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chitectural design I 
건축설계 I 

week 01 



건축설계 I =  첫 번째 건축설계 



밤새는 설계가 아닌 매일 하는 설계 

1주일 10시간 수업, 15시간 수업준비, 매일 3시간만 투자! 



집이 아닌 ‘설계실’에서 함께 하는 설계 

공강시간 최대한 활용하자, 설계실을 내 방처럼 꾸미자~ 



교수님과 최소 40분 함께 미팅! 

건축학 인증 프로그램 운영 



project 01 
-기존 주택 이해,탐구 
-공간 아이디어 탐험 

project 02 
-도시형주택 설계 

- 디자인프로세스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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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10주 



•건축설계1 수업운영 

 

2학년 건축설계 코디네이터 교수 

 박진석  교수 

 

튜     터:   

 박진석 (스튜디오1), 최승효(스튜디오2), 설민규(스튜디오3), 현철우(스튜디오4) 

   [영국왕립건축사]       [한국건축사]            [네델란드건축사]      [스위스건축사] 

  

학사일정:   

 3월5일 – 6월15일 (15주), 휴일로 인한 보강은 추후 확정 예정 

    

성적평가기준:  

 출       석    20점 (결석 1회 -2, 지각1회 -1, 결석 5회 이상 시 교칙에 의한 F학점) 

 project 01   20점, 5주차 발표 및 평가 예정 (4월5일 목요일, 오전시간 예정) 

 project 02   40점 (중간발표20점, 기말발표20점), 결과물 제출일 6월17일 (인증자료실), 최종발표 6월20일 (전시실) 

 결   과  물    20점 

  

결  과  물 (20점, A2, A3 포트폴리오, 모형) 

 프로젝트 도면 출력 (배치도(1장), 전 층 평면도, 단면도(2장), 외장재 표현 입면도(2장), 엑소노메트릭(1), 3차원 투시도(3)) 포함한 A2 포트폴리오 1본 

 건축학인증 A3 포트폴리오 (1), 완성된 1:50 스케일의 건축모형 (project 01, project 02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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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1 수업운영 

 

참고서적:  

     [개념설정] 건축의 형태 공간 규범, 프란시스 칭, 국제, 2009 

 [개념설정] 건축가 혼마 이타루의 주택설계를 위한 101가지 디자인 비법, 혼마이타루, 엠지에이치북스, 2016 

 [개념설정] 건축설계의 아이디어와 힌트, 고성룡, 씨아이알, 2011 

 [개념설정] 공간에게 말을 걸다, 조재현, 맨토프레스, 2009 

 [개념설정] 작은집 설계도감, 김예원, 보누스,  2017 

 [개념설정] 디자인 프로세스, 조광희, 대가, 2008 

 

주요일정:   

     4월 05일 : Project 01 평가 (20점) 

 5월 10일 : Project 02 중간평가 (20점) 

 6월 14일 : Project 02 최종평가 (20점) 

 6월 21일 : 과제물 제출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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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1 과목개요  

 

건축학 전공 2학년 과정은 건축 디자인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프로세스(process)위주로 하는 디자인 과정을 통해 건축 디자인에 대한 

시야를 물리적 디자인의 범위를 넘어선 폭넓게 바라보는 설계교육과정을 주 목표로 정한다.  

 

창조적인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한 개념 (concept)의 구축하는 방법을 훈련하며 이를 건축 디자인에 반영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만든다.  

동시에 각 학생들에게 주어진 건축물의 프로그램과 시나리오에 대한 기본이해를 포함한 변화 가능성을 시험하며 이를 공간화 하는 훈련을 

수행한다. 또한 구조 및 재료를 기반으로 텍토닉(tectonic)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계획도시의 주택이라는 장소성을 고려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습득한다.  

 

  

•건축설계 1 수업목표  

 

한국건축학교육 인증  SPC [2018 개정판, Student Performance Criteria) 항목 중 07, 08, 09, 10 적용] 

[SPC 07] 건축소통 능력 _건축적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SPC 08] 형태 및 공간구성_ 2차원과 3차원 형태 및 공간구성의  기본원리를 통해 주택의 단위공간을 구성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SPC 09]  조사 및 분석_ 단독주택에 관한 사례, 이론, 주거현상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주거를 위한 건축이라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SPC 10] 대지계획_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대지의 인만, 사회, 자연환경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배치 등의 설계 개념을 추출하고 대

지조성과 외부공간 계획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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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01 
- 리서치 통한 기존주택 이해 
-  아이디어 변형을 통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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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1 
박진석 



Project 1 : 거장 주택건축의 재해석 (Renovation on Master's House) 

 

운영기간 

3월 5일(월) ~ 4월 5일(월), 총 5주 

 

수업개요 

• 학생들은 5주 동안 지정된 거장 건축가의 주택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주택설계의 핵심요소로서의 관계들 중 2가지 ‘관계’를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실험한다. 분석시 기존 주택의 도면을 1:50 단면모형을 통해 3차원 공간을 이해한 후 도면을 그리며 2차원 공간 구성을 습득한다. 

 

• 각 학생들은 관계1: 개인공간-공동공간, 관계2: 외부공간-내부공간의 관계를 조사 및 분석하여 주택의 단위공간들의 구성, 동선구조, 구조방식 등 

재료 및 구축방법, 입면디자인 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스케치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며 분석한다. 

 

• 기존 건축물의 개념을 이해 및 분석한 후 학생들은 이를 변형시키기 위해 1:100 스터디 모형과 스케치를 통해 새로운 건축물로 재해석한다.  

 

• 학생들은 완성된 안을 모형, 평면도, 단면도, 스케치 다이어그램 (2차원, 3차원)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업운영방법 

• 학생들은 2인1팀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토론하며 함께 프로젝트를 발전시킨다. 

 

• 매주 월요일은 팀별 1:1지도가 이루어 지고 목요일은 발표 및 비평을 실시하여 다음 주 월요일 수업시 준비할 내용을 논의한다. 

 

• 매주 목요일에는 학생 각자가 작성한 SPC 평가서를 A3 포트폴리오에 성가물과 함께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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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Research) 
 
주택 설계 의도 조사 (3/5) 
평면도, 단면도 트레이싱 (3/8) 
A3 크기로 작성 및 발표 (3/8) 

1주차, 3월5일 + 3월9일 2주차, 3월12일 + 3월15일 

분석 (Analysis) 
 
주택모형 제작 발표 (3/12) 
주택의 개인공간-가족공간 / 내
부-외부공간 / 동선의 특징과 
배경 분석 및 발표 (3/15) 

3주차, 3월19일 + 3월22일 

개입 (intervention) 
 
분석내용을 변형하여, 작은 스
케치 평면, 단면, 모형으로 빠른 
속도로 최소 3개의 아이디어들
을 제작 및 리뷰 

4주차, 3월26일 + 3월29일 

제안 (proposal) 
 
제안한 3개 이상의 아이디어들
을 결합하여 발생하는 변화들을 
관찰한다. 대형모형, 평면도, 단
면도 제작한다. 

5주차, Review for Project 1 (4월 5일, 목) 

발표준비물 : 1:50 단면모형, 전층 평면도, 단면도 x2, 1:200 지붕 배치도, 분석 다이어그램, 스케치 

* 배치도와 스케치를 제외한 모든 도면은 1:50 스케일로 작성할 것 

Studio 01 - 박진석 

SPC 09 SPC 07, 09 SPC 08, 09  SPC 08, 09  

SPC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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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1 – 수업 필수 준비물, 드로잉 관련 

롤트레이싱지 스케일자 
스케치용 연필 

제도용 사프 

색연필  삼각자 스케치북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1vKKA_szZAhUBGJQKHVwPDhYQjRx6BAgAEAY&url=http%3A%2F%2Fusa.freeship.co.kr%2Fgoods%2Fmain.asp%3Fpage%3D2%26cate%3D790%26sword%3D%26research%3D%26sort_str%3Dnew_item&psig=AOvVaw0gz0SOUev0Q0ewaS6hEk7I&ust=152005758717370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q6q6V_szZAhVKlpQKHQsDDQsQjRx6BAgAEAY&url=http%3A%2F%2Fm.blog.naver.com%2Foknaju%2F207122020&psig=AOvVaw3G3ysgeHPnDr1AckwS8Y6A&ust=1520057648677237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Pk6er_szZAhXDGZQKHXZvDuQQjRx6BAgAEAY&url=https%3A%2F%2Fpxhere.com%2Fko%2Fphoto%2F1121838&psig=AOvVaw3rEEhh4OPzPVfEwIfq72Dm&ust=1520057677061221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2kPPhgM3ZAhVKf7wKHWY2Dz4QjRx6BAgAEAY&url=http%3A%2F%2Fitempage3.auction.co.kr%2FDetailView.aspx%3Fitemno%3DB228673937&psig=AOvVaw2orKuLinWitlmu6x8Ws6cz&ust=1520058347142659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Uyp-i_szZAhUIoZQKHTvIDNwQjRx6BAgAEAY&url=http%3A%2F%2Fgoodperson.tistory.com%2F1204&psig=AOvVaw3rEEhh4OPzPVfEwIfq72Dm&ust=1520057677061221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Nh4HGgM3ZAhWLH5QKHbFZBO4QjRx6BAgAEAY&url=http%3A%2F%2Fhwabang.net%2Fproduct%2F10000c000%25EB%2588%2588%25EA%25B8%2588-%25EC%2582%25BC%25EA%25B0%2581%25EC%259E%2590-30cm-%25EC%25A0%259C%25EB%258F%2584%25EC%259A%25A9%2F37225%2F&psig=AOvVaw0XewAXdsNH34TzudPP3Ws2&ust=152005828605783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CmdzK_szZAhVDi5QKHRP2A5wQjRx6BAgAEAY&url=http%3A%2F%2Fdmart.me%2Fboard_Qbft81%2F736&psig=AOvVaw2jRd0H28j7cGvfMzNPsKJB&ust=152005776375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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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1 – 수업 필수 준비물, 스터디 모형제작 관련 

폼보드 우드락 / 폼보드용 본드 커터용 메탈자 

커팅매트 30도 커터 스프레이 접착제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1-O7T_8zZAhWGkZQKHUmdBZ8QjRx6BAgAEAY&url=http%3A%2F%2Fm.blog.naver.com%2Fidecobrain%2F60120852500&psig=AOvVaw0DOPJ0gO-Rj53WSaLJUEDP&ust=152005801994453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G84jh_8zZAhUMlpQKHfmsB6AQjRx6BAgAEAY&url=http%3A%2F%2Fitempage3.auction.co.kr%2FDetailView.aspx%3Fitemno%3DB213977796&psig=AOvVaw2mN_zChxFd_HlbSzRv6NwR&ust=1520058077358016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p-r6SgM3ZAhWGlpQKHUsqCJ4QjRx6BAgAEAY&url=http%3A%2F%2Fupitmall.kr%2Fshop%2Fgoods%2Fgoods_view.php%3F%26goodsno%3D341540&psig=AOvVaw2cGkIBoA0uD4WoNvGWPkOC&ust=1520058181695446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b9_27_szZAhWIkZQKHX-wBkYQjRx6BAgAEAY&url=http%3A%2F%2Fitempage3.auction.co.kr%2FDetailView.aspx%3Fitemno%3DB379739503&psig=AOvVaw1j61TSBd64J7ngFjntqkEP&ust=152005772978197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c-pOb_8zZAhWMm5QKHXYpDvcQjRx6BAgAEAY&url=http%3A%2F%2Fminishop.gmarket.co.kr%2Fiplanners%2FList%3FCategory%3D300022935%26CategoryType%3DGeneral%26SortType%3DNewlyListed%26DisplayType%3DSmallImage%26Page%3D0%26PageSize%3D60%26IsFreeShipping%3DFalse%26HasDiscount%3DFalse%26HasStamp%3DFalse%26HasMileage%3DFalse%26IsInternationalShipping%3DFalse%26MinPrice%3D1000%26MaxPrice%3D31590&psig=AOvVaw3YMyMbXRpbs7JtjHI2mEdz&ust=1520057932411159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s3u_4gc3ZAhVIy7wKHTBADUYQjRx6BAgAEAY&url=http%3A%2F%2Fitem.gmarket.co.kr%2FItem%3Fgoodscode%3D858282291&psig=AOvVaw1bimfEZAcaEGkgUntKmm6F&ust=152005866459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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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1 – 박진석 /  

Project 1 사례주택 1 

건축가 : Kazuyo Sejima 

국   적 : 일본  

주택명 : House in a plum Grove 

건축년 : 2003 

연면적 : ---m2 

 

영상 

https://vimeo.com/84462388 

https://www.youtube.com/watch?v=Y

FSNHYCsJuk 

 

 

도면정보 

http://storiesofhouses.blogspot.kr/200

6/12/coming-soon-house-in-plum-

grove-in.html 

https://archiscapes.wordpress.com/20

14/11/02/house-plum-grove-sejima/ 

 

* 주택명, 건축가 이름 등으로 활용하여 

구글 리서치할 것 

https://vimeo.com/84462388
https://www.youtube.com/watch?v=YFSNHYCsJuk
https://www.youtube.com/watch?v=YFSNHYCsJuk
http://storiesofhouses.blogspot.kr/2006/12/coming-soon-house-in-plum-grove-in.html
http://storiesofhouses.blogspot.kr/2006/12/coming-soon-house-in-plum-grove-in.html
http://storiesofhouses.blogspot.kr/2006/12/coming-soon-house-in-plum-grove-in.html
http://storiesofhouses.blogspot.kr/2006/12/coming-soon-house-in-plum-grove-in.html
http://storiesofhouses.blogspot.kr/2006/12/coming-soon-house-in-plum-grove-in.html
http://storiesofhouses.blogspot.kr/2006/12/coming-soon-house-in-plum-grove-in.html
http://storiesofhouses.blogspot.kr/2006/12/coming-soon-house-in-plum-grove-in.html
http://storiesofhouses.blogspot.kr/2006/12/coming-soon-house-in-plum-grove-in.html
http://storiesofhouses.blogspot.kr/2006/12/coming-soon-house-in-plum-grove-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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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1 – 박진석 /  

Project 1 사례주택 2 

건축가 : Josep Fernando 

국  적 : 스페인 

주택명 :  House inside a house 

건축년 : 2014 

연면적 : 350m2 

 

영상 

http://hicarquitectura.com/2016/12/j

osep-ferrando-a-house-inside-a-

house/ 

https://vimeo.com/161665600 

 

도면정보 

https://www.archdaily.com/798157/h

ouse-between-party-walls-josep-

ferrando/5810106fe58ece64b80000ca

-house-between-party-walls-josep-

ferrando-plan-1 

 

* 주택명, 건축가 이름 등으로 활용하여 

구글 리서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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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2 
최승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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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2 - 최승효 

project 01 
-주택 이해 

- 건축가적 시각 가지기 
-공간의 이해 및 구성법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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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2 - 최승효 

1. 단순한 형태 

2. 다양한 분위기의 공간 

3. 정확한 수치화 

4. 수치에 근거한 정확한 표현 



Project 1 : 거장 주택건축의 재해석 (Renovation on Master's House) 

 

운영기간 

3월 5일(월) ~ 4월 5일(월), 총 5주 

 

개요 

•학생들은 5주 동안 기성 건축가가 디자인한 주택들을 조사/분석하고 별도의 개별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주택을 구성하는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고 건축적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연습을 한다. 

 

•대상주택의 공간구성 방식을 조사 분석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 및 단위공간 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복합적 공간구성 능력을 향상시키며,  

예비건축가로써 건축적 아이디어를 도출 한다. 

 

•대상건물의 조사, 분석 및 기타 다양한 스터디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상주택 변형시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수업운영 

•학생들은 3인1팀으로 팀작업으로 서로 토론하며 프로젝트를 발전시킨다. 

•팀별 1:1지도를 기본으로 하며 모두가 참석하는 발표 및 비평은 별도 통보한다. 

•월요일은 강좌 위주의 수업으로, 목요일은 팀별 1:1지도 위주 수업이 진행된다. 

 

건축 설계 I -  architectural design I  

Studio 02 - 최승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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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2 - 최승효 

리서치 (Research) 
 
대상주택의  실별 구성 및 실
의 용도(program), 해당실의 
공간형태 파악 및 수치화 
 
대상주택의 평면, 단면, 입면 
작성 및 모형제작(1/50) 및 주
택의 계획론 스터디 (3/8) 

1주차, 3월5일 + 3월9일 2주차, 3월12일 + 3월15일 

분석 (Analysis) 
 
대상주택 개별 공간들의  
상호관계 및 건축가의 의도 
파악 – 엑소노메트릭 및 다이
어그램 작성(3/12) 
대상주택의 종합적 분석내용 
발표 – 프로그램, 개별공간의 
특성, 공간의 상호관계(3/15) 

3주차, 3월19일 + 3월22일 

개입 (intervention) 
 
주택개조 목적 및 설계방향 
설정  구체적 방향제시 
 
설계방향 설정에 의한 필요 
단위공간 추출 및 수치화 
설계방향에 맞는 단위공간 제
작(모형) 및 드로잉(도면) 

제안 (proposal) 
 
단위공간의 재조합에 의한 전
체 모형제작 및 도면작성 
 
최종 보완 및 결과물 작성 

5주차, Review for Project 1 (4월 2일, 월) 

발표준비물 : 1:50 모형, 전층 평면도, 단면도 x2, 1:200 배치도, 분석 다이어그램, 공간구성엑소노메트릭 

* 배치도와 스케치를 제외한 모든 도면은 1:50 스케일로 작성할 것 

SPC 08, 09  SPC 07, 08, 10 SPC 08, 09  SPC 07, 08, 10 

SPC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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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2 – 최승효  

사례주택 1 

건축가 : 승효상 

국   적 : 대한민국 

주택명 : 수백당 

건축년 : 1999 

연면적 : 198m2 

 

 

* 주택명으로 활용하여 리서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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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 승효상 

국   적 : 대한민국 

주택명 : 수졸당 

건축년 : 1993 

연면적 : 198m2 

 

 

* 주택명으로 활용하여 리서치할 것 

Studio 02 – 최승효  

사례주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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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3 
설민규 



Project 1 : 거장 주택건축의 재해석 (Renovation on Master's House) 

 

운영기간 

3월 5일(월) ~ 4월 5일(월), 총 5주 

 

수업개요 

• 학생들은 5주 동안 지정된 거장 건축가의 주택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주택설계의 핵심요소로서의 관계들 중 2가지 ‘관계’를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실험한다. 분석시 기존 주택의 도면을 1:50 단면모형을 통해 3차원 공간을 이해한 후 도면을 그리며 2차원 공간 구성을 습득한다. 

 

• 각 학생들은 관계1: 개인공간-공동공간, 관계2: 외부공간-내부공간의 관계를 조사 및 분석하여 주택의 단위공간들의 구성, 동선구조, 구조방식 등 

재료 및 구축방법, 입면디자인 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스케치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며 분석한다. 

 

• 기존 건축물의 개념을 이해 및 분석한 후 학생들은 이를 변형시키기 위해 1:50 스터디 모형과 스케치를 통해 새로운 건축물로 재해석한다.  

 

• 학생들은 완성된 안을 모형, 평면도, 단면도, 스케치 다이어그램 (2차원, 3차원)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업운영방법 

• 학생들은 2인1팀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토론하며 함께 프로젝트를 발전시킨다. 

 

• 매주 월요일은 팀별 1:1지도가 이루어 지고 목요일은 발표 및 비평을 실시하여 다음 주 월요일 수업시 준비할 내용을 논의한다. 

 

• 매주 목요일에는 학생 각자가 작성한 SPC 평가서를 A3 포트폴리오에 성가물과 함께 삽입한다. 

건축 설계 I -  architectural desig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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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Research) 
& 분석 (Analysis) 
 
주택 기본 조사 – 작가, 위치, 
컨셉, 면적, 재료 등등 (3/5) 
주택 분석 – 배치 조건, 스페이
스 프로그램, 동선, 공간의 위계 
(3/8) 
A3 크기로 작성 및 발표 (3/8) 

1주차, 3월5일 + 3월9일 2주차, 3월12일 + 3월15일 

공간 분석 (Analysis) 
& 계획 (Strategy) 
 
주택모형 제작 발표 (3/12) 
주택의 장, 단점 비교 (3/12) 
리모델링 계획 수립 - <주택의 
개인공간-가족공간> / <내부-
외부공간> / <동선의 특징과 배
경 분석 및 발표> (3/12) 
분석내용을 변형하여, 작은 스
케치 평면, 단면, 모형으로 빠른 
속도로 최소 3개의 아이디어들
을 제작 및 리뷰 (3/15) 

3주차, 3월19일 + 3월22일 

협상 (Negotiation) 
& 발전 (Evaluation) 
 
다양한 공간 조닝, 공간 디자인
간의 협상을 통한 조율 (3/19) 
리뷰 후 디자인 디벨롭 (3/22) 
 

4주차, 3월26일 + 3월29일 

제안 (proposal) & 
표현 (drawings) 
 
제안한 아이디어들을 정리하고 
발표를 위한 대형모형, 평면도, 
단면도 제작한다. 

5주차, Review for Project 1 (4월 5일, 목) 

발표준비물 : 1:30 단면모형, 전층 평면도, 단면도 x2, 1:100 지붕 배치도, 분석 다이어그램, 스케치 

* 배치도와 스케치를 제외한 모든 도면은 1:50 스케일로 작성할 것 

Studio 03 - 설민규 

SPC 09, 10, 11 SPC 01, 02, 07, 09, 10 SPC 08, 09  SPC 02, 09  

SPC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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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3 – 설민규 /  

사례주택 1 

건축가 : Studio Velocity  

국   적 : 일본  

주택명 : House in Chiharada 

건축년 : 2012 

연면적 : 110.56m2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

biPAfC0JD8 

 

 

도면정보 

https://www.archdaily.com/572676/ho

use-in-chiharada-studio-velocity 

 

* 주택명, 건축가 이름 등으로 활용하여 

구글 리서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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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rchdaily.com/572676/house-in-chiharada-studio-velocity
https://www.archdaily.com/572676/house-in-chiharada-studio-velocity
https://www.archdaily.com/572676/house-in-chiharada-studio-velocity
https://www.archdaily.com/572676/house-in-chiharada-studio-velocity
https://www.archdaily.com/572676/house-in-chiharada-studio-velocity
https://www.archdaily.com/572676/house-in-chiharada-studio-velocity
https://www.archdaily.com/572676/house-in-chiharada-studio-velocity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lweH_1MrZAhUIfrwKHVClBEwQjRx6BAgAEAY&url=https://www.flickr.com/photos/niltonsuenaga/2769553696&psig=AOvVaw1zACe4ZRmTij85no1T2XHr&ust=15199778659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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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3 – 설민규 /  

사례주택 2 

건축가 : Tato Architects 

국  적 : 일본 

주택명 : House in Miyamoto 

건축년 : 2017 

연면적 : 94m2 

 

도면정보 

https://www.dezeen.com/2018/02/28

/tato-architects-osaka-architecture-

house-miyamoto/ 

 

* 주택명, 건축가 이름 등으로 활용하여 

구글 리서치할 것 

https://www.dezeen.com/2018/02/28/tato-architects-osaka-architecture-house-miyamoto/
https://www.dezeen.com/2018/02/28/tato-architects-osaka-architecture-house-miya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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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ezeen.com/2018/02/28/tato-architects-osaka-architecture-house-miya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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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4 
현철우 



Project 1 : 거장 주택건축의 재해석 (Renovation on Master's House) 

 

운영기간 

3월 5일(월) ~ 4월 5일(월), 총 5주 

 

수업개요 

• 학생들은 5주 동안 지정된 기성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을 조사 및 분석하고 재해석 하는 과정을 통해  그 건축가를 알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불어 

주택설계 시 필요한 기본과정을 이해하고  관련지식을 습득한다 

 

• 지정주택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디자인 전개과정을 배우고 기본단위면적의 이해에서부터 다양한 공간의 구성방식과 상호관계까지 

이해하도록 한다. 

 

• 학생들은 이번 과제수행을 통해  조사/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출된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익다. 

  

수업운영방법 

• 학생들은 3인1팀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토론하며 함께 프로젝트를 발전시킨다. 

 

• 팀별 1:1지도를 기본으로 하며 모두가 참석하는 발표 및 비평은 별도 통보한다. 

 

• 매주 월요일은 강좌 위주의 수업으로, 목요일은 팀별 1:1 지도 수업으로 진행한다. 

 

• 매주 목요일에는 학생 각자가 작성한 SPC 평가서를 A3 포트폴리오에 성가물과 함께 삽입한다. 

건축 설계 I -  architectural design I  



건축 설계 I -  architectural design I  

리서치 (Research) 
 
지정주택과 건축가에 대한 사전
조사 (3/5) 
조사내용을 근거로 한 실별 구
성및 용도 파악(3/5) 
지정주택 도면 포함 A3 크기로 
작성 및 발표 (3/8) 

1주차, 3월5일 + 3월9일 2주차, 3월12일 + 3월15일 

분석 (Analysis) 
 
건축가의 의도와 설계배경을 설
명-에소 및 다이어그램 활용 
(3/12) 
스터디모형 제작 및 종합 조사/
분석 발표 (3/15) 
 

3주차, 3월19일 + 3월22일 

개입 (intervention) 
 
주택개조 또는 마감재료변경 목
적과 설계방향제시 
(3/19) 
마감재료의 디테일 표현과 
최종보안(3/22) 
 

4주차, 3월26일 + 3월29일 

제안 (proposal) 
 
 
제안한 안에 대한  
최종 도면 작성 및 모형제작 
-다이어그램,엑소노,스케치 
 
  

5주차, Review for Project 1 (4월 5일, 목) 

발표준비물 : 1:50 단면모형, 전층 평면도, 단면도 x2, 1:200 지붕 배치도, 분석 다이어그램, 스케치 

* 배치도와 스케치를 제외한 모든 도면은 1:50 스케일로 작성할 것 

Studio 04 - 현철우 

SPC 09 SPC 07, 09 SPC 08, 09  SPC 08, 09  

SPC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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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4 – 현철우 /  

Project 1 사례주택 1 

건축가 : 소우 후지모토 

           (Sou Fujimoto) 

국   적 : 일본  

주택명 : House H 

건축년 : 2008 

연면적 : 125m2 

 

 

* 주택명과 건축가 이름을 활용하여 

리서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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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04 – 현철우 /  

Project 1 사례주택 2 

건축가 : 니시자와 류에 

            (Nishizawa Ryue) 

국  적 : 일본 

주택명 : 모리야마 주택 

            (Moriyama House) 

건축년 : 2005 

연면적 : 263.32m2 

 

 

* 주택명, 건축가 이름 등으로 활용하여 

구글 리서치할 것 



TIP 
참고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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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참고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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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참고 웹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