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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천동 자동차 전시장
Docheon-dong Car Showroom

38 Works

건축주 | 임창록
감리자 | ㈜HS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시공사 | 풍경 디자인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88
주요용도 | 자동차 영업소, 사무실
대지면적(Site Area) | 860.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71.19㎡
연면적(Gross Floor Area) | 350.7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9.91%
용적률(Floor Area Ratio) | 40.78%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티타늄징크, 로이복층유리, 외단열시스템, 목재루버
 - 내부 : 비닐페인트, 폴리싱타일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4.05.09. ~ 2014.07.0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07.14. ~ 2015.05.31
사진(Photographer) | 조성진(Jo, Sung-jin)

•설계팀 :  김도용, 강현창, 신민주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도화구조
 - 기계설비분야 : 삼원ENG
 - 전기분야 : ㈜미래
 - 소방분야 : 세종유비스

Client : Im, Chang-rok
Architect : Lee, Soon-me
  Project Team :  Kim Do-yong / Kang Hyun-chang / Sin Min-joo
Location :  Imbanguldaero 588, Gwangsan-gu, Gwangju-si,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Dohwa Structure
HVAC Engineer : Samwon ENG
Electrical Engineer : Mirae Electrical
Fire Engineer : Sejong Ubis
Finishing
  Exterier :  Titanium Zinc Pannel, Low-E Glass,   

Exterior Insulation&Finish System, Wood Louver
  Interior : Paint, Polishing Tile

설계자 ┃ 이순미_KIRA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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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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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 대표실 2. 남자화장실  3. 여자화장실 
4. 파우더룸  5. 발코니

1. 전시홀
2. 야외전시
3. 상담실
4. 휴게데크
5. 탕비실
6. 창고

1. 사무실  2. 화장실  3. 샤워실  4. 옥상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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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시장을 계획하고자 한 대지는 70m도로에 접해있으면서 대지의 폭은 21m, 길이는 42m의 긴 

대지 형상을 하여 도로에 접한 폭이 매우 좁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지이다.

전면 도로에서 개방감을 주면서 진입이 용이하도록 수직으로 배치하며 건물 형태에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하여 속도감 있는 도로에서 한눈에 인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판매자와 소비자를 만족 시키는 이 건물의 입면은 대지경계선을 따라 유연한 곡선의 형태로 하여 자동

차의 속도감을 표현하였다.

건물 정면에 필로티를 통해 자연스럽게 진입을 유도하였으며, 이곳은 외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여 좁은 내부 전시장을 보완하였다.

전시 홀의 층고는 1층과 2층을 연계하여 전시장의 수직 공간감을 확보하였으며 기능에 따른 자연스러

운 동선은 수평적 요소와 수직적 요소가 어우러져 안정된 상승감을 만든다.

전시를 위한 유리마감은 건물의 개방감, 외부공간과의 확장감도 느낄 수 있다.

3층 사무실 앞은 옥외데크를 조성하여 외부공간과 자연스러운 연계를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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