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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건물, 꽃보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피어나다
Man and Building, Blooming More Beautiful Scene than the Flower

김 억  / 한남  교수
Kim, Uk-Jung / Professor, Hannam University
kuj725@hanmail.net

출신 은 건축가들의 야심작인 한남 학교 창업보

육센터를 보러 가던 날 건물 안  곳곳에서 학생들이 행

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나 한 그 즐거움이 여간 큰 것

이 아니었다. 인동간격이 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이 잘 

갖추어진 덕연구단지지만 건물 안  곳곳에서 그 지

만의 고유한 은총을 릴 만큼 구성의 백미를 잘 조성해 

낸 건물들이 그리 많지 않은 에 비추어 본다면, 보기 드

문 수작이라 여겨진다. 이 건물을 돌아보며 나는 특별히 

고려 선비 이제 (李齊賢, 1287-1367)의 운 루기(雲錦樓

記)가 떠올랐다. 

“밝은 아침 어두운 녁이면 매양 형상이 달라지며 건

편 여염집들의 집 모양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으며, 

타거나 걸어 왕래하는 사람들 에는 달려가는 사람, 쉬는 

사람, 돌아다보는 사람, 손짓해 부르는 사람과 친구를 만

나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 윗사람을 만나자 달려가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즐겁기 그지없다.”

기문 속에는 운 루에 서서 이곳과  곳을 두루 바라

보고 즐기는 가운데 활기찬 일상을 펼쳐가는 사람들의 모

습이 정겹게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운 루기가 남다른 것

은 잘 디자인 된 건축물의 풍경 속에 사람들의 일상의 모

습을 활짝 핀 꽃처럼 생생하게 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즐거운 모습을 상상하고 있노라면, 사람이 건축물과 더

불어 아름다운 풍경으로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아니 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 정상이지만, 

이제껏 그러지 못했던 것은 사람과 집, 그리고 풍경 사이

에 심각한 부조화가 있었다는 증좌다. 돌이켜 보건  기능

과 효율 주로 숨 가쁘게 세워졌던 도시와 건축에서 사

람은 늘 뒷 이었으며 풍경 속에 스며들지도 못한데다, 주

인으로서 그 권리를 제 로 리지 못했던 것이 우리네 

실이었다. 

한남 학교 창업보육센터는 학생들로 하여  주인으로

서 그 공간의 가치를 맘껏 릴 수 있도록, 배치와 매스 

계획은 물론 디테일 구성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

울 음을 알 수 있다. 그 다고 지 주변에 빼어난 정경

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풍경을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풍경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삶의 

장 자체를 진실이 담긴 가치 있는 경 으로 아우르려는 

연민의 시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집, 그리고 단지 주변에 

이르기까지, 풍경 속에 모두 하나 된 모습으로 묶어낼 수 

있는 마력. 그들 사이 맺어진 소 한 순간들을 즐겨 바라

보며,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마  품게 할 

수 있는 력. 그것이 곧 디자인의 힘이요 풍경의 은총이

라는 사실을 잘 보여  건물이라 할 수 있다. 

풍경의 주인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무

엇보다도 사람의 높이에서 일어나는 미학  상으로 

꼼꼼히 검하고 배려하여 사람을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며 그 디자인으로 인해 사람이 사람다운 

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수 있을 만큼 구체 인 교감

이 이루어져야 제 로 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일상의 

삶에 뿌리를 두지 않은 채 그  빼어난 미 , 겉멋만을 취

하려는 디자인 태도는 때로 얼마나 맹목 인 지, 디자이

들이 깊이 새겨보아야 할 목이 아닌가 싶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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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사주의를 버리고 사람과 삶의 진실 앞에 겸손하며, 일상

의 척도를 가장 우선시하는 디자인이 되어야 마땅하다. 

요컨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는 시설들! 사람이 풍경

으로 피어나는 거리!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는 도시! 모

두가 행복과 아름다움을 려야 할 사람들로 하여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풍경 속에 주인으로 돌아오도록 하

는 것이 건축의 진면목이어야 한다. 자연과 사람이 면에 

나 설수 있도록 디자인이 과장되지 않은 건축! 이 건물이 

 건물의 배경이 되어 상생하는 건축! 한남 학교 창업

보육센터는 그 게 ‘디자인을 한 디자인 심’의 건축 

패러다임을 버리고 사람과 삶이 풍경의 심이 되는 패러

다임으로 환해 보인 소 한 사례라 할 만 하다.

땅은 스스로 기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이하게 만드

는 것은 형태와 승경이며, 사람은 스스로 귀한 것이 아니

라 그를 귀하게 하는 것은 재주와 덕성이다”(“地不自奇 所

奇  形勝也 人不自貴 所貴  才德也”)라는 학 (鶴峯)선

생의 말  속에는 형승을 다루는 디자인 행 가 곧 땅을 

고귀하게 한다는 가르침이 들어 있다. 자연이 가져다  

은총을 고귀하게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와 승경을 다루는 사람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사

람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 한 사람이

니, 건축가야말로 지의 메시지를 찾아 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거듭나도록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바가 아닐 

수 없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

는 없다.” (정 종,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에서)고 할 만 

하지 않겠는가.

∙ 지 치: 역시 유성구 민동 461-6 외 1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덕연구개발 특구

∙용도: 교육연구  복지시설

∙ 지면 : 83,115.20㎡

∙건축면 : 1,860.10㎡ 

∙연면 : 5,334.93㎡

∙건폐율: 2.23% 

∙용 률: 6.12% 

∙규모: 지하1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외부마감: 벽돌 치장쌓기/ 제치장 콘크리트, T24 복

층유리 

∙내부마감: T30화강석물갈기, 비닐계타일, 수성페인트

∙설계기간: 2010. 8～2010. 11 

∙설계 : 조재억, 김진화. 심종훈, 한상화 

∙시공자: (주)건국건설 

∙감리자: 건축사사무소 이지도시건축 일원 

사진 1. 한남 학교 창업보육센터 경

사진 2. 한남 학교 창업보육센터 야경

<건축설계자 프로필>

∙조재억 에이 앤 유 건축사 사무소 소장

한남 학교 공과 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스 스로 

유학. 로쟌 연방공과 학 건축학과를 졸업하 다. 재 스

스 공인건축가  에이 앤 유 건축소장으로 활발한 건

축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남문 장 공간 재창조 사업 설계경기 

당선, 동부지방 산림청 신축공사 설계경기 당선, 한남 학

교 창업보육센터 설계경기 당선 등이 있다.

∙김진화 

한남 학교 공과 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랑스 리 

라 발 트 건축학교 디 롬. 

재 랑스 공인 건축가이며, 한남 학교 건축학부 겸

직교수로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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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품으로는 강릉 동부 지방산림청 상설계 당선, 

한남 학교 덕밸리 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상설계 당선 

등이 있다.

∙심종훈 이지도시건축 건축사 사무소 표

성균 학교 공과 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하 다. 실무

로는 건축사 사무소 기가원을 거쳐 재 건축사사무소 이

지도시건축 표로 활발한 건축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남부지방 산림청 신축공사 상설계 당

선, 목척교 주변 복원 시민 아이디어공모 문부분 장려, 

북 생물 산업진흥원 발효 시험 생산동 신축설계(B-GMP), 

탄방동 J&S빌딩 신축설계, (주)메디톡스 오창 공장 본  신

축설계(B-GMP), 한남 학교 학군단 신축설계, (주)연성정

화학 화성공장 신축설계(C-GMP) 등이 있다.

∙한상화 이지도시건축 건축사 사무소 표

충남 학교 공과 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하 다. 실무 경

력으로는 건축사사무소 화인건축을 거쳐 건축사사무소 이

지도시건축 표로 활발한 건축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남

 겸직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용산 등학교, 평 학교 상

설계 우수상, 남부지방산림청 신축공사 상설계 당선, 목

척교 주변 복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 문부분 장려, 

남문 장 공간 재창조사업 설계경기 당선, 한미타올 개성

공장 신축설계,  학하 CES(열 병합 발 소)기본설계, 

 보건 학교 MASTER PLAN. 한남 학교 창업보육

센터 신축설계 등이 있다.

사진 3. 남측, 서측면도 사진 4. 북측, 동측면도

도면 1. 남측면도        도면 2. 서측면도               도면 3. 동측면도

사진 5. 창업보육센터 외부-1 사진 6. 창업보육센터 외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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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창업보육센터 외부-3 사진 8. 창업보육센터 외부-4

도면 4. 횡단면도

사진 9. 창업보육센터 내부-1 사진 10. 창업보육센터 내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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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1층 평면도 도면 6. 2층 평면도

도면 7. 3층 평면도
     

도면 8. 4층 평면도
     

도면 9. 5층 평면도

1. 화장실 2. 실습실 3. PBL실 4. 실험실 5. 통제실 6. 측정실 7. 세탁실 8. 비실 9. 물품보 실 10. 사무실 11. 연구실 12. 휴게실 

13. 세미나실 14. 테라스 15. 소회의실 16. 네트워크실 17. 공동기기실 18. 사무실 19. 회의실 20. 보육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