other more often, they will also talk to 
each other more often.
The pneumatic pipes that are fitted into every 
appartment are mean to connect the dwellers by 
written communication. It is a low-tech substitute to 
telephones. 
The pipes can also be used to transport every-
day mail to each recipient and to inform them of 
different events and news that are happening in the 
common area such as meals or movie nights.

해결안은 거주자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 인식하고 연결해 

주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삽화는 각각 달리 거주자들을 연결해주는 2개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문들은 거주자들 서로간의 존재 여부를 

익숙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서로를 인식하도록 시각적으로 

연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를 보는 시간이 많으면 서로의 

대화 역시 많아질 것이다. 모든 아파트에 설치된 압축화된 

파이프는 서면상의 소통에 의한 거주자들의 연결을 의미한다. 

전화기의 낮은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파이프들은 매일 

각각의 수령자에게 우편을 배달하고 식사 또는 영화의 밤과 

같은 공용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뉴스 그리고 다른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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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25 @ A2

Private unit: 36m2

is designed specially for a community’s 
policeman who lives with his family and works from 
home to give the community extra secuirity. 
He has his own Look Out with a 180 degrees view on 
Lower Marsh street. 
Whenever he sees something suspicious he is pull-
ing by the light switch that is hanging just next to his 
chair, which activates the big red light that is located 
outside / above the Look Out. This way it suddenly 
lights up the street and possibly scares the crimi-
nals away.  Alternatively he is going to arrest them.
This way the community is a neighbourhood watch 
because it is always aware of everything that is 
happening outside. 
In addition to that, any of the ihabitants can help 
the policeman with watching over the streets as 
everyone is trying to help each other within the 
community.

Private unit(개별 장소)는 지역에 많은 안전과 집에서 일하고 

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경찰을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된 것이다. 그는 Lower Marsh거리를 180도로 

볼 수 있는 시야가 마련된 Look Out(망보는 곳)을 지니고 있다. 

언제든지 수상한 무언가를 볼 때 그가 망을 보는 바로 바깥 

위에 위치한 큰 빨간 불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그의 의자 바로 

옆에 걸려있는 전등 스위치를 잡아당긴다. 

이러한 방법은 갑작스럽게 거리에 불을 비추고 범죄자를 겁에 

질려 도망치도록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의 

대안으로 그를 체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가 바로 이웃주민 

감시의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에 더해서 어느 거주자

들도 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경찰을 도움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지역 공동체안의 서로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Ground floor 1:50 @ A2

First floor 1:50 @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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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ing bamboo because its canes are similar to 
the shape of pipes which are the main part of the 
main project concept. Another important reason for 
chooisng bamboo for the furniture is that it is:
- waterproof
- light so it can float
- lighter than metal so it can be easier for the inhab-
itants to carry it around.

주된 프로젝트의 개념을 나타내는 파이프의 형태와 비슷한 

줄기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대나무를 선택했다. 가구를 위한 

대나무의 선택의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방수 

- 물에 쉽게 떠다닐 수 있는 가벼움 

- 철보다 가벼워서 거주자들이 쉽게 주위로 운반할 수 있는 점

The reason for looking at boat designs is that the 
furniture will have its own usage but also it will be 
able to be used as a way of evacuation for the inhab-
itants in case of massive flooding. 

보트 디자인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이유는 그 자체가 

가구로써 사용 가능하고 또한 거대한 홍수의 경우를 대비해서 

거주자들의 대피방법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After looking at different bamboo boat precedents 
and British type of coracles (Fig 2) it was decided to 
take the inspiration of the Vietnamese ‘basket’ boat 
(Fig 3). 
The shape of the boat and the way it was woven 
seems the most aesthetic for a piece of furniture.

이전의 다른 종류의 대나무배와 영국 형태의 코러틀 배를 

조사하고 난 후 베트남의‘basket’boat(바구니 배)로부터 

디자인을 착안하기로 했다. 

배의 모양새는 가구의 일환으로써 좀 더 미학적으로 짜인 

모양의 방법으로 채택했다.

The furniture design started with choosing a suitable 
material which will be used for is because it has to 
be water resistant and perhaps light so the furniture 
can be carried around by any of the inhabitants and 
particulary by the retired man. 

가구 디자인은 그것에 사용되는 적절한 원자재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유는 방수의 기능과 함께 

가벼움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는 그 어느 거주자들이 쉽게 운

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은퇴한 노년층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Fig 2 Fig 3

Meantime when it is not flooded, the furniture will 
be used as a desk so the person using it will have a 
bit of privacy and quietude. It will be ideal for the re-
tired man as he likes to repair old radios so he does 
not need an excessive amount of desking space, just 
enough for one radio and some tools.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동안 이러한 가구는 책상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고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개별성과 정숙함

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은퇴한 사람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재료로 오래된 라디오를 고치는 것을 즐기는 그는 지나치게 

많은 양의 책상 공간이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의 라디오와 

약간의 도구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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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han Nas

1

2

3

1 - Entrance to Lower Marsh, via Waterloo station 
being 5-6 minutes of walk.
2 - Lower Marsh having two-way entrance’s.
3 - Graffiti tunnel, another access into Lower Marsh 
from Leake Street located at the end of the tunnel.

Site Location Map - Lower Marsh

Site Front Elevation

London Lost and Found

BREIF
London Lost and Found project is based in Lower 
Marsh high street located in Waterloo, Borough 
of Lambeth in London. The project consists of 
understanding the climate issue of the area, which 
is a risk of flooding. The project is giving an under-
standing of what London-ness is and touch into the 
‘Lower marshness’. Which this also connects to 
looking at the issue in the area, and building a con-
cept. Furthermore the studio also links into creating 
a Utopia and build the Utopia within the given site of 
9 buildings.

London Lost and Found 프로젝트는 London의 Borough of 

Lambeth 자치구 Waterloo에 위치한 번화가 Lower Marsh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홍수의 위험을 지니고 있는 지역의 

기후 문제의 이해로 구성되어져 있다. 

프로젝트는 무엇이‘런던다움’인가와‘Lower Marsh다움’

인지의 이해를 보여주고 이것은 그 지역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컨셉트를 만들어 가는 것과 연관되어있다. 더하여서 스튜디오

는 유토피아의 조성과 주어진 9개의 빌딩내에서의 유토피아의 

건설과 연결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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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ey Map

3 . Waterloo Millenium Green
After arriving at Lower Marsh, looking on the left 
hand side the Waterloo Millenium Green park comes 
in appearance.

1 . Waterloo Station
Journey to Lower Marsh starts from Waterloo 
Station which is approximately 5 minutes away from 
Lower Marsh.

5. Lower Marsh Food Market
Lower Marsh cultural street food market.

4 . Cubana Restaurant
After all, at the beginning spot of Lower Marsh the 
first restaurant that atrracts with its wall art is 
Cubana Restaurant.

6 . La Barca Restaurant 
Across Cubana Restaurant, there is La Barca Res-
taurant, Italian Restaurant.

7 . Graffiti Tunnel
Then a journey starts with entering into the graffiti 
tunnel, with graffiti on the walls, pedestrain barriers 
etc.

2 . Lower Marsh Signage
Walking towards Lower Marsh, this signage indicat-
ing Lower Marsh appears across Waterloo Station.

8. Graffiti
Graffiti on the wall.

9. ‘The Vaults’ Theatre
Walking more into the Graffiti Tunel, ‘The Vault’s’ 
theatre come across.

Site Photographic Journey

1 2 3 4 5 6 7 8 9

Transport:

Indicates Bus Stops

Indicates Cycle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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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ion Issue
 
Looking at Lower Marsh and it’s surrounding, due 
to Waterloo Station and Taxi awaiting nearby the 
station, with busy high roads for cars and buses 
which produce pollution with carbon monoxide and 
refering to the pollution measurement on the Lower 
Marsh map, the area can have an issue of pollution. 
Busy roads, access for buses, taxis and cars cause 
high pollution in the area.
Due to this issue, there is a need of more green ar-
eas to defeat the pollution issue . Indoor gardening 
can refer to good-air quality.

Lower Marsh과 그 주위는 Lower Marsh의 지도상의 공해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역 주위의 기다리는 택시, 자동차

와 버스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이 지역의 공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쉴 틈 없는 도로, 버스의 이동, 

그리고 택시는 이 지역의 높은 공해를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좀 더 깨끗한 환경을 통한 공해문제의 

해결 요구를 가져오게 되었고  실내의 정원화는 좋은 공기를 

생산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22 % 52 % 16 %

Age: Under 20 22 - 44 45 - 59 60+

Young Working Age Older Working Age ElderelyBaby - Teenage

Population

11 %

Demographic Lambeth

The demographic of Lambeth, with the population 
information, it is clearly showing the high population 
of young working with 52% and baby & teenage 22%. 
With 52% young working population of age between 
22-44 can also indicate the working adults with 
children as the children population is the second 
highest percentage with 22%.
The following information reference: Lambeth ‘State 
of the Borough 2016’.

Lambeth의 인구통계 측면을 보면 아이와 청소년이 22%, 

젊은 인구층이 52%나 되는 높은 인구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22세에서 44세 나이 사이의 젊은 노동력의 비율이 52%라는 

것은 아이들을 지니고 있는 성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아이들의 인구 분포가 두 번째로 높은 22%라는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Pollution Measurement

Indicates Pollution Rate

High Medium Low

Lambeth

London

80 %

Resident for over 2 years

50 %

Resident for over 5 years

12 %

Leave Each Year

12 %

New Arrivals Each Year

Res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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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ia Collage

A green, anti-polluted space with indoor and outdoor 
gardening and activities, gathering children and 
families. Giving the families, children and the com-
munity of Lower Marsh an oppurtunity of enjoying 
the atmosphere of anti-pollution and the activities of 
outdoors, feeling free to enjoy the beauty of nature, 
by getting ‘their hands dirty in soil’. Also not making 
children not to forget the connection of nature when 
stepping indoors.

‘The community, the families and children enjoy 
the beauty of Nature.’

Inhabitant: 

- Local residence 
- Adults 
- Parents 
- Children

The Utopia consideres no cars due to it making 
pollution, to enter within the area, instead bicy-
cle’s can be entered. The cars are left outside 
of the space. 

Storage Unit

As part of the overall project, this part of the project 
consists to create an storage unit considering the 
overall brief of the Utopian idea, and suitable for 
inhabitant gathering of the Utopia. The unit was de-
signed to be suitable for children, and familiy dine-in 
activity, which children can cook with their families 
and enjoy the moment.

전반전체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유토피아 개념의 

전반적인 개요를 고려, 유토피아의 거주자들 모임에 적합한 

저장 장치를 실현해야 한다. 아이들이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하면서 같이 식사하는 순간을 즐길 수 있게 적합한  

형태로 구현되어졌다. 

Key Note:

1 - Handles for hanging pans
2 - In-built cutlery tray
3 - Sink pipe: for indoor use, to connect to an availa-
ble water access connection.
4 - Water containers for outdoor use.
5 - Removable food waste container.
6 - Induction Hob: to plug in and outdoors. As Lower 
Marsh has electric plugs on the streets.
Material of the unit: Bamboo

31 2 4 5 6

Unit Instruction Manual:

Indoor Unit Function
Outdoor Unit Function

Outdoor Visual

아이들과 가족들의 모임, 실내 그리고 실외 정원화와 여러 사회

적인 활동과 함께하는 자연과 무공해 공간. 가족, 아이들 

그리고, Lower Marsh의 지역 공동체에 무공해의 활동과 

야외생활의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흙을 

묻히는 생활’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음을 즐기는 

자유를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실내로 들어오는 순간 자연과 

교감을 잊지 않도록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게 하자.’

유토피아는 공해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를 없애는 것을 고려해

야 한다. 만약 외부에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이러한 

공간 외부에 자동차를 남겨 두고 대신 자전거를 통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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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mpoline

1 - Recycled items brought from local & Lower 
Marsh food market stall’s. Items: tins, plastic bot-
tles etc. Items suitable for recycling.
2 - Recycled items will be cleaned and ready for the 
customers to choose their items for planting, in pur-
pose of pots and box to carry the pots within. These 
items will then be crafted by children and adults.
3 - The crafted objects will then be inserted by 
drainage rocks, soil and compost for planting and 
then watered. This will be step by step, as planting 
is a step-by-step purpose, which this can help the 
children learn the process of plantig.

4 - With the opportunity of previously grown organic 
herbs, families and customers will purchase grocer-
ies at this point.
5 - With the previously purchased groceries, and 
organic herbs the families will dine-in with the dine-
in unit.
6 - The vegetable peel waste after the cooking 
process, will be inserted to the composting part for 
making self-made compost.
7 - This will give the oppurtunity for the residence to 
plant.

Step 1: Recycled 
items entrance

Step 2: Material / Recycled 
item selection point & 
crafting

Step 3: 
Planting 
process 
starting 
point

Step 4: Groceries 
purchasing point

Step 5 & 6: Dine - In and 
Composting

7: Residential 
Gardening

Design Process - Spatial Program

On the ground floor, the planting process will be 
step-by-step which children can learn and enjoy 
throughout the process of planting. As the Utopia 
consideres gardening and outdoor activitites, 
inbetween of the planting process there will be a 
playspace facility.

Playspace: After the planting is complete, 
the plants will be left out for sun light and 
the in-habitants will then enter the base-
ment for indoor activities.

Planting workshop

Slide/s Swings Wall Climbing: 
Suitable for 
children and 
adults.

Existing Plan 
- Recycling & Ventillation system location

Key Note:

- Ventillation system location

- Recycling centre

- Box: Recycled objects leaving point

- Arrow: Ventillation system in and 
outdoor.

Indoor Isometric drawing Outdoor Isometric drawingRecycling Centre & Ventilation System

As a very main design proposal of recycling, and 
communicating recycling within the space due 
to recycled objects and food waste there is an 
situation of bad smell within the space which 
ventilation is a very important element to be con-
sidered within the desig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users as families & childrens, the ventilation 
system will be used as an installation in purpose 
of attraction. Ventilation material: copper.

Test Model

Design Visual

1. Lower Marsh 노점상과 지역으로 수거된 재활용 품목

품목: 통조림통, 플라스틱 병. 재활용에 적절한 품목들

2. 재활용 될 품목에 대한 세척과 이를 선택할 소비자를 위한 

준비를 끝내는 단계로, 그 후 이러한 품목들은 아이들과 성인들

에 의해서 손질을 겪게 되는 과정이다.

3. 손질된 품목들은 배수를 위한 흙과 돌로 채워지고, 퇴비를 

투입하고 난 후에 물을 주는 과정.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각각의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행된다.

4. 이 단계에서 가족과 소비자들은 식료품을 구매한다.

5. 이전에 구매한 식료품과 유기농 허브와 함께 식사를 하는 

단계다.

6.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소 껍질 등은 자가퇴비를 

위해서 손질된 품목으로 다시 투입된다.

7.이러한 과정이 거주자들에게 식물을 심고 가꾸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재활용된 물품과 음식 쓰레기는 악취에 원인이 된다. 따라서 

환기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이 아주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유토피아 공간 안에서 이러한 물품의 이동 경로 역시 아주 주된 

디자인 요소 중에 일부분이다. 더하여서, 가족과 아이들이 

사용자임을 감안할 때 환기 시스템을 설치 역시 볼거리의 

일환으로 디자인의 한 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 

환기 시스템원자재 : 구리

일층에서는 식물을 심고 가꾸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배우고 즐기게 

된다. 유토피아가 정원화와 야외활동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로 식물을 심고 가꾸는 과정 중간에는‘playspace facili-

ty’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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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MARSH REDEVELOPED

The original market stalls play a vital role in Lower 
Marsh’ vibrant and historic personality and offer a 
buzz to the street, as this is what draws the majority 
of people in.

원래의 시장 노점은 거리에 신바람을 제공하고 Lower Marsh의 

활기차고 역사적인 독특한 분위기에 필수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을 이끄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The bird boxes represent 
the importance of bring-
ing nature into Lower 
Marsh.

새장은 Lower Marsh 지역 안

으로 자연을 가져다주는 

중요성을 대변한다.

Greenery links directly to the bettering of health in 
the area and overall helping to solve the issue of 
pollution. Green spaces offer many benefits, and 
help brighten the street. 

녹지화는 지역 안에서의 좀 더 좋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도움과 

역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녹지 지역은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거리를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

The different shop signs overlapping shows the 
endless food choices and other exciting things to do 
along the length of the street. Visiters could spend 
the day at Lower Marsh.

거리에 차고 넘치는 많은 상점 사인은 끝없는 음식의 선택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늘어선 거리의 길이와 함께 다른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문객들은 Lower Marsh에서 

여러 것을 즐기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The sun is a simple 
representation of 
light and open space. 
Opening up the street 
would allows for better 
connection between 
people and business’.

태양은 빛과 열린 공간의 

단순한 표현이다. 거리의 

개방은 사람들과 상점의 좀

더 좋은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

The cyclist emphasises  fitness and healthy living. 
It also highlights the fact that the road is closed off 
to cars and dangerous fumes, making for a healthy 
and happy space. 

사이클리스트는 운동과 건강한 삶을 나타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자동차들과 위험한 매연으로부터 격리된 

거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This circle of people  
highlights a strong 
sense of community, 
that brings love and 
gratitude to such a 
unique street. A sense 
of family is formed, from 
residents to visitors.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띠는 그러한 독특한 거리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전달해 

주는 지역 공동체의 강한 느낌

를 강조한다. 거주자들로부터 

방문객까지 가족이라는 

느낌이 형성된다.

Lower Marsh is known for its quirky vibe and the 
graffiti dancer that you’re first confronted with when 
you apprach the street represents the fun and eclec-
tic street ahead. 

Lower Marsh, 당신이 처음 맞닥뜨리는 춤추는 사람의 낙서와 

벽화의 모습에 알 수 있듯이 그것의 독특한 분위기로 알려져 

있고 당신이 다가설 때 거리는 그것의 재미있고 다방면의 

다양성으로 대변할 수 있다.

This composition praises the brave and exciting elements that Lower Marsh encompases and 
picks out the main elements that should be kept and developed on.

이 작품은 Lower Marsh이 지니고 있는 멋지게 새로우면서 흥미로운 요소에 대한 찬

사와 유지되면서 계속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주된 요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Market Stalls

CyclistSignage Sun Ring of People

Greenery

Eve Karanikki

London Lost &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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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councils regeneration team have included 
proposals to increase accessibility by providing 
better linkages to Lower Marsh and other parts of 
Waterloo, including through development at the 
station for central London uses. The main areas that 
these proposals link to is opening up routes through 
Launcelot street and Station Apprach road, which 
will open up Lower Marsh, causing it to take a direct 
hit from Gentrification.
Lower Marsh currently holds the reputation of being 
called a ‘secret street’, but it now has to appeal to 
a larger area due to it being opened up by the regen-
eration team. The biggest fear that residents and 
fequent visiters have of this is that the street will 
lose its character and personality. Having said this, 
the title of being ‘secret’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removed, nor does the character.

INHABITANTS 

Designing a threshold proposes a way in which 
inhabitants  can connect,therefore it was important 
to create inhabitants based on previous research. I 
chose my inhabitants based on the age demograph-
ic of the local area. As a result of my research, I 
decided to have six of my properties inhabited by 
people aged 20-39, two properties aged 50-64 and 
one property aged 65 or above. From here, I thought 
of numerous way in which this wide range of inhabit-
ants could come together and support one another, 
focussing on their common personal interests and 
contributions to Lower Marsh, however to move 
forward from this is to find a way in which they can 
connect about the shops. 

해결안을 디자인하는 것은 거주자들의 연결방법을 제안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이전에 조사를 기반을 둔 나름의 거주자들

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거주자들로서 나는 그 지역의 

세대별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거주자들을 선택했다. 조

사결과로 6개 빌딩의 거주자들은 20세에서 39세의 인구를 거

주자로, 2개의 빌딩에는 50세에서 60세를 거주자로, 그리고 마

지막으로 1개의 빌딩에는 65세 이상의 연령대의 거주자를 

선택했다. 앞으로 그들의 일반적인 관심사항과 Lower Mars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넓은 범위의 거주자들이 

어떻게 같이 어울리고 서로를 도와주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을 보기 이전에 그들이 상점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Alex, 28

James, 24
Katie, 23

Natalia 24
Louise, 23

Maria, 40
Katrina, 21

Ian, 39

Steff, 29
Hannah, 29
Amy, 3

John, 68
Emma, 14
Jacob, 8

Des, 52
Lorna, 50

Jack, 21
Tom, 20
Simon, 20

LOCAL
ACTIVITIES

YOUTH
EVENTS

CREATIVITY
CLASSES

WORK

FOOD

Young couple. Katie works as an Interior Designer 
and James works as a film editor.

Business man. Recently divorced, and providing for 
his daughter.

Local uni students. Natalia studies Politics and 
Louise is studying Accountancy.

Hannah is a legal secretary and Steff works in IT 
support at the same law firm.

Researcher who specialises in obesity and spends 
half the year in America for work. 

Maria works as an Art Curator and lodger Katrina 
is studying Fashion.

John was a leather cutter, and now enjoys spend-
ing his time with his grandchildren.

Desmond is a cab driver and Lorna is a primary 
school teacher at a local school. 

All three are studying a Sports and Exercise science 
degree at University. 

The street is no longer secret because its accessible 
and you dont know its there, the secret is now what 
the space reveals, and that each and every space 
holds a secret within. Losing the ‘secret street’ 
due to regeneration is not the case, as everything 
inside is secret and reveals exciting, hidden, inner 
qualities.

거리는 더 이상 비밀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곳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 때문

에‘secret street(비밀 거리)’의 개념을 잃는다는 것은 

이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모든 것은 

비밀이고 이러한 비밀은 흥미로우면서 숨겨진 그 안의 본연의 

성질을 밝히기 때문이다.

ISSUE - GENTRIFICATION

지방의회 재건위원회는 런던의 중심부적인 사용을 위한 Water-

loo 역의 개발을 통한 Waterloo의 다른 지역과 Lower Marsh과

의 좀 더 좋은 연결을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계획안을 포함했다. 이러한 계획안이 연결하는 주된 지역은 

고급 주택지역으로부터 직접연결이 되는 Lower Marsh을 개방

할 수 있는 Launcelot street과 Station Apprach road을 통한 

개방 경로인 것이다. Lower Marsh은 현재‘secret street(비밀 

거리)’라고 불리는 명성을 지니고 있지만 도시 재건 위원회에 

의한 개방에 힘입어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서의 매력을 

나타내고 있다. 자주 찾는 방문자들과 거주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 거리가 그 자체의 성격과 특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secret(비밀)’이란 단어가 

없어진 필요도 또한 그것의 성격이 없어질 필요 역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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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AT 132 
 
The idea is to create a threshold that connects all of the properties, however in 
order to show the design, focus for the threshold project will be on the residents 
in 132. I have chosen to focus on John and his two grand children Emma and 
Jacob. When looking specifically into one building and the inhabitants that live 
here,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ir individual needs and person-
alities to help know them a little better and understand their hobbies and what 
they enjoy.

EmmaJohn

It is necessary for extra soundproofing around the 
threshold, created through the use of acoustic min-
eral wool and two layers of plasterboard on either 
side of a soundproofing mat.

해결안에는 여분의 방음이 필요하고 이러한 방음재는 

방음매트의 각각의 면에 두 개층의 plasterboard와 음향 

방음재의 사용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Its vital to keep the character of the street, and as can be seen in these images, 
the re use of materials has already been done to create seating along outside 
shops, and original doors and windows have been kept or simply regenerated.

거리의 성격을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것이고 밑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상점의 외부에 좌석을 

만들기 위한 재료의 재사용은 이미 이루어졌고 원래의 창문과 문들은 유지되거나 단순하게 

회생시켰다. 

Different opacities of frosted glass will be used be-
tween the separated storage cabinets with detailed 
patterns found on the street used on the glass, 
allowing extra light. 

거리에서 충분한 빛을 가능하게 해주는 세부적인 일정한 

모양을 지니고 있는 반투명의 다른 불투명의 유리가 분리된 

저장고의 캐비닛 사이에 사용되어진다.

The textures and materials used would be painted 
re claimed timber window and door frames, and or-
nate handles highlighting and keeping the character 
of the street going. 

사용되어진 재료와 질감은 나무 유리창의 성격을 되찾도록 

색이 칠하여 졌고 거리로 향하는 특성을 유지하고 강조하는 

화려한 손잡이와 문틀이 제안되었다.

Jacob

Shared storage

Adjoining doors

Communication 
drawer

General storage

FUNCTION & MATERIALITY
 
The whole aim of this threshold is to encourage 
social interaction and help develop healthy rela-
tionships between neighbours. As well as there 
being development stages from shared storage, to 
a communication drawer and finally the adjoining 
doors, materiality also plays a role, through the use 
of frosted glass allowing light in and transparent 
patterns allowing limited sight through to each 
space. 

이러한 제안의 전체 목적은 이웃사이에서의 건강한 관계를 

개발을 돕고 사화적인 교류를 독려하는 것이다. 공유된 저장고

로부터 의사소통 서랍 그리고 최종의 바로 붙어 있는 문들, 

또한 이러한 유형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반투명의 

유리의 사용을 통한 빛의 흡수, 그리고 제한된 시야를 가능하게 

해주는 투명한 일정한 모양은 통한 각각의 공간 또한 

개발단계에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빌딩을 연결하는 해결안을 만드는 것이지만, 디자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132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예로 들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John과 그의 두 명의 

손자들은 Emma와 Jacob를 선택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조사하자.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과 하나의 빌딩을 자세하게 조사할 때, 그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취미를 이해하면서 그들이 즐기는 것을 무엇인가를 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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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VISUAL 

This visual shows the threshold from inside 132 
Lower Marsh. The threshold acts as a focal feature 
within the space and most importantly encourages 
a process of development and connectivity of users 
between the properties. The whole idea is that this 
threshold will be replicated throughout the nine 
properties, put together by using different reclaimed 
windows and door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keeping the character of the street within the prop-
erties, and overall unfolding to reveal.

밑에 있는 시각자료는 Lower Marsh의 132의 안으로부터의 

해결안을 보여주고 있다. 공간 내에서 중심적인 기능으로써 

행동하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건물들 사이에서 사용자들의 

연결성과 개발의 과정을 북 돋아 주고 있다. 이러한 해결안은 

9개의 빌딩 곳곳에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전체의 개념이다. 

달리 재생된 창문들과 문들을 사용에 의한 조립, 빌딩 내에 

거리의 성격을 유지하는 중요성의 강조, 그리고 전반적인 

개방에 대한 펴짐을 보여준다.



UTOPIA - UNFOLD TO REVEAL 

The concept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spaces unfold to reveal their inner hidden qualities. 
This image represents simple exteriors unfolding 
to uncover an interior that is unexpected. Elements 
within the spaces then further unfold to reveal new 
hidden and unexpected spaces, repeating this ongo-
ing theme and further highlighting the concept. 
The concept of unfolding and opening up to reveal 
a secret space is Utopia for Lower Marsh. It will 
encourage residents to interact and socialise with 
others, while still creating a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s, and will also benefit the 
business’ below, helping to create hybrid, character 
filled spaces that suit their vibrant surroundings. 

이 개념은 그들의 안에 숨겨진 성질에 대한 개방에 대한 

펴짐이란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이 그림은 기대하지 않았던 배면의 개방에 대한 펴짐을 나타낸 

간단한 외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숨겨진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공간을 나타내는 개방에 대한 펴짐을 

나타내는 여러 요소들, 이러한 테마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

 그리고 이러한 컨셉의 좀 더 깊은 강조했다. 비밀의 장소를 

개방하는 개념은 바로 Lower Marsh를 위한 Utopia이다. 

이것은 거주자들을 서로 사회화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함과 동시에 공공의 개념과 개인 공간사이의 균형을 

만들고, 상점에 이득을 줄 것이고, 그들의 활기찬 주위에 

딱 맞는 다양하면서도 특성을 채운 공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The 8th Hidden Space Project  2017  Reinterpretation 7372



132 visual residential space

Traditional barber shop visual

136 Barber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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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FOR 132

The 8th Hidden Space Project  2017  Reinterpretation 7776

DISCLOSE 01 has taken direct inspiration from travel luggage, focussing  on giving prominence to the overarching concept of unfolding to reveal.  
With the whole flatpack build, as well as the desk legs and chair encorporating the idea of piecing pieces together and folding away.



Section: 9 Buildings
127-136 Lower Mar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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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IA

The utopia that I am conveying throughout this 
project is using the inhabitants love of greenery to 
bring the inhabitants together to form a tight knit 
community. 
The concept is all about getting to know your neigh-
bours which will allow the inhabitants to interact 
with one another. One way in which they will be able 
to interact with each other is through the communal 
space which uses greenery as one of the main tools 
used to bring these inhabitants together and get to 
know their community better which can be seen as a 
big problem in today’s society. 
Greenery will not just be used in the communal 
space but throughout the facade of the building to 
lower pollution in the area and also for an aesthetic 
factor. 

Cassandra Babalola 

Neighbourhood Oasis

What this collage represents is the tight knit neigh-
bourhood that this utopia will bring to Lower Marsh, 
it also shows how greenery is a tool that will be used 
in bringing them together. The greenery comes with 
numerous benefits, one being that it lowers the 
pollution problem that Lambeth is struggling with.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유토피아는 아주 

밀접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거주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주자들의 녹색화의 염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컨셉트는 거주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도록 당신의 이웃에 대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로가 소통할 수 있게 끔 하는 하나의 방법은 오늘날에 

있어서 사회에서의 큰 문제점으로 보이는 그들의 지역공동체 

01. Well Being
Walking around it was possible to see the little 
greenery that the area had. You could also see 
where shop fronts and homes had window boxes to 
make it look more aesthetically pleasing. The little 
greenery left interested me as Lower Marsh foremly 
was just marsh.
This collage shows the well being of the area, it 
shows the delight of Lower Marsh and how when 
people walk around there is minimal greenery 
around for people to see.  

02. Signage
Walking around Lower Marsh you could see the sig-
nage of the area. You can also see the London’ness 
of the area with the red telephone box and the road 
signs.
This collage is showing a sense of London, this can 
be seen by the signage when walking around Lower 
Marsh.

03. Secret
Secret roads and passages are a major part of 
Lower Marsh that have been blocked or closed 
up which where used to deliver milk or get to the 
station quicker. 
The tunnel which lead into a graffiti filled under-
ground was also quite secretive as it is kept away 
from the outside world.

산책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녹색화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점의 앞이 어디에 있는 지를 보여주고 각각의 

집에 있는 창문틀은 훨씬 더 미적인 즐거움을 전달한다. 

약간의 녹색화는 Lower Marsh이 그 이전에는 늪지대라는 것에 

대한 흥미를 내가 주었다. 

이 콜라주는 이 지역의 well being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사람들이 산책을 할 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최소의 녹색화와 

Lower Marsh의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다. 

Lower Marsh 주위를 걸으면서 당신은 지역의 여러 신호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신은 지역 런던스러움의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빨간 공중전화 박스와 도로신호를 볼 수 있다. 

이 콜라주는 Lower Marsh을 걸을 때 보이는 사인이 

런던스러운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류소에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또는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폐쇄되었거나 막혀있는 비밀도로와 

통로는 Lower Marsh의 주요한 부분이다. 

지하의 낙서로 가득 찬 공간으로 이끌고 있는 터널은 매우 

비밀스러우면서 그것이 외부와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사회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거주자들을 함께 데리고 

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녹색화롤 꾸며진 공동의 공간을 

통하는 것이다.

녹색화는 단지 공공의 공간에 사용되는 것 뿐 아니라 미적인 

요소와 지역의 공해는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빌딩의 

정문에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콜라주가 나타내고자하는 그 무엇은 Lower Marsh에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이웃을 

뜻한다. 또한 이것은 어떻게 녹색화가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다. 녹색화는 

무수히 많은 혜택과 함께 우리의 곁에 올 것이고, Lambeth가 

현재 싸우고 있는 공해 문제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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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llage shows how people in London today, who love their personal bub-
ble and actually do not want to socialise.
이 콜라주는 오늘날 런던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좋아하고 실제로 

사회화를 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collages represent what London is like now and how this problem ex-
cludes individuals from getting to know one another.
이 콜라주는 런던의 현재의 모습이 무엇이란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가를 나타내고 있다.

This collage represents how people can never know what a neighbour could 
provide you with.
이 콜라주는 어떻게 그들에게 제공된 이웃을 절대 알지 못할 수 있는 가를 나타낸다.

This collages represent what the Utopia should have, a community of neigh-
bours who help/support each other.
이 콜라주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의 공동체를 꼭 가져야 하는 유토피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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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in the perfect accommodation comes with many attributes one main one 
being that you feel at home, you feel like this is a place where you are comfortable 
in and you are able to let your walls down and get to know people. 
But in a sense home can be more than four walls, home to some people is the 
community in which you live in, where you are close enough and feel that you are 
at home with each other. Home is a place you can leave for a period of time come 
back and still have an emotional connection with the place/people. 

With the inhabitants, I am trying to bring a sense of home into each other accom-
modation which intern can create an extended family. This will allow them to feel 
comfortable with one another, young or old.

Flat 130 Accommodation - Living Room

The nine shops will be converted to an oasis garden for the residents of Lower 
Marsh and also outsiders to come in and experience. With Lower Marsh Oasis 
Garden everything you see you can buy, and because of the way that Lower 
Marsh has been built there is no room for gardens for the inhabitants to grow 
and with the terraces at the back of the nine buildings they hardly receive any 
sunlight to allow greenery to fully bloom. With this being a big factor not just in 
Lower Marsh but London, LM Oasis specialises in green items for your home, 
balcony and windows to allow the greenery to flourish all around you.
The aim of the oasis garden is promote green and sustainable living through-
out your home life. The plants which are sold in this establishment are all 
beneficial to health in one way or another.

USP FOR LOWER MARSH OASIS GARDEN

Arrangement Bar - Lower Marsh Oasis Garden 

완벽한 장소에서 사는 것은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집안에서 당신의 벽을 허물고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주된 감정과 함께 한다. 그러나 집의 개념은 4개의 벽이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사람들이 역시 그러한 집에 살고 

그 장소는 서로 간에 충분히 가까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집은 일정기간동안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곳이고 이러한 집의 개념에는 사람 그리고 장소와 감정적인 연결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집의 거주자들에게 나는 대가족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각각의 주거내의 집의 

개념을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중이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그들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서로가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9개의 상점은 Lower Marsh의 거주자들과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느낄 수 있도록 오아시스 

정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런던 뿐 아니라 Lower Marsh은 그 도시의 시작과 함께 햇빛을 

받으면서 꽃이 만개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Lower Marsh 오아시스 정원에

서는 당신이 보는 그 어떠한 것이든지 살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당신의 집, 발코니 그리고 

창문에서 만개하는 꽃의 광경을 즐기기 위한 녹색 품목에 특성화된 곳이다. 오아시스 정원의 

목적은 당신의 집에서 자연과 환경의 파괴 없는 지속적인 삶을 누리는 것을 증진시키는 것이

다. 오아시스 정원에서 팔리는 식물, 나무들은 모두 하나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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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E PERRY - LIKES & HOBBIES JANET ADEKUNLE -  LIKES & HOBBIES

The Kit & Caboodle project allowed in depth analysis on the inhabitants of Flat 
132, on a personal level, this then allowed the perfect storage to be built which is 
flexible and also allows them to store objects and belongings that they want out 
of sight.

Plan 1:20

Section AA 1:20

Section CC 1:20

Section DD 1:20

c

c

AA

D

B

B

D

Iso 1:20
Exploded Iso 1:20

1.
2. 3.

HOW TO BUILD

The first step to putting together CONCEALED is 
putting together its base. The CONCEALED storage 
system is very easy to put together, watch it come to 
life as you build it.
I. The first part of putting the storage together is 
putting together the base. For this you will need the 
hammer to make sure all the three panels and fit 
together correctly.
II. Before fixing the sides, make sure the front slid-
ing doors have been slotted into place, then you can 
hammer the sides into places to secure the sliding 
compartments at the front of the storage.

조립 CONCEALED의 첫 번째 단계를 그것의 기반 조립을 

하는 것이다. CONCEALED 저장시스템은 조립할 때 매우 

쉽게 조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 저장고를 조립하는 첫 번째 부분은 그것의 기반을 조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모든 세 개의 패널이 정확하게 

맞추어 졌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망치가 필요하다.

2. 사이드면을 고정하기 전에 앞 쪽에 있는 슬라이딩 문을 

제 자리의 구멍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확실하고 그리고 나서 

망치를 이용해서 사이드를 구멍에 넣어서 저장고 앞쪽에 

슬라이딩 부품을 완전하게 해야 한다.

I. The next stage is putting the lids on the top part of 
the storage. For this part you will need screw driver 
so you can screw done the hinges and the push latch 
in place. Once this is one the top compartments can 
be closed.
II. To put the lid onto the middle compartment a 
screw driver is not needed, simply slide the two lids 
into place to cover up the storage.

1. 다음 단계는 저장고의 위 쪽 부분에 뚜껑들을 놓아야 한다. 

이 부분의 조립을 위해서는 경첩을 달아야함으로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물쇠를 밀어서 제 자리에 놓아야 한다. 

2. 뚜껑을 부품의 중간에 달기 위해서는 드라이버가 필요하지 

않다. 단순하게 두 개의 뚜껑을 밀어서 자리에 놓으면 

저장고의 위를 덮게 된다.

I. The final part to complete CONCEALED is to 
assemble the drawers and corner draw.
II. To assemble simply hammer the sides of the 
drawers together to make sure they are firmly in 
place and then slot them into place in the storage.

1. CONCEALED를 끝내는 마지막 단계는 서랍들 외의 

코너쪽에 서랍들을 조립하는 것이다.

2. 이러한 서랍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서랍의 슬라이드를 망치질

함으로써 그것들이 단단히 제 자리에 고정된 것을 확실히 

하면 되고 저장고 안에 제 자리 구멍에 끼우면 된다.

The Kit & Caboodle project는 132 아파트의 거주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했고, 이러한 분석으로 개인적인 수준의 완벽한 저장고의 제작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완벽한 저장고의 역할은 그들의 관심 밖으로 벗어난 개인의 소유물과 여러 물건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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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1:50

The threshold visual is all about the communal space where the inhabitants can come and 
enjoy each others company, talk and get to know each other a few changes had to be made. The 
space is now more open than before, it has also now been made possible for the inhabitants to 
commune in more than one place. 

해결안 시각자료의 모든 것은 바로 거주자들이 와서 서로 다른 동행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말하고 서로를 좀 더 

잘 아는 공공의 장소이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장소가 그 이전보다 좀 더 개방적인데 

이러한 것은 또한 거주자들이 하나 이상의 공동체에 있도록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This is one of the main places which 
greenery has been placed. It can be seen 
as soon as you walk into the space. This 
has been done to bring outside inside, 
this also pulls the inhabitants interest and 
allows them to walk straight on.

이 곳은 녹색화가 자리를 잡는 주된 장소 중에 

하나이다. 당신이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의 것을 안쪽으로 들여놓은 

것이고 이것은 거주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이 곧장 

걸어갈 수 있음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Taking advantage of the new double height 
that has been created, a new split tread 
staircase has been placed to allow inhabit-
ants to get to the second lounge area.
The way in which the stairs where de-
signed allows the inhabitants to actually 
sit on one side while people still walk up or 
down on the other side. This stair design 
creates another space for the inhabitants 
to stop, talk and appreciate the space.

새롭게 만들어진 종배각의 이용과 함께 새로운 

분할된 디딤판은 거주자들이 2층의 라운지에 

가능하도록 자리 잡게 되었다.이러한 계단은 실제 

한 쪽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동안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디자인 되

었다. 이 계단은 거주자들이 계단에 머무르면서 말

하고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다른 공간을 만

든 것이다.

Once past the greenery, the inhabitants are lead to the first lounge area where they 
can all sit, talk and eat.

녹색화를 지나고 난 후, 거주자들은 그들이 앉아서 말하고 먹을 수 있는 1층의 라운지 지역으로 

갈 수 있다.

When designing this space much thought had to 
go into it, as a home is not being designed but 
a communal space so with that in mind I had to 
think of open space and not privacy. 
The kitchen is an open kitchen joined with the 
lounge area which allows the inhabitants the 
freedom to roam and not feel constricted and 
still be able to feel as they are all together.

이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많은 가능성을 생각할 때 

집에는 없고 공공의 장소에만 존재한다는 개념으로 개인적

인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으로 디자인했다.

주방은 거주자들이 모두 함께 라는 기분을 여전히 느끼면서 

위축되는 느낌이 아니라 거주자들이 이리저리 배회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라운지 공간과  어울릴 수 

있는 개방된 곳이다.

After making the journey up the stairs the inhab-
itants are now at the second lounge area where 
there is more greenery.
Placing more greenery up on this level draws the 
inhabitants upstairs where they can sit, relax and 
even walk all the way up to the window and watch 
Lower Marsh.

계단으로 오르기를 끝 낸 거주자들은 2층의 라운지에서 

좀 더 많은 녹색화를 보게 된다. 이러한 녹색화를 이 높이에 

위치한 것은 거주자들의 이목을 좀 더 이층에 두어서 그들이 

앉아서 쉬고 그리고 심지어 창문까지 걸어가서 Lower Marsh

를 구경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Dead space under the stairs was converted to under-stair storage, which 
can store any objects the inhabitants decide to bring over and would like 
to keep. The  storage area is located in front of the toilets.

계단 밑에 죽은 공간은 거주자들이 그 어떠한 것이든지 저장, 유지할 수 있는 

계단하부 저장고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공간은 화장실 바로 앞이다.

Flat 132 - Storage Visual

Flat 131 - Commun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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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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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ca Cucurachi
Interior Designer 
Life on Marsh 
http://frascacuki.wixsite.com/mysite

Waterloo East 

Waterloo

Southwark

Lambeth North

Westminster 
Bridge

Embankment

W
aterloo 

Bridge

Archbishop’s
Park

River Thames

Lambeth
Bridge

Lambeth

Site Project location in London 

9 Buildings 
No. 127 to 136

London Lost and Found 
The project focus on the identity and make up of a 
particular  High Street of London, Lower Marsh. The 
designer here, has to deal with a variety of themes 
and currrent issues that are influenc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historical street of London and 
also the communities living there. The scenario 
sees 9 post-flood buildings in  need of regeneration 
within the neighbourhood. When we look at the 9 
buildings, we try to evaluete its authenticity, local-
ism and its hidden potential through new  innovative 
design and way of living that will benefit residents 
and shopkeepers.

이 프로젝트는 Lower Marsh이라는 런던의 특별한 번화가를 

만들고 그것의 정체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의 

디자이너는 다양한 테마와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 

그리고 런던의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인 거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도 다루어야 한다. 이 시나리오는 

이 지역 내의 홍수피해로 복원을 필요로 하는 9개의 빌딩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9개의 빌딩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거주자들과 상점주인

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삶의 방법, 그리고 새로운 혁신적인 

디자인 통한 그것의 숨겨진 가능성, 그 지역의 향토애, 그리고 

그것의 확실한 신뢰성을 고려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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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awing represents the essence of Lower Marsh-ness and its character 
in contraposition to the caotic rest of the City in the background. Waterloo 
Station contributes to keep the street secret and help to retains that ‘village’ 
atmosphere that London used to have. This aspect is essential  and drives the 
development of the design and concept.

  L I F E     O N   M A R S H

Hang out with..\ Dating Working together \ Job offer Get on well with..\ Taking care of..

The drawing recalls an utopian view of the perfect 
neighbourhood where a mix of characters come to 
live in perfect harmony into the 9 buildings.  Sharing 
appliances, sharing activities, working together, 
relying on each other can help build up more phys-
ical and lasting relationships between completely 
strangers. Being into a virtual area, and the pressing 
desire for more independences, people end up feel-
ing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world and loose the 
capacity of interaction with the other. The way we 
design can help in this way support people’s life and 
wellbeing through the integration of village benefits 
into the city landscape.

LOWER MARSH-NESS UTOPIA 

위의 그림은 Lower Marsh스러움의 본질과 주위의 배경 안에서 도시 혼란스러움의 대립을 통해서 

그것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 Waterloo역은 런던이 이제껏 지녔던 `마을`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거리의 비밀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필수적이면서 디자인과 

컨셉트 개발에 도움을 준다. 

위의 그림은 9개 빌딩 안으로 펼쳐지는 완벽한 조화를 이룬 

삶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완전한 이웃의 이상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편의시설의 공유, 사회적인 활동의 공유, 

함께 일하기, 그리고 서로를 의지는 것과 같은 것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이방인들 사이를 좀 더 피부적으로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관계를 쌓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상적인 

공간의 일원이 되고 좀 더 독립체로 가고자 하는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세상과 고립된 기분을 느끼게 할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할 것이다. 

우리가 디자인한 이 방법은 도시 지역 안에서 마을이익의 

융합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과 wellbeing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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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ace

House/ Rooms

Movements

People

3° place

3° place 3° place

PROBLEM BAD NETWORK  

People leaving home to get to other places some-
time hidden or delayed it so they do not bump into 
their neighbours. 

집을 떠나서 다른 장소로 가는 사람들은 때론 숨겨지거나 

지체됨에 따라서 우연히 다른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는다.

Main reasons can be: 

- Lack of time
- Noise
- Parking
- Boundary disputes
- Laziness
- Racism

LondonScotlandSouthNorthMidlands
/

wales

19
21

26
3132

% calling their neigh-
bours ‘good friend’

Over 60s 40-54

44 26 

SOLUTION

GOOD NETWORK 

People for some aspects do not need to leave home 
as they have what they need already there.  It can 
be called as a micro-community where  people see 
their private space redimensioned according their 
needs and the possibility of  communal activies/
utilitary spaces.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집을 떠날 필요가 없어진다.  그들의 요구와 공용의 

활동/시설물들의 공간에 따라서 그들의 새로운 차원의 사적인 

공간을 최소의 공동체(micro-community)라고 볼 수 있다.

Benefits could be :

- Things are one walk step away
- Promote socialization and confidence
- Economic
- Mutual aid
- Safety

People

People
Activity Friends

Mutual 
interest

PHYSIOLOGICAL
(health,food,sleep)

SAFETY
(shelter,removal from danger)

BELONGING
(love,affection,being part of a group)

ESTEEM
(from self and from others)

SELF-ACTUALISATION
(achieving individual potential)

Maslow’s Hierarchy of Needs

THE MAJORITY OF FRIENDSHIPS 
ARE ACTIVITY BASED

SOCIAL NETWORKING IS  
INFLUENCING NEGATIVEL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EOPLE ISOLATION
 into digital relationships

SOCIAL 
COMMUNITY

PHYSICAL

CAREER

FINANCIAL

DAILY ACTIVITIES 
cooking,laundry,studying,
watching movies, playing
gym

• Celebration
• Cultural vitality
• Economic prosperity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afety

• Food & Nutrition 
• Exercise 
• Relax

• Occupy the time effectively
• New Skills and    
   opportunities
• Healthy work environment

• Long term planning
• Locals empowering
• Earning potential

Movements
People

3° place

3° place

3° place

3° place

WELL-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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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PROFESSIONAL

STUDENT

SINGLE 
PARENT

SHOP
OWNER

WORKER

RETIRED 
PERSON

NEIGHBOURHOOD
RELANTIONSHIP

Occupants that will be inhabit lhe living quarters.
Inspiration has been taken from the demographic 
analysis of Lower Marsh that shows for the majority:

거주자들은 주거지역에서 살 것이다. Lower Marsh 

인구통계분석의 대다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FT EMPLOYEE                                              55%

FT STUDENTS         20%

SINGLE                                                                               70%

DEGREE OR SIMILAR                               55%

AGE   30-44                                         45%

Considering the real figures.

A

Dining 
space

Studio 
Laundry 

room

B

Storage Cinema
Dining 
space

Private 

Public 

Occupants

Private 

Public 

Occupants

Private 

Public 

Occupants

Play room
Dining 
space

Gym 

C

INHABITANTS

Considering the high amount of people living on 
their  own and most of the time on a full-time job, 
results as a waste of space and even less chance 
to create a rich neighbourhood. I decided then to  
split the buildings in groups of 3 and multiply my 
inhabitans  and pair them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lifestyle.

The threshold in this case, is the staircase that con-
nects people’s flats and communal rooms.  

스스로의 삶과 정규직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상당한 

양의 사람들을 고려해볼 때, 공간의 낭비와 많은 이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결안은 사람들의 아파트와 공용의 방을 

연결하는 계단이다.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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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al room

Circulation area

Flat

20 sqm Dining area

15 smq Laundry area

27 sqm Studio

Exposed London red bricks warm and textural, they 
stand alone in the way a white wall doesn’t, give a 
warehouse feeling.

Wood flooring on upper floors where there is no risk 
of moisture.

It’s important to have private as well as shared 
spaces. In co-living, the private space will include a 
bedroom, a living room or lobby or an ensuite bath-
room, depending on the choice of  the room.
Shared spaces kitchens, communal entertainment 
spaces, and dining rooms for private and social 
events.

공통된 공간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공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공유의 삶 속에도 개인적인 공간은  방속의 선택에 따라 침실, 

거실, 로비 또는 욕실이 딸린 침대를 포함할 것이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행사를 위한 공유된 공간의 부엌, 

공용의 여가장소 그리고 식당.

The rooms are designed under the concept of co-liv-
ing for those people that share a similar story and 
want to make the most of their  life in London. 

방들은 런던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기 원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컨셉트로 

만들어졌다.

The image shows a studio, which is a common 
shared space by students, and on the right a private 
space belonging to a flat.

학생들에 의해서 공유된 장소인 스튜디오를 나타내는 이미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파트에 소속된 개별적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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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4 8.8 5.9 4.8

Land above the sea 
level

4.5 4.2 3.6 5.9 4.9 4.3

Underground Trains 19.5

Leake Street Tunnel

Lower Marsh

Waterloo Train Station

Market stall Emergency boat 

THE STORAGE 

The brief asked to create a ‘Kit and Caboodle con-
cept’ for our inhabitants that is flexible and user ad-
aptable. I came with the idea of a floating structure 
used as a market stall that 
can store and transport goods when the street is 
flooded. The proximity to the River Thames puts 
Lower Marsh at risk of flood. The high and low tides 
that would ebb and flow  make the street hazardous. 
Therefore I have  responded to this issue by design-
ing  a floating multi-storage unit that can be used as 
a market stall, cafe counter or meeting space. 

거주자들을 위한 사용자 적응이 가능하고 융통적인‘kit and 

caboodle concept’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했다.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물건의 저장과 이동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노점으로써 사용되어지는 떠다니는 구조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 

템즈 강 근처에 위치한 Lower Marsh은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밑물과 썰물의 따른 조수의 간만의 차는 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 

그에 따라서 노점, 카페계산대 또는 모음의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떠 다니는 다용도 저장 유니트를 디자인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The graphic shows how the flood water can reach 
the site.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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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activating
flood barrier

Metal Drylining System 

Plasterboard 

Finishes

Concrete Slab
Insulation
Foundation

Membrane 

Vapour Tape

Channel 
for water

Watertight room.
Workshop to be sealed, using flood-
proof glass door and partition walls

Flood doors 
and windows

 Internal improvement

Flood resilient furniture
with appropriate materials
like stainless steel. 
Machine with overhead 
power

Sockets to be located higher
 to the floor level 

Air brick covers

For floods over 60 cm depth, or of pro-
longed duration, attempting to keep the 
water out can cause serious structural 
damage.

Raised floor yards contribute to keep people safer 
and visible, and allow easy use of the floating stor-
age and improve movements between flood water 
and flats.

부양된 바닥은 범람한 물과 아파트 사이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주고, 부유 저장소의 이용을 쉽게 해주며, 사람들을 좀 더 

안전하고 눈에 뛸 수 있도록 일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Rear of the 9 buildings

THE FLOOD STRATEGY 

All furniture is raised 
up from the floor by 
1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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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da Amir
Studio 2 : London Lost and Found 
nidaamir786@hotmail.co.uk 
www.nidaamir.com

Project scenario: 

The brief given was based on a scenario  that Lower Marsh had just been flooded, 
This scenario will only affect the first and basement floors however, there needs 
to be an understanding of how severe the floods damage is and how to design a 
resilient space that works with the flood as part of the design this can be through 
materiality, structurally, design discission’s etc. 9 empty buildings are given in a 
post flood  affect from 127 - 136 Lower Marsh , Lambeth, London

Lower Marsh is one of South London’s gems, it has 
a huge historical reference as seen in the name 
of the area it was built on marshland. This area is 
a one stop shop for people to come on there for 
a coffee, lunch, meeting point, shopping ect. As it 
is a short walk from Waterloo station and the Old 
Vic theatre, it is also connected to many smaller 
streets which makes this road a interesting, vibrant 
commercial & social spaces. 
Lambeth Council has  started to go through a lot 
regeneration within Lower Marsh. The market stalls 
have been a permanent residence to the area since 
the nineteen century. However now the council is 
looking to add some independent retailers, trendy 
coffee shops and much more it there first flush of 
regeneration. But still holds true to the area with 
its local shops such as the charity shops, general 
stores, greasy cafe ect.

Lower Marsh is close to many well known areas on 
the south bank as it is only a 10 minute walk away 
from  Lower marsh. 

Lower Marsh은 많이 알려진 유명한 장소와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 10분 거리에 있는 South Bank때문이다.

Lower Marsh지역이 막 홍수의 피해를 입었다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개요가 주어졌다. 

시나리오 상에서는 오로지 지하와 1층만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홍수의 피해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디자인의 일부 자체를 이러한 홍수 피해에도 복원이 가능한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지

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구체적이고 구조적이면서 디자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127-136 Lower Marsh , Lambeth, London Lambeth의 127-136 Lower Marsh에 

있는 9개의 홍수 피해 이후의 빌딩들이 프로젝트의 대상이다. 

Lower Marsh는 남부 런던의 보석들 중에 하나이고 습지대에 

건설된 많은 역사적인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 

이 지역은 사람들이 쇼핑, 만남의 장소, 점심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찾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지역이다. 

또한 짧은 거리에 Waterloo역과 Old Vic theatre가 있고 더불어

서 많은 작은 거리와 연결된 흥미로우면서, 활기찬 상업, 그리

고 많은 활동이 있는 공간이다. 

Lambeth 지방의회에서는 Lower Marsh 지역 내에서 본격적인 

재건계획을 시행을 시작했다. 19세기이후로 시장노점은 

영구적인 거주형태로 변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이 지역에 

몇몇의 개인 소유의 독자적인 상점, 최신 유행의 커피숍,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새로운 형태의 상업형태가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현실은 지역적인 상점 즉  

중고품 가게, 일반적인 상점 그리고 오래된 카페가 존재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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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abitants occuping the flats in the utopia 

The highest deomgrapic of people in Lambeth are people between the ages 20 
to 39. An underling issue within this age group is that they live fast lives were 
networking and connecting with people and this is all through social media and 
technology, which distances them from real life interactions. This issue will be a 
key part of the concept, it will encourage people to interact with each other within 
a environment that solves this problem.

 Understanding the disconnect within the age group, as social media and technol-
ogy is a main part of this age groups life. From apply for jobs to shopping online 
every part of there lives is taken over by technology and will continue to. Under-
standing the issue and the affects of this issue on this demographic has signified 
how much people really do need to increase the amount of human interaction. 
However understanding what human interactions bring people together will 
increase of human interaction and can be applied within the living and commer-
cial space.

Third space it’s a that is the in between, not the home nor a work space. Its the 
middle ground a place were people can relax and interact with others as its a 
space were people come together. The approach is usually taken up by offices, 
however this approach will be applied to the design of the nine buildings.

Concept & Utopia:

The utopia is based on increasing human interac-
tion and connecting with people through the theory 
of third space. The idea of creating social spaces 
through living space’s and commercial spaces to 
allow people to connect and reconnect to increase 
social human interaction through there daily life’s, 
to minimize the addiction to social media and tech-
nology and intern increase real human interactions. 

유토피아는 제 3의 장소라는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간들과 

실제 상호작용을 연결하거나 재연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주거 공간과 상업적인 공간을 통한 사회적인 공간을 

만드는 아이디어, 소셜 미디어와 기술의 중독을 최소화하고 

실제 인간들 사이의 상효작용을 수련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SOCIAL HUMAN INTERACTION,CONNECT, RECONNECT,THIRD SPACE , 

Lambeth에서 가장 높은 인구 통계를 보여주는 세대는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사람들이다.  

이 세대의 중요한 이슈는 그들의 삶이 사회적인 미디어와 기술을 통해서만 사람들과의 교감 및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요소가 실제적인 사람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든다. 

이러한 쟁점이 컨셉의 중요 부분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 내에서의 서로간의 소통을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것이다. 

세대 간의 의사소통 단절의 이해는 소셜 미디어와 기술이 이 세대의 삶에 주요 부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유이다. 취직원서를 내는 것으로부터 온라인의 쇼핑하는 것까지 그들 인생의 모든 면은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인구통계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의 

영향과 이해는 인간간의 소통의 양의 증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상호작용이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러한 요소들은 주거와 상업적인 공간에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중간의 공간은 집도 아니고 일하는 공간도 아닌 제3의 공간이다. 이 중간 지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개 사무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 접근 방식은 9개의 건물의 설계에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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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en inhabitants that influnced  the threshold & storage design 

The shelving unit is called reconnecting it will be 
placed within a kitchen or dinning space to hold 
any item needed for that particular space. This unit 
shelving is based around the idea of storage being 
flexible, flat packed and a point of reconnecting 
through building an easy and simple designed 
shelving unit. I will act as social storage that brings 
flat mates together, but also a acting as a personal 
storage space for each individual. 

재 연결이라 불려지는 shelving unit은 특정한 장소에서 수용

해야할 물품을 담기 위해서 주방과 식당에 위치할 것이다. 이 

shelving unit은 유연성과 조그만 자가 조립용 가구를 겸비한 

저장고의 개념을 기반으로, 쉽고 간단하게 디자인된 shelving 

unit이 있는 빌딩을 통해서 재 연결의 기중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은 아파트 친구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의 저장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각각의 개인이 사용할 할 수 있는 개인 

저장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The idea behind of the threshold is based on the 
utopia idea which is about increasing human inter-
action. The threshold will be a space that will allow 
people to come together and encourage socializa-
tion through conversation and interaction through 
fun and interactive design decisions. The kitchen 
was identifying as the space within the flat that is 
classed as a social space. A communal kitchen 
will be designed to allow maximum interaction and 
socialization with each other through cooking and 
dining together. This then will take way the need for 
a kitchen and dining space with the flats encoring 
the inhabitants to cook and dine with each other in 
the communal kitchen and dinning. This threshold 
will be designed within 132 Lower Marsh, first and 
second floors.

한계점 이면의 아이디어는 인간의 상호 작용을 증가시키는 

유토피아의 개념에 기반으로 한다.

그 한계점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재미와 상호작용 디자인 결정을 통해 

대화와 상호 작용과 같은 사회화를 장려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주방은 아파트 내에서 사회적인 공간으로써 분류된 

곳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용의 주방은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상호작용과 상호간의 사회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디자인 될 것이다. 공용의 주방과 식당에서 

서로같이 요리와 식사를 하도록 거주자들을 독려하는 공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132 Lower Mars

의 1층과 2층에 디자인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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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ATIVE LIVING FIRST FLOOR :

Thinking about a interactive living space is inspired 
by increasing human interaction through a fun, fas-
cinating and intriguing way. Taking a playful twist on 
a standard living space will allow people to interact 
and connect with the space and each other instead 
of there technology. Through fun and engaging 
walls, materials, lights, furniture and design ideas to 
create interactive living. 

상호작용적인 생활공간 개념은 재미있고 매혹적이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인간의 상호 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일반적인 기술에 의존해서 사는 방식에 의한 전형적인 

삶의 공간을 비틀어 버리는 것은 그곳의 기술을 대신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작용할 수 있고 공간과의 연결을 서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상호작용 삶을 만들기 위한 놀이, 벽 오르기, 여러 재료들, 

조명, 가구, 그리고 디자인 생각들을 통한 상호작용 삶의 

생성을 제안하다.

MOVABLE PARTITONINGS SECOND FLOOR : 

Putting in-place a movable partition within the 
bedroom space will allow a interactive, open space 
at times but also a privet space within the flats. 
This idea of moving partitions  physically will allow 
there to always be that idea of increasing human 
interaction, connecting and reconnecting within a 
privets space. 

침실 공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칸막이를 위치시키는 것은 

상호 작용, 열린 공간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아파트 내에 

개별적인 공간을 가능하게 한다. 움직일 수 있는 칸막이는 

신체적으로 개별 공간 안에서 상호작용, 연결, 그리고 

재 연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념을 항상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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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open 

The movable partitioning allows the second floor of 
these building to become privet and public all in one 
space. This was designed to allow constant interac-
tion through out the space even within a privet space 
such as the bedroom. The partition is a structure 
that is pre fitted within the space and put together 
on site. However each partitioning is bespoke due 
to the different hight of each flat therefore adjusting 
each partition to the space is bespoke. By rotating 
the handle of the panels it allows the partitioning 
to move to create a privet space but also a public 
space for the inhabitants.

움직일 수 있는 칸막이는 이러한 빌딩의 2층을 하나의 장소 

안에 개별적이면서도 공공의 장소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것은 

심지어 침실과 같은 개별적인 장소 안에서 바깥 공간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칸막이는 

미리 공간 안에 맞추어 있는 구조로 지역에 함께 

놓여질 것이다. 그렇지만 각각의 칸막이는 각각의 아파트에 

대한 다른 높이 때문에 맞춤 제작이고 그러므로 공간에 대한 

각각의 칸막이의 조절 역시 맞춤 제작이다. 패널의 손잡이를 

돌리는 것으로 칸막이를 움직일 수 있고 이러한 칸막이의 

조절은 개별적인 공간뿐 아니라 공공의 공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partition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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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FLOOR AND BASMENT 
GENERAL STORE

Before social media came into play, T.V would act 
as the technology that was a social point within 
people’s lives. Competitive T.V programs allowed 
people to socialise over a mutual interest and 
converse over it. Supermarket Sweep, Bake Off, 
and Wipe Out are the chosen t.v programs that have 
inspires the spatial placement for the first, ground 
and basement floor. These three stores will act as 
a third space that brings people together through 
workshops, competitive activities, social spaces and 
commercial spots.

소셜 미디어가 제 역할을 하기 전에는 T.V가 사람들의 생활 

안에서 사회적인 거점의 일종의 기술로써 행동을 해왔다. 

경쟁적인 T.V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에 대한 

상호작용하고 그것에 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주었다. Supermarket Sweep, Bake Off, 그리고 Wipe Out은 

1층 그리고 지하을 위한 공간의 장소로서 영감을 줄 수 있는 

선정된 T.V 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 3개의 상점은 워크샵, 

경쟁적인 활동, 사회적인 장소, 그리고 상업적인 장소를 통한 

사람들을 함께 불러들이는 제 3의 장소의 역할을 할 것이다. 

CHIT CHAT COFFEE this is a coffee shop with a dif-
ference that is inspired by the T.V program Bake Off. 
This space is based on the theory of third space by 
allowing people to connect and reconnect bringing 
people together through the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The work shops and events will bring people 
together to allow people to make new connection 
and reconnect with old ones over a cup of coffee. 
Through  a diverse range of seating arrangements 
and placements. 

SIP, SIT, SOCIALISE 

CHIT CHAT COFFEE는 T.V 프로그램 Bake Off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일반적인 커피숍과 다른 장소이다. 이 장소는 사회적인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을 연결, 그리고 

재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 3의 공간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 잔의 커피 너머로 과거의 사람들과 함께 재연결, 새로

운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다양한 좌석의 배치와 

위치배열은 토론회와 이벤트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An underlying aspect of a third space as it acts as 
a community meeting spot. Also the recipe design 
workshop will act as a connecting point for people to 
interact and will pose as a activity. As people design 
recipes they will be required to find the ingredients 
in true supermarket sweep style in the corner shop, 
and cook off there recipes in the open kitchen and 
chatter away with each other.

COOK CORNER CONNECT 

제 3의 공간의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공동체의 만남의 장소로 

행동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리 디자인 토론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활동으로 자세를 취하는 연결요소

로써 행동할 것이다. 사람들이 조리법들을 디자인 할 때 그들은 

corner shop내의 Supermarket Sweep에서 재료를 찾는 것이 

요구될 것이고 그들의 조리법을 열린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서로 애기를 나눌 것이다.  

CORNER SHOP CHATTER  the space was inspired 
by Supermarket sweep the T.V program. A twist on 
the kitchen being the heart of home and the concert 
shop being the place to have chin wag.

CORNER SHOP CHATTER는 Supermarket sweep이라는 

T.V 프로그램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수다를 떨기 위해서 

존재하는 concert shop와 집의 심장부인 주방의 전혀 

다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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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HTING TALK is a social space inspired by the T.V 
program Wipe out, designed as a unique and com-
petitive social environment. This space is based on 
the theory of third space by infusing it with fun and 
social activities taking social human interaction onto 
another level. This competitive social environment 
is mixed up with fun actives at different intensity 
levels blended with social spots, from rock climbing 
to table tennis to a health juice bar. Fighting Talk 
will encourage human interaction within different 
intensities of spaces in a fun, friendly and social 
environment.

CONTEND, CONNECT, COMPETE, CONVERSE 

Ground Floor Plan 127-136 Lower Marsh

Basement Plan 127-136 Lower marsh

FIGHTING TALK은 독특하고 경쟁적안 사회적인 환경으로써 

디자인된 T.V 프로그램 Wipe out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사회적인 공간을 뜻한다. 사회적인 인간 상호작용을 또 다른 

수준으로 옮길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과 놀이를 스며들게 하는 

제 3의 장소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적인 

사회 환경은 절벽오르기에서 탁구, 그리고 

health juice bar까지 사회적인 장소를 모두 섞은 다른 강도 

수준의 놀이 활동이 혼합된 것을 나타낸다. Fighting Talk은 

재미, 친근함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내의 다른 공간의 

강도 안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을 독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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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 view looking at 127-136 Lower marsh

Section 127-136 Lower marsh

Smal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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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최악의 홍수에 런던이 고통을 당하는 전제를 가정하고 있다. 

그 지역은 완전히 대피되었다. 활기찬 지역 내에서의 상가 상업 및 주거계획을 디자인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가정 하에 스튜디오는 Lower Marsh, Lambeth의 작은 구역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 

프로제트는 3가지의 주된 문제를 조사하는데, 첫째는 지역 내에서 앞으로의 홍수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새로운 유토피아와 같은 삶의 방식이 디자인되어져야만 하고 앞에 언급한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마지막은 이웃들 간에 하나 되는 팀의 정신을 고취하는 뿐만 아니라 

거리를 활기찬 분위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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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BRIEF

The brief assumes that the premise that due to climate change London has suf-
fered one of the worst floods in its history. The area has been completely evacu-
ated. Offering the chance to design retail and living accomodation within a vibrant 
neighbourhood, the studio focuses on a small section of Lower Marsh, Lambeth.

The project looks at 3 major issues:
First, the area has to manage future events of flooding. Secondly, a new utopian 
like way of living has to be designed. Last but not least, the vibrant  atmosphere 
of the street should be enhanced as well as the team spirit of the neighbourhood 
encouraged.

map: London boroughs; area around the Waterloo station, Lambeth 

map:  walk in Lower Marsh; 9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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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IA

The Utopia „Mix Up“ is based on the  predicted 
growth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the Uk, as well as 
the increasing shortage of effordable accomodation. 
The idea is to create a homesharing model between 
elderly and young people, which should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two generations.Inter-
generational solidarity should be based on the need 
to rebuild family-like links at the community level in 
order to fight isolation, loneliness and vulnerability, 
while respecting the private life of each individual. 
In this Utopia the focus is not only laid on helping 
elderly people and fight isolation instead both sides 
should benefit from the cohabitation. This benefit is 
claimed by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skills, 
while creating a friendship and helping in differnet 
situations of live. Everybody can learn from another 
and mix up. Therefore, special furniture to support 
the communication is designed, as well as, a new 
arragment of task within a community.
In order to show the mix up a booklet which features 
different people following various activities was 
made.

유토피아‘Mix Up(교류, 혼합)’은 감당할 만한 주거지 결핍의 

상승뿐 아니라 영국내 노년층의 예견된 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노년과 청년 간에 좀 더 많은 이해를 

구축할 수 있는 두 세대의 homesharing model(집공유 모델)이

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세대 간의 연대는 연약함, 외로움, 그리고 

고립을 없애기 위한 지역 공동체 내의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요구를 기반으로 하면서 이와 동시에 각각 

개인의 개인적인 삶은 존중하는 것이다.  

이 유토피아에서 주된 요점은 오로지 고립을 없애고 노년층을 

돕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대신에 동거생활로부터 쌍방이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두 세대는 우정을 교환하고 각각의 

다른 삶의 상황을 도와주는 동시에 지식과 기술의 교환이 

서로 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 그리고 이러한‘Mix Up(교류, 혼합)’으로부터 

알고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가구가 디자인되고 또한 지역 공동체내에서 해야 할 새로운 

일들이 디자인되었다. 

‘Mix Up(교류, 혼합)’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에 따른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는 소책자가 만들어졌다.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skills effected by the cohabitation of two different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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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Fresh Water Tank  

  Grey Water Tank 
  
  Waste / Recycling

Elevation Mini Kitchen: seating, left side, cooking zone, right side

MINI KITCHEN

The first step was to create a small space where this 
mix up and the exchange of knowleadge and skills 
can happen. 
As the kitchen space within a flat is not only a plays 
to prepare food, it also plays a major in our social life 
as sit togather and eat is meeting point to chat, gos-
sip, laugh and discuss. Therefore, a moveable mini 
kitchen was designed. the kitchen not only feauters 
fresh water and grey water tanks, it also includes a 
table and benches which can be fold out. Moreover, 
the kitchen can be moved to different places.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Mix Up(교류, 혼합)’과 지식 및 

기술의 일어날 수 있는 조그만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다. 

공동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주방이라는 장소는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인 삶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이유는 서로 같이 앉아서 음식을 즐기면

서 토론하고 웃고 수다를 떠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mini kitchen(소형 주방)이 디자인되었다.  

이러한 주방은 신선한 물과 배수를 위한 물탱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서 접어서 넣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지니고 있다. 그에 더해서 이러한 mini kitchen(소형 주방)은 

다른 장소로 움직일 수 있다. 



여기서의 주된 문제는 모든 지역으로의 접근을 나타낸다. 9개의 빌딩에 살고 있는 노년인구 

수에 따라서 뒤뜰에 경사로를 만들었다. 이러한 경사로는 노년세대를 위한 요구에 집중해서 

만든 것이지만 거리와 빌딩들의 한계점의 역할 수행 한다. 뿐만 아니라 1층의 상점과 지하실 

그리고 그 위에 위치한 주거지역과도 이러한 한계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잠시 쉬거나 

또는 이웃들과 가벼운 대화를 위한 몇몇의 조그만 장소 역시 이러한 경사로에 설치하였다. 

이것은 또한 정원 장소로써 식물이나 채소를 가꾸고 거주자들이 만나고 앉을 수 있는 조그만 

테라스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 이전 황량하고 텅 빈 9개 빌딩의 뒤뜰은 이제 만나고, 쉬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었다.

The 8th Hidden Space Project  2017  Reinterpretation 131130

above: Perspective ramp with boxes to sit down

middle: Elevation  ramp

beneath: topview, possible journey of two residents 
including stops 

SLOW JOURNEY RAMP

A main issue of the project is the accesability to all areas. Accordingly to the 
amount of elderl people living in the 9 buildings a ramp at the backyard con-
structed. The ramp focoses on the needs od elderly persons but also works as a 
thresehold between street and buildings as well as the shops on the ground floor 
and basement and dwellings in the upper two floors.  
The ramp is equibbed with several 
places to stop in order to take a break and haveing a chat with the neigbours. It 
also provides small terraces where the habitants meet, sit togeather or plant some 
floweres or vegetables at the gardening spaces. 
The former empty and unfriendly atmosphere of the backyards of th 9 buildings 
turns into a lovely space to meet, relax and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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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bwaiter to deliver 
deliver the shopping basket 
from the groudfloor to the 
basement

products are displayed at 
the optimal level to grab 
sth.

all the shelfs provide a side-
board in order to put down  the 
shopping basket 

wall cladding is made of recy-
cled wood 
e.g the historic market stalls of 
the Lower Marsh Market

as the grocery store is tiny only 
seasonal fruits and vegetaibles 
are offered

Basement 
Dairy
Meat products
Frozen Food

Ground Floor
Groceries
Vegetables&Fruits
Magazines
Convenience

GROCERY STORE

The ground floor and basement floor businesses are 
carefully fitted to the needs of elderly people. The 
Grocery Store is clearly laid out to make it easy to 
navigate through the shop. The shelves that display 
the products are at the optimal heights to pick up an 
item, situated between 600mm and 1800mm from 
the finished floor level. Additionally, a counter side-
board has been designed to enable a shopper to put 
down their shopping basket. As the shop occupies 2 
floors, a dumbwaiter has been added to take a shop-
ping basket from one floor to the other.

1층과 치자상점은 노년세대의 요구에 알맞은 상점들로 

구성하고 있다. 식료품점은 각각의 물품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모든 것을 배치해두었다. 상품을 진열한 선반은 물품을 

잡을 수 있는 최적의 600mm,1800mm 높이의 선반으로 만들어

졌다. 쇼핑객들이 쇼핑 바구니를 놓을 수 있는 측면 선반을 

진열장에 장치했다. 이러한 상점들은 2개 층에 자리를 잡고 있고 

쇼핑 바구니를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옮길 수 있는 조그만 

화물 승강기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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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Y

Furthermore, a bakery including a small café has 
been designed. It can be divided into 3 main spaces: 
the shop and the café at the groundfloor and the bak-
ery at the basement. The interior again is adjusted to 
the needs of the elderly population while the design 
is contemporay. The shop is marked by a timber pan-
el façade which structure works sound reducting and 
merges into the bread display and the sales counter. 
Moreover, the furniture has been chosen according 
to a a feeling of security and stability as well as a 
lively design. 

조그만 카페를 포함한 제과점도 디자인했다. 제과점은 주된 

3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점, 1층에 카페 그리고 

지하에 제과점. 실내디자인은 세련됨과 동시에 노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실내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상점은 나무 패널 외관재를 

사용해서 여러 소음을 줄이고 그 자체의 색깔이 빵과 비슷함을 

나타내고 있다. 가구는 생동감이 있으면서 안정성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나무 패널 외관재를 사용해서 소음 감소, 팔걸이가 

부착된 의자는 훨씬 더 안정감을 준다.

timber  panel façade works as noise reduction

chairs with arm rest gives the feeling of more stability 

bread display including a box that collects crumbs

display desk includes a rack for bags

Basement
Hot Room
Staff Room
Storage
Bakery

Ground Floor
Shop
Ca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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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takes place in the secret  little high 
street of Lower Marsh located in the London Bor-
ough of Lambeth. The area is  popular for its vibrant 
market with a total of seventy-seven stalls and is 
adjacent to the Waterloo station.
The brief sets up the premise that
Lower Marsh is left waterlogged and empty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and London has suffered 
the worst floods in its history. After many weeks the 
flood subsides, revealing the true picture of damage 
and devastation.
The role of the designer in this project is to create 
a cross-section of ideal co-living spaces  through 
the explorat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surrounding the identity and make-up of a local high 
street.

이 프로젝트는 런던 자치구 Lambeth에 위치한 Lower Marsh의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역은 Waterloo 역을 

옆에 끼고 총 27개의 노점상이 위치한 활기찬 시장으로 

인기가 있는 곳이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런던의 역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Lower Marsh이 물에 잠긴 채 버려진 

상태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홍수의 

여파가 점점 가라앉고 나서 비로소 피해와 황폐함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디자이너로써의 역할은 지역 번화가를 만들고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상적인 co-living spaces(공동 삶 공간)의 단면을 만드는 

것이다.

Site photographs:

1. ‘WE ARE WATERLOO’
     Planting barrels
2. CUBANA MARKET STALL
    Latin American food and live music
3. ‘GREENSMITHS
    Independent local artisan 
    supermarket
4. LEAKE STREET TUNNEL
    Legal graffiti tunnel
5. LOWER MARSH MARKET
    Street food, quality produce and craft 
    market
6. A&J BIRD BOXES
    Micro-manufactured installation

LONDON LOST & FOUND
MARSHOLOGY

LAMBETH BOROUGH

THAMES RIVER

1 2 3 4 5 6

The map illustrates the high street of lower Marsh 
with its access routes and the location of the market 
stalls. 
These are the different points at which the London 
floods will potentially start appearing, especially 
from the underground passageway of Leake street.

지도는 시장 노점상의 위치와 그것은 접근 경로와 함께 Lower 

Marsh의 번화가를 묘사하고 있다.

런던 홍수가 잠재적으로 시작할 기미가 보이는 다른 지점이  

있는 특히 Leake street의 지하 통로 지점이 그 중 하나이다.

LOWER M
ARSH FRAZIER STREET

WESTMINSTER BRIDGE ROAD

LOWER MARSH MARKET

LEAKE STREET

A visual of the lower Marsh high street on a typical day.

Tsanta Andriamiangy
Interior Architecture & Design
Marshology Yea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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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PROFILE

The main chosen user  is a salaryman who special-
ises as an independent local market manager. His 
role is to protect the area from the pressures of 
change and to connect with the local people of Low-
er Marsh as part of his business outlook, in order to 
enhance his work skills as well as his social skills

채택된 주된 사용자는 독자적인 지역 시장의 매니저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샐러리맨이다. 그의 역할은 사회적이면서 

직업적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변화의 압박으로부터 

지역을 보호하고 그의 사업전망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POP-UP STORAGE

The concept of the storage is the idea of opennes, 
adaptability and durability in the event of a natural 
disaster such as the London floods. This storage is 
taylored to the basic needs of the salaryman and at 
the same time promotes social interactions between 
its user and the local people of Lower Marsh.

저장고의 개념은 런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를 대비한 

개방성, 적응성 그리고 내구성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 저장고는 샐러리맨의 기본적인 요구에 딱 맞추어서 만들어

졌고 동시에 이 저장고의 사용자와 Lower Marsh의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인 상호 작용을 증진시킨다.

The drawings show the elevations of the popup 
storage whereby each facet has its own function. 
The interior space has the potential to accommo-
date one user at a time. The exterior facets can 
accommodate up to five users.

그림들은 pop-up storage(저장고)의 입면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상의 각각의 측면은 스스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내부 공간은 한 번에 한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며 외부의 

측면은 5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The storage can be flatpacked.

Copper 
two-way pipe

STORAGE MATERIAL

A visual of the pop-up storage on Lower Marsh street. 
The structure is flood-resilient and the overall material used is carbon fiber which has a good tensile 
strength.

구조물은 홍수에 대한 복원력이 있으며 전반적인 원자재는 강한 인장력을 지니고 있는 탄소 섬유이다. 

OPEN

CLOSED

The device behaves like an origami. When closed, 
it offers a private function whereas when open is 
offers a public function.

이 장치의 기본적인 원리는 종이접기와 같다. 폐쇄시에는 

개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개장시에는 대중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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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    L    GY
A sustainable and self-suficient programme that 
promotes green urbanism for the vibrant community 
of Lower Marsh in Waterloo, London. The issue of 
flooding in London is no longer a disaster but rather 
a celebration for its people and is a central part of 
the buildings. The water from the floods is reused 
again for watering a variety of  pollution absorbing 
plants and trees in the pleasure garden. It is also 
the key to bringing the community together. 

Lower Marsh is now more than a secret street. It is 
a mixed-use place for greenery, learning and enter-
tainment from which everyone can benefit.

지속가능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계획은 Lower Marsh의 

생동감 넘치는 녹색 도시주의를 증진시킨다. 런던의 

홍수문제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닌 그곳 주민들의 행사이고 

빌딩의 실재적인 문제이다. 홍수로부터의 물은 잘 꾸며진 

정원 안에 공해를 머금고 있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에 물을 

주는 형태로 다시 사용된다. 또한 이것은 지역 공동체를 

함께 화합하게 만드는 중요 포인트이다.

Lower Marsh은 비밀스러운 거리 그 이상을 나타낸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자연, 배움 그리고 즐거움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섞여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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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te is a mixture of commercial and residential 
18th and 19th century victorian buildings. Above is 
an existing drawing of the nine buildings on site.

이 지역은 18세기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상업적이면서 

주거형태의 성격을 지닌 빌딩들의 혼합체를 뜻한다. 위의 

그림은 지역에 있는 9개 빌딩의 현재그림이다.

DESIGN PROPOSAL

1. Botanic gallery
2. Tea room
3. Community workshops
4. Urban roof garden

SPACE MATERIALS
Concrete / Glass / Brick / Metal

PROPOSED FRONT ELEVATION PROPOSED REAR ELEVATION

ROOF GARDEN PLANTS

A selection of natural remedy plants with associated 
health benefits such as for the nervous and respira-
tory system:

신경과민과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병 치료를 위한 건강혜택과 

직결되는 자연 치료 식물의 선택 

LAVENDER CAMOMILE CALENDULA BORAGE ROSEMARY ROSE

COMMUNITY SPACE

The proposal is a mixed use public space that is 
designed to accommodate the flood. The ground 
floor takes its inspiration from the Fondazione 
Querini Stampalia in Venice by Carlo Scarpa. The 
narrative is to feel a sense of ascension and comfort 
as the user makes his way to the urban roof garden. 
The second floor is a tea room and the third floor is 
a public workshop. The  design components such 
as the foundation and staircases are permanent fea-
tures. However, the furnishings are non-permanent 
and can be detached or readapted to the space.

이 제안은 홍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대중 공간의 

혼합 사용에 관한 것이다. 1층에 대한 디자인은 카를로 스카르

파의 Fondazione Querini Stampalia in Venice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되었다. 사용자가 도심 옥상 정원으로 갈 때 

편안함과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주된 

묘사이다. 2층은 차를 마시는 공간이고 3층은 대중 토론회장이

다. 토대와 계단과 같은 디자인 요소는 영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가구, 비품과 같은 것들은 비 영구적인 특징으로 

공간에서 없애거나 재적용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This workshops booth is bolted onto the wall and 
can be detached and closed or o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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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ROOF GARDEN

TEA ROOMBOTANIC GALLERY

BOTANIC GALLERY

The Botanic Gallery is an open public space that 
takes its inspiration from the Museum Querini 
Stampalia Foundation by Carlo Scarpa in Venice. 
The idea behind the design is to allow the London 
floods to naturally enter the  building, hence the 
presence of  natural materials and water ducts on 
the foundation of the space. The original supporting 
columns from the old building has been kept and 
reused as a gallery display. The space also offers 
a reception area equipped with free lockers for 
visitors to store their belongings. Visitors should feel 
a sense of ascension, openness and integration as 
they make they graduate inside the building.

식물 전시관은 베니스에 위치한 카를로 스카르파의 Museum 

Querini Stampalia Foundation에서 영감을 얻은 열린 대중을 

위한 공간이다. 이러한 건물 디자인의 숨겨진 의미는 런던 

홍수에 따른 물의 유입을 자연스럽게 빌딩으로 유도하고 

이런 이유로 공간의 토대에 물 배관과 자연적인 원자재의  

존재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원래의 건물 주춧돌은 

유지가 될 것이고 전시관 진열로써 재사용 될 것이다. 또한 

이 공간에서는 방문객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무료사물함이 장치된 로비가 제공될 것이다. 

TEA ROOM

The Tea Room has a low Japanese shoji ceiling with 
a glass void that supports a small amphitheatre 
from the workshop above. The spatial language 
from the Botanic gallery below continues with the 
circular balcony which eases circulation in such a 
low ceiling space. Visitors have the opportunity to 
relax and feel at home as they serve themselves 
a cup of tea from a home made botanic selection 
which promotes self-sufficiency and greenery inside 
the building. Orange pendant lights serve to add 
warmth and modular furniture comfort to the space 
as visitors continue to ascend the building.

차를 마시는 공간은 바로 위의 워크숍으로부터 조그만 

원형경기장 형태를 지원해주는 텅 빈 유리의 낮은 일본식 

쇼지 천장모습을 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건물 자체 안에서 

자급자족과 자연산물임을 홍보할 수 있는, 직접 기른 차의 

선택을 스스로 즐기면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렌지 빛깔 펜던트 조명은 모듈식 가구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더해줄 것이다.

1 2 3 4 5 6 7 8

1. JAPANESE SHOJI CEILING PATTERN
2. HARDWOOD FLOOR
3. CERAMIC TILE
4. FLORAL PRINT FABRIC
5. GREY STONE BRICK WALL
6. TIMBER BATTEN CEILING

7. POLISHED COPPER CLADDING
8. CONCRETE FLOORING
9. CLEAR FLOAT TEMPERED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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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 Veronica Grieco
Interior Architecture and Design
Lost and Found Year 2

History

North Lambeth was marshland with some roads but constant flooding South 
of Lambeth involved more woodland, commons and villages. In the 18t Century 
botanist William Cutis drains marsh in North Lambeth and its named Lower 
Marsh as it is known today.
Lower Marsh formed the commercial
heart of the area from the early 19th century. The street market then estab-
lished has operated almost continuously since that time. At its peak, the market 
stretched from Blackfriars to Vauxhall. 
Lower Marsh Street pre-dates all the buildings now present. It is shown in the 
de la Feuille survey of 1690 as a lane lined with cottages and small holdings 
crossing Lambeth Marsh, on an almost identical alignment. It formed, with The 
Cut, a link between Westminster Bridge (1750) and Blackfriars Bridge (1769). .
In late 18th and early 19th centuriesLower Marsh and surrounding areas leisure 
activities such as gardens, circuses and theatres characterised the south bank. 
This included Old Vic theatre 1816.
The opening of Waterloo Bridge in 1817 brought cheap development land into 
easy reach of the expanding centre of London. 
This area consist of a majority of buildings from 19th and 20th century, which 
are home for residents but also offices, shops, pubs, restaurants and more.

North Lambeth은 약간의 도로와 함께 있는 늪지대로 지속적인 홍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인 

반면에 South of Lambeth은 삼림지대, 서민을 위한 주택과 마을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18세기 식물학자 William Cutis이 North Lambeth의 늪지대의 배수를 통해서 오늘날 알려진 

Lower Marsh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19세기 초부터 Lower Marsh은 상업지구의 심장부로써의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거의 계속해서 노점상이 운영되었으며 전성기에는 이러한 노점상이 Blackfriars로부터 

Vauxhall까지 뻗어나갔다. 

그 이전 시대의 Lower Marsh Street의 빌딩들은 지금 현재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1690년의 

드라 루이 (De la Feuille) 설문 조사에서 거의 동일한 정렬로 Lambeth Marsh를 가로지르는 

작은 집과 작은 홀이 줄 지어있는 차선으로 보였고 Westminster Bridge(1750)와 

Blackfriars Bridge(1769)의 연결 고리 인 The Cut이 형성되었다. 

18세기 말엽과 19세기 초반에 남쪽 은행을 특징으로 한 쾌락 정원, 서커스, 극장 등의 

여가활동은 Lower Marsh와 그 주변에 있었고 이것은 Old Vic theatre 1816를 포함했다. 1817년 

Waterloo Bridge가 개장됨에 따라 런던의 확장 센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값싼 이 지역은 

19세기부터 20세기동안 거주자들의 집뿐만 아니라 사무실들, 상점들, 선술집들, 식당 등이 

존재하는 주요 빌딩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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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ildings are located in No 131 and No 132, 
Lower Marsh. This street is full of details that 
resemble its character and style. Across this street 
various designs of slate and clay tiling can be found. 
This resembles the craftsmanship which grew in 
this area across time as potteries trade in here 
creating beautiful work which gives to this area an 
identity. Furthermore in Lower Marsh is also seen 
series of 19th/early century architecture, buildings 
built from yellow (some cases brickwork was paint-
ed or stucco rendered).  
Buildings with vigorous detailing of carved stone and 
brick banding, still including wider floorboards, old 
timber wall plates, bressumers and other big timber 
structures are still present in Lower Marsh. Even so 
Lower Marsh still maintains beautiful patterns from 
the Georgian era and layouts from the 18th century, 
adding great interest to this lively street.

이 거리는 그곳의 특징과 스타일면에서 닮은 자세한 세부적인 

묘사로 가득차 있다. 거리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흙 타일링 

그리고 슬레이트 디자인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여러 해에 

걸쳐서 그 지역에서 살았던 수공업자들의 세심한 손길을 

닮음과 같고 이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자기 거

래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더하여서 Lower Marsh

에서는 노란색(일부분의 것은 벽돌을 칠하거나 벽토를 노란색

으로 만드는 작업)으로 건축된 빌딩들, 즉 19세기 초 일련의 

건축양식을 볼 수 있다. 

벽돌 띠와 조각된 돌의 정밀한 세부사항을 나타내는 빌딩 

그와 동시에 널찍한 마루, 오랜된 나무의 벽 판, bressumer, 

그리고 다른 거대한 나무의 구조물들이 Lower Marsh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Lower Marsh에서는 

조지아 시대의 아름다운 패턴 그리고 18세기부터의 레이아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 활기찬 거리의 

흥미를 더해주는 결과를 나았다.

Existing plans

About Lower Marsh

1:10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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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IA

A young lady with passion for ceramics arrives to 
save Lambeth old craftsmanship of ceramics. She 
is drawn to Lower Marsh because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ceramics in the area. 
By opening her ceramics shop and offering work-
shops, she uses this craftsmanship to build bridges 
in the community, bringing them together to create, 
learn, explore and achieve fulfilment. Which ac-
cording to Maslow Hierarchy are essential steps for 
individuals happiness, therefore this character is a 
big influence in the community happiness. 

도자기에 관심이 많은 한 여성이 Lambeth 오래된 도자기 수공

예품을 모으기 위해서 도착했다. 그녀는 그 지역의 역사적인 도

자기 배경에 이끌렸다. 

그녀는 도자기 상점을 개업하고 워크샵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수공예술을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와 가교 역할을 하면서 창조

하고, 배우고, 탐험하고 그리고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그들 모두

와 함께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개인 행복을 위한 Maslow 

Hierarchy의 필수적인 단계이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특성은 지

역공동체의 아주 큰 영항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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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amics development

Following the area research I became very inter-
ested in the precedent of ceramics throughout 
Lower Marsh. As my research developed I dis-
cover the history that this area has on this craft. 
Ceramics workshops boosted in the area and was 
home for the Doulton ceramics company. 
Therefore through this project my aim is to bring 
back this craft to the area. In the design proposal 
my character will be the owner of a exciting 
ceramic shop.

지역연구 이후에 나는 Lower Mars 전역의 도자기 선례에 

매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나는 이 지역이 이러한 자체의 수공예를 지니고 있다는 것

을 발견했다. 이 지역에서는 수공 작업이 굉장히 발전했으며 

Doulton 도자기 회사의 근거지이기도 하다.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수공예를 다시 이 지역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의 

디자인과정에서 나의 관점은 바로 활기찬 도자기상점 

주인의 시선이다. 

This shop will offer the visitors a unique experience 
but will also offer weekly workshops. Through this 
the community will be engaged in a creative craft 
which will support in connecting the community and 
people enjoying themselves whilst achieving mini 
projects.

이 상점은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경험과 매주 워크샵을 제공한

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는 스스로를 즐기는 사람들과 

지역 공동체 연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조적인 수공예에 

일원이 되는 것과 동시에 소소한 프로젝트를 성취할 것이다. 

I continued testing the materials, but also to know 
better the space through model casting and making.
Through continuous research, I was able to explore 
with the material. 
Following the research of different precedent, I 
worked on developing and testing.The avobe image 
shows model of what the ceramic wall in the first 
floor stair well, this type of wall will suppot the 
airflow and allow more of the natural light to flow 
into the space.

원재료에 대한 시험을 계속하는 것과 더해서 모델 캐스팅과 

만들기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공간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했다. 다른 선례 연구 이후, 개발과 시험에 열중했다. 

위의 이미지는 일층의 계단의 벽이 어떠한 도자기 벽의 모델인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벽은 공간 안에  좀 더 

많은 자연광의 가능하게 해주고 공기의 흐름을 도와줄 것이다.

This wall also be used as division wall in the stu-
dents area, located in the private level of the house 
wich is floor two. An area which will offer a more 
quiet enviroment but still conneyed to the worlds.

이것은 또한 이층에 있는 집의 사적인 공간에 위치한 학생들이 

공간을 분리하는 벽으로 사용된다. 이 지역은 좀 더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외부와 연결된다. 
 

Model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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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niture Design   Design Proposal

Kilns for ceramic firing-located in basement, as 
well as they clay pools. These pools receive recycled 
water from the sink area. This water is re used to 
soften the clay bodies.

지하에 위치한 도자기를 가열하기 위한 가마에 더해서 

점토 웅덩이, 이러한 웅덩이의 물은 침수지역의 물을 

재활용해서 얻은 것이다. 이러한 물은 점토 자체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재사용된다.

A centre void, allowing clients to look directly into 
the works shop in basement.
Heating saving system. This is active when  kilns 
are being used. The kilns heat is released through a 
pipe which runs up to the ground floor ceiling.

중앙의 빈 공간은 고객들이 지하안의 워크샵을 직접 

관찰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다.

가마가 사용되는 동안 열 보존 시스템을 가동된다. 1층 천장의 

흘러가는 파이프를 통해서 가마의 열기를 배출한다.

Design proposal, includes various feature details, 
such as: 
On ground floor a new system of displaying ceramic 
works by hanging. As well as the ground floor front 
opening walls which connects the store interior to 
the ceramic workshops outside.

다양하면서 특색 있는 각각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디자인제안 

1층에는 장식용으로 걸어서 도자기 작품을 진열하는 

새로운 시스템 , 또한 외부의 도자기 워크샵과 상점 내부를 

연결해주는 1층의 앞면 열린 벽이다.

Table design proposal offers the ceramic character 
with a heating stove which, when is in use releas-
es the hot air through the side perforations. This 
makes it a great working table for the ceramics lady 
as she can use the table to work on her craft whilst 
heating the space around her and drying her work at 
same time. 
Furthermore this table offers sides shelving sys-
tems which are adaptable to different levels and its 
has the facility to expand or remove the side shelv-
ings to use them as table in the ceramic workshop 
outside.

테이블 디자인 안은 측면 구멍을 통한 뜨거운 열기를 개봉,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난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 

특성에 맞는 설계를 보여주고 있다.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동시에 그녀의 작품을 말릴 수 있는 기능까지 있는 이 테이블은 

그녀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좋은 작업 테이블이다. 

이 테이블의 양면에 있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장착 또는 

제거를 할 수 있는 슬라이드 선반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외부에서도 도자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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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 스페이스 프로젝트 여덟 번째 에피소드

 “Reinterpretation”

 여덟 번째 Hidden Space 프로젝트는

‘문래동 머시닝 밸리’에 대한 재해석(Reinterpretation)

을 주제로 접근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장소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많은 프로젝트가 있다. 

시작은 지역의 재생,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

로 하였으나, 잠재된 자본시장 욕망의 폭력적 양상이 

무분별한 재개발로 분출되어, 거의 모든 곳에서 

지대상승과 연결, 원거주민의 소외를 포함하여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오래되고 방치되었기에 

거칠고 불편한 공간을, 기능적이고 세련된 공간으로 

바꾸어주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시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부분은 관이 주도한 지역 

재개발사업으로부터 중심부에서 쫓겨난 많은 

문화예술인이 그들이 도피처로 선택한 공간에서, 

그들 자신의 작업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또다시 

그 공간 자신이 상업화, 관광화되어 지대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지주들, 민간시장, 부동산기업들은 이러한 

기운을 재빨리 포착, 재개발의 분위기를 가속화시킨다. 

관을 매개로 거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동원해서 그럴듯하게 설득하지만, 조금이라도 공간의 

질이 좋아지고, 살만해져 볼거리가 생기면, 먹을거리의 

집중화와 상업화의 가속화로 연결되어 매체와 SNS를 

통해 대상화된다. 자본시장체제 안에서 일상화된 

소비생활 안에 구축되는 예술문화의 속성이 대중과 

연결될 경우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폐허와도 같은 낡은 공간에 세련된 

예술 문화행위는 많은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영민한 앞잡이로 도구화된

다.

Hidden Space project  Episode 8
 “Spatial Happiness”

 The eighth Hidden Space Project ap-
proached based on the subject of “Reinterpreta-
tion” of “Mullae-dong Machining Valley”. On a 
global level, many projects are developing oriented 
to backward regions and places. Though these 
projects started aiming at regeneration of the area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of 
the community, the spurt of violent aspect of latent 
capital market desire is visible through imprudent 
redevelopment, and numerous problems are pro-
duced due to the connection of land value increase 
in almost all areas and marginalization of the 
original residents. For this reason, we arrived at the 
situation in which the term “gentrification”, which 
means the transformation of a rough and uncom-
fortable space for being old and abandoned into a 
functional and sophisticated one, is no longer valid. 
The irony of the problem is observed in the fact 
that many cultural artists, who have been expelled 
from the central part of the redevelopment area led 
by the government, start to carry out their artistic 
activities in the space chosen as a refuge, and this 
space is connected to the land value rise due to the 
commercialization and touristization of the area. 

 The redevelopment mood is acceler-
ated by landowners and civil market and real estate 
companies dealing with quick perception. By way 
of the government, they convince the residents with 
plausible strategies through a variety of programs 
for the targeted residents. However, once the 
quality of the space improves any better and some 
sightseeing-worth things are formed, the area soon 
becomes objectified through different media and 
social media in connection with concentration of 

food items and acceleration of commercialization. It 
is considered an inevitable phenomenon when the 
property of arts and culture, which are established 
in the consumption life turning into a routine in 
the capital market system, are connected with the 
general public. Finally, the practice of sophisticated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in the shabby space 
equivalent to a ruined area turns into a tool as an 
intelligent stooge or marionette minimizing the 
burden of expense without the necessity of carrying 
out many development works. 
 
 프로젝트 대상지인 문래동은 그러한 속성이 

충분히 잠재된 장소이다. 문래동 기계금속 가공집적지는 

1960년 이후 경인로를 중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공업지역으로 서울의 대표적 기계금속가공단지로 

성장한 곳이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대규모 철재상가

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방림방적 경방, 

대선제분 등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였으며 원가상승과 

경기악화로 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외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결국 수십 년 동안 정비도 안 된 채 

낙후된 모습으로 유지되다가 2000년대 이후 홍대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부터 문화예술인들이 

값싼 빈공장들로 활동영역을 옮기면서 변화가 발생한다. 

홍대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예술가들이 지대상승 때문에 

이곳으로 도피하게 된다. 

 홍대 지역의 상권확장으로 연남동과 합정동, 

망원동 일대 전역까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결국, 

예술가들은 양화대교를 건너 금속관련 가공 및 

제작공장이 밀집한 문래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많은 

NORYANGJINNO

MULLA CROSSROADS

SHINDORIM

YEONGDEUNGPO

MULLAE_AREA 1

MULLAE_AREA 2

MULLAE_AREA 1

MULLAE_AREA 3

MULLAE ART FACTORY AREA
(MULLAE CREATIVE VILLAGE)

MULLAE MACHNING VALLEY

PLACE 1 . SPACE XX GALLERY & OFFICE & FACTORY BLDG. PLACE 2 . FACTORY & OFFICE BL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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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8th Hidden Space Project  2017  Reinterpretation 161160

PLACE 1 

PLACE 2



예술관련 종사자들이 정착하면서 그들만의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고, 이후 문래예술촌이 생기면서 

갤러리와 작업공간이 늘어났다.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통해 문래동 자신의 모습을 주제로 각종 

공공조형물과 외부 경관 개선(벽화작업 등)이 

진행되었고, 이후 서울시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여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등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전시공간 증가와 예술문화행사가 잦아지고, 

이로부터 증가하는 유동인구 숫자 덕분에 세련된 

상업시설이 증가되어 결국 다른 지역재생의 부작용이 

반복될까 걱정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The target area of the project, Mullae-
dong has potential attributes as described above. 
The processing agglomerated area of machine 
metal industry of Mullae-dong is an industrial area 
which emerged focused on Gyeongin-ro since 
1960, and the area developed as the representative 
machine and metal processing complex of Seoul. 
Nonetheless, since the 1980s, many large-scale 
steel stores started to move to the metropolitan 
area. For example, Bangrim Bangjeok (Spinning) 
Kyungbang and Daesun Flour Mills also relocated 
to the metropolitan area. Various factories were 
forced to close and move to the outskirts of the 
city due to the cost rise and business stagnation. 
Eventually, they have maintained the deteriorated 
aspect void of order and organization for decades. 
Some changes occur when cultural artists moved 
their activity range to low-priced empty factories 
due to the influence of gentrification of commercial 
zone of Hongik University (Hongdae) area since the 
2000s. Artists, who used to carry out works around 
the Hongdae area, start to flee to this area due to 
the land value rise. 

 The expansion of commercial zone 
of Hongdae area brought about the rise of rent 
fee even in Yeonnam-dong, Hapjeong-dong and 
Mangwon-dong. This phenomenon led the artists to 
settle themselves in Mullae-dong where metal-
related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factories are 
concentrated across the Yanghwa Bridge. When the 
settlement of many art-related people started in the 
area, a variety of activities of their own developed. 
With time, Mullae Art Village was created, caus-
ing the rise of galleries and ateliers. Through the 
activities of cultural artists living in the area, they 
proceeded with various public sculptures and exter-
nal landscape improvement (mural painting works) 
under the subject of appearance of Mullae-dong 
itself. After that, the government, i.e. Seoul City and 
local government paid attention to this area and im-
provement project of facilities or the residents of the 
community is developing at present. However, due 
to the increase of exhibition spaces and arts and 

cultural events, the consequent floating population 
also rises, causing the rise of sophisticated com-
mercial facilities. Ultimately, this situation arouses 
concerns on the possibility of repeated side effects 
in other regeneration areas. 

“공간계획이 아닌, 팽이대회가 아닌, 팽이자체에 집중

하기”

 이 프로젝트는 장소, 재생,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지역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생성

으로서의 재해석(Reinterpretation)’에 집중하였다. 지대

상승으로 발생한 홍대앞, 이태원 우사단길 근처에서의 크

고 작은 사건들을 상기하며 장소 자체가 외부의 시선으

로 대상화되는 것을 경계하려 하였다. 

르페브르가 말한‘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al of space)’,‘

재현의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의 입장에서 재생

의 문제를 충분히 거리를 가지고 접근하려 했다. 따라서 

문래동 자신에 내재된 자본의 활용을 이곳 거주민들의 

일상이자 축제가 될 수 있는 데에 에너지를 집중하였다. 

 그 중에서 문래동 자신의 축제가 되기 위해

서 마련한‘팽이대회’는 이곳 소공인협회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연간행사였는데, 이곳 소공인들의 기술력으로 가공된 

금속 팽이를 손으로 돌려 가장 오래 회전하는 팽이를 

우승자로 뽑는 대회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서 

아쉬운 점은 대회운영방식과 공간의 형식이 일회성에 

머물러 있다는 점인데, 기획단계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

다. 장소와 지역재생에서 해당지역의 문화자본을 

특화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광과 특산품 

형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자극적인 시각적 획일화에의 

집중이다. 따라서 우리의 작업은 보여주기(만큼이나)가 

아닌, 프로그램과 과정으로서의 시스템 만들기에 

주력하였다. 공간을 디자인하기 전에 ‘팽이대회’ 

자체를 디자인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하지만 팽이대회를 위해서는 팽이자체에 대한 이해와 해

석이 선행되어야 했다. 

 손으로 돌리는 금속팽이가 아닌, 전통문화와 

연계될 수 있는 팽이, 전자 및 전기 장치를 통해 

조작되는 현대적 놀이기구로서의 팽이, 과학적 지식을 

함양하는 교육적 기능이 강화된 팽이, 회전운동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운동이 개입되는 팽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의 배경과 규칙을 

정하기, 첨단 제작기술과 장비(3D Printer)와 재료에 대한 

시선의 변화 등 많은 시간을 대회보다는 팽이 자체를 해

부해서 새롭게 접근 가능한 방식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어쩌면 이러한 태도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민 전체에 필요한 입장이었다. 해답은 어떤 

시각적 결과물과 그 효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실체에 다가가는 태도와 방식, 노력 자체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Not space planning or top-spinning contest, but 
concentrating on the top itself”

 Regarding the place, generation and 
gentrification, this project particularly focused on 
“reinterpretation as a new space generation for the 
residents of the community”. Recalling some great 
and small incidents happened by the land value 
rise near Hongdae and Woosadan road of Itaewon, 
this project intended to take precautions against 
the objectification of the place itself by the outer 
eyes. From the perspective of Lefebvre regarding 
“spatial practices”, “representations of space” and 
“representational space”, this project intended to 
approach the problem of generation keeping suf-
ficient distance from it. Thus, basically, it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application of cultural capital 
inherent in Mullae-dong itself should become a part 
of the everyday life and festival of the residents of 
the area. 

 This “top-spinning contest” prepared to 
become the festival of Mullae-dong itself was an 
annual event which Small manufacturer Associa-
tion adopted the case of Japan as a benchmarking. 
In this contest, they choose the final winner top 
which spins longest, by spinning the metal top 
processed by the technology of small manufactures 
of this area. The event which has been held so far 
leaves much to be desired in the sense that the 
contest operation method and the form of space 
remained a one-time event and the planning steps 
were very feeble. What is problematic in specializing 
cultural capital of the corresponding area in terms 
of place and local generation is the concentration 
on stimulating and visual uniformity to show it in the 
form of sightseeing and local specialties. Therefore, 
this project mainly focused on creating a system as 
a program and a process, and not just showing. Be-
fore designing the space, many efforts were made 
to design the “top-spinning contest” itself. However, 
for the top-spinning contest, it was required to hav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top itself 
beforehand. 

 This project intended to look for pos-
sibilities of new approachable methods by spending 
more time “anatomizing” the spinning top itself 
rather than preparing the contest. For instance, 
this project tried to inquire into a top which can be 
connected to traditional culture, and not as a mere 
metal top spun by hands, a top as a modern toy tool 
which can be manipulated through electronic an 
electric devices, a top of which educational function 
is strengthened to build scientific knowledge, a 
top in which many movements are involved not Artist interview in mullae art village ; SONG ,HO-CUL  Artist interview in mullae art village ; CHOI, YOUNG-SIK 

The 8th Hidden Space Project  2017  Reinterpretation 163162



remaining only in the spinning motion, while set-
ting up background and rules of the new game to 
attract more attention and interest of the public 
and attempting to invite the changes of perception 
regarding the cutting-edge production technology, 
equipment (3D printer) and material. Probably, this 
attitude was not only necessary for the project team 
but also for the entire residents of the community. 
It is because we believed that the answer did not 
consist in a certain visual product or its effect, but 
in the continuation of attitude, method and efforts 
themselves to approach the substance of the object.

 예술가들의 심미안, 이곳 소공인들의 제작

기술, 그리고 지역에 위치한 관련학교에서 제공 가능한 

과학기술 지식을 동원하여 연간행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하려고 하였다. 연간 행사 일정표를 작성하기

도 하였으며 행사진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동시에 짧은 

역사를 가진, 이제 막 본격화되려는 지역의 행사를 좀 더 

명료하고 감각적으로 구체화되는 데에 아이디어를 내어

놓았다. 북경의 798등 공장지대를 갤러리로 현대화해서 

이슈가 된 방식에는 충분히 거리를 두려고 하였다. 

팽이대회를 매개로 문래동 스스로가 강화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관광과 상업화를 

촉발하는, 필요 이상의 외부 시선 집중화를 조심하려고 

했다. 이제 막 다양한 디자인 표현력을 배워나가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애써 덜 화려하게 해야 함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대상지는 문래동 3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두 군데를 선정하여 팀별로 접근하였다. 현재 갤러리,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과 현재 비어있는 공간을 

지하부터 옥상공간까지 리모델링 하였다. 각 팀에 부여된 

동일한 조건은 전체공간의 상당 면적을 팽이대회, 혹은 

팽이에 대한 유희와 놀이가 지속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예술가와 소공인의 공간, 대회내용을 기록, 홍보하는 

공간, 그 밖에 필수적인 휴식 공간, 사무공간과 

서비스공간을 계획하도록 하였다.

 We aimed to make a concrete program-
ming of this annual event by gathering all elements 
such as aesthetic sense of artists, manufacturing 
expertise of small manufacturers of the area and 
scientific technology knowledge provided by the 
related schools of the area. We established annual 
event program and discussed characteristics of 
many elements required for the event organization 
as well as problems. At the same time, our idea 
converged on highlighting the local event, which 
has a short history but was about to be regular-
ized, with clarity and sensuous materialization. We 
intended to keep distance from the issue-making 
method of which the factory zones including 798 

of Beijing turned into the modernized galleries. By 
way of top-spinning contest, this project planned 
to provide contents allowing the reinforcement 
of Mullae-dong by itself. We tried to be careful of 
unnecessary attraction of attention from the outer 
world, which precipitate sightseeing and commer-
cialization. From the position of stud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learning diverse design expressive 
power, we made plenty of discussions on how not to 
make it too showy on purpose. 

 As for the target area, two places 
located in the factory zone of Mullae-dong 3-ga 
were selected, and each team of both places 
made an approach. The space used as a gallery 
and an office and the currently empty space were 
remodeled from the underground to the rooftop. 
The same condition given to each team was about 
planning (designing) the following tasks: creat-
ing the considerable area of the entire space as a 
space to maintain top-spinning contest or allow 
fun and game with the top, a space for artists and 
small manufacturers, a space to record the track 
of the contest and promote the contest, a space of 
fundamental repose, a space for office works and 
services.

 새로운 제품, 공간 디자인을 위해 비교적 자

주 접하게 되는‘게임, 혹은 유희’라는 주제는 

대상을‘무관심’하게 몰입하도록 하기에, 곧 관습화된 

이성에서 해방해주기에 창조적 상상력의 근원이기도 하

다. 따라서 문래동만의 팽이대회라는 단서는 

중요했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전체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래동 지역재생을 위한 어떤 답을 내놓을 수는 없었다. 

문래동이 기존에 존재했던 관습적 공간들의 재현이 아닌, 

지역의 자족적 모습을 새롭게 재현해 내는

‘재현의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이 되기 위해서 

함께 고민했다. 분석에 의해 생성된 하나의 결과에 

종속되어 이렇게 하자가 아닌, 알 수 없는 결과(문래동만

의 팽이대회)지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팽이의 모습을 

바라보려는 다양한 태도와 도달 방식에 끊임없이 의문과 

질문을 던지는 과정 전체에 의의를 두었다. 

 팽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부터 

대회자체를 물리적 공간으로 구축하는 데에, 곧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관계로 

전체 공간의 디테일한 완성과 프로그램의 수행적 측면에

는 다들 아쉬움이 있다. 낮에는 소공인들의 일터로, 

밤에는 예술문화가 벌어지는 장소로, 정확히 같은 공간에

서 다른 시간적 경험이 소통하고 있는 문래동이라는 

장소전체의 분위기를 체화하는 데에도 일정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디자인, 예술과 문화를 통해 공간의 

재생 혹은 부활에 대해 즉물적 해석이 아닌 성찰적 

재해석이 필요함을 모두에게 환기한 프로젝트로서, 

지역과 사회 안에서의 디자인 시선 형성에 작지 않은 

의의가 있었다.

 총 13개의 작품 진행을 위해 마무리까지 

노력한 학생들 개개인에 고마움을 전한다. 이번에도 

온라인으로만 교감할 수밖에 없었지만, 항상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는 데에 열정을 보이는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Kaye Newman 교수와 Janette Harris 교수와 학

생들에게도 감사드린다. 

 The theme of “game or fun” we relatively 
encounter for designing a new product and a space 
leads us to be absorbed in the object with “indiffer-
ence”, for this reason, this helps us to be liberated 
from the conventionalized ration and serves as 
the source of creative imagination. Thus, the clue 
of “top-spinning contest” as the uniqueness of 
Mullae-dong was highly important but still leaves 
much to be desired. Through the entire project, it 
was not possible to give a clear answer to the local 
generation of Mullae-dong. Instead, we seriously 
concerned about how to become “a representation-
al space” which newly represents the self-sufficient 
aspect of the area, and not the representation of 
conventional space which used to be possessed by 
Mullae-dong in the past. Though it was an unknown 
result (top-spinning contest of Mullae-dong only), 
and not based on “let’s just do it this way” subordi-
nated to a certain result generated by analysis, this 
project put significance in the every stage of process 
of constant asking and questioning of diverse at-
titudes and attainment methods wishing to look at 
the aspect of the spinning top to reach the goal. 

 It is a common opinion of all team mem-
bers in that the detailed completion of the entire 
space and fulfillment of program were not sufficient 
because we spent time in constructing the contest 

itself as a physical space through asking the original 
questions of the spinning top, in other words, we 
spent more time in software than in hardware. We 
encountered a certain limitation of getting familiar-
ized with the general atmosphere of Mullae-dong 
in which two different experience of time com-
municates in the precisely the same space, as a 
workplace of small manufacturers during the day, 
and as arts and culture activities occur during the 
night. However, this was a project which evoked the 
necessity of reflective reinterpretation to all, and 
not the reality-based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regeneration or renewal of a space through design, 
arts and culture, and it had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contributed to forming a new perception of 
design in the community and society. 

 We want to thank every student for help-
ing to proceed the 13 works in the middle of vaca-
tion, professor Kaye Newman and Janette Harris 
and the students at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with whom we could unfortunately contact only 
online.

Module Summary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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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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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9. 1st Week - Kick off & Orientation 
   ·  2016.11.Last Week - Mid Term Critic
      Exhibition & Panel presentation)
   · 2016. 12. Last Week - Final Exhibition

05 KEY WORD 
   · REINTERPRETATION
   · (RE)GENTRIFICATION
   · REPRESENTATIONAL SPACE
   · MULLAE MACHINING VALLEY
   · MULLAE ART VILLAGE
   · TOP-SPINNING CONTEST
   · MATERIALS & ENERGY
   · CULTURE CAPITAL 
   · ART, LABOR, EVERYDAYNESS

  TOP-SPINNING CONTEST  in mullae machning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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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th  day_15, november  MID-TERM CRITIQUE  |  The 6th Bldg. 5F  AM 09:00-18:00    13 WORKS

1st day_06, september  ORIENTATION  |  The 7th Bldg. 5F  AM 09:00~ 

Kim, Suk-Young(Professor, Kun-kuk UNIV.)  / Ahn, Sang-soo (Landscape Architect)

Choi, Doo-soo (Artist/Curator in MULLAE)  / Lee, Chang-Han(ee-movement,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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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LETTE OF MULLAE  |  Kim Dongjoon, Ro Jeonghyun

 Are you Alice? |  Bae Songhyeon FROME ROOTS TO TREES  |  Bae Jaehyeok, Ahn Kyochoon

NEST-WORK  |  Kim DoyeonFROME ROOTS TO TREES 

CONTAIN_NATURE  |  Song Eunseok, Byeon Hyejeong MONTAGE  |  Jeong Junyoung, Yoon JuheeFROME ROOTS TO TREES  |  Bae Jaehyeok, Ahn Kyochoon PLAYGROUND for Mullae  |  Kim Yeonjoon, Kim Heena 

114th day_22, december EXHIBITION 

The 8th Hidden Space Project  2017  Reinterpretation 169168



114th day_22, december EXHIBITION 

Alone together  |  Yoon Seongjun, Kim minsoo NTERCOURSING SPACE  |   Park Jihye, Cho Myounghee 

Movement in Mullae  |  Kim Taelim, Kim Hyemin

Alone together  |  Yoon Seongjun, Kim minsoo

MONTAGE  |  Jeong Junyoung, Yoon Juhee

T H E  6 t h  B L D G . 1 F  G A L L E R Y   A M  1 1 : 0 0    1 3  W O R K S   w i t h  O P E N I N G  P A R T Y  &  A W A R D S  C E R E M O N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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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URSING SPACE
: TOPING WITH MULLAE

문래동 머시닝 밸리의 한 건물을 지정하여 문제점들을 REDESIGN 하여 개선하고자한다. 문래 머시닝 

밸리는 기계단지들이 모여 활동하다가 현재는 예술인과 소공인이 공존하는 문화공간이다. 문래동을 

띄우려 하다보니 성수동이나 홍대처럼 급작스런 변화로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 일어나게 될까 고려하

고 있는 상황이다. 외관의 시각적 문제점과 소공인과 예술인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We would like to designate a building in Machining Balley and improve it by redesign-
ing the problems. The Muraunning Machining Balley is a cultural space where artists 
and small ma nufacturer are coexist while machinery complexes are active. People 
a rewondering of dev eloping Mullae-dong because of the gentrification phenomenon 
, which is appear because of an abrupt change like Seongsu-dong or Hongdae. They 
showed visual appearance problems and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small man 
ufacturer, artists and local residents.

문래는, 문래만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을 뿐더러 접근성이 용이하고 ONE-STOP SOLUTION이 가능한 

강점을 지닌 지역이다. 그러나 그에 비해 낙후된 건물들로 인한 안전문제와 머시닝밸리에 대한 홍보나 

인식개선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예술인과 소공인의 융합, 소통을 위 한 공간을 

마련하려하였고,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인 전시장과 갤러리 공간을 제안하 였다. 또한 

매년 열리는 팽이대회를 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회공간을 만들려 하였다.

Mullae-dong is the congested area of technical directors and they have their own 
history. Al so, they have good accessibility and they have strong point of possibility of 
ONE-STOP SOL UTION. However, by comparison, there were safety problem due to 
old buildings and lack advertising of Machining Belly or improvement of awareness. 
Moreover, there were lack of c ommunication between small manufacturer, artists 
and local residents. We made area for ar tists and small manufacturer’s fusion and 
communication for solution. Also we suggested th e exhibition center and the gallery 
space which people can easily approach. Also, people trying to make competition 
area where it intends many people to enjoy to improve the problem of top competi-
tion which held every year.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28길

예술촌 양쪽에는 신도림역과 영등포역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뒤쪽으로는 문래역이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버스정류장에서부터 5분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문래동은 일제강점기에 방 적공장이 들어서

면서 공장과의 인연이 깊어진 곳이다. 당시 방적기계를 ‘물래’ 라고 부르면서 이곳의 지명인‘문래

동’이 자리 잡혔다고 한다. 현재는 유동인구가 점차많 아져 예술가들이 이 곳에 몰리면서 예술과 \

철공소가 공존하는 공간인 문래 예술촌이 형성되었다.

SEOULSI YEONGDENGPOGU DORIMRO 128GIL

On both sides of the arts village, there are Shindorim Station and Yeongdeungpo 
Station. Access to the area is easy because there is a myeonjae station to the back. 
It is located within 5 minutes from the bus stop. Mullae-dong is a place where the 
spinning mill goes into the steelmaking shop and deepens the relationship with the 
factory. At that time, he called the spinning machine ‘Mullae’ and said that the place 
named ‘Mullae-dong’ was establ ished. Nowadays, the floating population is getting 
bigger and the artists are getting here, and the Muraya Art Village, a space where 
arts and iron works coexist, has been formed.

BACKGROUND

SITE

박지혜 I Park Jihye, 조명희 I Cho Myo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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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CONCEPT

CLIENT

CYCLE: 순환

TOPING WITH MULLAE

지금까지의 문래는 외부인과 단절되어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 안에 있는 예술인과 소공인 

조차 소통이 어려웠다. 하지만 소통이 이루어지는 한 건물로 인하여 문래가 건물과 건물, 

예술인과 소공인, 소비자와 문래가 순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맞춤형 공간을 

디자인하려 한다. 

Usually, Mullae is the working place to small manufacturers and artists. On 
the other hand,using method and person get different when they held exhi-
bition or competition. Space can be changed depend on the person who use 
space and m aterial. Thus, people trying to des ign circulation space according 
to the person who is using the space.

시각적 큰 변화를 원하진 않음

새로운 기술력 도입에 긍정적

겨울에는 일거리가 적음

전시회

개최시기    2월 5월 8월 11월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28길

대상         사전예약 선착순 200명

Held       Febrary May Aguast November
Place      Seoulsi Yeongdengpogu Dorimro
object     Pre-order 200 people on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전시내용

소공인과 예술가의 합작품

합작품을 이용한 인테리어 공간

ART & INTERIOR

Exhibition contents
Collaboration between small manufactu
rer and artist Interior space using colla
borative products
ART & INTERIOR

PARTY < pm 5 ~ 11 >

놀이와 식음이 함께한 ROOFTOP  파티

사용 가능한 코인으로 환전

환전한 코인으로 음료와 물건을 살 수 있음

(각 매점마다 포스기가 필요 없고 계산이 손쉬움)

PARTY < pm 5 ~ 11 >

ROOFTOP party with play and food
Exchange with available coin
You can buy beverages and goods with a 
exchange coin
(Each shop does not need POS machine 
an d calculation is easy)

공장 앞에 조형물을 세워 

소공인과 트러블이 있었음

소음 문제 - 밤에 큰 음악이나

소리가 들리면 신경이 쓰임

Build a sculpture in front of the 
factory, There was trouble with 
small manufacturer

Noise problems - great music 
at night I get nervous when I 
hear a sound

Collaboration with revenue

Brand collaboration produ

Bathroom fragile

Vulnerable elements of secu-

rity

Noise problem

Do not want big visual changes

Positive to introduce new techn 
ology.

Little work in winter

수익이 있는 협업활동

협업한 물건들을 브랜드화

화장실 취약

방범관련 요소 취약

소음 문제 

팽이대회

일반부, 학생부로 나눠서 진행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 문래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큰 효

과를 줌

Divide into general department and stude 
nt department. Programs that students 
ca n participate in Public awareness, stu-
den ts’ perception of Mullae-dong Makes 
a bi g difference in improvement

팽이 디자인 경진대회

일반부 : 예술인 & 디자인 직종 종사자

학생부 : 특성화고 & 인문계 학생

팽이의 외관 모습을 디자인하는 대회

※ RULE : TOPING WITH MALLAE를 방문한 사

람들의 투표로 입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

Top design competition
General: Artists & design workers
Student Division: Specialization & Human 
ities Students
Competition to design appearance of top
※ RULE: Visiting TOPING WITH MALLAE 
Proceed in a way that selects the winners 
by people’s vote

팽이 기술 경진대회

일반부 : 소공인 & 기술 직종 종사자

학생부 : 특성화고 & 인문계 학생

팽이가 잘 돌아가기 위해 갖추어진 조건들을 보 

는 대회

※ RULE : 기계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같은 힘 으

로 돌려서 시간을 재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 

Top Technology Competition

General Division: Small-person and tech-
ni cal workers. Student Division: Speciali-
zati on & Humanities Students
Competition to see the conditions that the 
top is equipped to go well
※ RULE: Using the machine to temporar-
ily force the same force It rotates in a way 
that it rotates and it measures time.

DESIGN PROCESS

FACADE ① 소공인작업실

② 역사관

③ 대회장

④ 전시관

⑤ 회의실

⑥ ARTRIUM

⑦ 예술인작업실

⑧ 옥상정원

⑨ 카페 & 펍

⑩ 화장실

⑪ INFO

Hologram using glass tube 

During the tournament, you can see the top meeting fro 
m the first floor to the roof. It also features the ability to 
introduc e design contest entries. These exhibits. Outsid 
e of the co mpetition, We tried to break the boundary b 
etween the out side and the inside by using a hologram 
to represent the s easons instead of the top competition 
hologram. It draws t he outside into the interior and sho 
ws the interdependence with nature.

The original staircase position was moved to the left, and 
t he appearance of the inner staircase and the movement 
lin es of the people were dragged to the facade. It is a 
unique facade that emphasizes the existing concept by 
dragging t he inner movement lines to the outside. In 
addition, the gla ss tube ins ide the glass tube is used 
outside. This compen sates for the disadvantages of 
darkness at night and mak es the concept stand out by 
keeping the existing external materials intact.

Different vertical elements, walls and pillars 
Material and horizontal elements of slabs and 
beams Drag materials and dissolve harmoniously 
in space.

서로 다른 수직적 요소인 벽, 기둥의 

재료와 수평적 요소인 슬래브와 보의 

재료를 끌어와 공간에 조화롭게 녹임

건물의 제일 왼쪽은 가장 메인 

공간, 컨셉인 순환을 반영하면 

서 기능적인 부분도 갖추고 있 

는 멀티공간

통 유리관을 이용한 홀로그램 

대회기간에는 팽이대회하는 모습을 1층에서부터 옥상까지 관람가능

하다. 또한 디자인대회 출품작들을 소개하는 기능도 함께 한 다. 이러

한 전시. 대회기간 외에는 팽이대회 홀로그램 대신 계절을 나타내는 

홀로그램을 사용하여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다. 외부를 

내부로 끌어들여와 자연과의 상호관입을 보여준다,

본래 있던 계단실위치를 왼편으로 옮겨 내부 계단의 모습과 사람들의 

이동동선을 그대로 파사드로 끌어와 나타내었다. 외부에 내부의 

이동동선을 끌어와 기존의 컨셉을 강조한 독특한 파사드 이다. 또한 

내부에 유리관이 위치한 공간은 외부에서도 유리파사드를 사용한다. 

이는 밤에 거리가 어두워 삭막했던 단점을 보완해주며 기존의 외부 

재료를 그대로 살리며 컨셉을 두드러지게 한 부분이다.

단에 변화를 주어 공간의 경험

을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만들 

어줌

내외부 재료의 순환

Circul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materials 

외부의 마감재료를 내부로 끌어와 내부와 외부의 경

계를 없애고자 한 내, 외부재료의 조화

Drag the exterior finish material into the in terior 

We tried to eliminate the boundary between inside 

and outside. Harmony of inner and outer materials 

->

->

The most left of the building i 
s the main space, Multi-spac 
e with functional parts reflec-
ti ng conceptual circulation.

We gave a change to floor fo r 
more space experience.

+ =

수직적 요소 - 벽, 기둥
Vertical element 

(wall, pillar)

수평적 요소 - 슬래브, 보
Horizontal element 

(slab,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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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HALL

화장실 

화장실 

회의실 

작업실 작업실 작업실 

계단실 

계단실 

역사관

아트리움 
휴식공간

아트리움

BASEMENT TOILET

A - A’ SECTION
A 

FL+6400

FL+2400 INFO

A’ 

SMALL MANUFACTURER SPACE

문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역사관은 오로지 콘크리트 벽을 

이용한 공간이다. 벽의 높낮이를 이용해 문래의 전성기와 

침체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며, 긴장과 이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공간이다.

The history hall to show the history of Mullae is t 
he place which is made up of concrete wall. It is 
a meaningful space that indirectly expresses the 
moonlit period and the recession period using the 
height of the wall and shows the state of tension 

역사관과 연결 되어있는 왼편의 화장실은 대회장의 사람들이나 

역사관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의 통로에 위치해 있다. 화장실이

라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재료의 통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표현하였다.

Left side of toilet which is connected with it loca ted 
in the hallway which people who look around the 
history hall or competition’s people go throug h. So 
we don’t want to give people the image of toilet and 
we want to express that place to natur ally harmo-
nized with competition hall and

소공인의 일터는 큰 기계가 많이 들어가는 공간이다 보니 

간이 사무실이 불편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작은 

사무실을 쓸 수 있게 복층을 만들어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공간을 따로 마련하였다. 

The workplace of a small official is a space where 
a lot of large machines enter, and the office of the 
sma ll office is uncomfortable, So I made a separate 
room where I could make a small business so that I 
could use a small office.

회의실 
화장실 

화장실 

예술인 작업실아트리움 휴식공간
아트리움

작업실 

화장실 

계단실 

작업실 작업실 

역사관

FL+6400

FL+2400INFO

B B’ B - B’ SECTION

MEETING ROOM WORK ROOM REST AREA

책상으로 시작해서 벽을 타고 수직 이동하여 선반이 되고 다

시 기둥을 타고 내려와 의자가 된다. 이러한 가구는 벽과 기둥

을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이 공간만의 가구이자 벽체의 일부

가 된다. 

It starts with a desk, moves vertically on the wal l, 
becomes a shelf, and goes down the pillar ag ain to 
become a chair. This kind of furniture is th e furni-
ture of this place only which naturally circ ulate wall 
a nd pillar and it becomes part of the wall. 

중정과 차경을 이용해 외부의 빛을 자연스레 내부로 끌어들여 

온다. 그래서 낮에는 불을 밝히지 않아도 내부공간이 

자연스레 밝아지게 된다.

By using artrium and carpet, it brings the outside 
light into inside naturally so in the daytime, the inte-
rior space naturally becomes brighter even if you do 
not light a fire.

2층의 예술인 공간에는 회의 공간과 사무공간 그리고 

휴식공간이 함께 한다. 벽돌 파티션을 이용해 휴식공간과 

사무 공간을 분리한다.

In Artists place which is in 2 floor, meeting pla 
ce, office place and resting place are all together. 
Separate the resting area and the office area with 
the brick par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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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AND

STADIUM

평상시에는 갤러리로 사용하여 소공인과 예술인의 합작품도 전시하고 예술인들의 

갤러리로도 사용한다. 내부에 외부의 재질과 계절을 끌어와 내외부의 경계를 애매모호하게 

한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공간은 시각적 상호관입과 물질적 상호관입 모두 느낄 수 있는 독

특한 공간이다.

Normally, it is used as a gallery and exhibits collaborative works of small 
manufacturer and artists and also used as a gallery for artists. The exterior 
finishing mat erial is dragg ed inward to eliminate the boundary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 tside, making the b oundary ambiguous. This ambiguous 
space is a unique space in which both visual an d material intrusions can be 
felt.

왼쪽 파사드 정면에 내부 계단의 모습과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외부로 끌어와 사용하였다. 

이는 건물 외부에 내부의 수직적 동선을 끌어온 파사드이며 컨셉인 CYCLE을 중시한 파사 

드의 구성을 보여준다. 

At the front of the left side of the façade, the inside staircase and people’s 
move ment li nes were drawn out. This is a facade that draws vertical ver-
tical lines insi de the buildin g and shows the construction of a facade that. 
emphasizes concept CYCLE.

TOPNG WITH MULLAE의 TOPING 프로그램으로 공간중 가장 중요한 공간을 차지하는 곳이

다. 지하부터 총 3개의 층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공간들에 비하여 층고가 높다. 지하층

에서는 가장 핵심인 팽이대회가 이루어지며 벽을 타고 만들어진 관람석은 좁은 공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팽이대회를 쉽게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TOPNG WITH MULLAE’s TOPING program is the most i mportant space in 
the whole space. It is composed of t hree layers from the basement, and is 
higher than other spaces. In the bas ement, the most important top contest 
is held, and the wall seats make it easy for ma ny people to watch the top 
contest even in a tight. 

갤러리에 설치한 홀로그램 전시대를 이용하여 출품작을 볼 수 있도록 한 디자인 경진대회

The design competition that allows to watch entry using the hologram a 
display stand which installed in the gallery

지하부터 2층까지 연결된 

유리관에 홀로그램을 띄워 대회장 

뿐만 아니라 모든 층에서 

자유롭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한 팽이대회

The top competition that 
allo ws to watch freely not 
only in stadium but also 
in all floors show ing up 
hologram on the glass 
tube which is connecting 
between basement and 
second floor

GALLERY

ST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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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FTOP  IMAGE

옥상은 넓은 공간에 재미를 주기 위하여 총 3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주었다. 대회가 열릴 때는 

애프터 파티가 열리는 곳이고 평소에는 카페와 펍을 운영하여 주변 소공인과 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컨셉을 반영하여 수직적인 것은 벽에서 끌어오고 수평적인 것은 바닥에서 끌어와 공간을 나누고 

단차이를 주었다. 옥상에 들어서면 바로 건물안에서의 제일 긴 동선이 보이고, 이 동선을 따라 

거닐면 자연과 어우러진 3가지의 공간을 경험 할 수 있다.

`
The rooftop was divided into three spaces to provide ample space for fun. When 
the com petition is held, the after-party is held. Usually, cafes and pubs are open 
to the public and artists.
Reflecting the concept, the vertical draws from the wall, the horizontal draws 
from the floor, divides the space and gives a single difference. When you enter 
this roof-top, you can see the logest straight line. The first roomt on the left is a 
place where you can sit and stand and enjoy a party.

첫번째 공간은 차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누구나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휴식공간이다.

첫 번째 공간 안에서도 세가지의 공간으로 나뉜다. 나뉘어진 

공간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동선을 따라가면 테이블 자체가 

조명이 되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날 수 있고, 오른쪽엔 

조경과 위생을 위한 분리수거함. 그 다음으로 정면에는 단차이

를 준 공간을 경험 할 수 있다.

The first space is a relaxation space where anyone 
who can fully enjoy the tea ceremony can sit and 
relax. 
The first space is divided into three spaces. If you 
follow the line created by the divided spaces, you 
can see the space where the table itself is lit and 
you can relax. On the right is a separation room for 
landscaping and sanitation. Then you can experience 
a space with a single difference in the front.

두번째 공간은 카페엔 펍. 식음료를 판매하는 공간이고 

2층과 연결된 아트리움으 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동선이 

형성된다. 평소에는 옥상정원과 카페가 운영되면서 문래동을 

방문하는 방문 객과 문래동이 일터인 소공인과 예술인의 

쉼터가 되어준다. 전시회가 있는 시기에는 낮에는 평소와 같

다가 해가 지면 루프탑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파티공간으로 바

뀐다.

The second space is a cafe-pub. It is a space selling 
food and beverage, and the atrium connected to the 
second floor forms a natural copper line. 
Normally, rooftop gardens and cafés serve as a 
place for visitors to Mullae-dong and Mullae-dong to 
shelter small artists and artists. During the exhibi-
tion period, during the day, it becomes the same as 
usual. When the sun goes down, it becomes a party 
sp ace where you can enjoy the roof top party.

세 번째 공간은 단차이를 주어 공간의 변화를 주었다. 긴 동선

의 제일 끝에 위치한 계단을 이용하여 만날 수 있다.

계단을 통하여 총 두 번의 단차이를 경험 할 수 있게 되는데 

넓은 공간에서의 지루함을 없애고 재미를 부여하였다. 이 공간 

또한 조경과 어우러진 의자와 콘크리트를 이용한 의자를 볼 수 

있으며, 건물 중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전망 또한 좋다.

The third space gave a change of space by giving 
only a difference. You can meet by using the stairs 
located at the end of long lines.
Through the stairs, we were able to experience a 
total of two stage differences, eliminating the bore-
dom in a large space and giving it fun. This space 
can also be seen in chairs that use landscaping 
and chairs that use concrete. The view is also good 
because it is the highest point of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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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래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
Mullae Brand Development Project for Regional Vitalization

Alone together따로 또 같이
윤성준 I Yoon Seongjun, 김민수 I Kim mi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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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일대는 198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금속기술 밀집지역

으로 금속 가공산업의 지리적 요충지였으나, 점차 쇠퇴하고 

최근 현대기술의 공장화로 인해 지금은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인 홍대의 상업화로 

인한 부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쫓겨난 예술촌의 유입으로 

인해 머시닝 밸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곳 

머시닝밸리가 겪는 문제로는 노령화, 기술자 부족이며 가장 큰 

직접적인 문제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상업화로 인해서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한 원주민, 이들을 위한 대책방안을 

찾는데 중점사항으로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계획대지는 창작촌의 중심 지역인 D블록에서 진행하였다. 

창작촌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문래창작 예술촌 

부지에 위치하였다. 문래동은 인천, 부천지역에서 서울 중심지

로 통하는 경인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100여 그룹의 

예술인이 들어와 예술의 생산처가 집적되어 있다. 사이트 

인근에는 1호선 문래역, 신도림역과 2호선 영등포역이 

위치하여 교통편의가 좋다.

Background _ mullae

Site Analysis

Mullae-dong region was a geographical strategic 
point during 1980s having the best metal processing 
technologies in Korea. However, its reputation is 
being barely maintained because their technologies 
became outdated while modern technologies are 
being industrialized. Not only this, artist community 
from Hongdae flowed in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of Hongdae, which blurs the identity of Machining 
Valley. The biggest direct problems of Machining 
Valley are aging population and lack of technicians. 
This project puts its focus on finding the solution for 
locals who are on the verge of being kicked out due 
to the commercialization.

The center of Mullae Creating Community, D-Block 
was chosen as the project’s planning site.
Mullae Creating Community is located at Mul-
lae-dong Yeongdeungpo-gu, Seoul. Mullae-dong 
is at the center of Gyeongin road which connects 
Incheon and Bucheon with the urban center of 
Seoul. About one hundred artists galleries are 
accumulated in this area. There are Mullae Line 1 
subway station, Yeongdeungpo station, and Sindorim 
Line 2 subway station nearby, so using public trans-
portation here is convenient. 

문제점 해결방안

소공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고 계시는데 직접적인 

교류를 하시나요?

몇몇 사람들만 거래 관계로써 교류를 하고 있지만 거의 교류가 

없다. 그 이유는 세대격차와 자라온 환경, 문화 차이로 인해서

다. 저희(예술인)뿐만 아니라 소공인끼리도 교류가 없다.

인터뷰를 통해 소공인들과 예술인이 먼저 교류할 수 있는 

장과 지원 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깨달았다.

예술인과 소공인이 합작하여 문래동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제품 생성과 전시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소통이 단절된 문래동

서로의 기술력을 공유 못함

진행중인 젠트리피케이션

자연스러운 소통의 길을 만들어준다.

전시를 통해 기술력 정보 공유

협업환경을 제공하여 프로젝트가 소공인의 기술력이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

임대료에 변동이 없는 한에서 합작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협업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사람과 장소가 없다.

Analysis _ interview

Question. Answer.

Conclusion

Q. Q.

Q. Q.

You work in the same place with other small manu-
facturers. Do you interact with each other? I interact with a few for business purposes, but I 

mostly don’t. It is because we ar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generations and have different 
cultures. Small manufactures don’t interact with 
each other either.

What do you think about artists and manufacturers 
collaborating with each other to create a brand just 
for Mullae-dong, and manufacturing products and 
exhibiting arts under the brand. 

Mullae-dong without communication

Can not share each other’s technology

Gentrification is in progress

It creates a natural communication path.

Share technical information through exhibitions

Provide a collaborative environment to encourage the 
project to use technology

I am very positive unless there is a change with my 
rent. However, I am afraid there isn’t a appropriate 
place for collaboration a person who will take the 
lead.

Through this interview, I learned creating space to 
help communications between artists and small 
manufacurers should be prioritized.

The 8th Hidden Space Project  2017  Reinterpretation 185184



정체 지역의 싼 임대료 때문에 예술가와 자영업자가 모여들지만 이로 인해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지역 밖으로 쫓겨나는 현상,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도시의 활력을 쫓겨나는 사람 

없이 되살리는 방법을 찾는 데에서 시작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지역인 홍대, 서촌, 

경리단길을 지나서 다음 타겟이 된 문래 창작촌, 문래동 내에 문제점(아무런 교류와 소통이 없다)을 

파악하여 해결방안과 개선상황을 제시한다. 문래동내에서 그들만의 주체적인 브랜드 사업을 

유도하여 문래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역할로 만들어 준다. 그러기 위해 협업 환경 구축을 위한 

소공인과의 소통관계 생성을 목표로 하여 진행하였다.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한 디지털 노마드 족들을 목표로 협업 

환경을 구성한다. 프로그래머, 벤처 창업가 등 IT  관련 

종사자는 물론 1인 홍보 에이전시, 1인 매체, 한국지사가 없는 

외국회사 직원 예술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노트북과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소공인들과 

co-working하여 디지털 노마드가 보여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문래동 삶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준다.

Core keyword

GENTRIFICATION

CORE _ Digital Nomad, Co-working space, exhibition

Artists and entrepreneurs gather into a retention area due to cheap rents, but 
this makes rents increase, which drives locals out of the region. The project 
started from finding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n order to revitalize the city 
without anyone being driven out. This project provides solution to the prob-
lem(there is no communication) within Mullae-dong which became the next 
victim region of gentrification after Hongdae, Seocheon, Kyunglidan-road. It 
promotes tbrand business to play the irreplaceable key role for residents of 
Mullae-dong. For this purpose, the goal of this project was to create communi-
cation network by constructing a collaboration environment.

Create a collaboration environment targeting digital 
nomads who can work anywhere. Given with the 
advantage that many people from different work 
fields including programmers, entrepreneurs, IT 
guys, one-man advertising agencies, one-man 
medias, foreign company workers, artists can work 
anywhere with laptops or computers, show the new 
value digital nomads have and the new possibility of 
the lives in Mullae-dong.  

따로 또 같이 일하기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낯설지 않은

New work style

다양한 사람들(선)이 모여 생기는 공간 개념으로 구성.

다방면에서 뻗어오는 모양이며 진취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사선으로 표현하였고 기본적인 공간 내에서 동일하게 규칙적으로 

등분하여 사선을 이어 교차되는 선을 임의적으로 연결하여 공간을 구성하였다. 공간의 모양은 사람이 보았을 때 진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선의 끝을 서로 모여드는 형태로 공간에 흥미와 긴장감을 더해주었다.

밀착된 소통관계를 위해 문래동 내, 각각 블록에 분산된 

소공인 및 다양한 조직공간을 소통과 동선이 막힘없는 

네트워크 연결을 실현하고, 문래동의 행사인 팽이대회와 

전시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포괄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줌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확대된 교차공간을 통해 

문래동 커뮤니케이션은 증대되고, 문래 창작촌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생성된 브릿지는 주요동선이 되어 옥상에  위치한 다양한 

문화활동, 페스티벌, 영화상영, 전시를 위한 오픈 스페이스를 

생성한다. 분주한 일상에 달콤한 휴식, 행사를 위한 장소의 제

공해준다. 문래동 미래를 위한 역동적인 장으로 옥상은 창작촌

의 숨구멍 역할을 확정 한다.

외부환경만이 아닌 내부환경도 단절 되어있는 것을 두 개의 

코어로 연결 시켜주어 하나로 만들어준다. 이로써 시선과 

빛이 이어지어 모든 공간이 교류하게된다.

Design Process

Concept

Design process _ diagonal line

CONCEPT_ LINK

BRIDGE THROUGH

Concept of the space where various types of people gather together. 
The space has a shape of diagonal lines coming in from different ways, and diagonal lines have progressive 
meanings. Each areas are created by separating the general areas equally and connecting diagonal lines 
and intersections randomly. The shape of these areas add interest and tension to the viewers as the end of 
diagonal lines gather together. 

Created bridges are main flows of human traffic, so 
it creates open space for  a variety of cultural activ-
ities, festival, cinema, and exhibition at the rooftop. 
It creates resting and entertainment area for people 
with busy lives. The rooftop area will play the role of 
providing dynamic lives for mullae-dong residents 
in the future.

In order to promote close communication between 
residents, create unblocked networks for commu-
nities dispersed in different blocks and help them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exchange informations 
through Mullae’s top-spinning competition events 
and exhibitions. This creates new value by compre-
hensively forming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Communication will increase through this expanded 
intersecting areas, which creates the network that 
connects Mullae Creating Community into one. 

Not only external environment, but also separated 
internal environments are connected by connecting 
two cores into one. Through this, all areas connect-
ing diagonal lines and light are interact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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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터 문래동에서 팽이대회가 개최되었다. 직경 20mm 손가락 만한 팽이에 

대한민국 뿌리기술을 담겠다는 바람대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팽이대회가 열리고 

있다.

기존 팽이

팽이를 돌리고 가만히 쳐다보기만하는 방식 전동으로 팽이를 조종 가능하게 하여 재미와 흥미를 

증대시키는 무선 조종 팽이

경기장을 타가다의 펌프 기술을 적용시킨다. 4방면에서 

펌프가 튀어서 팽이끼리의 싸움을 유도하여 경기를 더욱 

치열하게 해준다.

계획 경기

소정 시간이 흐르면 회전력을 잃게 되는 단순한 팽이 단순한 

디자인이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한다.

팽이 몸체에 부가 액세서리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어 제품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않아 누구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미 재미

집중 집중

흥미 흥미

전동무선조종팽이 세분화

Program _ top spinning

The top-spinning competitions has been held in Mullae-dong since 2013. 
The competition is still being held with hopes to put Korean traditional 
craftsmanship into finger-sized tops with the diameter of 20mm.

Spinning for the longest time 

The old top

기존 경기
Current game

Players spin their tops and watch until their tops end 
to spin. Electric-powered tops can be remote controlled, 

which makes it more fun and interesting. Apply Tagada Pumps to the arena. Pumps will 
push tops into each other, so it makes games more 
intense

New game

-SECTION-

Pump

It is played with simple tops which loses rotating 
power as they spin. Tops were made with simple 
designs but it requires specialized skills. 

This game does not require any specialized skill, so 
anyone can join. Additional accessories can be added on the bodies 

of tops, so there are more various types of tops. 
Also, more people can join the competition since 
decorating does not require any specialized skills

Fun Fun 타격
attack

사용자 구별
user
distinguishing

Segmentation

Focus Focus

무게 중심
center of gravityInterest Interest

고정

fix

Drive a radio controlled top

Crash battle game

대한민국팽이기술대전

오래돌리기 충돌 배틀 게임

경기장 안의 팽이대결을 치열하게 만들어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다.

패드를 이용해 팽이를 조종하고 패드 화면에 AR이 적용되어 

표현된다.

AR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현실 세계에 컴퓨터 기술로 만든 가상물체 및 정보를 융합, 

보완해 주는 기술을 말한다.

심판 호각 소리에 맞춰 팽이를 조종한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패배이다.

1:1 또는 2:2로 대결한다.

상대가 쓰러지거나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면 승리한다.

심판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조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대전팽이 : 문래동내에서 제작한 부품으로 조립된 것만 허용

* 중요 사항 : 자신의 개인적인 커스텀은 금지

단, 팽이 부품의 색상은 마음대로 변경해도된다.

Ar (augmented reality, augmented reality).
Computer technology in the real world virtual object 
made of and convergence, and refers to complemen-
tary technologies that will give us information.

It helps to enjoy tops fighting not only players but also 
spectators by making it more intense.

You can contol a top with a tablet and AR would be 
applied on it.

Players spin their top as the referee blows the whis-
tle. 
The player loses if his/her top goes out of the arena. 
Fight 1 on 1 or 2 on 2
The player wins if the opponent’s top falls or goes out 
of the arena. 
For matters that cannot be judged by the referee will 
be decided by the organization committee.

Tops: only tops assembled with parts that were fabri-
cated within Mullae-dong are allowed.
*Notice: Personal custom changes are banned. Ex-
cept, colors of the parts can be changed.

Rules Top specification

팽이 규격경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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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_1  AR exhibition ROOFTOP   top event      vegetable garden

Manufacturer space

Rooftop

2F_1

1F_2

1F_1

B1

2F_2

Manufacturer space

1F_2  history exhibition 

1F_1  support center

B1 co-working space

2F_2  exhibition
          work room

Floor Plan & isometric

소공인 공간

소공인 공간

Perspective

문래동 창작단지와 대비되는 그린공간을 구성하여 삭막한 

지역에서 따뜻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존 건물에 

연결된 수직 동선을 지나면 옥상에 위치한 스카이가든에 

연결된다. 이 소규모 정원은 옥상에 조성되어 있어 기존 

구조물인 다른 옥상에 확장하여 새로운 랜드스케이프를 완성한

다. 휴식과 함께 소통의 장이 되도록 공간은 팽이대회장과 

옥상텃밭 그리고 휴식공간으로 구성하여 옥상을 더 즐겁고 

흥미로운 장소로 생성한다. 

Green area contrasting with Mullae creative 
community will be arranged to provide warm rests 
to a rather dreary environment of Mullae. Passing 
straight bridges between existing buildings, it con-
nects to a sky garden located at the rooftop. Create 
a new landscape by expanding the small-scale roof-
top garden to rooftops of other existing buildings. 
These rooftop areas will be more fun and interesting 
area which can be used for top-spinning competition 
arena, garden, and rest area and also will become 
spaces for resting and communication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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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의 특성인 높은 천장을 이용하여 한 개의 플로어를 더 생성해 공간의 용이성을 높였다. 

1F_1 협업환경을 제공해주는 공간으로 합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3D PRINTER가 준비되어있으며, 일반인들도 소공인들의기술력을 

체험해볼 수 있고 코어유리를 통해서 2층의 전시장과 지하의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호기심으로 접근을 유도할 수 있다.

1F_2 문래동의 각자의 기술력과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왼쪽 벽면에는 

협업하여 완성된 시제품을 전시하여 보여준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공유하는 공간으로 하여 개방적으로 구성했다.

지하는 Co-working space로 전통적인 사무공간과 달리 젊은 창업자들과 어울리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이다. 하나의 공간을 쉐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성하며, 혼자 부딪히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나누고 협업을 목표로하여 

구성했다. 다양한 워크숍과 이벤트를 개최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주며 

새로운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 되도록 지원해준다.

Increased effectiveness of space usage by creating another floor in the 
large gap between the first floor and the second floor.

1F-1 is an area for helping collaboration of artists and manufacturers. 
3D-printers are ready for artists and manufacturers to create samples for 
their products. Non-manufacturers can also experience small-manufac-
turer’s skills. Core glasses, which can be seen through, attract people to 
second-floor exhibition room and co-working space in the basement.

1F-2 area is where each Mullae community’s technology and history are 
shown. The left wall displays complete collaboration products. Also, it is an 
open area where residents share ongoing projects.

1F_2

1F_1

B1

Basement is a co-working space providing free and more horizontal envi-
ronment for young entrepreneurs to work together. Workers will collab-
orate together with others instead of struggling alone by synergizing with 
each other in a shared space. Various workshops and events will be held 
for people to meet together, so new values will be consistently created.

2F_1 공간은 합작하여 생성된 시제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전시를 통한 홍보 효과를 

얻도록 해준다. 

유입된 사람들에게 단절된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장이 되어 교류를 넓혀 줄 수 있다. 

전시공간은 단순하게 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AR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이 제품이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보는 이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2F_2 공간은 작가의 활동 시간을 고려해 오전에는 전시공간으로 오픈을 하고 밤에는 

예술가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유동적으로 변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 개방시간

작가 활동시간

2F_1

2F_2

2F_2

2F-1 area is for exhibiting collaboration products, and these exhibitions 
has an advertising effect for the products. This area also helps newly come 
people communicate with locals. The exhibition area doesn’t simply show 
the products but shows how the products can be used in reality using the 
AR technology, so it is more realistic and helps viewers understand and 
draws their interests.

2F-2 Area can be flexibly used so that it will open as galleries during days 
and be used as workspace for artists to work in during night.

Opening times of Exhibition

Art activity time

working
alone

working
together

Co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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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space between industrialists and artists
NEST-WORK

BACKGROUND
문래동은 소공인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임대료 

등의 문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로 떠오르는 지역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공장들과 

예술가의 작업공간은 서로에게 낯선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만큼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현재의 문래동의 

소공인들과 예술가들은 서로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관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들 각각의 프라이드를 지키며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다.

Mullae-dong is a representative area where small-scale artists and artists 
live together. It is also a place where the problem of gentrification due to rent 
problems arises as a problem. In general, I think that the work spaces of 
factories and artists will be unfamiliar to each other. However, I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familiar and strange as living together in one space. 
Currently, minor artists and artists in Mullae - dong show disagreement about 
each other and it seems urgent to improve relations. Therefore, the design was 
carried out with the aim of creating a space where the residents can enjoy the 
pride and coexist.

김도연 I Kim D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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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CONCEPT

DESIGN PROCESS

SITE: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28길

 Dorim-ro 128-gil,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문래동은 영등포역과 신도림역 중간에 위치하였으며, 기존 문래동에 거주하던 소공인들이 철강 및 

금속 공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이루어 놓은 자리에, 낮은 임대료를 찾아다니던 예술인들의 유입으로 

공업단지와 예술단지가 공존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예술촌의 상업화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 

재개발이라는 이슈로 소공인과 예술인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Mullae-dong is located between Yeongdeungpo Station and Sindorim Station, and 
industrial residents living in Mullae-dong built industrial parks centering on steel and 
metal industries, and industrial parks and art complexes coexisted with the influx of 
artists seeking low rents . Recently, due to the commercialization of art villages, there 
are conflicts between small artists and artists due to the issue of gentrification and 
redevelopment.

문래동에 대한 첫인상은 둥지 또는 요새와 같은 느낌이었다. 둥지 내몰림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둥지와의 연관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이곳은 그물망처럼 얽힌 주민들의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네스트워크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보았다. 소공인과 예술인 간의 

갈등해소가 필요한 만큼,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인 둥지처럼 문래동 주민간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The first impression of Mullae-dong was like a nest or a fortress. The 
nesting phenomenon, that is, the area where the gentrification problem is 
emerging as a problem, was considered to be highly related to the nest. 
Also, I thought that it was important that the relationship of the residents 
tangled like a mesh. Therefore, we combined these two to create a new 
concept called nest walk. As the need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small public and the artists, we sought to create a space where the solidarity 
among the residents of Mullae-dong can be made like a nest.

둥지가 가진 가족 간의 유대 관계, 모두가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표현하였다. 아프리카 떼베짜는새의 둥지에서 착안하여 둥지의 느낌을 강조하려 하였다. 떼베짜는새는 수백마리가 함께 협력하여 

건초 등으로 나무 위에 거대한 빌라 형식의 집을 짓는다. 떼베짜는새 둥지의 기능적 의미와 분할된 공간이 한번에 모여있는 형태에서 디자인을 착안하였다.  

Family relationships among nests, and space where everyone can gather and communicate. It was inspired by African nesting birds’ nest to emphasize the nest. 
Hundreds of calico birds work together to build a huge villa-type house on trees with hay. The design of the nesting bird nest was conceived in a form in which the 
functional meaning and the divided space were gathered together at once.

둥지의 형성 원리인 엮고, 붙이고, 묶는 과정에서 착안하여 외부를 디자인했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튼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모티브를 얻어, 목재와 폴리카보네이트를 

교차시켜 엮고, 붙이는 형식으로 외관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래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형성한 둥지를 표현하려 하였다.

Designed the exterior by focusing on the process of binding, attaching and binding 
the nest formation principle. The motif was to create a sturdy nest with various 
materials, and the appearance was formed by crossing and joining wood and 
polycarbonate to express the 

문래동에 거주하던 소공인들과, 문래동으로 이주하게 된 예술인,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 
순으로 우선 고려 순위를 정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공인과 예술인들의 
입장과, 기존의 문래동이 가진 여러가지 불편사항, 그리고 방문객들이 안정적으로 방문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려 한다.

In the order of the small public residents living in Mullae-dong, the artists who mi-
grated to Mullae-dong, and the visitors who visited the mullae dong, We are trying to 
construct a space where visitors and visitors can visit in a stable manner, as well as 
the position of small artists and artists who are suffering from gentrification.

TARGET

TOP EVENT PROGRAM Ⅰ

TOP EVENT PROGRAM Ⅱ 

팽이展 (부제: 매년 주제에 맞춰 변경) 팽이대회가 열리는 기간에 맞춰 두 달여간 진행되는 전시

전시기간│ 9월초~10월말

전시내용│ 팽이의 원리, 팽이의 기원 등 팽이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도출한 주제를 통해 진행되며,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가 이루어짐 (ex. 구심력, 원심력 등)

전시취지│ 기존 Space x.x에서 진행한 전시의 기능을 그대로 살리고, 1년에 한번씩 팽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문래동의 예술가들이 가진 예술관이나 가치관 

등을 공유하여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활동 마련

대상│ 문래동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예술가

전시 위치│ 지하1층

전시 내 프로그램│ 출품작 중 3점을 선정해 그 해의 우수작을 가리고, 예술인 활동을 격려하는 상금을 지원하는 등, 참가 독려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Top Exhibition (subtitle: Changed to theme every year) A two-month exhibition that will be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opening ceremony
Exhibition Period │ Early September to late October
Exhibition contents │ The theme is derived from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top such as the principle of the top and the origin 
of the top, and the works of the artists are exhibited (eg, centripetal force, centrifugal force, etc.)
Purpose of Exhibition │ Activities to display the art museums and values of artists in Mullae-dong through a common denominator, 
once a year, with the functions of the exhibitions held in Space x.x as they are.
Target │ Artist living or working in Mullae-dong
Exhibition Location │ B1
Program in Exhibition │ Three programs are selected to cover the best works of the year and a prize money is given to encourage the 
activities of artists.

팽이대회 기술 부문/ 익사이팅 부문 구분 구성

팽이대회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퇴화 시키지 않도록 현재의 기술 경진 목적의 대회는 그대로 유지하며, 모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익사이팅 대회를 새로 

개설한다

기술│ 금속기술팽이 경진대회를 유지 + 허밍팽이 기술대회

익사이팅│ 팽이크럼블 + 팽이 퀴즈대회

진행방식│ 기술과 익사이팅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며, 기술 부문은 오전11시~오후3시 사이, 익사이팅은 오후3시~오후7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간대를 나누어 참여 대상을 고려한다. 기술 부문은 팽이의 전반적인 기술을 겨룰 수 있도록, 익사이팅은 참가자의 능동적이고 즐거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대상│ 문래동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소공인 및 일반인

Composition of technology division / exciting division
In order not to deteriorate the intrinsic meaning of the top competition, we keep a contest for the purpose of the current technology 
contest and open a new exciting tournament that can induce everyone’s interest
Technology │ Maintain Metal Technology Top Competition + Humming Top Technology Competition
Exciting │ Top Crumble + Top Quiz Competition
How to proceed │ Technology and exciting will be held in different places, and technology will be divided between 11:00 am and 3:00 
pm, and exciting will be held from 3:00 pm to 7:00 pm according to the schedule . In order for the technology sector to compete with 
the overall skill of the top, the exciting will enable the participants to be active and enjoyable.
Target │Person and public who reside or work in Mullae-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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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LOOFTOP 

4F 

3F 

2F 

1F 

B1 

카페 및 옥상정원 

사무공간 

화장실
샤워시설 

팽이展
전시공간 

팽이대회 경기장
:기술존

팽이대회 경기장
:익사이팅존

커뮤니케이션
센터

소공인
작업장

소공인
작업장

공연 및
전시공간

카페&옥상정원

사무공간

팽이대회공간

휴게공간&커뮤니케이션센터

철공소

전시공간

FA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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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METRIC

LEFT LOOFTOP 

3F + RIGHT LOOFTOP

2F

B1F

좌측옥상

카페 및 옥상정원

팽이대회 경기장
: 기술존

화장실 및
샤워시설

팽이대회 경기장
: 익사이팅존

커뮤니케이션

공연 및
전시공간

팽이展
전시공간

3층 + 우측옥상

2층

지하 1층

LEFT SIDE LOOFTOP｜ CAFE & OUTDOOR GARDEN

3F｜ TOP GAME: TECHNOLOGY ZONE

RIGHT SIDE LOOFTOP｜ TOP GAME: EXCITING ZONE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좌측동 옥상은 주민들이 모여 휴식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카페와 야외 정원을 구성한다. 카페는 우측 옥상 팽이 경기장의 구조물과 유사한 형태로 하여 디자인의 연결이 

되도록 하였다. 건물의 절반은 폴딩도어를 사용하여 채광을 고려하였으며, 둥지의 따뜻한 느낌을 내려 하였다. 카페 옆에는 작은 정원을 만들어 공업화 된 도시 속에서 숨통을 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 하였다.  

The roof on the left, which is located at the highest point, forms a café and an outdoor garden where residents can gather, relax and communicate. The cafe was de-
signed to be similar to the structure of the roof top stadium on the right. Half of the buildings use a folding door to allow for mining and have a warm feel to the nest. A 
small garden was built next to the café to create a space where you could breathe in the industrialized city.

기술력을 발휘하는 경기가 진행될 곳으로,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고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사용하여 팽이 대회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경기의 진행상황은 실시간 촬영 및 

스트리밍으로 스크린과, 텔레비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보여지도록 한다.

This is where the competition will take place, creating a totally dark atmosphere and using spotlight lighting to focus on the top event itself. The progress of the game 
will be shown to the audience through the screen and television through real-time shooting and streaming.

일반인 참여자들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보다 가벼운 게임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야외에 개설된다. 

전체적인 대회장의 분위기도 역동적이고 활발하도록 꾸몄으며, 게임 특성에 따라 대형 팽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좌/우 옥상끼리 계단으로 연결을 해서, 우측 옥상에 있는 카페와의 

접근성을 높였다.

It is open to the public, where lighter games can be enjoyed and enjoyed by ordinary 
participants. The atmosphere of the overall conference hall is also dynamic and 
active, providing a space for large-sized top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game. The rooftop was connected to the stairway to improve accessibility to the 
cafe on the roof on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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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COMMUNICATION CENTER

만남과 정보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인 커뮤니케이션 센터이다. 컴퓨터를 통해 멀티미디어 등을 제공받고, 게시판을 통해 문래 주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짐으로써 완성되는 문래 속의 네트워크 표현를 표현하려 하였다. 기존 컨셉과 달리 둥지를 안정감이나 울타리의 영역으로 두지 않고 가족 간의 

소통의 영역으로 두어 의미를 부여하였다.

It is a communication center, a space where meetings and information are held together. I tried to express the network expres-
sion in the mysterious place which is completed by receiving the multimedia through the computer and communicating with the 
residents through the bulletin board. Unlike the conventional concept, nest is not placed as a sense of security or fence, but is 
given as meaningful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B1｜ EXHIBITION SPACE

회화, 사진 등의 작품이 걸릴 벽을 설치하고, 조소작품이 들어갈 넓은 공간을 마련하였다. 아늑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난색 조명을 사용하였다. 기존 문래동 전시공간 

특유의 루즈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 하였으며, 팽이전의 유래나 문래동이 가진 의의에 대한 내용을 상영할 개별 공간 마련하려 한다. 

I set up a wall to take pictures, paintings, and other works, and set up a large space to accommodate sculptures. I used warm lighting to express a cozy, stable atmos-
phere and a natural feeling. I tried to make it possible to maintain a loose atmosphere unique to the existing Muraja-dong exhibition space, and to provide an individual 
space for screening the contents of the exhibition of Topi and Mullae-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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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a story by moving each characterful scene

MONTAGE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장면들이 이접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다

정준영 I Jeong Junyoung,  윤주희  |  Yoon Ju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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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INTERVIEW

1960년대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한 문래동은 대기오염 방책으로 철강단지를 이전시킨다. 그로인해 

빈자리가 생기고 임대료가 낮아지며 예술가들이 이주해오고 정부에서는‘문래예술촌’으로 

명명하며 관광객들과 상업시설들이 들어선다.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에  인해 지역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갈등마저 고조된다.

The steel industrial complex in Mullae-dong where used to lead the industrializa-
tion in Korea in 1960s got relocated as part of the anti-air pollution plan. And the 
relocation of this complex created vacancy and lowered rental fee and therefore 
artists started moving in this area.Government names Mullae-dong as ‘Mullae Arts 
Village’ and tourists and commercial facilities will move into this area. And such 
gentrification intensifies local issues as well as conflicts in the area.

Dorim
no 128st. Dorimno 126st.

Mullae-dong crossroads

우리가 하는 부분이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양면성이 생길텐데,  그 사이에서 어떤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Showing things we do visually could look double-sided and what do we need                       
to discuss about with such issue?
 

Q.

Q.

A.

A.

지역적 특성이 있어 개별 접촉은 쉽지 않다.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중요한거 같다. 구상하고 있는게 어떤 것인가?
 
Individual contact is not easy due to local characteristics. Things we want to 
do and how we can approach with those things seem to be more important. 
What is being conceived in mind?
 그들의 협업도 이루어지면서,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싶다.

I want cooperation and residents’ participation at the same time.
 
여기서 주민은 누군가, 주민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잠자는 사람이 

주민이 아닐 수 가 있다. 주소지는 여기가 아니어도 현실적인 주민이 될 수 있다. 막연하게 

주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주민이 누군가를 설정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Who are the residents here? We need to reconsider the concept of resident. 
Sleeping people may not be residents here. Anyone can be an actual resident 
although they do not have an address here.We can deal with this issue by 
setting who residents are rather than only focusing on the word resident.
 

CONCEPT CORE

ISOMETRIC

DISJUNCTION

DIVIDE EXPAND EMPTY

DESIGN PROCESS

MONTAGE HUMOUR

면을 확장하다.

Expand the surface. 

 면을 비우다.

Empty the surface.

면과 물성을 나누다.

Divide the surface and 
physical properties. 

영화의 편집기법 중 하나인 몽타주 기법은 각각의 다른 장면들을 병치시켜 하나의 내용을 담은 

이야기를만들어 내는 기법이다. 문래동을 이루는 색감, 정서, 인물들을 보편적으로 일반화 하지 

않고 각각의 개성들을 그대로 병치시켜 화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었다.

Montage, a film editing technique, can create a story by juxtaposing different 
scenes. We did not generalize colors, atmosphere, and people of Mullae-dong like 
the old way but juxtaposed them as they were to create one whole story themed 
harmony.

면을 확장하고 중첩시킨 후 비우다.PH:

4F:

3F:

2F:

B1F:

확장된 면을 비워 폐쇄적인 공간이 개방

적인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미분화 된 점들이 면을 이룬다.

면에서 선으로 나누고 물성을 나눈다.

면과 오브제가 이어지고 끊어지다.

Expand and overlap the surface, 
then empty them.

Empty extended to the side of 
the wall. and A Closed space is 
changing into open space. 

The subdivided points form the 
surface.  

Divide in to a line. and divide a 
physical properties. 
     

The surface and object are connected and disconnected
     

계단실을 중심축으로 설정하여 모든 공간을 빨간 파이프라는 매개체로 연결시켰다. 각각 다른 

공간들이지만 하나의 장면으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집적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비디오아트를 사용해 해학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소공인들의 삶, 과거를 회상하며 

가치관을 찾아가는 주제로 기억회로인 파이프들을 따라 마지막 층으로 올라가면 불완전하던

모니터들이 로봇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정체성을 찾았다는 상징이다.

We connecte d every space with red pipes used as a medium, setting a staircase 
as the central axis. Weaimed to show each different space being connected as 
one scene directly. Furthermore, the space was made humorous and symbolic 
via video arts. Under the theme of discovering values by reminiscing aboutsmall 
manufacturers’ life and past, moving towards the last layer along the pipes 
serving as a memorial circuit shows incomplete monitors turned into a robot 
and this implies reclaiming its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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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이 대회 토너먼트공간으로, 파이프가 벽과 바닥에서 불규칙하게 뻗어 나와 끊어짐과 연결이 

보인다. 팽이샵은 아시바로 선적인 연결을 연출하였으며, 우측의 관람석 겸 Bar도 바닥과 벽에서 

뻗어나와 이접성을 보여주고 건축마감과 우드의 물성으로 인더스트리얼의 분위기를 더했다.

As a space for a top-spinning tournament, pipes stretch irregularly from the wall 
and floor and show cracks and connections. A spin shop has scaffolding linear 
connection and stands on the right and a bar also stretchfrom the wall and floor 
to show some disjunctive values and building finishing and wooden physical prop-
erty have added the industrial atmosphere.

참가조건 : 모두 참여가능

참가인원 : 32명 ( A/B조 각 16명씩 나눔 )

참가방식 : 선착순 ( 인테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경기일정 : 매년 5월 2일 오후 7시 

경기방식 : 파이프형태의 팽이 테이블에서 각 팀끼리 토너먼트로 게임을 진행하여 결승자는 

              2층 대형팽이 테이블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결승전을 치룬다.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on: Anyone
Number of participants allowed: 32 (16 for A and B)
Participation rule: Order of arrival (apply through the homepage)
Game schedule: At 19:00 on May 2 every year
Game rules: Each team plays tournament games on a pipe-shaped top table and       
　　　　　　finalists play the final round on a large top table on the 2nd floor    　
　　　　　　while everyone is watching.

Top Tournament

팽이대결 토너먼트

1. 모든 게임의 과정은 스크린과 바닥의 모션 인식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2. 윷놀이 기존의 말을 팽이윷놀이에서 사람이 직접 말이 되어 참여한다

3. 한 바퀴를 먼저 다 도는 사람이 이긴다

4. 같은 판에 있을 시에 팽이대결을 해서 지는 사람이 시작점으로  돌아 간다  

5. 각 모서리 판은 FEVER TIME 이벤트가 있다. FEVER TIME에 위치하 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 팽이대결을 하게되며 이길 때 

원하는 사람과 자리를 바꿀 수 있다

1. Every game works based on a motion recognition system in the screen and on the floor.
2. In playing Top Yunnori, people can be game pieces themselves.
3. One that makes one rotation wins the game.
4. One that loses a top-spinning game to be played by the players on thesame position has to go back to the 
starting point.
5. Each edge board has Fever Time event. Being located on Fever Time, everyone has to play a top-spinning 
game and winner can change his seat with other seat he wants.

2층 우측에 위치한 게임공간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는 매스를전혀 다른 3가지의 물성인 우드, 하이글로시, 하프미러스테인레스로 

분절시켜 끊어짐을 표현했다. 아래는 토너먼트 결승이 이루어지는 팽이테이블과 관람석 겸 휴식공간으로 이루어져있고, 위는 팽이를 

더한 윷놀이의 공간이다. 

It is a game space located on the right on the 2nd floor and one whole connected mass is segmented with 
three different physical properties; wood, high glossy, and half-mirror stainless, to show the state of being 
broken.Below this area has a top playing table to have tournament finals with, stands, and a rest area and 
above is a space for playing Yunnori with top.

참가조건 : 모두 참여가능          

참가인원 : 제한없음

참가방식 : 희망자에 한해서 모션시스템이 설치 된 바닥판 

              위로 모임 

경기일정 : 매일 점검 후 바로  시작가능

GAME RULE

Top Yunnori팽이 윷놀이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on: Anyone
Number of participants allowed: No limitation
Participation rule: Anyone wishing to join shall go on 
　　　　　　　　the top of the floor plate where a　
　　　　　　　　 motion system is installed.
Game schedule: Right after daily inspection

The 8th Hidden Space Project  2017  Reinterpretation 209208



소공인들의 휴식공간은 선적인 요소의 반복성을 

이용하여 이접성을 나타내었으며 화이트컬러와, 

우드로 절제되면서도 편안한 젠스타일의 공간을 

형성했다. 회의실 또한, 정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표현했다.

Rest area for small manufacturers 
shows disjunctive values via repeated 
linear elements and creates restrained 
but cozy Zen style atmosphere through 
white color and wood. Conference room 
also has free atmosphere without the 
old stillness.

예술인들의 작업공간으로,  클라이언트로는 프로듀서1명과 작곡가1명으로 설정하였다. 작업공간과 

휴식공간을 단 차이로 나누었으며, 미분화 되어있는 시멘트 블록을 사용하여 수납공간 겸 파티션 역할을 

하였다.

As a work space for artists, one producer and one composer are designated as clients. 
Work space and rest area are divided by floor level and indifferent cement blocks are 
used as a storage space and a partition

소공인들과 예술인들의 관계를 공간에 적용시킨 전시실로, 입구를 2개로 하여 각각  

그들의 길로 만들었고, 초반의 막혀있는 벽은 그들의 폐쇄적인 관계, 점점 갈수록 

열리는 개구부는 그들의 마음이 점점 열린다는 것을 공간에 표현하였다.

It is an exhibition room to which the relation between small manu-
facturers and artists has applied and it has two entrances for their 
separate access and the confined wall in the beginning symbolizes 
their closed relationship and the opening that is more and more open 
afterwards expresses their mind opening gradually in the space.

옥상은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연주 할 수있는 무대와 

테이블들을 마련하였다. 각 다른 물성을 가진 면과 면이 

중첩과 이어짐을 보여주고, 보이드된 부분은 외부의 풍경을 

끌어왔다.이어진 콘크리트 속에 미분화된 프레임들은 

끊어짐을 표현하였다.

 
The rooftop is for community activities and has 
stages and tables to show performance with. Sides 
with differentphysical properties are overlapped 
and connected and voidpart shows the outside 
view.Indifferent frames in connected concrete 
expresses broke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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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FTOP

 GALLERY

 MUSIC STUDIO

SMALL MANUFACTURER’S ROOM

TOP TOURNAMENT & BAR

RYUNNORI GAME ZONE

The 8th Hidden Space Project  2017  Reinterpretation 213212



BACKGROUND

B1F

2F

3F

4F

철강산업의 대표지역 문래동, 문래동의 소공인들과 예술인들은 함께 공존하는 데도  

불구하고 서로 단절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이를 토대로 문래동을 문학작품에 빗대어 

심층적으로 소공인과 예술인들을 해석해 공간에 대입시키려 한다. 

The representatives of the steel industry, Mullae-dong, Mullae-dong, 
small artists and artists are living together despite their coexistence. 
Based on this, Mullae - dong is aimed to translate small artists and artists 
into literary works in depth.

Dandelion Flower on rooftop  
Reconstruct a literary work in space

이예주 I Lee Yejoo,  정수진  | Jeong S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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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l  Concept 

철강공장  I  steel mill 예술인  l   Artist

문학작품  I   Literary work
옥상 위 민들레 꽃 I  Dandelion flower on rooftop

지역주민 I  Local resident

문래동  

Mullae-dong 

  

space xx

차가운 문래동의 각 공장들 사이에 따뜻한 예술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건물에 디자인하여 표현하고 싶었다.  이러한 옥상의 민들레 꽃이 마치 삭막한 환경에서도 예술을 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끈기

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여서 컨셉을 유명한 문학작품인‘옥상위 민들레 꽃’으로 정하게 되었다.

<Reason for choosing this concept> We want to express the artists who are performing warm-hearted arts between cold factories in Mullae-dong as building design. We saw 
the artists who are performing their own arts in this desolate environment as the dandelion flower from the literary work, ‘Dandelion flower on the roof’. Therefore, we choose the 
concept as a dandelion flower.

대조  I  Contrast

시멘트  I  Cement비유  I  Metaphor

차갑고,냉소적이다
Cool, cynical

따뜻하고, 끈기있다
Warmth, persistence

시각의 변화
Change of vision

더하기  I  Plus

주인공 아이  I  A heroine

현재의 문래동  I  Current Murae-dong

공간 컨셉  I  Space Concept

REALIZE

문래동을 다녀온 후 알게 된 사항들이 문래동의 소공인과 

예술인들이 같은 동네에 공존하고 있지만 서로 교류가 없고 

단절되어 있다는점,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예술인과 

소공인들 사이의 교류할 수 있는 컨텐츠 들과 휴식장소를 

공간에 구상하려 한다. 

The facts that I learned after visiting Mullae-dong are 
that small artists and artists of Mullae-dong coexist in 
the same neighborhood, And there is no place to take a
break. So, this time between artists and small I want to 
think about the contents and resting places that I can 
interact with in the space

문학작품 “옥상 위 민들레 꽃”에서 주인공 아이는 민들레 꽃을 보고 난 뒤에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깨달음을 얻는데, 이러한 시각적인 변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아이를 보고, 건물의 

전체적인 소 컨셉을 REALIZE  즉 깨닫다 로 설정하였다. 민들레 꽃을 보고 난 뒤의 아이의 시각이 다르게 보였던것처럼  이 건물을 사람들이 보고 난 뒤에는 문래동이 그저 기존의 철강산업으로 인해 마

냥 차갑기만한 공장이 있는 문래동이 아닌, 예술인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예술인들에게는 따뜻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층별로 시각적인 변화를주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In the literary work ‘Dandelion Flower on the Rooftop’, the main character’s child sees the world in a different view after seeing the dandelion flower,  and he gets enlightenment.
 I saw the boy who got visual enlightenment, and selects the overall small concept of the building as ‘REALIZE’. As the child’s view changed after he looked the dandelion flower, 
we want to show people that Mullae-dong was actually a warm space for artists rather than cold factories of steel industry by giving visual changes to each floor.

Realize: to think about the nature of things or to think of things, or to devise them

소공인의 일터  I  Workplace for steel manufacturer 예술인들의 작업공간  I  Workspace for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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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 휴식공간  I  Cafe & Bar

2F - 전시장  I  Exhibition Hall

3F & 4F - 전시장 & 작업공간  I  Exhibition Hall & Space of Task

지하 1층은 CAFE 겸 BAR로 문래동 철강공장을 외적인 모습을 연상시키기 위해 철이 만들어지는 장소인 철강공장 그 자체를 담고 싶었다.

The first floor of the basement wanted CAFE and BAR to contain the steel factory itself, which is the place where iron is made to remind the outside of the Mura-dong steel plant.

2층 전시장도 지하1층처럼 문래동을 나타낸 공간으로써, 철강 공장의 내적인 모습을 담고 싶었다.

The 2nd floor exhibition hall is a space that shows Mullae-dong like the first basement floor and  I wanted to show the inside view of the steel factory.

이 공간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예술인들의 작업환경을 보는 것과 동시에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예술인에 대해 알아가고 아래층의 전시관도 따뜻한 전시관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끔 시각의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This space allows people to naturally see the work environment of the artists on the other side, while at the same time looking around the exhibition hall to learn about the artist 
and the lower exhibition hall as a warm exhibition hall wanted to change my vision so that I could see it.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고 싶어서 마그마가 흐르는 

바 테이블과 카운터 테이블 그리고 천장에는 구멍이 뚫린 

철판을 놓고 빛을 비춰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들을 철판 사이로 

새어 나오는 빛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I want to include the process of making iron. I put a bar
table and a counter table on which magma flows, and 
an
iron plate with a hole in the ceiling. We wanted to 
express the smoke that emerged as a light leaking 
through the iron plates.

여기서 내적이라는건, 문래동에선 철을 가지고 물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는데, 이러한 철강공장의 내부에 철을 운반하는 컨베이

어 벨트에서 모티브를 얻어왔다. 

Inside here, Mullae-dong works to produce goods with 
iron,and we have gotten motifs from conveyor belts that 
carry iron to the inside of these steel factories.

3,4층은 예술인들의 작업공간과 전시공간으로 가운데 슬라브를 

뚫어 양 사이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전시장, 왼쪽은 예술인들

의 작업공간으로 분류하였다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the workspace and exhi-
bition space of artists are pierced through the middle 
slabs,On the right is the exhibition space and on the left 
is the artist’s work space

3,4F 메인공간 아이소  I  3,4F main space iso

1. 관람석
2. 예술인 작업공간

4. 민들레 홀씨 3. 계단실

1. Pavilion

2. Artist workspace

4. Dandelion 3. Staircase

예술인들이 문래동에 있으면서 소공인과 협력하고 문래동을 

바꿔온 부분들을 스크린으로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예술인들의 작업환경을 보는 것과 동시에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예술인에 대해 알아가고, 아래층의 전시관도 차갑기만한 

전시관이 아닌 따뜻한 전시관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시각의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가운데에는 마치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는 것처럼 

디자인하여 예술인들의 공간을 더 부각시켜 따듯한 느낌을 

주게끔 하였다.

계단실은 지하1층에서부터 2층까지는 문래동, 3층부터 4층까

지는 예술인들의 공간을 찾아가 민들레(예술인들)를 발견하는 

과정을 담고자 하였다.

Artists are in Mullae-dong and work with small The 
parts that changed Mullae-dong to the screen I made 
it visible.

The work environment of artists At the same time as 
looking at the exhibition, I know, and the exhibition hall 
on the lower floor is not Change your vision so you can 
see it in a warm pavilion. I tried to give.

In the center, it’s designed like a dandelion I made the 
artists feel more warm and warmer.

The staircase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from the 
first floor to the second floor, Up to the fourth floor, 
visitors can visit the artists’ To discover the process of 
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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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View

B1 : Cafe & Bar  |  1F : Workplace for steel manufacturer2F : Exhibition Hall  |  3F & 4F :Exhibition Hall & Space of Task

B1 - 휴식공간  I  Cafe & Bar

1F - 소공인의 일터   I   Workplace for steel manufacturer

2F - 전시장  I  Exhibition Hall 

3F & 4F - 전시장 & 작업공간  I  Exhibition Hall & Space of Task 

Facade

지붕을 리듬감 있게하는 대신에 파사드는 단순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낮에는 하부부분이 문래동을비추고 밤에는 상부에서 예술인들의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도록 하였다.

Instead of creating a rhythmical roof, the facade is simply designed. During the day, the lower part illuminates the Mullae-dong, and at night the artist’s soft light escapes from the 
upper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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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이 프로그램  I  Top programs

팽이 대회  I  Top Contest

예선전  I   Preliminaries 준결승  I  Semifinal 결승  I  Final

양궁팽이  I  Top of the arches 달려라 팽이  I  Run top

점수가 쓰여있는 양궁판을 만들어 팽이를 굴려 팽이가 쓰러지는 

쪽에 점수를 얻는 방식

철로 글씨의 틀을 만들어 팽이를 그 안에다 넣고 돌려, 글씨를 

따라 끝까지 도착하는 정도에 따라 경품을 주는 형식

1. 대상 타겟층 : 모든 연령대

2. 게임 방식    : 개인전, 팀전(2인1조로 진행한다)

3. 점수          : 3번의 기회를 부여해서 총점 매기는 방식

4. 게임 규칙    : 팽이는 정해진 기계로 돌려야 한다.

                     정해진 높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경기 진행 : 개인전 / 팀전 ( 팀은 4인1조 시스템 )

2. 경기 방식 :  (1). 각자 팽이의 색을 정한다 (RED,BLUE)

                      (2). 팽이에 각자 정한 색의 색지를 감는다.

                      (3.) 심판이 신호를 주면 동시에 손으로 팽이를 돌린다.

                      (4.) 맨 마지막으로 남은 팽이의 색을 보고

                            경기의 승자를 결정한다.

3. 경기 규칙 :   팽이가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쓰러진 것으로 간주한다.

4. 대상자    :   모든 연령대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로 나눠서 진행)

경기 방식 : 색지를 감은 팽이들을 한꺼번에 돌려 맨 마지막에 

살아남은 팽이의 색을 확인후 승자 결정

변수 : 새로운 경기판 등장 총 3가지의 경기판이 등장 심판의 지

시에 따라 랜덤으로 경기판 결정.

변수 : 새로운 경기판 등장 + 손풍기 등장

1. 경기 진행 : 개인전 / 팀전 ( 팀은 2인1조 시스템 )

2. 경기 방식 :  팽이가 알파벳 한글자만이라도 통과하면 

                   다음단계로 진행하는 방식.

3. 경기 규칙 :  휴대용 강풍기는 오직 경기장에서 

                   보급하는 강풍기만 사용을 한다.

1. Target audience: All ages
2. Game method: Solo exhibition, team exhibition 
(two-person group)
3. Score: How to get total score by giving 3 opportunities
4. Game rules: The top must be turned to the specified 
　　　　　　　 machine.Observe the specified height

1. Competition: Individual / Team (Team is a team of 4 players)
2. Method of play: (1). Each color of top (RED, BLUE)
                      (2). Wind color of each color fixed on top.
                      (3.) If the judge gives a signal, he or she turns the top by hand at the same time.
                      (4.) Look at the color of the last remaining top Determine the winner of the game.
3. Competition Rules: If the top goes out of the arena, it is considered to have fallen.
4. Subjects: All age groups (primary, secondary, and adult)

Method of play: Turn the colored tops around at once 
The winner is determined after checking the color of 
the top that survived at the end.

Variable: New game version appeared A total of three 
matchboards appeared. Randomly determine the 
match plate.

Variable: New game version appeared 
                + hand feathers appeared

1. Competition: Individual / Team 
                    (Team is a team of 2 players)
2. Method of play: When the top passes the alphabet only
                          　How to proceed to the next step.
3. Competition Rules: Portable Fans are only allowed in 
　　　　　　　　　the Stadium Only use strong winds             
　　　　　　　　　to spread.

2F 팽이 대회장  I  Top Space

3F 팽이 대회장  I  Top meeting place 

팽이공간은 컨셉의 연장선으로 민들레 꽃의 성장환경을 두가지 방법으로 공간을 표현하고자 했다.

The top space was an extension of the concept, and the growth environment of the dandelion flower was expressed in two ways.

팽이공간은 저희 컨셉에 연장해서 민들레 꽃의 성장 환경을 공간에 두가지 방식으로 대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색채를  이용해 공간을 표현하려 했는데, 꽃집건물의  2층 공간에는 주로 난색 계

열의 색채를 사용해 민들레 꽃이 성장하는 공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두번째로 2층과 3층을 연결짓는 한 매개체를 만들었으며 바로 엘리베이터이다. 2층의 성장공간과 

3층의 외부공간과 연결지어 평면적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민들레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하게 되었다.

The top space was extended to our concept and we wanted to assign the growing environment of the dandelion flower to the space in two ways. First, I tried to express space using 
colors. 2nd floor space of florist building We wanted to create a space where the dandelion flower grows and a warm atmosphere by using mainly the color of the warm color 
system. Secondly, I created a medium that connects the second and third floors. It is an elevator. It is connected with the growth space of the second floor and the outside space 
of the third floor, and it was made to emphasize the meaning of the dandelion more positively without being flat.

3층에는 민들레꽃이 외부환경과 직접적으로 맞 닿는 공간으로 무채색의 시멘트로 연출하였다. 이곳에선 팽이대회의 준결승과 결승전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On the third floor, the dandelion flower directly touches the outside environment and is rendered as achromatic cement. Here is a space where you can watch the finals and finals 
of the top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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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nt situation of Mullae-dong# 현재 문래동의 상황

최근 예술인들에 의해 홍대를 시작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현상은 예술인들이 좋은환경의 

작업공간을 찾아가는 움직임에 따라 홍대, 상수, 합정,  성수 

등으로 퍼져나가 현재는‘문래동 철강단지’로 이주하였다. 

문래동에서도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조짐 또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임대료가 인상되고 기존에 머무르던 소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들수 있는 *문화백화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소공인(원주민)들과 예술인(외부인)사이에서 

말하지 못할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예술인들은  

예술가간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ex. 어쩌다가게, 막쿱 등) 

임대료 인상이라는 큰 파도에 맞서며 대응을 하고 있지만 

소공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 작품은 큰 변화를 주진 않지만 

이 현상에 대한 고찰과 관광객들의 인지에 대한 것을 그려내 

소공인들과 예술인의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원주민이 밀려나가

는 현상.

*문화백화 현상: 개성 있던 동네가 개성이 사라지면서 

그 장소만의 특색이 좋아 찾았던 사람들이 떠나는 현상.

Aligning with artists’ pursuit of agreeable working 
environment, gentrification has expanded from 
Hongdae, Sangsu, Hapseong, Sungsu, and currently 
to Moonraedong’s steel complex area. Mooraedong 
has been experiencing many changes, including the 
effects of gentrification. Because of the above phe-
nomenon ‘Culture whitening event’ which can cause 
rental cost to go up and deprive petty merchants of 
their living foundation can be taken place. So petty 
merchants (original residents) and artists (outsid-
ers) are trying to read each other’s countenance. 
Artists are coping with the big wave of rental cost 
increase by forming a community among artists but 
petty merchants aren’t so. This artwork does not 
give a big change but suggests the way by which 
artists and petty merchants help each other by 
describing about this phenomenon and what tourists 
recognize. 

*Gentrification :It is the phenomenon that outsiders 
gointo the undeveloped area and then the area be-
comes revitalized again so the rental cost goes up 
and then the residents have to move out of the area.

*Cultural whitening : It is the phenomenon that as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an area disappears, 
those who like the area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 
also do not visit again.

FROME ROOTS TO TREES
뿌 리 에 서  나 무 까 지

배재혁 I Bae Jaehyeok,  안교춘  |  Ahn Kyoc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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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 사이트 분석

# 사이트 분석

# 다이어그램

문래동 창작촌 발전모습

위치 :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문래창작촌

문래 창작촌은 문래역, 영등포역과 신도림역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교통적인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철강산업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물레를 이용하여 실을 생산하던 방직공장단지에서 현재 철강소에서 철강부품을 만들어 내는 

철강단지가 되기까지 뿌리산업의 기반이 되는곳이‘문래동’이다. 하지만 이제는 뿌리가 아닌 

하나의 나무가 되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나무’라는 컨셉으로 설정하였다. 문래동이라는 

‘나무’에 관광객이라는‘물’이 유입이 되어‘나무’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에너지를 

공급하고‘나무’를 성장시키며 최종적으로 나뭇가지들이 뻗어나가‘문래동’이라 하나의 단단한 

울타리가 형성된다.

문래동 사이트의 건물을 하나의 나무에 비유하여 지하 1층에서 부터 옥상까지 각각 나무의  뿌리, 나이테, 나뭇가지로 모티브를 잡은 선의 형태로 추상화 한뒤  면의 형태로 구체화. 이후 최종적으로 구

체화 시킨 면을 단순화 하였고, 앞 선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모습을 반영하였으며, 각각의 층에 그것에 맞는 스토리텔링과  프로그램을 구성.

# Design Conceopt

Location : Seoul, Yeongdeungpo-gu, Mullae-dong 
3’Street, Mullae Creative Village

Munrae craft village is located at the center among
Mullae station, Yeongdeungpo station, and Sindorim
station. It has played the role of the center of steel
industry because of its good location for traffic.

Industry because here the steel industry has developed from textile factories 
which made thread by using spinning wheel to steel industry complex which is 
making steel components. But now I determined the concept of ‘tree’ because 
I wish this place will develop like tree rather than root. ‘Tree’, which means 
Mullae-dong, receives ‘water’, which means tourists, and then this water can 
enable the tree to be provided energy and grow up. Thus finally the strong fence 
so called Mullae-dong may be formed.

B1 (문래동 역사 박물관)

Mullae-dong History Museum

2F (커뮤니티 공간)

Community Space

뿌리 공간 - ‘스며듬’

Roots Space - Lnfiltration

기둥 공간 - ‘흘러감’

Column Space - Flow

나뭇가지 공간 - ‘뻗어감’

Branch Space - Stretch
3F (팽이 대회 경기장)

Top-Spinning Stadium

With compared the building of the Mullae-dong site to a tree, the whole building from basement to rooftop was expressed with root, growing ring, and bough of tree 
through abstraction of line and materialization of facet. And finally the materialized facet was simplified and the final figure was reflected through the previous pro-
cesses And each floor has the proper storytelling and program.

면의 ‘단순화’

(Branch Space - Stretch)
‘면’

(Face)        
‘선’

(Line)   

# 스토리텔링

#동선 계획

옥상 쉼터 공간 팽이 기술 대회의 공간

유기적인 이동수단의 공간

관광객 전용 화장실

관광객 참여 공간

2층 쉼터 공간

예술가 전용 화장실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

팽이대회 접수처 공간

소공인들의 공간

문래동 역사 박물관

사람은 ‘물’이 되고 흰색 파이프의‘수관’을 따라 처음에 지하로 들어가게 되며, 그곳에서 문래동의 역사 진행과정, 

젠트리케이션 현상, 현재 문래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팽이기술대회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역사박물관을 체험한 뒤 

올라왔을 때 1층에서 일하고 있는 소공인의 모습을 처음에 봤던 모습과는 다른시각으로 볼 수 있다.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면 

예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소공인들의 버려진철강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참여한 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에 

의해 동선의 다양성을 느끼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문래동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팽이대회를 체험할 수 있다.

파이프를 이용하여 공간 안에서‘길 안내자 역할’을 함. 지하1층부터 옥상까지 동선을 유도, 관광객들의 동선이 얽히지 않게한다

‘옥상 (팽이경기대회) ‘2F (접수처)’ ‘2F (쉼터)’

‘2F (예술인)’

‘파이프’ ‘계단’ ‘1F (소공인)’

(사람=물 / 문래동=나무)

#Plan of transportation

# Story telling

Roopftop shelter space Top spinning tournament space

Organic transportation space

Tourist space

Tourist participation space

2F Rest space

G.L±0

Artist toilet

Artist’s atelier space

Top contest reception desk

Petty merchats space 

Mullae-dong
history museum

Using pipes, they act as ‘road guides’ in a space called ‘trees’. Naturally induce the flow-path from the first floor
to the rooftop, so that the tourists do not get tangled.

People become ‘water’. At first, people enter the 
basement along with the white ‘water pipe’ where 
they can see the history of Mullae-dong, the phe-
nomenon of gentrification, and the explanation of 
the top skill contest being held now. When you go 
up at first floor after experiencing history museum, 
you can see the petty merchants working there from 
the different point of view. You can enjoy the works 
of artists at the second floor and join in the program 
of petty merchants who use the deserted steel. You 
can feel
the variety of movement through the steps between 
the second floor and the third floor. And you can 
experience the top contest enjoying the whole land-
scape of Mullae-dong at the rooftop of the building.

(Person = water / Mullae-dong = tree)

 ‘ROOFTOP’
(Top spinning
tournament)

‘2F (Reception)’ ‘2F (SHELTER)’

‘2F (ARTIST)’

 ‘STAIR’  ‘PIPE’ ‘1F (SMALL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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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부터 2010년대 까지 각 년도별 부품들을 전시하고 스팟라이트로 비추는 공간

벽면에 빔프로젝트를 쏘아 동선과 함께 따라가게 하는 공간

콜텐강의 높이차와 각도차를 통해 공간의 이완과 긴장을 느끼게 하는 공간. /숯 벽돌을 사용.

팽이 경기 대회장을 전시하여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관광객을 옥상으로 유도.

에술인들의 예술품을 전시하는 공간.

팽이기술대회 접수처

관광객들의 쉼터 공간

관예술인들의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옥상 쉼터 팽이경기대회 선수 ZONE 팽이대회 경기장           옥상 쉼터

벽면을 뚫어 계단을 설치한 유기적인 동선의 공간

관광객 및 예술인 전용 화장실

버려진철강을 이용한 ‘Art wall’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업사이클링 하는 공간

From 1950s to 2010, it displays space for each year’s items and illuminates them
with spot lights

Space to show a beam projector on the wall and follow it along with the flow-path

The height gap and angle gap of the steel make the movement line flow and the 
repetition of tension and relaxation makes tourists drawinto the basement.

/Usingcharcoal bricks

Exhibit the top game hall to induce curiosity and guide tourists to the rooftop

A space for exhibiting art works by ethnic people.

Top technical conference reception desk

A shelter space for tourists

Office space and work space for artists

Rooftop shelter Top tournament player Top tournament stadium     Rooftop shelter

By offering various and organic movement plans through breaking the wall

Private restrooms for tourists and artists

Up-cycling program space, there is a space for making ‘Art wall’ in which
tourists can make a pattern by shooting spray paint into the deserted steel plate.

# 팽이 경기 대회

# 커튼월

파이프를 통해 옥상에 도착하였을 때 보이는 거대한 오브제이

다. 루프탑에서 바닥면까지 경사를 이용하여 연결된 형태로 

옥상과 브릿지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동선 유도의 역할을 

한다. 팽이 경기의 방식 - 시작부분의 8개의 배관 입구를 통해 

팽이를 돌려 떨어뜨리면 배관을 따라 총 3단계의 슬로프로 

떨어진 뒤 목표지점에 도착하는 경기. 팽이 대회를 진행하지 

않을 때 경기장의 배관부분에 물을 흘려 보내 하나의 오브제 

역할을 한다.

 - 팽이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옥상 부분을 증축함으로써 경기장 아랫부분의 동선을 확보하였고, 커튼월 구조로 만듦으로써 개방감을 높여 시야가 넓어지고 빛의 유입량이 증가.

# Top spinning tournament

# Curtain wall

Curiosity of tourists can be triggered by showing top
contest. This is the huge objet that can beviewed 
when you arrive at the rooftop throughpipe. It has 
the shape of connection by using slope from rooftop 
to bottom which has natural link between rooftop 
and bridge.

- For the top contest, the part of rooftop was extended. By making it curtain wall structure, it opens wide and lots of sunshine comes in.

Tournament Rules - It is the game that spinning 
tops
fall from 8 pipe entrances of the starting point and 
they arrive at the destination along the total three 
step slops through pipes. When the top contest is 
not played, an objet can be made by flowing down 
water through the pip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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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쉼터

# 2층 커뮤니티 공간

옥상의 양끝쪽에 위치하며 문래동의 전경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소공인들의 쉼터 및 팽이 경기 대회의 대기장소로 이용된다.

관광객들이 예술인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쉴 수 있고 

천장부분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게 천정벽을 뚫어 옥상의 

팽이경기장을 노출 시킨다.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으로 

스프레이 페인트 건을 문양이 있는 버려진 철판에 쏘아 

벽에 문양을 새기는 ‘Art wall’꾸미기를 하는 공간이 

있으며 벽을 허물어 계단실에 유기적이며 다양한 

동선계획을 하여 공간에 재미를 더한다.

소공인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관광객들이 지하1층에서 

문래동 역사 박물관을 체험하고 다시 1층으로 

올라왔을 때 소공인들이 작업하는모습을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문래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래동 역사 박물관의 공간으로 

벽면에 시대별 영상을 빔 프로젝트를 쏘아 오래된 전통과 

소공인 만의 기술력과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구간별로 

시대별 주요생산품을 전시한다.

(흡수된 물이 뻗어나가는 공간) 

(흡수된 물이 흘러가는 공간) 

# 1층 (물이 머무르는 공간) 

# 지하 1층 (물이 뿌리로 흡수되는 공간) 

# Rooftop shelter 

# 2F Community Space

(Space where absorbed water extends) 

(Space where the absorbed water flows) 

# 1F (Space where the water stays)

# B1 (Space where water is absorbed as root) 

It is located at the end of rooftop so people can 
enjoy the whole landscape of Munrae-dong and 
rest comfortably. It is used as the rest place for 
artists and petty merchants and the place for the 
top contest as well as the place for tourists.

Tourists can relax while admiring the works of 
artists and In order to trigger the curiosity of 
tourists, the top contest area on the rooftop is 
exposed by piercing the wall of  ceiling. Also 
Tourists can have rest enjoying the artworks of 
artists. And as a up-cycling program, there is 
a space for making ‘Art wall’ in which tourists 
can make a pattern by shooting spray paint into 
the deserted steel plate. In addition, by offering 
various and organic movement plans through 
breaking the walls, interesting things can be 
added to the space of steps.

When tourists come up from the basement where 
they experience the history museum of Mun-
rae-dong to the first floor where petty merchants 
work, they can see  what the petty merchants 
work from the different perspective.

This is the place for the history museum of 
Mullae-dong. In the wall are shown with beam 
project the pictures of each period and the old 
tradition of petty merchants. And major products 
for each period are also shown for each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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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관광객 참여공간 

2층 쉼터 및 예술품 전시실

지하1층 문래동 역사 박물관

소공인 공간

옥상 쉼터 (Rooptop shelter) 팽이대회 경기장 및 오브제 (Top-spinning contest, Objet)

 작업실 및 접수처
(Atelier, reception desk)

(Stair Case)   (Tourist participation space)

(2F shelter, Art exhibition space)

(B1 Mullae-dong history museum)

소공인 공간 (Petty merchants space) (Petty merchants space)

옥상 쉼터 (Rooptop shelter)

The 8th Hidden Space Project  2017  Reinterpretation 233232



Are you Alice?

We have been living in the space, and it will remain 
continuously; space is connected with man. Space’s 
color is changing every moment, influenced by light, 
thus we cannot know the natural color. Likewise, 
people can recognize the space’s scales variously by 
different people. Therefore people can experience 
variable appearances of the space. Man’s eyes catch 
all these differences; the eyes are one of important 
organ for feeling space’s color and size directly. This 
is the reason why I refer it as a motive during Mul-
lae-dong project. Mullae-dong’s context consists of 
three sight view such as artists, small manufactur-
ers, and visitors. Through interviews, I could know 
that different thoughts according to the sight coexist 
in one area, and from this reason, it causes trouble. 
I want to deal with a space like a story of Alice which 
is not only usual but also unusual, which perhaps 
could be our features, and which would melt into 
our daily life.

우리는 공간에 포함되어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듯 공간은 인간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공간은 빛의 

영향을 받아 시시때때로 색이 바뀌며 그 본연의 색을 알 수 없

고, 또한 사람에 따라 공간의 스케일까지 끊임없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를 담아내는 것은 바로 사람의 눈이다. 공간의 색과 크기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신체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래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의 

모티브로서 참고하게 되었다. 문래동의 맥락은 예술인과 

소공인, 그리고 방문객의 세 가지 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뷰를 통해 각자 다른 생각으로 한 구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각자 다른 생각이 공존하기 때문에 마찰이 

잦기도 하다. 흔하지만 흔하지 않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일상에 녹아들 앨리스적 공간을 다루고자 한다.

시선의 변화와 효과적인 적용 Changes of sight and Effective application

배송현 I Bae Songh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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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GENTRIFICATION PROBLE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4-5

문래동 예술창작촌 바로 뒤에 위치한 이 건물은 1층과 주변이 

전부 소공인의 작업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골목을 나가면 큰 

도로가 등장하며, 근처에는 치포리, 싸이공, 문래버거 등의 

유명 음식점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

세이다.

The 1st floor and surrounding of this building which 
is behind the Mullae-dong artist town are surround-
ed by small manufacturers’ workings. Leaving this 
alley, the huge road appears, and famous restau-
rants such as Chipori, Saigon, Mullaeburger are 
near the building. From this reason, the number of 
visitors is growing.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되었던 부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역이 발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홍대와 신촌 등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지역의 상태를 생각했을 때 마냥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래동 역시 예술촌이 형성되면서 

과거에 비해 외부인의 방문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는 

식음매장과 외부인만이 갖득한 홍대와 같은 모습을 문래동에서 

보게 될지도 모른다.

Gentrification means the phenomenon that as an 
secondary central business district which is before 
fallen down flourishes, people in the middle or 
higher class flock to the secondary central business 
district, and rent become higher than before, thus 
negatives are forced out. It is good phenomenon 
in the way that the region is developed; however if 
we consider the damaged districts such as Hongik 
University and Sinchon, we cannot think it as a just 
good phenomenon. Similarly, as mullae-dong forms 
an artist town, the number of visitors is higher than 
before. We might see the appearances like Hongik 
University which is full of food or drink stores and 
outsiders.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소공인과 예술인 모두의 위생상태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하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작업장 기계와 자동차의 소음으로 유독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소공인의 작업 특성상 대형 운송수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아 위험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게다가 골목으로 들어서게 

되면 보도가 아예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Dust caused by factories damages hygienic condi-
tions of small manufacturers and artists; they could 
feel that their working space is poor. Also, they 
could feel that they are isolated because of noises 
from machines and cars. Because small manu-
facturers need a lot of large vehicles, pavements’ 
boundary is not clear. Moreover, there are no pave-
ments inside the alley.

54-5, Mullae-dong 3-ga, Yeongdeungpo-go,  Seoul

CONCEPT

PROCESS 1

PROCESS 2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듯, 없는 듯한 모습이 마치 [이상한 나라

의 앨리스]에 등장하는‘Wonderland’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앨리스는 남들과는 다른 상상력을 가진 어린 소녀로, 

어딘가에 다른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엉뚱한 

등장인물이다. 어느 날, 달리는 토끼를 따라 토끼굴로 떨어진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로 넘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이야기에 

다양한 등장인물과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더해져 내용이 전개된

다. 결국엔 앨리스의 꿈으로 끝나버린 ‘Wonderland’를 

문래동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앨리스라는 주체가 되어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보고자 한다.

The feature of space in a vacuum or not seems like 
a ‘Wonderland’ in the novel [Alice in Wonderland]. 
Alice is a girl who has imagination which is much 
bigger than others have, and she is a wild-eyed 
character who thinks that different world exists 
somewhere. Alice, who falls to a rabbit burrow 
one day following a running-rabbit goes to the 
‘Wonderland’, meets variable characters and faces 
confusing situations through the story. I embody 
this ‘Wonderland’ which, Alice thinks, was a dream 
on Mullae-dong for visitors to become main agents, 
Alice, and to experience this fantasy world which is 
not a dream any more.

우리는 평소 계단이나 문턱같은 바닥의 높이 차이에 의해, 

혹은 상대적인 키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이것은 각자에게 편견을 가지게 하며, 소공인과 

예술인, 방문객 사이의 마찰을 해결할 단서라고 생각했다. 

나는 앨리스를 통해 방문객이 현재 자신과는 다른 시선을 

체험하고, 이전보다 다양한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시선이 맞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른 이와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앨리스의 편견없는 상상력을 체험하기 위해 이 건물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앨리스라는 주체로 삼아 행동을 

유도하고 시선을 연장시키려 한다.

People usually live with a different sight depending 
on floor’s height such as stairs and threshold or on 
their relative height. This makes people easily get 
stereotypes and prejudices. I try that people experi-
ence different sight of others through Alice, and get 
more variable sight than before. Because of this, I 
need a space for people to face each other whose 
sight does not match with their own. I lead people, 
who visit this building for experiencing Alice’s imag-
ination on which prejudice is not, to be a main agent, 
Alice, and make their view extend.

앞서 다뤘던 눈의 특징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착시효과이다. 같은 물체이지만 시선에 따라서 입체적이었던 

형태가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재질이나 빛을 

이용해 다양한 착시효과를 만들어내었다. 평소 주변을 

둘러보아도 우리는 수많은 착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 주기 위해 착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제시한다.

It is an optical illusion effect which uses the eyes’ 
features before I dealt with. It is a same appearance, 
it seems like both a solid thing and flat thing accord-
ing to the sight. Besides, a variable optical illusion 
effect could be made through texture or light. We 
have been living in numerous optical illusions, and 
we are used to those illusions. From this reason, I 
present the variable experiences which is related to 
the optical illusion for awakening our s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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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Shop / Play Zone

Office Experience

PRINCIPLE

ZONING

B1-1

B1-2

B1-3

Isomatric B1

Top-spinning Game 1

빔 프로젝터에 의해 영상이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을 때, 

그 앞을 무언가가 지나가게 되면 빛이 차단되면서 그림자가 

생긴다. 프로젝터가 이것을 영상의 일부로 인식하고 저장된 

반응이 스크린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지하 1층 

체험실인 미로에서 팽이 경기에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When a video is projected onto the screen by a beam 
projector, if someone passes the front, shadow 
appears on the screen, as person cut off the light. 
Machines recognize it as a video, and a stored 
response appears on the screen. By using this 
principle, I design the game for players to get scores 
which need at a top-spinning game, played on the 
first basement level.

각 공간은 그림과 같이 크게 5곳으로 나눌 수 있다. 

EXPERIENCE ZONE (체험공간), OFFICE (사무공간), FLOWER 

SHOP (꽃집), PLAY ZONE (놀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팽이경기는 FLOWER SHOP과 PLAY ZONE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This space is divided into 5 rooms: EXPERIENCE 
ZONE, OFFICE, FLOWER SHOP, PLAY ZONE. Visitors 
could play the top-spinning game at FLOWER SHOP 
and PLAY ZONE.

1. 제 1체험실에서 게임을 진행하며 점수를 얻는다.

(참가자는 각 플래시 영상별로 다른 점수를 얻을 수 있다.)

2. 얻은 점수를 미로의 출구에서 직원에게 확인 받는다.

3. Flower Shop에서 직원에게 확인을 받은 뒤, 점수와 팽이

를 교환한다.

4. 교환한 팽이로 Flower Shop 중앙에 위치한 팽이 경기장에

서 경기를 진행한다.

5. 우승자에게는 Flower Shop에서 직접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Iron Flower]을 상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우승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려 한다.

1. Participants get scores, playing the game on the 
1st Experience Room. 
(Participants could get different scores per flash 
video.)

2. Participants get a confirmation of the scores from 
a staff at the exit of the maze.

3. After confirmation from a staff of Flower Shop, 
participants exchange the scores for tops.

4. Participants play the game at a top stadium on 
the middle with tops for which visitors exchange the 
scores.

5. A winner will get a prize, [Iron Flower] which is 
made and sold by Flower Shop, and other partici-
pants who lose will also get small gifts.

The 1st Experience Room Entrance
 - Experience Zone

The Maze of 1st Experience Room
 - Experience Zone

Flower Shop / Top-Spinning Game 1

B1-1

B1-2

B1-3

기존 입구와 반대 방향의 입구를 설정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시작을 알린다. 어둡고 복잡한 

미로, 서로를 의지하는 사람들, 벽돌 사이에서 무작위로 터지는 

놀라운 플래시 영상 등에 의해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는 

앨리스적 공간이다. 앨리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갑작스런 전개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방문객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It tells the beginning of the story, Alice in Wonder-
land, setting an entrance’s direction as contrasted 
with an existing entrance’s direction. This place 
is the place like a story of Alice where the visitors 
could see the people’s various responses about the 
surprising flash game which randomly blows up 
between bricks, a dark and complicated maze, and 
people who rely on each other. I express unexpected 
development of the story of Alice and affairs which is 
hard to understand, through visitors.

적벽돌로 이루어진 내부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처럼 표현되어 

있다. 미로에 불규칙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미리 구성해놓은 플래시 영상을 재생한다. 총 8곳에 

프로젝터가 설치되었으며, 각각의 영상 게임을 통과하여 

점수를 얻어 탈출한다. 낯선 곳에서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혹은 스스로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체험실을 통해 다양한 생

각을 유도한다.

The inside which consists of red bricks is expressed 
like a dark and narrow alley. Using a beam projector 
which is set irregularly on the maze, the flash video 
which is already formed is played. The projector sets 
on total 8 places, and visitors could escape the place 
by getting scores with passing each flash video 
game. People rely on each other at a strange place, 
or they believe themselves. This EXPERIENCE ZONE 
leads people get diverse thoughts.

미로와 대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흰 벽돌을 사용하였고, 

식물과 반전되는 느낌의 가설공사 재료 등으로 가구를 

제작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앨리스가 토끼굴로 떨어질 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회전성과 하강성을 평면에 표현해 목재를 

사용한 데크로 계단을 만들어 단 차이를 두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시선에 대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팽이경기장은 

중앙에 설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I compose the place as contrasts with the maze. I 
use white bricks, and arrange architectures made 
with temporary work materials which have a differ-
ent feeling against the plants. Also, I express a ro-
tation and a fall, which appear when Alice dropping 
into the rabbit burrow, on the flat surface and make 
a difference between stairs, making it with wood 
deck. From these reason, people could get a free-
dom of their sight. The top-spinning game stadium 
is set up easy for accessibility on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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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ck Stairs of 1st Floor
 - Connection Zone

Top-spinning Game 2

Work Space

Flower Shop과 다음 체험실을 바로 연결시켜주는 통로로 

사용하였다. 지하로부터 벗어났을 때의 해방감을 연장시켜 

Flower Shop 이후의 동선을 자유롭게 하고, 갑자기 확장된 

공간을 천천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출구와 계단에 거리를 두었다. 

계단은 착시효과에서 착안하여 마치 올라가는 사람의 머리 위

에도 계단이 있는 것 같은 형태로, 난간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다음 체험실과 공간의 반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둡고 

매끄러운 재료를 사용했다.

A back stairs on first floor connects from Flow-
er Shop to next experience zone. Expending the 
freedom about their escaping from the basement, 
I make the visitors’ trace after Flower Shop course 
free, and put distance between stairs and an exit for 
visitors to realize the suddenly expanding space.

1층은 실제로 소공인의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소공인과 

예술인의 화합을 위해 변경하지 않고, 본 모습 그대로에 의미를 

두었다. 이것은 방문객이 소공인의 작업장을 직접적으로 

지나쳤을 때 소공인이 구경거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마주치게 하여 소공인들과 방문객 

사이의 소통이 더 자연스러워짐을 목적으로 한다.

First floor is a space which manufacturers use as 
their working place. Therefore I do not change this 
place for collaboration between manufacturers and 
artists, and put a meaning in itself. That experience 
zone passes working place on the first floor also 
leads conversation between manufacturers and 
visitors natural although manufacturers could feel 
they become monkeys in the zoo when visitors pass 
the working place directly.

F1-1

Isomatric F1

1. Participants obtain the tops which are hung ran-
domly on the net near the window.
(Special tops being with 10% probability)

2. The number of tops which participants could get 
is restricted up to 2.

3. Participants take the tops to a tube-feature stadi-
um on the middle, and start the game.

4. The game will progress with survival way.

5. The participant, who gets a special top made with 
elastic net materials which make tops spin well, 
probability is high for win the game.

1. 창가 그물에 무작위로 걸려있는 팽이를 획득한다.

(특수팽이는 10% 확률로 존재)

2. 최대 2개의 팽이만 획득할 수 있다.

3. 중앙의 튜브 형태 경기장으로 가져와 경기를 시작한다.

4.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된다.

5. 탄성이 있는 그물 재질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잘 돌아가도록 

제작되어있는 특수 팽이를 가져온 사람이 우승할 확률이 높다.

F1-1

The 2nd Experience Room
 - Experience Zone

Let’s Play / Top-Spinning Game 2

천장의 커다란 덩어리가 내려옴과 동시에 어두운 색을 띠고 

있어 무게감을 주고 방문객을 위를 올려보게 된다. 창문임에

도 불구하고 윗층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비춘

다. 하프미러를 사용하여 시선을 위쪽으로 유도하고 벽면 상부

에 창문을 두어 자연스럽게 문래동의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도

록 시선을 연장한다. 또 시즌마다 바뀌는 트릭 아트 전시도 함

께 하여 관람에 재미를 더한다. 이곳은 관객들에게 시선의 자

유를 주며 그들이 상대의 시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어 준다.

A big lump on the celling falls and has a dark color, 
thus it creates heaviness and makes visitors look 
up. Although it is a window, people could not see 
the upwards floor, but see their own figures. Using 
a half-mirror, I lead the visitors’ sight upwards, and 
expand their sight to a window on the top of the wall 
for visitors to watch the Mullae-dong’s appearance. 
Also, trick art exhibition which changes every season 
adds to the fun of experience. This place makes vis-
itors’ sight free therefore it makes them understand 
other’s perspective.

자유로운 곡선과 재질로 시선에 대한 자유를 주어 남녀노소  

상관없이 평소에 느낄 수 없는 다른 시선을 제공한다. 방문객은 

그물의 물성을 활용하여 팽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의 

팽이경기장을 활용하여 자유롭고 혼란스러운 공간에서 

경기를 진행한다.

Giving a freedom to their sight with free curve and 
texture, it provides the different perspective which 
usually they have not felt regardless of their sex or 
age. Using net’s properties of matter, visitors could 
get tops, and using a top stadium on the middle, 
they play the game on a free and confusing space.

Isomatric F2

F2-2

F2-1

F2-1

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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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matric F3

F3-1

F3-1

F5-1

The 3rd Experience Room  - Experience Zone

Section of 2nd Experience Room & 3rd Experience Room

제 2체험실에서는 보지 못했던 공간이 보여진다. 천장에 2층의 

공간이 반사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없을것이라고 생각했던 편견을 깨고, 지나왔던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그들은 지난 날의 자신을 떠올린다.

At 2nd EXPERIENCE ZONE, new space appears, 
however, people cannot see this place. Because a 
whole space of 2nd floor does not appear on the 
celling’s window, they do not know the space’s exist-
ence. However, they would break their biases about 
the space’s existence, and see spaces which they 
passed with new perspective. Watching responses of 
others who cannot see people above them, they will 
remind themselves of the past. Isomatric F4

Isomatric F5

F4-1

F5-1

F4-2

F4-1

Office

Roof Top Garden

관리자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사람이기에 

이야기를 쓰는 작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책 속 종이의 모습을 평면에 표현하였고, 벽체 또한 하얗고 

거친 느낌의 재질을 사용하였다. 4층의 가구는 전체적으로 

종이를 표현한듯한 벽체를 따라 유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조명 또한 종이를 폴딩한 형태의 것으로 배치하여 책 속에 

빠져있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환상적인 공간을 마련하였다.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그들은 지난 날의 자신을 떠올린다.

Because a manager is a person who makes the sto-
ry about the building, so I think that a manager has 
a similar role to a writer. I express an appearance 
of paper in the book on a flat surface, and use white 
and tough materials on the wall. Architectures on 
the 4th floor have an organic form, following a wall 
which represents folding papers. Thus, I make this 
place into fantastical place where the visitors feel 
like they are getting out of the book.

Flower Shop의 단 차이는 단순히 목재 데크가 덩어리로 

존재한다. 이와 달리, 옥상정원의 데크는 편안한 색채와 

계단 크기의 작은 유닛으로 구성되었다. 지하에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앨리스가 모험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을 표현하고, 기나긴 체험 이후의 방문객들의 

휴식시간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데크는 무작위로 쌓여있어 

높이별로 색이 다르고, 정원의 화단과 벤치 또한 데크를 

이용해 자유롭게 배치하였다.

A stair’s difference of Flower Shop simply con-
sists of lumps of wood decks. In contrasts, a roof 
garden’s deck consists of comfortable colors and 
stairs-size small units. I visualize the Alice’s confi-
dence to herself in her adventure, from a basement 
to a roof, and this place is for visitors’ rest after long 
experiences. Decks are heaped up randomly; color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height. Also, garden’s 
flower beds and benches are freely allocated using 
the d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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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LETTE OF MULLAE
Everybody has a JACKPOT.잭팟이 터지다.

BACKGROUND

PURPOS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8가길에 위치해 있다. 

역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문래역  2호선, 영등포 

역 1호선, 신도림역 3곳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문래동에 도림천과 안양천이 있다.

공간내부에 들어섰을때는 계단 난간이 다 허물어져

있고 들어서자 마자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이 불쾌한 

느낌은 화장실의 냄새까지 이어져서 화장실을 이용하

고 싶지 않았다. 개인창작공간으로 쓰여지는 공간이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수선하고 창고의 느낌이 많이 

나서 실망하였다. 옥상은 옆의 건물과 연결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이트의 핵심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느껴서 최대한 이용할 생각이다.

It is located on the road 128 of Doorimro. 
Yeong- deungpo-gu. Seoul. It is located 
between Mulla- e station 2. Yeongdeungpo 
station 1, and sindor- im station 3 although 
there is a considerable di- stance from 
station. There are Dorimcheon and Anyang-
cheon in Mullae-dong.

When I entered the inside of the room, the 
stair- case ledges were broken and I felt 
uncomfortab- le as soon as I came in This 
unpleasant feeling e- xtends to the smell of 
the bathroom and I did not want to use the 
bathroom. I expected a lot becau- se it was 
used as a space for personal creation. The 
rooptop is characterized by its connection 
w- ith the building on the side. I feel that I 
can use it as the core space of the site, so I 
plan to use it as much as possible.

김동준 I Kim Dongjoon, 노정현 I Ro Jeong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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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KEYWORD

문래동은 1970년부터 소공인들이 이끌어왔던 산업인 철강산업과 1990년대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어 온 예술인들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현재의 문래동은 문래소공인특화센터가 건립되어 소공인들을 지원해주고 예술인들과 협작하여 3D프린팅을 이용한 B2C

제품도 생산한다. 문래동에서는 매년마다 팽이기술대회가 개최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문래동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이를 고려한 팽이대회경기장, 소공인과 예술인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문래동의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키워드를 생각했다. 첫 번째  

문래동에서의 철강산업이 점점 기술화되면서 정교한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팽이기술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두 번째 

문래동의 값싼 임대료에 예 술인들이 정착하게 되고 볼거리가 

많아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로인해 

상업시설이 증가하면서 임대료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팽이와 젠트리피케이션과의 상관관계에서 컨셉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팽이의 회전력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서 상관관계를 

찾으려고 하였다. 팽이의 손잡이. 즉, 회전축을 중심으로 팽이의 

본체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팽이는 본체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회전축에 힘만 가해진다면 회전이 가능하다. 이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연결지어 보았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문화현상에 의해 생긴 것이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회전축에 대중들이 관심이라는 힘을 가해서 회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 공간들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좋

아하는 공간을 집중하게 되고, 그곳이 결국 상업시설 등으로 인

해 임대료가 증가하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이다.

이러한 키워드로 하나의 컨셉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팽이의 

회전력과, 그 회전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관심과 긴장감이 

나타나는 컨셉을 찾 고자 하였다. 회전 속에서 누군가는 

즐거워하고, 누군가는 슬퍼하며, 누군가는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으며,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찾아 보니 하나의 

컨셉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것은 룰렛이였다.

I thought of keywords with two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M- ullae-dong. As the steel industry in the 
first martial arts become- s more and more techno-
logically advanced, a top technology co- mpetition 
is being held to express sophisticated technology. 
As t- he artists get settled in the cheap rent of the 
second mullae don g and the sight is getting bigger, 
people start to come and, as a r esult, the commer-
cial facilities increase and the rent increases. I tried 
to draw the concept from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op and the gentry feature.
We tried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otational force of the top and the gentrification phe-
nomenon. Handle of top. That is, the body of the top 
starts rotating around the rotation axis. Even if the 
size of the main body is large, the top can be rotated 
if only the force is applied to the rotating shaft.
We connected this with the phenomenon of gentri-
fication. The ph- enomenon of gentrification is also 
caused by cultural phenomen- a. Social, and cultur-
al axis of rotation. As you look through the v- arious 
spaces, people concentrate on their favorite space, 
and the rent increases because of commercial facil-
ities. This is a gentrif- ication problem.
I tried to draw a concept with these keywords. I tried 
to find a co- ncept that shows the rotational power 
of the top and the intere- st and tension of people 
appearing in the rotation. In the spinni- ng, someone 
was joyful, someone was sad, someone could mak- 
e a profit, and somebody was looking for a loss, so 
we came to a concept, which was roulette.

Mullae-dong is known for its steel industry which has been developed by small manufacturers since 1970. 
In  addition, artists from various areas have moved into  Mullae-dong since 1990 so this area becomes colony 
of artists.  Nowadays the Mullae-dong small Manufacturers Promotion  Assocition supports small manu-
facturers and they cooperate with arists B2C products by using 3D printing. Even though,the S- pinning-top 
Technology Competition is held annually in Mu- llae-dong, it is not well known to the public. Moreover, Mu- 
llae-dong is suffered from gentrification recently so we ai- m to build place for spinning-top competition, 
small manufacturers and artists by concerning about  those problems.

GENTRIFICATION

TOP

CONCEPT - Roulette

기존의 팽이기술대회는 디자인적 프로그램이 없는 행사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사이트의 건물을 룰렛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 리뉴얼된 팽이기술대회는 그들의 경쟁이 아닌 놀이이자 게임이다. 룰렛이라는 도박적 요소를 기본 틀로 이용하지만 소공인과 예술

인을 지원해주는 캠 페인적 요소로 구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을 해학적으로 풀어간다. 예술인을 위한 공간인 지하공간과 전시공간은 컴파트먼트의 

원리가 공간에 나타나고, 계단실에 박힌 봉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박힌 사회적 잣대를 표현한다.

룰렛 중앙에 위치한 크로스핸들은 팽이의 손잡이처럼 룰렛의 회전축으로 룰렛의 회전을 담당하고 있다. 계단실에 박힌 봉은 크로스핸들과 같으며, 

이로 인해 계단실에 박힌 봉을 잡고 계단을 올라가는 행위는 결국 크로스핸들에 힘을 가해 룰렛이 돌듯이 사회적 문화적 현상에 사람들의 관심을 

가하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컴파트먼트라는 룰렛의 분리된 공간은 문래동뿐만이 아니라 작게는 하나의 공간에서부터 도시,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컴파트먼트가 

크로스핸들 에 의해 돌아가고 마지막에 상아공은 컴파트먼트로 들어가게 된다. 이에 사람들은 환호하거나 절망하게 된다. 작은 공간 또는 도시, 

나라 어디선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에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사람도 생겨나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마다 컴파트먼트를 형상화하여, 공간의 분할 뿐만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가운데 크로스핸들의 회전축 공간을 중심으로 본체인 룰렛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면서, 양옆의 공간으로 나아가 룰렛의 

공간을 만든다. 이는 공간에서 레벨차의 변화를 주어서 표현할 

수 있으며, 컴파트먼트 사이의 벽을 이용하여 공간의 분할을 

할 수 도 있다. 룰렛의 확산에 따라 다른 재료,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공간들이 각 층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 이것은 확산과 분할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룰렛에서 

나타나는 회전과 확산, 분할을 적절히 이용하여 공간에 대입할 

것이다. 이는 공간의 생동감을 더하면서, 팽이경기에 대한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다.

The existing Spinning-top Technology Competition has not any kinds of design elements. For solving this problem, 
appointed sites’s building can be remodeled with roulette concept. Renewed Spinning-Top Technology Festival is for rec-
reation not for competition. Even though, the based guideline -roulette- is associated with  gambling,  it’s just humoros 
element of campaign for baking up small manufacturers and artists. The underground space and the exhibition space for 
artists are represented by the gentrification through the rope in the staircase.

The cross handle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roulette is responsible for the rotation of the roulette by the rotation axis of 
the roulette like the handle of the top. The rope stuck in the staircase is like a cross handle, which means that holding 
the rope in the staircase and climbing the stairs will eventually cause the gentry reception phenomenon to attract people 
to the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can see.

The separate space of the roulette, which is called 
the compartment, can be seen not only as Mullae 
- dong b- ut also as a city, a country, from a small 
space. These c- ompartments are driven by the 
cross handles and finally the ivory ball enters the 
compartment. People become c- heers or despair. 
If there is a gentrification phenomenon somewhere 
in a small space, a city, or a country, people will gain 
benefits and people will lose money. So we sh- ape 
compartments for each space, letting us think about 
the phenomenon of gentrification as well as the 
division of space.

The roulette of the main body is spread more and 
more around the rotating shaft space of the middle 
cross handle, and the space of the roulette is made 
to go to the level difference in the space, and the 
space between the compartments can be used to 
divide the space. Depending on the spread of rou-
lette, other materials may give a different impres-
sion. These spaces may be expressed differently, 
depnding on each layer. This is a space for diffusion 
and division.The rotation,spreading, and splitting 
appearing in the r oulette will be appropriately 
assigned to the space. Th is will add to the liveliness 
of the space and invigorate the top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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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 1 룰렛을 닮은 매스 Mass with Roulette

PROCESS - 2 불편함을 느끼는 동선  A Feeling of Discomfort

조닝은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편안함을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그렇지 

않다. 관객들은 전시를 보거나, 팽이룰렛게임을 관람하기 위해 사이트에 온다. 그들이 공간에 

오게 되면 그것 자체로 인해 서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가 될 수 있다. 관객은 계단에 꽂혀 

있는 봉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그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생각의 전환이 있으면 한다.

문래동에 젠트피리케이션이란 잣대가 박힘 : 옥상지붕부터 계단실까지 박혀있는 봉.

컴파트먼트와 크로스핸들을 통한 공간구성

Space configuration with
compartments and cross handle

사회적 제도로 인해 분할된 지역

Districts divided
by socialin stitution

사회적 잣대를 계단실과 옥상지붕에 

설치하여 그들의 아픔을 나타낸다.

Social scales are placed on the 
staircase and rooftop to show 

their pain.

Zoning gives priority to giving comfort to people moving around. But this site is 
not. The auduence can watch the exhibition, Lets come to the site to watch the 
game. When they come into space, the gentrification field can be depened by 
itself. Auduence will feel uncomfor- table due to the sticks on the stairs and if 
there is a change of thou- ghts due to the feeling.

Mullae-dong stand for gentrification : Roof embedded from rooftop to staircase.

레벨차의 변화 - 지하

Change in level difference - 
underground

벽의 다양성을 통한 분할 - 2층

Split through the diversity of w
alls - Second floor

PROCESS - 3 감정의 공간 Space of Emotion

PROCESS - 4 원리의 의한 공간 Space by Principle

FURNITURE

옥상공간에서는 사이트의 메인인 룰렛게임이 열린다. 그 공간에서는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낄 것이다. 누군가는 베팅에 성공하여 

기쁠 것 이고 누군가는 베팅에 실패하여 슬플 것이다. 테라스에서는 조명에 박힌 잣대를 보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생각의 

환기를 가질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복합적인 감정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사람의 여러가지 감정 을 이르는 공간 = 희노애락의 공간 희노애락의 공간이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잘 되길 바라는 공간 즉 모두 

잭팟이 되길 바라는 공간이다.

룰렛의 원리에 의해 컴파트먼트 바닥의 높이가 변화한다. 룰렛의 원리에 의해 프렛이 변화하고 벽의 모양도 다양하다.
크로스핸들은 봉에 사회적 잣대가 박힌 모습이고 조명의 

기능을 한다.

의자와 테이블의 디자인은 컴파트먼트의 모양이고 그것의 

축소된 모습이다.

In the rooftop space, the sites main roulette game is opened. In that space, people will feel different emotions.  
Someone will be happy to succeed in a bet and someone will be sad because they fail to bet. On the terrace, 
you can have a sense of mind about the gentrification while looking at the lighted ruler. Therefore, complex 
emotions exist in the space.

Spaces that lead to peoples various emotions. It is a space where you want to be Jackpot, a space where you 
want to be good, but in the end everyone wants to be well.

The roulette principle changes the height of the com-
partment floor.

The roulette principle changes the fret and the shape 
of the wall of the wall varies.

The cross handle is a stick with a social scale and 
functions as a light.

The design of the chair and table is the shape of the 
compartment and its collapsed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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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FTOP FLOOR PLAN

옥상공간에는 햇빛과 비, 눈등 자연적인 요소들을 막아주는 차양막이 존재한다. 

기능적으로는 차양막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소공인들의 상처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봉에 뚫려져 있는 차양막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어떤 사람들에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겐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룰렛판을 돌림과 동시에 다수의 

선수들이 팽이를 룰렛판에 동시에 

돌려서 서로의 팽이가 부딪치다가 

숫자 홈에 팽이가 들어가서 큰 

숫자 나온 사람이 승리한다. 

토너먼트 방식의 이 게임은 3세트 

경기로 총점 수가 가장 높은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사람들은 미니팽이라는 토큰을 

구매해서 선수들에게 배팅을 할  

수  있다. 1등한 선수에게 배팅한 

사람들 중 가장 많은 토큰을 

배팅한 사람이 예술인들과 소공인

들이 합작한 작품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미니팽이 토큰으로 

얻어진 수익금은 소공인들과 

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해 쓰여진다.

게임방식

베팅방식

There is a sunshade in the rooftop space that  shields natural elements 
such as sunlight rain, and snow. Functionally, it functions as an orifice, 
but semantically, it is intended to show the scars of small manufactures. 
It is supported by a rod,  but on the other hand, you can see the shape of 
an ornamental shade. This show that the Gentrification phenomenon can 
serve as a support for some people, and can also hurt others.

At the same time as turning the Roulette 
plate,many players simultaneously turn 
the top on tothe Roulette plate, hit each 
other’s tops, and the top of the numbered 
slot gets in, winning a big number. This 
tournament- style game is played in three 
sets, with the player with the highest total 
score entering the next round. 

People can buy a token called mini top 
to bet on the players. The player who 
has betted the most tokens among the 
players who have won the first prize can 
receive the prize works of arts and small 
manufacture in a prize package.The pro-
ceeds from the mini-top token are used to 
support small manufacture and artists.

AXONOMETRIC

2층 전시공간의 벽의 룰렛의 

프렛이라보고 전시대는 

컴파트먼트를 형상화한다.

건물의 색감은 산토리니 블루와 화이트의 색감을 

사용한다. 그리스 산토리니는 프렌차이즈 기업이 들

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시민들이 자영업 할 수 

있는 상업공간을 형성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려한다.

지하에서 사무실로 이용되는 공간이다. 

컴파트먼트 모양의 가구들이 바닥의 단 차이로 

구성된다. 그 가구는 수납장이 되고 사무용 책상이 

되고 의자가 된다.

지하에서 개인창작공간으로 사용된다. 컴파트먼트 

모양의 가구들이 바닥의 단 차이로 구성된다. 

그 가구는 수납장과 작업용 책상이 된다.

계단실과 화장실은 건물의 중심으로 보아서 기존의 

카지노와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계단의 재료는 스테인레스를 사용하였고,  바닥재료

는 체리 우드의 색감을 사용하여 카지노의 

카페트 느낌을 연출한다.

2층 전시공간의 벽을 룰렛의 프렛이라고 생각한다. 

곡선으로 된 벽의 모습이 나타난다. 

The walls of the exhibition s
pace on the second floor are
called frets of roulette, and t
he exhibition stands represe
nt the compartments. 

Primary colours for building are santorini 
Blue and white. In Greek Santorini, there is 
citzens have no difficulty to try independ-
ent enterprise in as much as franchised 
company ciuld not be received license to 
operate. For this reason we suppose that 
Greek Santorini policy coincide exactly 
with our concpet in terms of gentrification 
problem can be solved.

It is used as an underground office space. 
The compartment-shaped furniture is 
made up of steps on the floor. The furni-
ture becomes astrage, a desk, and a chair.

It is used as a private creative space in the 
basement. The furniture becomes a strage 
room and a work desk.

Given the stair room and washroom are 
regarded as priority of the structure, mate-
rial of stainless and cherry coloured wood 
is used to floor for casino’s elegant mood.

I think the wall of 2nd floor exhibition 
space is fret of roulette. A curved wall 
app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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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사무공간) - 컴파트먼트 모양의 가구들과 그 가구를 통해 사무를 보는 예술인들의 모습이다.

지하(창작공간) - 컴파트먼트 모양의 가구들은 동일하고 그 가구를 이용해 창작을 집중시킨다. 2층(전시공간) - 평면의 컴파트먼트가 벽을 통해 나타나고 전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Basement(Office space) - It is the appearance of the compartments-like furniture and the artists who work through the furniture.

Basement(Creative space) - The compartment-shaped furniture is the same,
the furniture is used to concentrate the creation.

Second floor(Exhibition space) - As flat compartment appears through the wall ls 
and exhibits are on display.

옥상(경기장) - 메인 경기장에는 미니 바가 있어서 관객들에게 게임의 흥을 돋구어준다. 

2층(전시공간) - 벽의 모양은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도 있기에, 그 형태가 다양하다. 옥상(테라스) - 사이트에서 문래동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고 관객들의 생각을 환기시켜주는 공간이다. 

Rooftop(Stadium) - There is a mini bar on the main stadium, which gives the audience excitement.

Second floor(Creative space) - The shape of the wall varies not only because it 
has a straight line but also a curvd line.

Rooftop(Terrace) - It is the place where Mullae-dong is the most visble place on the 
site and it is a space that evokes the thoughts of th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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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28가길 1 b-1  ㅣDorim-ro 
128ga-gil,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SPACE XX 는 주변에 문래역이 있으며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접근성이 좋다. 하지만 철공소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공인과 예술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다소 

부족하였으며, 문래동의 차갑고 삭막한 분위기를 감출 수 

없었고, 밤에는 빛이 적어 자칫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었

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밝힐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

각해 우리는 자연을 담아 디자인을 할 것이다. 

SPACE XX has good accessibility as being located 
near Mullae station and having bus station nearby.
However, as it is where ironworks are concentrated, 
there was not enough community places for small 
manufacturers and artists, and the cold and deso-
late impression of Mullae-dong couldn’t be hidden, 
and it had a possibility of being a crime-ridden zone 
in nights having little lights.So, needing something 
that can light up this area, we will make a design 
that has the nature in it.

CONTAIN 
__
     NATURE

송은석 I Song Eunseok, 변혜정 I Byeon Hye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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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DESIGN PROCESS

TOP PROGRAM

TARGET

KEYWORD

PURPOSE

CONCEPT

GENTRIFICATION

문래동은 본래 철공단지로 알려졌는데 예술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문래 예술촌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철공소는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반면에 예술인들은 유연하고 활기찬 느낌을 주는데,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게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그 현상을 최소화시키면서 문래동을 밝은 분위기로 만들기위한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았다.

나무 줄기를 모티브로 삼아 수직적인 형태, 그리고 줄기 사이사이의 빈틈으로 빛이 새어 나오는 모습을 실루엣으로 보고 공간에 

표현했다

소공인 예술인 마을주민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낙후됐던 구도심의 주거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주거비용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이다.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힐링에서 즐거움과 활력을 문화공간에, 다양함에서 공존과 소통을 대회장에, 숲의 울창함에서 

포근함을 작업공안에, 나무의 그늘을 휴식으로 쉼터를 디자인했다.

문래동 철공 예술 단지에 있는 SPACE XX는 접근성이 좋은것에 비해 주변환경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층을 비롯한 주변 

건물들 대다수가 철공소이기 때문에 차갑고 삭막한 느낌이 들었고, 휴식공간이 많지 않아, 작업 하는분들이 쉴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리고 커뮤니티공간도 다소 부족하여, 소공인과 예술인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예술인들끼리의 소통도 잘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밤에는 작업하는 분들이 적어 어둡기 일수였고, 자칫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을 자연을 모티브로 숲의 울창함을 표현하여 주변의 삭막함을 줄이고 싶었고,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만들어 소공인과 

예술인들이 쉴 수 있고, 서로 소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밤에는 옥상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가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해주어 

어두운 거리를 작게나마 밝히고 싶었다.

자연의 요소인 바람과 햇빛을 가져와서 바람은 자유로운 동선

으로 표현하고, 햇빛은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공간으로 

나타내었고, 숲을 모티브로 삼아 자유로운 동선과 유기적인 

곡선 그리고 수직적 상승, 울창함을 디자인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기존 팽이돌리기 게임 방식과 같다.

유동적으로 움직는 팽이의 경로에 잔상이 남으며 승리가 

목적이 아닌 예술작품을 그려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팽이를 돌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팽이가 승리한다.

점수판은 중앙(가운데)기준 10점부터 점점 차등하는 점수이고, 

총 2번의 기회가 있으며 모든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팀이 이긴다. 줄로 팽이를 칠 수 있는 횟수는 

5번으로 제한한다.

팽이를 줄로 감아 굴린 뒤, 줄로 팽이를 쳐서 원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임이다.

Thinking of the nature, we applied the joy and vitality attained by healing into the 
cultural space, coexistence and communication from variety into competition place, 
coziness from the density of forest into the operation space, and the rest that tree 
shadow gives us into the rest area.

We found that SPACE XX in the complex of ironworks and art in Mullae-dong to have good accessibility, but 
itssurrounding environmentwas not that nice.As most surrounding buildings including the first floor was 
ironworks, it made cold and desolate impressions, and there were no suitable places for the people who 
were working to take rest, having not enough break areas.Additionally, as community areas were not enough, 
artists couldn’t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s well as with small manufacturers. Finally, it was really dark 
in nights with not many people working, and there was a possibility for the area to become a crime-ridden 
zone. To compensate those problems, we wanted to make the surrounding buildings look less desolate by 
expressing the density of forest with the nature as the motif, so made rest area and cultural space where 
small manufacturers and artists can take rest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We designed the rooftop to 
emitsoft light which works as a lighthouse, so that it can light the dark street a bit.

We used wind and sunshine, which are factors con-
sist the nature, and wind was expressed with free 
moving lines and sunshine was expressed as a place 
that gives vitality and energy. Also, having a forest 
as the motif, we attempted to illustrate free moving 
lines, organic curves, vertical rise, and the density of 
the forest into the design.

It is the same with the way of top-spinning. 
The point is not victory but the art work with afterim-
age of the top’s tracks, which moves fluidly.

A game in which wind up a string around the top, 
spin it, and hit it with the string so that it gets into 
a circle.

The score board has point of ten on its center and 
the point goes down gradually as it gets nearer to 
outside of the board, the player has 2 chances, and 
the team that has the highest sum of the points wins 
the game. The number of chances to hit the top with 
the string is limited to 5.

The top that spins at the end wins.

LIGHT&TOP DANCE

TOP CURLING

METHOD

METHOD

RULL

RULL

Mullae-dong used to be known as a complex of iron industry, but itgot a new name of ‘Artist Town’ as artists have come into the town.Unlike ironworks give an impres-
sion of cold and hard, artists make flexible and lively feeling. We’ve come up with a programme to minimize gentrification, which takes place when artists work, and to 
make Mullae-dong have bright impression.

We expressed the vertical shape of tree trunks, and the silhouette from the scene where lights leak through 
those trunks into the space.

It refers to the phenomenon that people of the upper and middle class flow 
into the residential area of the old center of a city that once was dropped 
behind, causing the dwelling expense increase, and the existing dwellers, who 
can’t afford the expense are squeezed out of the zone. It used to mean the 
phenomenon that outsiders come in a backwater and revitalize the area again, 
but the term is now used negatively referring that the existing dwellers’ being 
expelled by outsiders’ inflow.

자연을 담다

Nature

Shade

Relaxation

Diverse

Coexistence

Dense

Snug

Delight

Healing

Energ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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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이대회장(컬링) 문화공간

팽이대회장(LIGHT&TOP)

옥상쉼터

옥상쉼터작업실(3D Printer..)

탕비실

작업실(사무공간)

전시장

소공인과 예술인의 소통을 목적으로 팽이대회가 

개최 될 공간이다.

예술인들이 모여 음악공연, 연극공연 등 

취미활동을 하거나 관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서있는 곳이 유리로 

되어있어 긴장감도 주며 아래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소공인과 예술인들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이 공간에서 영화관람도 가능하며, 소통도 

하면서 활발한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다.

계단 참을 데크로 이용해, 그곳에 네트망을 설치

함으로써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주로 3D 작업과 공구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공

간이다.

작업을 하다 허기지거나 쉴 때 이용하는 공간.

개인 작업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 공간이다.

소공인과 예술인이 협력하여 만든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이다.

a place for top-spinning competition
It is the place to hold the top-spinning 
competition for the purpose of communi-
cation of manufacturers and artists.

Cultural space
It is a place for artists to do or watch their 

hobbies such as musicalor play perfor-
mances.

a place for top-spinning competition
The place where the players stand is 

made of glass which gives tension and 
enable people to see what is going on 

downstairs.

Rooftop resting room
In this place, to make close relationship 

between small manufacturers and artists
they can watch movies, communicate, and 

actively interact with each other.

Rooftop resting room
It is the place to take rest more comfort-

ably by installing a net, using the stair 
landing as the deck.

Work room (3D Printer ..)
It is the place where operations of 3D and 
tools take place.

Office Pantry
It is the place for people who want to take 
rest or feel hungry while working.

Work room (office space)
It is the place for individual work or meet-
ings.

Exhibition room
It is the place to exhibit and sell works 
that the manufacturers and artists made 
in collaboration.

ISOME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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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IMAGE

숲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하여 수직으로 뻗은 기둥으로 울창함을 표현했고, 기둥에 달려있는 

선반들과 각각의 작품을 둘 수 있는 것들로 나뭇잎, 열매 등으로 표현했다.

자연을 내부에 담은 것을 표현하고 싶어 슬라브를 뚫어 중정을 표현하여, 그 안에서 팽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대회장을 디자인 해 보았다. 대회장은 물길을 모티브하여 유기적인 형태를 띄도록 

만들었고, 그 곡선을 따라 관람석을 만들었다.

컬링 대회장과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형태로 슬라브를 뚫고 유리로 바닥을 만들어 아래 경기장이 

보이도록 설정 하였으며, 이 공간은 빛을 이용한 팽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슬라브에 있는 유리 

바닥을 통해 빛이 아래를 자연스레 비추어 준다. 

문화공간은 외부를 내부에 끌어 들이고 싶어서 4층과 옥상 사이를 뚫어 공간을 더 넓혔고, 

복층으로 사용 하였다. 천장은 유리로하여 빛을 담고, 3층의 옥상과 연결되어있어 자연과의 

동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정해진 길이 아닌 자유로운 동선으로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가구를 아이레벨에 맞춰 막힌 

공간을 두어 긴장감을 조성하며  다른 공간인듯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새벽 숲의 안개낀 듯한 분위기를 주기위해 은은한  빛을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빛이 강하지 않게 

하였으며 각각의 공간을 실로 나누어 실루엣만 보이게끔 디자인했다. 사무실은 둥그란 형태와 

어우러지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사무책상을 디자인 하여 경직된 공간에 여유를 주었다.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디자인 했다. 아래 공간은 정자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하거나 누워서 자유롭게 쉴 수 있으며,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옥상 위 공간에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물을 설치하였으며, 문화공간이랑 연결이 

되어있다.

1. 전시장 왼쪽 3. 팽이 대회장

5. 팽이 대회장 7. 문화공간

2. 전시장 오른쪽 4. 작업실

6. 옥상쉼터 아래쪽 8. 옥상쉼터 위쪽

The dense forest was expressed with vertical columns to describe the feelings 
of being in a forest, and the shelves andprops on the columns were expressed 
as the leaves and fruits.

Wanting to express having nature in it, the courtyard was expressed with 
penetrated slab, and we designed a place for competition of top-spinning. The 
competition place has an organic shape, having a watercourse as its motif, and 
stands locate along the curve.

Alike the curling competition place, it has an organic shape and is set to reveal 
the competition place downstairs with glass floor and penetrated slab, and as 
top-spinning game that uses lights take place in this place, lights is casted 
downward through glass floor on the slab.

As we wanted to bring the exterior into the interior, we opened the space 
between the rooftop and the fourth floor, widening the place, and used it as a 
two-storied. The ceiling was made of glass so that it contains lights, and we 
designed to assimilate with the nature with its being connected to the rooftop 
on the third floor. 

We made it possible for people to look around not through a fixed route but 
through free moving line, but still put furniture to block some places according 
to the eye-level so that it gives people tension and let them feel as if in another 
space. 

To make a mood of misty forest in the dawn, we installed dim indirect lights so 
that the lights don’t get too strong, and each of the spaces were separated by 
threads so that only silhouettes are visible. As to office, we designed the office 
desks made of curves that go together with the round shape, making margins in 
the stiffened place.

We designed a rest area where people can feel the nature as it is. The space 
below includes a space to have teatime and a pavilion where people can watch 
movies comfortably or lie down and take rest freely.

On the rooftop, a net is installed so that people can take rest in peacefully, and it 
is connected to the cultur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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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Exhibition room

Cultural space

a place for
top-spinning
competition

a place for
top-spinning
competition

Rooftop
resting room

Rooftop
resting room

Work room

Ironworks

Exhibition room

Ironworks

Exhibition room

2F a place for top-spinning competition 3F a place for top-spinning competition 3F Rooftop resting room 4F Cultural space 4F Cultural space2F Work room

FLOOR PLAN

SECTIONAL VIEW

4F 문화공간

3F 대회장

2F 대회장

4F 옥상쉼터

3F 옥상쉼터

2F 작업실

1F 철공소

B1 전시장

1F 철공소

B1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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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ITE ANALYSIS

문래의 움직임, 回轉

Mullae-dong where artists and artists coexist.

 Mullae, who has originated from Nam-Ik-po in the name of cotton, and the meaning of writing, and the name of the name 
made by utilizing the pronunciation of spinning machine called Mulle, led the heyday of domestic textile industry. Field 
companies are concentrated.Muraja Art Village is a name which is called by artists living and living in the Iron and Steel 
Complex located in Muraye 3ga.According to the urban development plan of the city of Seoul, the ironworks in the Wang-
simni area were moved to Mullae-dong. 
Since the fall of the iron industry around 1990, rents were cheap, and in the early 2000s, various artists such as theater 
artists and writers stayed in the work. Through their diverse activities, Mullae-dong artists have received societal attention 
since 2008.

소공인과 예술인이 공존하는 문래동.

문익점이 목화를 전래하였다는 이야기와, 글이 온다(文來)라는 뜻과, 물레라는 방적기계의 발음을 살려 지어진 이름의 유래를 지니고 있는 

문래는 국내 섬유산업의 전성기를이끌었으며, 현재 기계 금속 분야업체가 밀집해 있다. 문래예술촌은 문래 3가에 위치한 철재종합상가에 

예술인들이 거주하여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불린 명칭이다. 

서울시의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왕십리 일대의 철공소들이 문래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1990년을 전후로 철공업이 하락함에 따라 

임대료가 저렴했으며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연극인, 작가 등 다양한 예술가가 머물면서 작업에 몰두하였다. 그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08년 이후 문래동 예술가들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

서울 특별시영등포구 문래동에 128가 : 이곳에 위치한 계획대지는 인근에 문래역 2호선, 영등포

역 1호선, 철공단지, 예술촌이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 영등포역에 위치해있으며, 철공단지에 

인접해있다.    

128 in Mullae-dong, Yeongdeunpo-gu, Seoul

Site planning is located here and there are Mullae Station 2, Yeongdeungpo Station 1, 
ironwork complex, and art village near by.

김태림 I Kim Taelim, 김혜민 I Kim Hy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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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CONCEPT

DESIGN PROCESS_1

DESIGN PROCESS_2

GENTRIFICATION

우리가 리모델링 할 건물을 보러 문래동에 방문했을 때 

이곳에서 딱딱하고 차가우면서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건물들이 지어진 지 오래된 탓에 입구 계단부분은 

부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허름하면서 위태로워 보였다. 

이 곳에서 오래시간을 보내면서 작업하는 소공인과 예술인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문래를 찾는 

방문객들도 보다 나은 공간으로 방문할 수 있게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 한다. 최근 이 지역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고려해 시각적으로 사로잡히지 않게 

히든스페이스인 옥상을 주로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When we visited Mullae-dong to see the remodeled 
building, we could get the feeling of hard, cold and 
dirty in this place. Also, because the buildings were 
built long ago, we could see that the entrance stairs 
were crushed. It looked like shabby and shaky. We 
thought that small manufacturer and artists spend a 
long time here so they need more comfortable space. 
Also, we are trying to remodel existing buildings so that 
visitors can visit Mullae in a better space. We mainly 
designed the rooftop of the hidden space to avoid visual 
impression considering the gentrification that has a lot 
of influence on the area recently.

현재 문래동에서는 팽이대회가 매 해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팽이치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있다. 철로 되어있는 팽이로 개최되는 

대회는 단순 팽이대회가 아닌 가공기술의 대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팽이는 기계 가공의 미래로 보여지기도 한다. 작은 팽이의 소재에는 과학적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 팽이대회를 통해 문래동의 철강단지를 알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문래에서 개최되는 팽이대회를 중심으로 팽이를 

컨셉으로 정하였다.

Currently, in Mullae-dong, a top-spinning game competition is held every year, but it is different from the one as we know. The competition, 
which is held with a top that is made of iron, can be regarded as a competition of processing technology, not a simple top-spinning game 
competition. This top can also be seen as the future of machining. Because the material of the small top has a scientific element. In recent 
years, this top contest has been showing the steel complex of Mullae-dong. We decided on the top as concept which competition held in 
Mullae.

팽이는 가운데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하지만 일정한 방향, 각도, 속도로 회전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흔들리게 된다. 회전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잃어 사방으로 기울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한다. 

같은 축으로 회전하는 팽이라도 돌아가게 되는 모습은 자유분방하게 나타나게된다. 팽이가 회전하면서 지나치면서 생긴 여러 

잔상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평면에 적용하였다. 

The top rotates about the center axis. However, it doesn’t rotate at a constant direction, angle, and speed but rotates 
freely around the rotation axis. We would like to reflect shape that the top lose power while spinning and turn around 
while leaning all the way on my design. Even the top that rotates on the same axis will turn freely. Various afterimag-
es that occurred while the top was spinning were visually expressed and applied to the flat surface.

회전 운동을 하면서 움직인 잔상을 시각적으로 형성

팽이들이 회전 하는것을 여러초점으로 바라보면 방향, 속도, 위치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기울면서 생기는 높낮이와, 위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동그라미의 다양한 크기를 옥상 바닥에 적용하였다.

We formed visually moving afterimage while rotating. When you look at the tops with various areas, you can see 
differences in direction, speed, and position. At this time, the height of the slope and the various sizes of the circles 
seen from above were applied to the rooftop floor.

SPIN 회전하다’

Artists and small business owners are introduced into low-rent areas. In the meantime, local characteristics are formed. As the flow of population increases, there are more 
commercial facilities. This will increase rents in the area. At the same time, the commercial capital of large-scale franchises will also penetrate, and rents and rents will skyrock-
et. Existing cheap rents leave artists and self-employed in the area. The vacancy that they left is increasing. Local identity is lost. This phenomenon is called a gentrification.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소규모 자영업자,

예술가 등 유입

지역 특성

형성

유동인구 증가

(임대료 상승)

대규모 프랜차이즈 

상업자본 침투

임대료, 월세 등 

급상승

예술가, 

자영업자 등 

이탈

지역 정체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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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PLAN

‘음양오행 팽이마당’

팽이치기는 전통놀이중 하나이며 주로 마당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문래에서 개최되는 

팽이 프로그렘에 대입해 옥상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음양오행의 

의미가 있는 전통색 오방색을 사용해 팽이마당의 다섯가지 프로그램을 각각 다른 색의 공간으로 

나누었다. 프로그램 종류로는 팽이씨름, 비석치기, 굴렁쇠, 포켓볼, 팽이가락이 있다. 이 프로그램

에 참가하려면 옥상 입구에서 판매되는 소공인이 만든 팽이를 구입해야 참여가능하다.     

 ‘Yin-Yang Five & Top yard’

Top-spinning game is one of the traditional plays and mainly performed in the yard. It 
will be put on the top program held in Mullae and various programs will be carried out 
on the rooftop. In addition, the five programs of the top yard are divided into different 
color spaces by using the traditional five colors of Yin and Yang five meaning. Program 
types include top-wrestling, BiSukChigi(this is game of heating the rock with another 
rock) , hoops, the pool, and top-melody.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se programs, you 
must purchase a top made by small manufacturer who is selling at the entrance of 
the rooftop.

‘오방색’

오방색은 청, 흑, 황, 적, 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다른 요일을 상징한다. 청색은 화요일,  흑색은 

수요일, 황색은 목요일, 적색은 금요일,  백색은 토요일. 이곳에서 개최되는 팽이대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2주간 진행이되는데, 각 공간의 색에맞춰 요일마다 메인게임이 바뀌게 된다. 

5일중 그 날 해당하는 색 공간의 팽이대회는 토너먼트식으로 해 우승자 3명에게 예술가와 소공인이 

합작해 만든 색 팽이를 제공한다. 단, 체험프로그램인 팽이가락은 제외이다.

 ‘Five Colors’

The five colors are blue, black, yellow, red, and white, symbolizing each other day. Blue 
is Tuesday, Black is Wednesday, Yellow is Thursday, Red is Friday, White is Saturday. 
The top competition is held for two weeks from Tuesday to Saturday, and the main 
game changes every day according to the color of each space. In the tournament style, 
during the five days that day which top of the color space competition will choose the 
three winners and they will be provided with a colored top made by artists and small 
manufacturer. However, top-melody game is excluded.

팽이 씨름

1:1 경기로 진행되는 팽이씨름은 가장 일반적인 게임으로,

 서로의 팽이를 돌려 상대 팽이를 먼저 쓰러뜨리면 승리한다.  

Top-wrestling 
This game will be fight one on one. And most common game. 

First you whip a top to make it spin and knock down other’s top first, then you 
can win.

팽이 굴렁쇠

1:1 경기로 진행되는 팽이 굴렁쇠는 줄팽이를 사용한다. 

경기 시작전 술래를 정한 후 굴렁쇠 레일 사이에서 

술래인 사람의 팽이가 돌며 상대의 팽이에 먼저 닿으면 승리한다.

Top-hoop 
This game will be fight one on one. And use a line-top. Before starting the game, 

we should choose tagger. The top of the hoop turns over 
between the hoop rails and wins if you touch the opponent’s top first..

팽이 비석치기

1:1 경기로 진행되는 팽이 비석치기는 자신의 패이가 쓰러기지 전에 서로 다른 두 색의 비석 중 

자신의 비석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승리한다. 팽이와 반대극인 자석 막대를 사용해 팽이를 

밀어내면서 이동시킨다.

 
Top-BiSukChigi
This game will be fight one on one. Before your top falls, the person who remain many 
rocks among the two rocks of different colors will be win. Use a opposite magnet bar 
for pushing the top and move it. 
(for example, Top;N polar Bar;S polar or Top;S polar Bar;N polar)

팽이 포켓볼

1:1 경기로 진행되는 팽이 포켓볼은 5분동안 경기대의 3개의 홈에 팽이를 넣는 게임이다. 팽이가 

홀에 들어가면 중앙에서 다시 시작하며, 가장 많은 팽이를 넣은 사람이 승리한다. 비석치기와 마찬

가지로 자석막대를 사용한다.

Top-pool 
This game will be fight one on one. It is a game that puts a top in 3 holes for  minutes. 
When the top enters the hall, it restarts from the center, and the person who puts 
many tops in the holes will be win. Use a magnet bar just like a BiSukChigi.

소공인 작업공간

화장실

소공인 작업공간

작업공간

전시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휴식공간

1F floor plan 2F floor plan B1F floor plan

The 8th Hidden Space Project  2017  Reinterpretation 269268



ROOFTOP

옥상 평면도

Rooftop floor plan

팽이가 도는 듯한 모습으로 둥근모양의 지붕을 설치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과 휴식공간의 차양막의 기능을 한다. 

옥상에 설치된 둥근 형태의 경사지붕은 팽이가 돌 때 위에서 본 모습에서 착안하였다. 좁은 간격의 틀로 이루어져 

프로그램공간과 휴식공간에 차양막 기능을 한다.

We have a round roof that looks like a spinning top. It functions as a shade for the program and the resting 
space. The sloped roof of the round shape installed on the rooftop was taken from the view from above when 
the top was turned. It is composed of a narrow space frame and serves as a shading function in the program 
space and the rest space.

옥상의 맨 오른쪽 부분이다. 이곳에서는 팽이 비석치기, 팽이 포켓볼, 팽이가락이 진행된다.

노랑색은 비석치기, 검정색은 포켓볼, 흰색은 가락이다. 팽이가락은 체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쉽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잔디바닥에서 이루어진다.

It is the rightmost part of the rooftop. In this place, Top-BiSukChigi, Top-pool, Top-melody are played. Yellow is Top-BiSukChigi, black is Top-pool, and white is Top-melody. Be-
cause Top-melody is experience program, it is held on the grass floor so that you can easily participate.

옥상의 가운데 부분이다. 이곳에서는 팽이씨름과 팽이굴렁쇠가 진행된다. 

옥상에서 단차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공간으로, 곡선형태로 곳곳에 단차이를 주었다. 

It is the middle part of the rooftop. Top-wrestling and Top-hoop are held over here.
It is the space where you can see most of the difference highness on the rooftop, and 
gave a difference highness in every place in the form of curve.

옥상 가운데 부분이다. 이곳에서는 팽이씨름과 팽이굴렁쇠가 진행된다.

옥상에서 단차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며, 단이 파인 부분과 기둥부분의 밧줄에서 오방색의 

요소를 볼 수 있다.

It is the middle part of the rooftop. Top-wrestling and Top-hoop are held over here.
You can see most of the difference highness on the rooftop, and you can 

옥상의 맨 왼쪽 부분이다. 이곳은 팽이를 판매하는 부스와, 작은 휴식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옥상의 다른부분과 마찬가지로 차양막 기능을 하는 지붕을 중심으로 휴식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It is the leftmost part of the rooftop. It consists of a booth selling tops and a small rest 
area. It has a resting area centered on a roof that functions like an another roof.(This 
roof is cover the sunlight.)

휴식공간

판매부스

팽이 프로그램

진행공간

팽이 프로그램

진행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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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floor First basement level 

2층 왼쪽의 휴식공간이다. 사진에 보이는 의자들은 동그라미 

형태로 되었으며 각각 다른 높이로 구성되어 있다. 오른쪽에는 

수납공간이 있는데, 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울퉁불퉁한 

곡선 형태를 띄고 있다.

It is the rest space on the left side of the second floor. 
The chairs in this area are composed of circles, they 
consist of different heights.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storage space, which is made of wood and has a rugged 
curve shape.

2층 오른쪽의 작업공간이다. 계단참 부분의 벽을 뚫어서 왼쪽공간과 연결되게 만들었다. 곡선으로 된 작업대의 테이블과 테이블과 같은 사이즈의 등을 천장에 배치하였고, 구석에 곡선의 형태로 채워진 

수납공간을 두었다.

It is the working space on the second floor. We bored the wall of the landing area and connected it to the left space. There are curved worktables and the celling of the same size 
as th tables are disposed. And the corners were filled with curved storage spaces.

지하 1층의 전시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예술인의 작품들을 전시하는데 오른쪽 구석에서는 영상전시실이 구비되어있어 그림 뿐 아니라 영상도 같이 다양하게 전시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에 

레일조명을 설치해 작품부분이 돋보이게 하였다. 중간에 있는 나무벽돌은 공간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다.

It is an exhibition space on the first basement level. The works of artists are exhibited here, and in the right corner there is a video exhibition room. Overall, the railway lighting 
was installed in a dark atmosphere to make the works of art stand out. The wooden bricks in the middle serve to divide the space.

지하 1층의 계단참을 줄이고 그곳에 영상전시실을 구비해 

그림작품 외에도 영상전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 계단참에 

있던 화장실은 오른쪽 공간으로 재배치 하였고, 안에 소공인과 

예술가를 위한 샤워공간을 두었다.

We have reduced the number of landings on the first 
floor of the basement, equipped with a video display 
room, and made it possible to display images in addition 
to paintings. The restroom in the existing 
stairway was relocated to the right space, and there 
was a shower room for small artists and artists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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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ROUND 
         for Mullae

김연준 I Kim Yeonjoon, 김희나 I Kim He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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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된 우리는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즐거움을 잊고 살아왔다. 누구의 부모, 누구의 직장상사처럼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나’라는 자신의 존재를 잊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자아를 

찾는 것에 대한 만족이 필요하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순수하게 뛰어 놀며 즐거움을 찾듯 어른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놀이에 대한 일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래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8가길에 위치한 계획대지는 금속 가공 집적 단지다. 이곳은 단순히 철공소 단지가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쫓겨난 예술가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문래동의 낮에는 각종 금속기계 장비소리로 가득하고, 밤에는 예술가들의 활동지로 그 모습이 변모한다. 하지만 철공단지의 소공인들과 예술가들은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지만, 

이 두 집단 사이에는 소통이 부족하다.

최근 문래동에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소공인들과 예술가들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공인들은 예술가들로 인하여 그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배척의 

대상으로 보고있다. 반면, 예술가들은 자신들을 배척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소공인들과의 오해를 풀지 않고 피하고 있다. 이런 소통의 부재의 현장에 그들이 서로 상호협력하여 공동의 결과물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그러면 소공인들과 예술가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침체되었던 문래동의 분위기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SITE ANALYSIS

PURPOSE

We who have become adults have lived forgetting the joy because of the job we had to do. The social role individuals had like somebody’s parents, somebody’s superior 
made me forget the existence of myself. But we need to be satisfied with finding our ego. As children find a joy playing purely in the playground, a space to give joy is 
necessary for adults too. Therefore, we would suggest a series of directivity on the play. 

The plan site located in the 128th street, Dorim-ro, Munrae-dong, Yeongdeungpo-gu, Seoul Special City is the metal processing integration complex. This place is 
not only the ironworks complex but also a place where artists who were expelled due to the gentrification reside. The daytime of Munraedong is full of the sound of 
all kinds of metal machine equipment and its figure turns into the place where the artists act at night. Although the small manufacturers and artists in the ironworks 
complex coexist in the same space,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se two groups is deficient. 

We confirmed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small manufacturers and artists due to the gentrification phenomenon that is happening in Munraedong recently. As small 
manufacturers think that phenomenon happened because of the artists, they regard them as an object of exclusion. On the other hand, artists are avoiding the small 
manufacturers without resolving the misunderstanding with them who just see them as a target of exclusion. We intend to make a space to fill the common result for 
them to cooperate mutually in this field of communication absence. Then the possibility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small manufacturers and artists will be opened 
and the depressed atmosphere of Munraedong will be activated again.

소통의 단절

LACK OF COMMUNICATION

대화의 시도

TRY OF COMMUNICATION

상호협력

MUTUAL COOPERATION

어릴 적 살았던 성수동 2가 1동. 나의 유년기 시절은 그곳에 그대로 멈춰있다. 집을 나서면 사방이 공장지대이고, 소음의 지대였다.  자동차 소리, 각종 기계소리 등 수많은 소리들이 뒤엉켜 언제나 

조용할 날이 없는 성수동이지만, 하지만 그곳 한 가운데에는 놀이터가 있었다. 하루 종일 시끄러운 소음에도 놀이터는 언제나 우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유치원을 다녀와서, 학교를 

다녀와서 내 발걸음은 언제나 놀이터로 향했고,  그곳에서의 모두를 친구로 만들 수 있었다.  그곳은 성수동 2가 1동의 유일한 쉼터였고, 내 유년기 시절, 가장 행복한 공간이었다. 이런 내 어린시절에 

대한 회상을 문래동에 담고자 한다.

문래동은 금속의 세계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금속과 함께 지낸다. 그것의 소리, 냄새, 촉감 등  온몸으로 금속을 느끼고 살아가기에 소공인들에게 이곳은 애증의 공간일 것이다. 그런 문래동 

한복판에 성수동의 놀이터와 같은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놀이터는 우리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제공해준다. 일에 지친 문래동의 수많은 소공인들과 그리고 그들과 동거하는 예술인들이 다같이 어울려 

놀 수 있다면 문래동은 더이상 애증의 공간이 아닌 계속 있고 싶은 공간이 될 것이다.

나선형 미끄럼틀의 회전운동과 속도감을 롤러코스터로 재해석하다

CONCEPT

DESIGN PROCESS

I lived in 2nd street, Seongsu1-dong as a child. My childhood stands still there. If I came out of my home, every side was the factory district. Although Seongsu-dong 
was always noisy due to a number of sounds like car sound and all kinds of machine sounds, there was a playground in a center of it. The playground was a space 
which was always full of our laughter despite the noise made all day long. After coming back from kindergarten and school, I always went to playground and could 
make everyman my friends there. It was an only shelter of the 2nd street, Seongsu1-dong and the happiest space in my childhood. I intend to embody the recollection of 
my childhood in Munraedong.   
Munraedong is a world of metal. People living here stay with metal all day long. Since they live feeling the sound, smell, and touch of the metal, this place will be a 
space of love and hatred to small manufacturers. What if there is a space like the playground of Seongsu-dong in the middle of such Munraedong? The playground 
provides us with a joy of life. If a number of small manufacturers tired of work in Munraedong and the artists living with them get along with each other, Munraedong 
will no longer be a space of love and hatred but a space they want to be continuously.

나선형 미끄럼틀

HELIX SLIDE

회전운동과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미끄럼틀의 형태를 공간의 

하이라이트로 적용한다

Applies the shape of the slide that can feel the rotation motion 
and speed feeling as the highlight of the space

The rotation movement and sense of speed of the diagonal slide 
are reinterpreted into the roller coaster.

사각박스 형태를 공간구성의 원리로 차용한다

I borrow the form of the quadrangle box as a principle of the 
spatial composition. 

박스를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성하여 재배열하다

Constitute the box in the independent space and rearrange.

사선으로 역동감을 주고 호기심을 자극한다

I give dynamic sense and arouse the curiosity by diagonal line. 

사선을 공간에 재구성하여 각도에 따른 다양한 장면의 연출을 가능하게 하다

Reconstitute the diagonal line in the space and make it possible 
to direct various scenes following the angle.

노란색이 소공인들과 예술인들 사이의 소통의 장벽을 허물고,  문래동의

재활성화에 도움을 주다

Yellow will break down the barriers of communication between 
small manufacturers and artists, and help revive Munraedong

정열, 흥분

PASSION, EXCITE

차가움, 차분함

COOL, CALM

따뜻함, 창의적

WARM, CREATIVE

정글짐

JUNGLE GYM

시소

SEESAW

놀이터의 색상 추출

COLOR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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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PLAN

TOP ROLLER COASTER

TOP BOWLING

EXHIBITION 

ROOFTOP GARDEN

EXHIBITION TOILET

DIGITAL FORGE

DIGITAL FORGE EXHIBITION TOILET ROOFTOP GARDEN TOP BOWLING TOP ROLLER COASTER

TOP BOWLING

TOP ROLLER COASTER

The match of throwing a top by using the string top 
to knock down the bowling pins put on the dishes of 
which heights are different 

As the scores given to the bowling pins put on the 
different-height dishes are different, participants 
can choose the level.

We regard the fence acting as a foul line as a 
boundary and play the game.

The number of falling pins is multiplied by the 
scores of pins and the values are tallied to decide.

The game is divided into the individual match and 
team match.

In the individual match, 8 men play the game in a 
tournament way.

In the team match, 3 men are in one team and total 
8 teams are organized. The winning team is sorted 
out by tallying the scores of players.

This is a game of going down along with the roller 
coaster rail as the steel bead is hung on the pivot 
and the girth of the top.

You can attend the game after buying the top in the 
top sale booth.

The diameter of the iron bead hung on the top is 
limited to 1cm.

The diameter of top doesn’t exceed 10cm.

It is organized only by individual match and 10 men 
participate.

It is used as an experience space when the top 
contest is not held to raise the usability of the space. 

팽이 볼링

팽이 롤러코스터

줄팽이를 이용하여 팽이를 던져 높이가 서로 다른 접시 위에 

놓인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경기

높이가 서로 다른 접시 위에 놓은 볼링핀에 부여하는 점수가 

달라서 참가자가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다

파울라인 역할을 하는 펜스를 둘러 그 곳을 경계로 게임을 

진행한다  

승부 방식은 볼링핀을 쓰러뜨린 개수에 핀의 점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경기는 개인전과 팀전으로 나뉜다

개인전은 8명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게임을 진행한다

팀전은 한 팀 당 3명 총 8팀으로 구성하고, 선수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우승팀을 가린다.

이 게임은 팽이의 중심축과 둘레부분에 쇠구슬이 달려 있어서 

롤러코스터 레일을 따라 내려가는 게임이다. 

팽이 판매 부스에서 팽이를 구입한 후 게임에 참가할 수 있다.

팽이에 달린 쇠구슬의 지름은 1cm로 제한된다.

팽이의 지름은 10cm를 넘지 않는다.

개인전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0명이 참가한다.

팽이대회기간이 아닐 때에는 체험형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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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 PLAN

ROOFTOP FLOOR PLAN

4F 

ROOFTOP_ROLLER COASTER

It is a game of contending for victory by knocking down the disk bowling 
pins of which heights are different by using the string top. Everybody can 
enjoy easily because the game method is simple and people can touch the 
string top again which they handled as a child. This game presents players 
with memory. To look at the design of this game arcade, there are total 3 
huge round arenas; each of them has 3 disks. As the heights of each arena 
were different, the level was differentiated. 

The top surrounding the bead on the pivot and girth was put on the rail on 
which a small groove is made and the victory is decided depending on the 
arrival time to the destination spot. As the top had the potential energy 
rather than spinning round at the same spot, players can feel the velocity 
when the top moves along with the roller coaster and this velocity can 
arouse interest.

줄팽이를 이용해 높낮이가 서로 다른 원판의 볼링핀을 쓰러뜨려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다. 

게임방식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것과 어렸을 적 갖고 놀던 

줄팽이를 다시 만져볼 수 있다는 것에 추억을 선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게임장의 디자인을 보면,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총 3개로, 각각의 경기장에는 3개의 

원판이 있다. 각 경기장마다 높이가 서로 달라서 난이도의 차이를 두었다.

작은 홈이 파여져 있는 레일에 중심축과 둘레에 구슬을 감싼 팽이를 놓아서 목표지점까지

의 도착시간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게임이다. 단순히 제자리에서 도는 팽이가 아니라 

팽이 자체가 위치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롤러코스터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데에서 

속도감을 느낄 수 있고, 이 속도감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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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  PLAN

2F_  PLAN

3F_ PLAN

The underground space is used as a ‘digital forge’. 
Here is an educational space for small manufac-
turers and artists in Munraedong to train their 
successors in person. Trainees can directly use all 
kinds of high-tech equipment like metal-processor 
or 3D printer and can make the product. As for the 
design of the digital forge, the box-shaped room was 
twisted in various angles to give a joy of space. The 
noise problem was also solved because the space 
was separated in the box form and one side of each 
room was made of window to make the space open. 

The 2nd and 3rd floor of the left building are used as 
the exhibition hall. This exhibition hall features the 
top of technical aspect and the top of the artistic as-
pect, and also exhibits the works made by students 
in the underground digital forge. The principle of the 
magnetic levitation is applied to all exhibits for the 
spectators to be immersed in and they are floated 
in the air. 

The rhythm of the space was formed by differentiat-
ing the height of the wall display stand. The slab on 
the 3rd floor was penetrated to connect with the 2nd 
floor to give a feeling that the space was expanded. 
Huge objet was put to make the space look plentiful. 

The biggest problem of Munraedong is the toilet. 
Therefore, the pleasant toilet is presented. This 
space features each room inside where spectators 
can resolve everything. As each room is arranged in 
different angles giving impression as if huge blocks 
are scattered, so people can feel the joy of space.

The outer wall was designed high for spectators to 
communicate freely and take a rest without caring 
about people outside. The diagonal passage and 
stairs were differentiated in the space which could 
seem stuffy and closed due to the height of outer 
wall, and materials were differentiated to give the 
joy and tension to the space. 

지하공간은‘디지털 대장간’으로 활용한다. 이곳은 

문래동의 소공인들과 예술인들이 직접 후계자를 양성하는 

교육공간으로, 금속을 가공하는 기계나 3D 프린터 등 각종 

첨단 장비들을 직접 이용하고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디지털 대장간의 디자인은 박스 형태의 방을 다양한 각도로 

틀어서 공간의 재미를 주었다. 박스 형태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소음 문제 역시 해결하였고, 각 실의 한쪽 면을 

유리창으로 하여 공간의 개방감을 준다. 

왼쪽 건물의 2, 3층은 전시장으로 사용한다. 기술적인 면의 

팽이와 예술적인 면의 팽이 전시가 주를 이루며, 지하층의 

디지털 대장간의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기도 한다. 

모든 전시품은 관람객이 몰입할 수 있도록 자기부상의 원리가 

적용되어 공중에 띄워져 있다.

벽면 진열대의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공간의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3층 슬라브를 뚫어 2층과 연결하여 공간의 

확장감을 주었고, 커다란 오브제를 두어 공간이 풍성한 느낌을 

들 수 있게 하였다. 

문래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화장실이다.  따라서 쾌적한 

화장실을 제시한다. 이 공간의 독특한 점은 내부의 각각의 방이 

있는데, 이곳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나올 수 있다. 각각의 

방들이 서로 다른 각도로 배치돼 있어 거대한 블록이 

흩어져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공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외벽을 높게 디자인하였다.  외벽의 높이로 인하여 자칫 

폐쇄적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공간에 사선의 통로와 단 

차이를 두고, 재료를 다르게 하여 공간에 재미와 긴장감을 주

었다

B1 _ DIGITAL FORGE

2F_ EXHIBITION 1

3F _ EXHIBITION 2

2F _ TOILET

3F _ ROOFTOP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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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ient Resurrection
신고전 _ 고대의 부활

Neo classic

이충수 I Lee Choo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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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설계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징은 옥상이라고 생각한다. 옥상공간을 보면 옆의 건물과 하나로 이어져있는 형상을 하고 

있기때문에 나는 옥상을 공유하여 디자인 하였다.

옥상의 모습은 지상의 모습과 다르다. 

옥상은 공중의 다른 세계라는 느낌을 주며, 

각 건물의 옥상에서 소통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상을 한다.

The characteristic of the place I want to design is a rooftop. When you look at the rooftop area, 
it seems like it is connected to the building next to it. So, it was designed to share the rooftop 
with the building next to it. 

The rooftop looks different than the ground.
It gives off a feel of another world in the air and
makes people imagine as if they could communicate on each building’s rooftop.

Site

Concept

문래 예술촌이 위치한 이 장소는 신도림, 영등포등 번화가가 위치한 곳.

주변과 달리, 허름하고 철공소로 번잡하며 밤에는 빛을 찾기 힘든 장소다.

- 서로 부딪치는 팽이게임.

   서로 왕래가 없고 밤이 되면 어두운 문래동.

- 옛 그리스로마인들이 운동신경을 뽐내는 검투사 서로

   부딪치며 싸우는 검투사의 모습.

- 단순해지는 현대의 건물들.

= 나는 문래동의 팽이가 검투사들이 유사하다고 느꼈고, 

고전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였다.

- Top game where people crash into each other
  Dark, quiet, and empty Mullae-dong at night times.
- Ancient Roman gladiators showing off their move
  ments, gladiators fighting each other 
- Modern buildings being simplified.

= I thought the top in Mullae-dong was similar to 
gladiators and wanted to revive the classics.

The location of Mullae Arts Village is downtown of Sindorim and Yeongdeungpo.
However, it was difficult to find light in this area at night because it is old and filled with iron factories, 
unlike its surrou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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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제우스

권력자

Zeus
Overlord

하데스

도전자

Hades
Challenger

아레스

전쟁의 신

Ares
God of war

포세이돈
Poseidon

헤라
Hera

데메테르
Demeter

아르테미스
Artemis

아폴론
Apollo

아프로디테
Aphrodite

헤파이스토스
Hephaestus

아테나
Athena

보수자
Maintenance

쌍둥이
Twin

부부
Couple

신들의 전쟁은 그리스로마 신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팽이게임 

입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신이 되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각자의 목표를 이루어 승리를 거머쥐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의 승리 조건을 위해 

싸우십시오. 

(참여 가능 인원: 5~11명)

내용물은 인물카드와 팽이 11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권력자.

최고의 권력에 도전해오는 도전자들과 전쟁의 신, 쌍둥이와 

부부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쌍둥이와 부부를 잘 이용 하십시오.

도전자.
권력자를 무찔러 권력을 차지하십시오.

전쟁의 신.
전쟁에서 끝까지 혼자 살아남아 권력을 독차지 하시오.

보수자.
권력자가 쓰러지지 않게 온 힘을 다해 도우십시오.
 
쌍둥이.
둘은 같은 운명입니다. 전쟁에 휘말렸지만, 균형을 
유지하여 살아남으세요.

부부.
이 둘도 같은 운명입니다. 전쟁에 휘말렸지만, 균형을 
유지하여 살아남으세요.

권력자는 4개의 목숨이, 다른 사람에게는 3개의 목숨이 

주어집니다. 제우스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도 

좋습니다. 없다면 다른 인물카드와 섞어 한 명씩 나눠 가집니

다. 제우스부터 순서대로 팽이대결을 상대를 지목해가며 진행

합니다. 처음 제우스의 싸움은 꼭 진행되어야 하며, 이후 싸움

부터는 턴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턴에 싸우기 싫다면 

넘겨도 좋습니다.) 한번의 팽이싸움이 이루어지고 10분간 

상의할 시간이 주어지며,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대결에 

참여하여 승리 확률을 높이십시오. (단, 패배한다면 자신의 

목숨도 줄어듭니다.) 자신의 목숨을 모두 잃었다면 게임에서 

제거됩니다.

제거된 사람은 자신의 인물카드를 모두 공개하며 도전자를 

제거한 사람은 목숨을 하나 더 갖게 됩니다. 도전자가 모두 제

거 되었다고 해도, 전쟁의 신이나 쌍둥이, 부부가 살아 있다면 

계속 진행 하십시오. 제우스와 도전자가 모두 제거되었을 때, 

게임은 도전자들의 승리입니다. 

this game called “War of Gods” is a top game held in 
the background of Greek-Roman gods.
Become a god of the “War of Gods,” and hide your 
identity to achieve your goal to win! 
Fight for your victory by hook or by crook.
(Maximum participant: 5 to 11)
Contents are composed of character cards and 11 
tops.

Overlord.
Get rid of challengers, gods of war, twins, and cou-
ples that defy for the supreme power. Make sure to 
use the twins and couples wisely.

Challenger.
Take over the overlord to take over the power.

God of war.
Survive until the end of the war and take over the 
power.

Maintenance.
Help the best you can to keep the overlord alive.

Twin.
Two share the same destiny. You have been swept 
away by the war, but keep your balance and stay 
alive.

Couple.
Two share the same destiny as well. You have been 
swept away by the war, but keep your balance and 
stay alive.

Overlord has four lives, and other people have three 
lives.
If anyone wants to be Zeus, he/she can do it. If no 
one wants to do it, it can be mixed with other char-
acter cards and each person gets one card.
From Zeus, everyone will take turns to point out 
their opponent for the top fight. 
Zeus’ fight must happen, and fights after that can 
hand over their turns. (If you do not want to fight in 
your turn, you can hand over the turn.) 10 minutes 
of discussion time will be given after one top fight. If 
you want to help anyone, you can participate in the 
fight to increase your winning rate. (However, if you 
lose, your life will be lessened as well.) If you lost 
all of your lives, you would be eliminated from the 
game.
Eliminated person will open all character cards and 
person who dismissed all challengers will gain one 
more life. 
Even when all challengers are eliminated, please 
continue if the god of war, twin, or couple is alive.
When Zeus and challengers are all eliminated, the 
game is won by the challengers.  

2. 목표 3. 진행2. 게임 배경

1. Game background

2. Goal

3. Operation

_ War of Gods

 top game based on skills of small manufacturers, which shows each iron 
factory’s skill

 32 people can participate in each top contest, and there are two types of 
games; the small manufacturer game and the free contest
- Only small manufacturers can participate in the manufacturer game 
with metal tops smaller than 20mm
- Anyone can take part in the free game with tops smaller than 40mm

The official contest is held every six months, and 32 people who made it to 
the finals will compete in the top arena on the rooftop.
1/16 Final: random teams of 4 will form and fight one team at a time 
again.
Round of 16: one on one matches will be held.
Final: the final match will be held at the large round arena in the middle of 
the top stadium. 
The participant who won the first place will be recorded in the hall of fame 
and tops of participants can be stored as well as displayed in “the top 
display area.”

소공인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팽이게임으로, 각 철공소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임.

1. 배경

각 32명이 참가 가능한 팽이대회로 소공인경기와 자유경기, 2가지의 대회로 구성.

- 소공인 경기는 20mm이하의 쇠 팽이로 참여가능하며 소공인들만 참가 가능

- 자유경기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팽이대회로, 팽이의 규격은 40mm 이하 참가 가능

2. 경기

6개월에 1번 정식 대회가 열리며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 한 32명의 참가자들은 옥상 

팽이경기장에서 대결을 합니다.

32강: 무작위로 묶은 4:4 팀으로 경기를 하고 16강: 이후로는 1:1 개인전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결승_ 결승전은 팽이대회장 가운데 위치한 커다란 경기장에서 이루어집니다. 

1등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명예의 전당에 기록이 남고 참가자들의 팽이는

“팽이 전시공간”에 보관 및 전시가 가능합니다.

3. 진행

팽이대회 Top contest

1. Background

2. Game

3.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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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stadium and top display in the rooftop 
will be composed as a round stadium where 
gladiators used to fight as a motif. 
The entrance of the stadium is a display 
zone. Tops that won the contest and other 
village people’s tops can be viewed here.

The tension of the top contest will increase 
by looking at tops that won the contest 
before. There are 7 standing arenas and 1 
large arena in the top stadium. The shape of 
arena is in a sphere shape so tops can clash 
like gladiators. 

The 3rd floor area connected to the rooftop is an 
outdoor area that includes rest area, restroom, 
and rooftop park. The rest area covered by bricks is 
different than the ancient Greek Roman’s bricks. It 
was stacked up by turning little by little so that light 
can come through the little gaps in between bricks. 
It works as a lighting and an object. It shows that the 
old technique has developed over time.

옥상공간의 팽이대회장과 팽이전시장은, 검투사들이 

부딪치던 원형 경기장을 모티브로 구성. 대회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전시장으로, 대회 우승 팽이들과 

주변 주민들의 팽이들을 볼 수 있다.

역대 우승팽이들을 봄으로써 팽이대회의 긴장감을 고

조시킨다. 팽이 대회장 내부는 7개의 

스탠딩 경기장과, 1개의 대형 경기장으로 경기장의 

모양은 팽이가 검투사처럼 부딪칠 수 있게 구의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

옥상과 연결된 3층의 공간은 휴게실과 화장실, 옥상 공원으로 

구성된 야외에 공개되어 있는 공간이다. 벽돌로 쌓여진 

휴게실은 옛 그리스로마의 벽돌과 다른 점이 있다. 조금씩 

회전하며 쌓는 방식으로, 사이에 생기는 틈으로 빛이 투과된

다. 조명과 오브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옛 기술이 발전되었

음을 말한다. 

 rooftop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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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nd floor area is a display zone. Works of artists and ironmasters are 
mostly displayed, and there is a cultural complex area stage as well. Anyone 
can use this stage for play, performance, dance, singing, and practice. You can 
be the star on this stage or practice to be a star on this stage. 

The 1st floor is the entrance of the building. I believe that the entrance is an 
important part of a building because it is where you enter a new environment. 
This entrance is to gain attention by being empty unlike its surroundings of 
noisy iron factories and cars on the roads. Where the entrance is floating, I 
want everyone to think one more time before entering a new space. 

The basement is for artists to use as a creation zone or office, and a play-
ground for village people. 
It is where the gladiator VR experience and war of gods board game are going 
to take place.

2층공간은 전시공간으로, 예술가와 철공인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며, 문화복합공간 무대가 있다.

연극, 공연, 춤, 노래, 발표, 연습 등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무대를 마련. 이 무대 위에 올라가 주인공이 

되어도, 주인공이 되기 위한 연습을 해도 좋다.

지하공간은 예술인의 창작, 사무공간과 주민들의 놀이공간으로 구성했다.

옛 검투사가 되어보는 검투사 VR 체험, 신이 되어 전쟁을 하는 신들의 전쟁 보드게임을 

진행하는 장소다.

1층은 건물의 입구로써, 나는 입구란, 새로운 환경에 들어선다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철공소의 소음과 도로의 차들로 인해 소란스러운 주변에서, 아무것도 

없음으로, 입구에 집중을 유도한다. 입구가 떠 있는 부분에서는 어떠한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F

basement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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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ONCEPT

Muraye Creative Village is a place where small artists and artists live together. Tourists are attracted to a strange yet unique creative village and are attracted to a 
space that is united with ironworks, murals, and sculptures. However, there is an invisible wall in which co-residents and artists coexist. I try to design a community 
space that fits in a contradictory space.

When I first went to Muraye Creative Village, I thought that ironworks, murals, and sculptures would not fit, but I thought it was a place that gives a unique atmosphere. 
Based on the idea that ‘we are unfamiliar spaces, we sometimes think of them as unfamiliar spaces’, we have constructed a space that we do not know but we want to 
get into unfamiliarity with the concept of ‘universe’.

A-DONG

B-DONG

문래창작촌은 소공인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관광객들은 낯설면서도 독특한 창작촌에 이끌려 들어와 철공소와 벽화, 조형물 등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어우러지는 공간에 마음을 

사로잡혀 버린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소공인들과 예술인들의 공존하면서도 대립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적이라면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을 

디자인 해 보려고 한다.

A동

B동

문래창작촌에 처음 갔을 때 철공소와 벽화, 조형물들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어우러지는 특이한 분위기를 내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을 우리는 낯선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많이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 투성이인‘우주’를 컨셉으로 낯설어하면서도 들어가보고 싶은 공간으로 구성해보았다.

Unfamiliar Space

SITE

It is located in Dongmyeong Creative Village, Dongrim Street 128, Yeongde-
ungpo-gu, Seoul, and is located close to Myeongna Station and Sindorim Sta-
tion. Currently, this building is us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exhibition 
hall, iron workshop and work room, and there is a parking lot behind.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28가길 1로 문래창작촌 안에 위치해 있으며, 문래역과 신도림역이 

가깝게 위치되어 있다. 현재 이 건물은 전시장 및 철공소, 작업실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뒤에는 주차장이 있다.

유민정 I Ryu Mi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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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CONCEPT

FLOOR CONCEPT

We do not know much about the universe. That’s 
why we do exploration and research. Based on the 
idea that a person would come to the universe and 
explore the space, we decided on each concept 
according to the spatial composition according to 
the stratification.

We do not know much about the universe. That’s why we do exploration and research. Based on the idea that a person would come to the universe and explore the 
space, we decided on each concept according to the spatial composition according to the stratification.

As soon as I entered A-dong, the visible area was conceived as a 
space distortion due to the distortion of time, a characteristic of the 
horizon of the event.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space, which is 
believed to be between the singularity and the horizon of the event 
saw. Finally, the singular point was created because I think that the 
idea of space is divided into more than the molecule which seems to 
be nothing because there is no concept of time and space.

There is an Ergo area on the outside of the black hole. Theoretically, the ergo area is a space-
craft that rotates at mach speed, and it is said to be able to escape by turn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rotation. When I put this theory into space and came to the center of the space, I 
constructed it as a space coming out from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turning direction.

Exhibition Center

Event Horizon
Singularity

Space of dimension

Ergosphere

(A DONG)

ROOFTOP

GALAXY

SPACE STATION

NEPTUNE

KERR BLACK HOLE

KERR BLACK HOLE

4F 2F

3F

B1

2F

B1

ROOFTOP

(B DONG)

* For reference, the first floor was decided to keep it 
because ironwork people should use it.

우리는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탐사를 하기도 하고 연구를 한다. 이렇게 사람이 우주에 와서 

탐사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우주에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층 별에 따른 공간구성에 따라 각각의 컨셉을 정

해보았다.

블랙홀 안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의 추측으로는 겉에는 에르고영역이 있으며 안으로 들어갈 수록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우는 영역이 나온다 한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면 

특이점 혹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며 빛조차 흡수하기 때문에 어둡다고 한다. 이러한 블랙홀의 구조는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키기도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A동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구역은 사건의 지평선의 특성인 시간의 뒤틀림으로 

인한 공간 왜곡으로 구상해보았으며, 이 다음에 나타나는 공간에는 특이점과 

사건의 지평선 사이에 있을 거라 믿는 차원의 공간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보았

다. 마지막으로 특이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곳이라 아무것도 없는 듯한 

분자보다 더욱 쪼개져 있다는 내용으로 전시되는 아이디어 팽이를 분자라 

생각하고 만들어보았다.

블랙홀 겉에는 에르고 영역이 있다. 이론적으로 에르고 영역은 마하속도로 돌아가는 우주선으로 회전 방향의 

반대로 돌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을 공간에 접목해 공간의 가운데로 오면 들어온 회전방향의 

반대로 돌아 빠져나오는 공간으로 구성해보았다.

전시장

A동 B동

* 참고로 1층은 철공소사람들이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기로 했다.

Exhibition Center Zone 

(Top Exhibition Room)

(Mullae Exhibition Room)
I divided the exhibition area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concept.

- I tried to express through the thread the concept of a space of dimension that can be 
changed even though the time is connected but can not be changed.

- A As soon as I entered the exhibition room, I looked at mirrors and expressed the distortions 
of time and space that are characteristic of the horizon of the event.

- I u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rgo area, which is the first part of the black hole.

정해진 컨셉의 내용에 맞게 전시장 구역을 나누어 보았다.

- 시간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바꿀 수는 없도록 되어있는, 하지만 바꿀 수도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차원의 

공간을 컨셉으로 실을 통해 표현해보았다.

- A전시실을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것은 거울로, 사건의 지평선의 특성인 시간과 공간의 왜곡을 표현해 보았다. 

과거

미래

현재

특이점

사건의 지평선
(문래동 역사)

   에르고 영역
(예술가들 작품 전시)

- 블랙홀의 처음 부분인 에르고 영역의 특성을 살려 꾸며보았다.

문래전시실

팽이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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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PROGRAM _행성을 탐사하고 돌아가다.

SPACE STATION PROCESS

Top Competition Idea Top Competition

When you call the top as a spaceship, you go to 
three of the eight planets designated as planets 
and play the game and get a planet stamp saying 
that the ship explored the planet and returned to 
the space station. The space for the planet is set at 
random, and each game machine is prepared, and 
Neptune will be the game planet for the building 
to be remodeled at present. For reference, the top 
competition is almost the same as the existing top 
competition.

Space stations may be gravity-free or gravity-free. In this space, people live as astronauts. If civilizations develop in the future and more and more people are coming to 
the space station, I think there will be a space in the space station where there will be space for people to live.

The floors have building models as if they were walking on the future city, and these build-
ings also hold glass and serve as a pillar. We also built some of these buildings into a single 
desk, and created a top contest called a spacecraft landing pad, and conceived space. On the 
ceiling, I hung up an idea top to make it feel like the spaceship is landing or leaving.

Future City

Gravity Free

Space stations are sometimes zero gravity. I wanted to express this weightlessness as much 
as possible, so I gave indirect lighting to the floor so that I did not know where the floor was, 
and the chair or table itself was attached to the wall or ceiling to make it feel  like fixed, I 
wanted to make you feel that you are in a space of zero gravity.

Reception period : Reception will be made one week 
before 
                           the start of the competition.
Place : 2nd floor top meeting place

Eligibility
1. Purgatory sector: only small-sized public
2. General sector: all ages (except small ones)

Top
Daejeon top (co) : Diameter less than 50mm
Daejeon Top Stadium Standard: 600mm

Competition Rules
Preliminaries
- When the bell rings, it turns at the same time.
- Four players face each other.
    If the top goes out of the arena, it is disqualified.
Semifinals & Finals
- Same as the preliminaries except for a 1: 1 match.

Reception period : It is accepted from one month be-
fore the start of the competition.
Place : 2nd floor top meeting place

Eligibility
1. Yes Certified sector : only artists and small groups 
can participate
2. General sector : all ages (except for authorized 
personnel)
3. SPECIAL SECTORS : Based on the pictures of se-
lected children,
                                 It is possible to participate only 
by small public
* In the general category, when you get the help of 
small artists or artists in terms of   
   making There may be disadvantages.

Top Size : Diameter, shape, material, weight Any

Idea top exhibition space
At the end of the screening period, When the results 
are announced, they will be stored in the exhibition 
hall on the first basement level.

TOP_SPACESHIP

Compensation: Eligibility for a top competition or a 
drink

팽이를 우주선이라고 할 때, 이 우주선이 행성을 탐사하고 다시 

우주정거장에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행성이라고 지정된  8곳 

중에 3곳을 가서 게임을 하고 행성 도장을 받아오면 된다. 

행성을 할 공간은 랜덤으로 정해지며 각마다 다른 게임기가 

준비되어있고 현재 리모델링 할 건물에 할 게임 행성은 

해왕성만 할 생각이다. 참고로 팽이대회는 기존 팽이대회와 

거의 비슷하다.

우주 정거장 안은 무중력 상태로 혹은 중력상태로 있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우주인이 되어 생활을 하며 지낸다. 만약 미래에 문명이 발달해  우주정거장에 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

지게 된다면 우주정거장 안에는 도시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바닥은 미래도시 위를 걷는 것처럼 건물모형들이 있으며 이 건물들이 유리들을 지탱해 하나의 기둥역할도 한다. 

또한 이러한 건물들 중 몇개를 올려 하나의 책상으로 만들었으며 우주선착륙장이라는 이름의 팽이대회판을 

만들어 공간을 구상해보았다. 천정에는 아이디어 팽이를 매달아 전시해 우주선이 착륙장에 착륙하거나 떠나가

고 있는 느낌이 나도록 해보았다.

우주정거장은 무중력상태일 때도 있다. 이러한 무중력 상태를 최대한 표현하고 싶어 바닥에는 간접조명을 

부여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모르도록 하였고, 의자나 테이블 자체는 벽 혹은 천정에 붙여서 일부러 고정시킨 것

처럼 느끼게 함과 동시에 의자 높이가 높아 바닥에 발이 닿지 않도록 해 무중력 공간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하고 

싶었다.

접수기간 : 대회 시작 일주일 전부터 접수한다.

장소 : 2층 팽이대회장

참가 자격

1. 소공인 부문 : 소공인들만 가능

2. 일반 부문 : 모든 연령대(단, 소공인들은 제외)

팽이 규격

대전팽이(공동) : 직경 50mm이하

대전팽이 경기장 규격 : 600mm

대회 규칙

예선전

-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맞춰 동시에 돌린다.

- 4명씩 대결하며 상대보다 오랫동안 도는 팽이가 이기고

   팽이가 경기장 밖으로 나갈 경우 실격이다.

준결승전 및 결승전

- 1:1로 대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선전과 동일하다

접수기간 : 대회시작 한달 전부터 접수하며 심사기간은 일주

일 정도로 잡는다.

장소 : 2층 팽이 대회장  

참가자격

1. 예공인 부문 : 예술인들과 소공인들만 참가 가능

2. 일반 부문 : 모든 연령대 (예공인들은 제외)

3. 특별 부문 : 정해진 어린이들의 그림을 토대로 소공인들이 

                    비슷하게 만드는 것으로 소공인들만 참가 가능

*일반부문은 만드는 면에서 소공인이나 예술인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팽이 규격 : 직경, 형태, 재질, 무게 일체 불문

아이디어 팽이 전시 공간

심사기간에는 2층 팽이대회장에 있으며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면 지하 1층에 있는 팽이 전시장에 보관된다. 

보상 : 팽이대회참가자격 혹은 음료 한잔

휴게실 (Resting Area)

팽이대회장 (Top Competition Center)

휴게실과 팽이대회장

-  I put a chair and a desk on it, and indirect lighting on the floor, I made it in the form of the weightless 
space of the space station.

- I have decorated it with the concept of a future city in the space station, and when I climb the stairs, 
a zero gravity space appears.

Resting Area & Top Competition Center

- 의자와 책상을 띄우고 바닥에는 간접조명을 줘 우주정거장의 무중력 공간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봤다.

- 우주정거장 안에 있는 미래도시라는 콘셉트로 꾸며보았으며, 계단을 올라가면 무중력 공간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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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TUNE GAME PROGRAM

NEPTUNE GAME PROGRAM

The date and time : It is possible to receive the coating one week before the start of 
                                  the competition.  
Target : Everyone
Place : B East

Contents
When the puzzle begins to fit inside the empty space of the machine, the path ap-
pears. It is a game that makes the top of the road go from beginning to end. There 
was a danger that the top would collapse in the middle, causing the wind to come 
out from both sides of the machine. There are two buttons on the game machine, 
one on the left and one on the right. If the wind comes out at the timing of the turn 
of the top, It makes the top run better. For reference, the top of this machine is 
used to ensure that the wind is well trained.

Compensation : One complete painting if completed, or one painting on failure five 
times (However, it is a secret for customers to give one stamp when failing five times.)    

Neptune is a gas planet. Hydrogen, helium, and methane, among which methane makes Neptune look green. It is assumed that the surface will be made of sea and 
ice. It is said that weather phenomena such as typhoons and  lightning are active, but it is expected that if you are going to Neptune with current science and technolo-
gy, it will freeze.

Color

Typhoon

Gas

일시 : 대회 시작 일주일 전부터 도장받기가 가능하다.

대상 : 모든 사람 대상

장소 : B동 게임장

내용

기계의 비어있는 공간 안에다가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면 길이 나타난다. 그 길 위로 팽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게 만드는 게임이다. 팽이가 중간에 쓰러질 위험이 있어 기계 양쪽에서 바람이 나오도록 

했다. 게임기에 버튼이 2개 있는데 왼쪽은 왼쪽바람을 오른쪽은 오른쪽 바람이 나오도록 해준다.

팽이의 돌아가는 타이밍에 맞춰 바람이 나오도록 하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팽이가 더욱 잘 돌아가

도록 해준다. 참고로 이 기계에 쓰이는 팽이는 바람의 마찰력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파여있다.

보상 : 완주하면 도장 1개 or 5번 실패 시에 도장 1개 

       (하지만 손님들에게는 5번 실패시에도 도장 1개를 준다는걸 비밀로 한다.)

해왕성은 가스행성이다. 수소, 헬륨, 메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메탄이 해왕성이 푸르게 보이게 해준다. 또한 표면은 바다와 얼음으로 되어있을거라 추측되며, 태풍과 번개 등 기상현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현재의 과학기술로 해왕성을 간다고 가정하면 바로 얼어죽을 것이라 예상된다.

Neptune is beautiful enough to be picked as the most beautiful planet. So, when I saw Nep-
tune, I thought of the color first, and I thought it should not be subtracted from this feature. If 
it touches wrongly, it could be chunky, so I adjusted it to light only in the sky blue rather than 
the color.

해왕성은 가장 아름다운 행성으로 뽑힐 정도로 색이 아름답다. 그렇기에 해왕성을 보면 가장 먼저 색이 

생각날 정도였고, 이 특징을 빼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잘못 건드리면 촌스러워질 수 있어서 색을 그대로 

쓰기보다 하늘색 정도로만 빛이 나도록 조절했다. 

Neptune is an active phenomenon, such as typhoons and lightning. Especially typhoons that 
make big black spots are said to kill people immediately. I tried to make the wall of one side 
seem to be cut off by the damage of this typhoon, and I made the game as a game machine 
using the wind.

해왕성은 태풍과 번개 등 기상현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대흑점을 만들 정도의 태풍은 사람을 바로 

죽을 정도라고한다. 이러한 태풍의 피해를 입어 한쪽의 벽을 깎여나가는 듯한 형태로 만들어보았고 게임 또한 

바람을 이용한 게임기로 만들어 보았다.  

Neptune is a gaseous planet, and it is invisible, and it can not walk properly. It is the place 
where we think about these characteristics and made them. If I could walk on Neptune, I 
thought I could see the bottom of the floor, and I could see what I was doing when I looked 
down on the floor of the room with the sky blue glass. I tried to configure it so that I could 
give it.

해왕성은 가스행성이라 기체로 되어있어 안이 부과되어 보이고 제대로 걷지 못한다. 이런 특성들에 대해 

생각하고 만든 곳이 관람실이다. 만약 해왕성 위를 걸을 수 있다 할 때 바닥이 기체라 내핵까지 보일것이라는 

생각으로 관람실 바닥을 하늘색 유리로 해 아래를 볼 때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도록 했으며, 트램벌린과 

빈백을 통해 기체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해보았다.

휴게실 및 관람실  (Resting Area and Viewing room)

게임장 (Game Room)

- The rooftop just above the game room was made with the idea of ‘walking around Neptune’. In 
addition,  Neptune was contacted by the space station, so I was able to sit here and watch the top 
competition.

- Based on the concept of Neptune, I made it look like the bottom of Neptune, which is tornadoes on 
the left wall, the tornadoes that people sit on, and the ceiling is a gas planet.

- 게임장 바로 위에 있는 옥상은 ‘해왕성을 걸어다니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보았다. 한, 해왕성에서 

우주정거장과 연락한다는 내용으로 팽이대회를 이곳에 앉아 볼 수 있도록 해보았다. 

- 해왕성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왼쪽의 벽에는 토네이도로 인해 깍여버린 해왕성의 바닥을,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형식은 토네이도를, 그리고 위에 천장은 가스행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만들어 보았다.

게임장과 관람실

Game Room & View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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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 PROCESS

PLAN

The galaxy is the gathering place of the stars, and the sparkles of these stars are more beautiful and brighter than anything else.

I think the dance room is a space filled with passion with people dancing together. This 
thought was thought to be a space shining beautifully like a galaxy. The openings of the 
windows were reflected on mirrors in all directions and looked like galaxies, and we 
made space for them to dance among the stars.

I wanted to match the rooftop with the concept of the bottom layer, so I made a glimmer 
of stars through the glass sculpture, and the chair looked like a mass of rocks floating 
in space with a design similar to a stone.

2F

4F & ROOFTOP

3F & ROOFTOP

ROOFTOP

Galaxy

Star

은하는 별들의 집합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별들의 반짝임들은 어느 무엇보다 아름답고 빛난다.

댄스실은 여러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열정이 넘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은하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창문의 뚫린 곳이 사방의 거울에 반사되어 은하같이 

보이도록 해 그 별 사이 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보았다.

옥상은 밑층의 컨셉과 어울리게만 하고 싶었기에 유리조각을 통해 별같은 반짝임만 나도록 했으며, 

의자는 돌맹이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우주에 떠도는 덩어리처럼 표현해보았다.

쉼터  (Resting Area)

댄스실  (Dance Room)

- The rooftop is made up of a space where you can take a break while watching the scenery. The glit-
ter of the glass piece embedded in the floor to the bottom leads to the star, and the stone-like chair to 
the universe.

- With the concept of galaxy, the light coming from the pierced shape of the wall was constantly
   reflected in the mirror so that the person would feel like it was between the stars.

- 옥상은 경치를 구경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보았다. 또한 밑층과 이어지도록 바닥에 박혀있는 

유리조각의 반짝임은 별을, 돌처럼 생긴 의자는 우주에 떠도는 덩어리들로 보이도록 만들어보았다.

- 은하라는 컨셉으로 벽의 뚫린 모양에서 들어오는 빛들이 계속 거울에 반사되어 사람이 별들 사이에 있는 느낌을 받도록 

   해 보았다.

Resting Area

Da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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