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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stone Design - week 12 

capstone design 
진해 원도심 장옥거리 활용 계획 

1 



Final Presentation 
2017 . 6 . 21 (수) 
시간미정 @ 진 해 
(오픈크리틱 + 파티) 



           최종결과 제출물 

 

1. 1:20 모형 (미송 등 나무 베이스 공통) 

2. PPT 칼라 보고서 (건축+도시+사회), 파일+하드카피 

3. 평면, 단면, 배치, 입면, 지붕, 외벽상세도, 2층 바닥평면도  

   모두 재료가 표기된 칼라 드로잉 

4. 개별 건물 평면과 입면 붙여서 하나의 드로잉 

   물론 칼라 드로잉, 출력 1:20 

 

 



단면모형, 1:50 + 모형베이스 + 주변건축물 



단면모형, 1:50 + 모형베이스 + 주변건축물 



단면모형, 1:50 + 모형베이스 + 주변건축물 



보고서 : 건축_건축적 제안 내용 

 
1. 1:300 배치도: 연계하는 주변 기관 및 사람 표시  
2. 3D  CGI : 내부 + 외부 
3. 1:50평면도 : 방위, 가구, 면적 등 표시 
                공간용도 및 동선 칼라로 표시 
      벽 및 바닥 두께 반드시 확인  
4. 1:50 단면도 : 구릉지 관계 & 구조 표시   
5. 1:10 단면 상세도 : 단열, 방수, 마감, 재료샘플 표시 
6. 공간활용 다이어그램 (내/외부 표시) 



제안칼라평면도 



A주택 



제안칼라단면도 



제안단면 상세도 



A주택 



A주택 - 공간활용 

내부마감의 생략으로 인한 비용감소, 차후 공간활용의 가능성 

 
   



A주택 



A주택 





미끄럼틀 
SLIDE 



공간활용 다이어그램 



공간활용 다이어그램 



 

공간활용 다이어그램 



보고서 : 사회: 프로젝트의 현실성 

 
1. 공가의 구체적 사용자와 운영자 파악 및 제시 
2. 공가 운영 프로그램 파악 및 제시 
3. 사용자와 공급자와의 관계 / 협력기관들과 관계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근 유치원, 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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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운영자로 제시한 경우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재생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보고서 : 도시: 프로젝트의 당위성 

 

1. 마산 또는 성호동 (추산동)을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 것 
   인지에 대한 개념 관광형 또는 생활형? 
2. ‘선과 면’을 이루는 근거 파악 및 제시 
    선 – 공간과 공간 사이를 이용, 사람이 또는 서비스가  
   이동하는 경로 
    면 – 선들이 모여 서로 겹치면서 node(접점) 발생 
           면이 되면 영역 개념이 발생 
3. 1:500이상 도면들이 필요함 
 
 



변화 방법 
HOW TO CHANGE 

공가 

결합 

확산 

개선 

창원 시립 박물관 

문신 미술관 

신추산 아파트 

임항선 

CHANGE 

공가 명확한 요소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