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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골 행복발전소
ARCHITECT_ 몰드프로젝트 (정영섭, 홍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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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dproject는 2005년 건축스튜디오로 시작하여, 2011년 홍영

애 소장이 합류한 프로젝트 스튜디오이다. 보수적이며 경직된 기

존의 설계사무소의 운영방식과는 달리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험 중

이다. 외피를 통한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장소에서 유래되고 오래

도록 감응을 주는 건축물을 추구하고 있다. 도시의 역사, 문화, 예

술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통해 건축적 해법과 장치를 찾으려 하고 

있다. 대지에 조심스럽게 개입하여 겸손한 자세로 일상적인 건축

을 추구하고 있으며, 섬세한 과정을 통하여 건축물의 특성과 분

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정영섭은 경기대학교 건축공학부를 졸업, 성균관대학교 건축도

시디자인과정 석사 학위를 받았다. 홍영애는 경기대학교 건축공

학부를 졸업,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서울중구 마을건축가로 활동 

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노고산동 꽃학원(OMF), 불암골 행복발전소, 상

계 예술마당, 창신동 앵커시설, 무목적 등이 있다. 2014, 2016, 

2017, 2019년 서울시건축상, 2015년 신진건축사대상을 수상

하였다.

BURAMGOL HAPPINESS 
GENERATION STATION

건축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표건축가 정영섭 홍영애

디자인팀 장우재

구조 ㈜은구조기술사사무소

기계엔지니어 (주)세종기술사사무소 

전기 ㈜준영이엔씨 

시공 ㈜씨엔제이종합건설 

사진작가 노경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14길 53

주요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지역아동센터, 북카페)

대지면적 469.00㎡ 

건축면적 268.91㎡ 

연면적 266.56㎡ 

규모 지상1층 

건폐율 57.34% 

용적률 56.84%

설계기간 2014. 07~ 2014. 11

시공기간 2015. 04~ 2016. 06 

Architecture Overview Architec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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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복원 운동을 추진하며 데릭 보

크Derek Bok의 “행복국가를 정치하라(2011년)”에서 아이디어

를 얻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발전소 사업을 펼쳤다. 현재 노

원구일대에는 10여 개소가 운영 중이며 작은 도서관, 지역아동센

터, 북카페 등을 주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가 운영 주체가 되어 어

린이와 학부모, 주민 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2014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위촉된 첫 해에 지명공모로 불암골 

행복발전소의 설계를 하게 되었다. 공모전을 시작으로 인테리어 

시공완료까지 만2년이 걸렸다. 설계와 감리는 노원구청 청소년

과, 건축과, 공부방 선생님, 주민자율운영위원, 시공자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설계안을 설득하는 과정의 반복이었다.

중계동에 위치한 불암골 행복발전소는 지역아동센터와 북카페이

다. 지역아동센터는 마을 속에서 아이들에게 학교교육과 가정교

육의 기능을 보완하고 부족한 돌봄을 채운다. 인근에 민간이 운영

하던 공부방이 자연스럽게 입주하기로 하였고, 북카페는 주민자

율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역아동센터

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집과 같은 공간을 제공하여 늦은 

시간까지 머무르는 것이 가능해야 했다. 주방은 간식, 저녁제공이 

가정과 같이 이루어지고, 간단한 요리교실 운영의 기능도 요구되

었다. 설계초기 단계에서는 개방적인 창호와 동선을 제안하였으

나 센터에서는 아이들의 보호와 안정을 우선이라 하였다. 커뮤니

티의 기능에 따라 개방감과 안정감을 세심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주택가에 위치하고 별다른 수입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유지비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카페는 무인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공유

와 자치가 가능한 공간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커피머신을 구입하고 열려 있는 주방으로 계획하

였다. 북카페와 주민회의 공간을 기반으로 영화, 독서, 살림, 노래 

등 자체적인 동아리 모임이 생겨났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어른들의 커뮤니티는 육아라는 공동의 관심으로 시작하여 자연

스러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동아리 모임은 문화적인 활

동을 통해 지역을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큰 길가에 있지 않아서, 주택과 작은 상점들 틈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 좋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건강한 커뮤니티의 모습 또한 감동이다. 작은 규모

이나 지역에 깊숙이 위치하여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 후 상계동의 상계예술마당을 설계하며 지역

의 다양한 문화예술모임을 위한 다목적 공간을 설계하였고 지금

까지도 크고 작은 공공시설의 인테리어나 건축설계를 하고 있다. 

다른 프로젝트에 비교하여 불암골행복발전소는 이용 대상이 인근

의 주민이며 가장 다양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이 작은 시설의 힘

은 주민자치에 있다. 다른 지역에서 주민자치로 운영하고자 하여

도 그 실체와 대상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다. 노원구의 경우 일찍

부터 행정이 도와주고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가 시도되었고 

교육, 보육, 문화라는 주민요구를 행정이 잘 받아주었다. 

Concept Diagram



10   한국교육시설학회학회지 제28권 제01호   통권 140호

노원구는 그 방법으로 적정한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작은 시설들을 동네 적소에 설치하였다. 목

적이 다른 2개의 용도는 서로를 보완하고 존중하

며 건물의 생명력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아동센

터는 주중 오후와 저녁까지 주로 이용되고, 북카

페는 그 나머지 시간과 주말을 채운다. 골목에 항

상 불이 켜진 공공시설이 있어 마을커뮤니티의 중

심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커뮤니티시설은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다시 고민하게 되었

다. 큰 공동체과 작은 공동체의 역할이 다르며 공

간의 개방성보다는 운영에서의 개방성과 탄력성

이 지속가능하고 작동하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설계자보다 더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는 주민에게

서 찾을 수 있다. 불암골 행복발전소가 주민의 야

이기를 듣고, 엮어, 실체화 하는 공공건축의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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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습프로그램영역

1. ‘나무’ 돌봄 교실
수직동선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영역과 학습영역
이 분리된다  외곽에 배치되어  환기와 채광에 
유리하고 쾌적하다.
2. ‘풀잎’ 돌봄 교실
창의성을 유발하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
간이다. 

동네커뮤니티영역

3. ‘꽃잎’ 독서교실
수직동선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영역과 학습영역
이 분리된다  외곽에 배치되어, 환기와 채광에 
유리하고 쾌적하다

4. ‘찬샘’ 북카페
동네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주진입부에 배치
부속시설의 이미지 탈피를 위해 전면 배치

관리영역

5. 사무실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통합운영

6. ‘열매’ 급식 조리실
주택과 유사한 평면계획으로 아동들에게 안락
한 식사제공

야외영역

7. 중   정
내부 공용공간에 중정을 뱇하여 개방감과 쾌적성
을 높임. 옥상의 놀이공간과 연계한 다양한 야외
활동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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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1. ‘NAMU’ Daycare Classroom
2. ‘POOLYP’ Daycare Classroom
3. ‘GGONNYP’ Reading Classroom
4.’CHANSAEM’ Book Cafe
5. Office
6. ‘YEOLMAE’ Kitchen & Dining hall
7. Court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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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

정면도

1. Vestibule
2. Courtyard
3. Corridor
4. ‘NAMU’ Daycare Classro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