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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cheon New Korea National 
Olympic Training Center for Phase 2
진천선수촌 2단계 1공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Education Complex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Client 소방방재청

Location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55번지 일원

Site Area 528,712.00㎡

Gross Floor Area 65,102.60㎡

Stories B1F, 15F, 30개동, 7개 구조물

Structure SC, RC

Client 대한체육회 (발주대행 : 조달청)

Location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731번지 일원

Site Area 1,606,532.00㎡

Gross Floor Area 143,427.44㎡

Stories B1F, 15F (운동시설, 업무시설, 기숙사)

Structure SC, RC

The goal of the project is to improve outdated environment for education and to expand training facilities for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and National civil Defense and Disaster Management Training Institute(NDTI). A world-class 'Urban street 
integrated training zone' is designed to maximize real-life situation when training. 'Green corridor' works as a symbolic 
street which enhance both independence and connectivity of the complex. Through the master plan considering user centered 
accessibility and environment improvement, the complex reserve infrastructure for emergency management education, training, 
and research. 

본 사업은 중앙소방학교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낙후된 교육 환경개선 및 실습 위주의 훈련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실제 상황 훈련 효과 극

대화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도시 가로형 통합 훈련 존’구축과 시설의 독립성 및 연계성 강화 방향을 위한 상징가로‘그린 코리더’조성, 사용자 중심의 접

근성 및 환경 개선 방안을 위한 배치계획으로 선진국과 동등 이상의 소방방재 교육훈련 및 연구 기능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To keep developing talented young players, a national project began to create a new Olympic training center as substitute for the 
outdated Taereung Korea National Training Center.  

진천선수촌 건립공사는 노후화된 태릉선수촌을 대신해 세계최고의 국가대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선수촌을 계획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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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Proposal of Institute for Basic Science

Client 미래창조과학부

Location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1번지(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블럭)

Site Area 200,640.60㎡

Gross Floor Area 72,409.31㎡

Stories B1F, 7F

Structure RC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1차 건립사업

Cheavy Ion Accelerator
중이온가속기 시설 건설사업

Client 미래창조과학부

Location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지구 내

Site Area 952,066.00㎡

Gross Floor Area 130,846.21㎡

Stories B2F, 4F (운동시설, 업무시설, 기숙사)

Structure RC, SC + Tr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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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O International Korea Euiwang R&D Center
덴소 인터내셔널 코리아 의왕 연구소

Client 덴소 인터내셔널 코리아

Location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50

Site Area 20,586.30㎡

Gross Floor Area 7,397.00㎡ 

Stories B1F, 5F

Structure RC

Heesung Catalysts Sihwa R&D Center
희성촉매 시화 연구소

Client 희성촉매

Location 경기도 시흥시

Site Area 19,835.10㎡

Gross Floor Area 20,078.70㎡

Stories B1F, 3F

Structure SC, RC

VATECH Dongtan Research Center
바텍 동탄 의료기 연구소

Client 바텍

Location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Site Area 3,185.90㎡

Gross Floor Area 12,750.00㎡

Stories B2F, 4F

Structure SC,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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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center specialized in researching and developing 
automotive parts, industrial equipment, and living equipment 
designed to enhance technology and business strategy of 
Denso Internatioanl Korea.

덴소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한국 내 기술체제 및 사업 전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부품, 산업기기 및 생활 관련 기기 등에 대한 연구소다.

*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2013.10.01 인터넷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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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HYUNDAI Motor R&D Center

Natural Gas Correction Test Facility 

HYUNDAI KIA R&D Center
Environmental Test 2nd Bldg.

HYUNDAI KEFICO 
Electronic Control R&D Center

서울대학교 자동차 기술연구센터

천연가스 교정시험시설

현대기아연구개발본부 환경시험동

현대케피코 엔진부품 전자제어 연구개발센터

Client 현대자동차

Location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Site Area 3,889.01㎡

Gross Floor Area 7,315.09㎡ 

Stories B1F, 5F

Structure RC

Client 현대엔지니어링

Location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Site Area 47,119.50㎡

Gross Floor Area 20,497.52㎡ 

Stories B1F, 2F

Structure SC, RC

Client 현대·기아자동차

Location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Site Area 3,889.01㎡

Gross Floor Area 5,828.63㎡ 

Stories B1F, 5F

Structure SC, RC, SRC

Client 현대케피코

Location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Site Area 418,183.00㎡

Gross Floor Area 148,761.00㎡ 

Stories 2F

Structure SC,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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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trengthen transmission 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HYUNDAI POWERTECH, HYUNDAI DYMOS, HYUNDAI WIA had 
placed in Hyundai Transmission R&D center Jointly. Nowdays Hyundai Powertech has been supplying the automatic transmission 
to KIA Motors. Also HYUNDAI DYMOS and HYUNDAI WIA has been supplying manual transmission, SUV and commercial vehicle 
transmissions to HYUNDAI & KIA Motors.

3사 통합연구소는 남양연구소 인근 부지 1만 5천평 규모에 변속기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파워텍, 현대다이모스, 현대위아 등 3개 계열사 

공동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재 현대파워텍은 기아자동차에 자동변속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대다이모스와 현대위아는 수동변속기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및 상용차용 변속기를 현대·기아차에 공급하고 있다.

R&D center designed for increase in local production and sales volumn by researching and developing local target model and 
transformational model to extend sales cycle of old models. 

인도 중남부의 안드라 프라데시주 하이데라바드에 위치하며 인도 내 현지 생산과 판매를 위해 필수적 요소인 현지 전략 모델 개발 및 노후 모델의 판매주기 

연장을 위한 변형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시설이다.

R&D center constructed in Dangjin plant A zone with simultaneous construction of steel manufacturing plant to improve its own 
R&D capacity and to develop advanced manufacturing techniques of hot and cold rolled plate.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체적인 R&D 역량 강화와 열연 및 냉연강판의 고급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소로 일관제철소 건설과 함께 당진공장 A지구에 건설

HYUNDAI DYMOS Dongtan R&D Center

HYUNDAI Motor Transmission R&D Center

현대다이모스 동탄 연구소

현대자동차 3사 변속기 통합연구소

Client 현대다이모스

Location 경기도 동탄2  택지개발지구

Site Area 47,706.00㎡

Gross Floor Area 26,423.00㎡

Stories B1F, 4F

Structure SC, SRC

Client 현대자동차

Location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Site Area 3,379,922.00㎡

Gross Floor Area 535,957.17㎡ 

Stories 3F

Structure SC, RC

HMI Hyderabad R&D Center, India

HYUNDAI Steel Dangjin R&D Center

현대자동차 인도 하이데라바드 연구소

현대제철 당진 철강연구소

Client 현대자동차

Location 인도 하이데라바드

Site Area 60,702.00㎡

Gross Floor Area 18,128.45㎡

Stories 4F

Structure RC

Client 현대제철

Location 충남 당진 송악읍 고대리 167-32

Site Area 25,890.00㎡

Gross Floor Area 18,613.10㎡ 

Stories B2F, 4F

Structure SC,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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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center specialized in researching and developing car seats, transmission(accelerator, powertrain & dual clutch 
transmission) produced by Hyundai Dymos.

현대다이모스에서 생산하는 차량용 시트 및 변속기(엑셀, 파워트레인 & DCT)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첨단 연구 및 시험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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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EN TIRE R&D Center will become a new headquarter in Magok City where lots of R&D centers are densely located. It has 
powerful and impressive facade through centralized layout and uniformed elevation design. Performance test zone and R&D 
zones are planned for the best efficiency with various eco-friendly items in design which makes it Green NEXEN TIRE R&D 
Center. 

연구시설이 밀집된 마곡에 넥센타이어의 새로운 헤드쿼터 역할을 할 마곡 R&D 연구소를 계획하였다. 집중형 배치와 통일된 입면 디자인을 통해 파워풀한 

첫인상을 부여하였으며 기능적으로 크게 구분되는 성능 테스트존과 연구존을 효율적으로 조닝하였고, 다양한 친환경 아이템 적용을 통해 GREEN 넥센 

연구소로 계획하였다.

Shinsong Holdings Magok R&D Center
신송홀딩스 마곡 연구소

Client 신송홀딩스

Location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D21-5 (산업시설용지)

Site Area 2,979.00㎡

Gross Floor Area 14,119.00㎡ 

Stories B2F, 9F

Structure RC

NEXEN Tire Magok R&D Center
넥센타이어 마곡 연구소 (계획)

Client 넥센타이어

Location 서울 강서구 마곡 가양동 D5-1~4 (산업시설용지)

Site Area 17,105.00㎡

Gross Floor Area 43,445.96㎡ 

Stories B2F, 5F

Structure RC

To become a symbol of SINSONG Holdings as a new growth engine towards the world leading food company, SINSONG Holdings 
R&D center is strategically designed with three major ideas; a landmark of SINSONG, the optimum environment for food 
research and development, eco-friendly design. By applying company logo to the facade of building, the design represented its 
truthful philosophy as a food enterprise while the architecture symbolizes SINSONG. By planning optimum module, the center is 
planned to accommodate various research functions and even to promote economical feasibility for the company. 

글로벌 식품 일류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신송 기업의 상징이 될 마곡연구소는 신송의 랜드마크, 식품 개발을 위한 최적의 연구환경, 친환경

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CI를 활용한 입면 디자인으로 식품기업으로써의 정직한 철학을 담았으며 신송의 랜드마크를 부

여하였다. 또한 최적의 모듈 계획을 통해 다양한 연구기능을 수용 및 기업의 경제성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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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cheongnamdo Public Library
충청남도 도립도서관 (계획)

Ulsan Library Competition
울산 시립도서관 (계획)

Client 충청남도 도립도서관

Location 충남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문화1(내포신도시)

Site Area 31,146.00㎡

Gross Floor Area 12,168.22㎡

Stories B1F, 4F

Structure SRC, SC

Client 울산시청

Location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585번길 41외 6필지

Site Area 31,125.00㎡

Gross Floor Area 15,878.26㎡

Stories B1F, 4F

Structure SC

Ulsan Buk-gu Public Library
울산 북구 공공도서관 

Client 울산광역시 북구

Location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78

Site Area 12,026.00㎡

Gross Floor Area 2,624.49㎡

Stories B1F, 3F

Structure RC,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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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College & Institute for Renewal Energy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소 (계획)

Client 광주과학기술원

Location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61 광주과학기술원 內

Site Area 134,876.00㎡

Gross Floor Area 42,179.00㎡

Stories B1F, 8F

Structure RC, SC

Yongin English Village
용인 영어마을 (계획)

Client 용인시, 한국외국어대학교

Location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완산리 산 75-2

Site Area 61,211.94㎡

Gross Floor Area 21,079.00㎡

Stories B1F, 7F

Structure SC,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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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oast Guard Academy
해양경찰학교 (계획)

Client 해양경찰학교

Location 전남 여수시 오천동 산 122번지

Site Area 2,305,468.00㎡

Gross Floor Area 78,240.16㎡

Stories B1F, 10F

Structure RC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경찰대학교 (계획)

Client 경찰대학교

Location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일원

Site Area 781,907.00㎡

Gross Floor Area 87,308.65㎡ 

Stories B1F, 8F

Structure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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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u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Center
국립진주산업대학교 종합교육관 (계획)

Client 국립진주산업대학교

Location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번지 진주산업대학교 內

Site Area 134,876.00㎡

Gross Floor Area 42,179.00㎡ 

Stories B1F, 16F

Structure SC, RC, SRC

Four major ideas are integrated in the design; 'Creative aesthetic value' symbolizing 100 years of history and 100 years for future 
of the university, 'Energy saving design' for education center created by three-dimensional green space and passive design, 
'Open space' for communication between local culture and the university, and 'Sustainable design' for high-tech educational 
facility. The centennial memorial, which will be the landmark of the region, shows visual transformation as per time and location 
through the overlaid image of its gate, LED landscape lighting, and the mass of the building harmonized with the scenery of 
South River. Also, on top of the memorial, the stunning night scenery will be spread out.  

100년의 역사와 100년의 미래를 상징하는 독창적 조형미, 입체화된 녹지와 자연형 설계기법을 적용한 에너지 절약형 교육관, 지역 문화와 학교가 소통하

는 열린 공간,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첨단 교육 시설 등을 주안점으로 설계됐다. 특히, 지역의 명소가 될 개교 100주년 기념관은 관문

의 중첩된 이미지와 LED 경관조명, 입체감이 남강의 경관과 조화를 이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변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야경이 

장관을 펼친다.

Cultural Education Center, Unitersity of Seoul
서울시립대학교 시민문화교육관 (가작)

Client 서울시립대학교

Location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Site Area 270,600.00㎡

Gross Floor Area 222,290.32㎡ 

Stories B3F, 7F

Structure SC, SRC

YOO HOI JIN Digital Library
유회진 학술정보관 (계획)

Client 서울대학교

Location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내 
공과대학 301동 북측 현 주차장 부지

Site Area 3,646.96㎡

Gross Floor Area 8,507.90㎡ 

Stories 6F

Structure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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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 Education & Dormitory Inha Technical College Traning Center
울산대학교 국제교류관 및 기린학사 (계획) 인하공업전문대학 기초실습관 (계획)

Client 울산대학교

Location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02번지 일원

Site Area 552,57.00㎡

Gross Floor Area 10,445.28㎡

Stories B1F, 8F

Structure RC, SC

Client 인하공업전문대학

Location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천공업대학 내

Site Area 7,000.00㎡

Gross Floor Area 14,564.00㎡

Stories B2F, 5F

Structure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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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is to design multi-complex educational and cultural center which will be the symbol of Cultural City Anseong 
under the theme of 'Interactive Space between Human, Culture, and Nature' To accommodate the vision of Anseong, a high 
quality performance hall was completed in the plan, and three major strategies for design were set after thoroughly analyzing 
the site condition; First, a central courtyard enhancing community communion, second, the most advanced performance hall 
connecting human and culture, the last, eco-friendly facility communing human and nature. 

본 프로젝트는‘사람과 문화, 자연이 교감하는 시설’을 주제로 문화도시 안성의 상징이 될 복합교육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안성시

의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공연장을 완성하고, 대상지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3가지 핵심 전략을 목표로 계획하였다. 첫째, 사람과 사람의 교감이 

있는 교류의 마당, 둘째, 사람과 문화의 교감을 이루는 최고의 공연시설, 마지막으로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는 친환경 시설이다.

Anseong Education & Culture Center
안성 복합교육 문화센터

Client 안성시

Location 경기도 안성시 현수동 80번지 일원

Site Area 50,375.00㎡

Gross Floor Area 17,939.19㎡ 

Stories B1F, 4F

Structure SC, RC

The design of the first National Arboretum in city was intended to integrate the traditional Korean beauty and nature by laying 
out traditional scenery with Hanok(Korean traditional house), Madang(courtyard), Gil(street). It is a space for green-cultural 
complex where various ecolog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exhibitions are held by utilizing indoor and outdoor integrated 
exhibition network and by exploring tour program under the theme of garden, water, and forest. Each theme garden is planted 
with species as per the theme accordingly suggesting garden planting method and is also achieved Korean aesthetic quality by 
traditional pattern planting method.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가 수목원인 국립 중앙 수목원은 한옥, 마당, 길이라는 전통적 경관을 담은 배치를 통해 한국적 미와 자연을 담은 국가 중앙 수목원

으로써 도시정원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원, 물, 숲을 주제로 한 테마 관람동선 및 탐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내외 통합 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생태교육, 여가, 전시가 다채롭게 이루어지는 복합 녹색 문화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주제원별 테마와 연계한 배경 수종을 도입하여 정원형 식재 기

법을 제안하고, 전통문양 패턴의 부분 식재 계획을 통해 한국적 조형미가 깃든 주제원을 연출하였다. 

The National Arboretum Development

Client 산림청

Location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Site Area 649,997.00㎡

Gross Floor Area 22,891.43㎡

Stories 3F

Structure SC, RC

국립 중앙 수목원



Gyoha New Town 
Complex Communication Center A1
교하 신도시 복합 커뮤니티센터 A1 (계획)

Client 파주시

Location 경기도 파주시 와동리 599

Site Area 14,926.09㎡

Gross Floor Area 30,261.00㎡

Stories B2F, 6F

Structure RC

Ulsan Complex Wellfare Center
울산 북구 종합복지회관

Client 현대자동차

Location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21-2

Site Area 9,104.00㎡

Gross Floor Area 11,564.39㎡

Stories B1F, 4F

Structure SC, RC

reSeArch & educATionAl 26

Hwagok-dong Cultural & Welfare Center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계획)

Client 강서구

Location 서울 강서구 화곡8동 890번지 

Site Area 3,209.80㎡

Gross Floor Area 12,654.00㎡

Stories B3F, 6F

Structure SC, RC



hoSpiTAl 28

Yangpyeong Rehabilitation Hospital
양평 교통 재활 병원

Client 교통안전공단

Location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621-1일원

Site Area 90,643.00㎡

Gross Floor Area 42,506.61㎡ 

Stories B1F, 6F

Structure RC

This building is the rehabilitation hospital for the people injured by a traffic accident. There are three concepts in the design 
process; ’Cheong(green)’, ‘Myung(Light)’, and ‘In(human)’. The design is streamlined in shape of building along by the 
geographical feature. The building has the broad elevation area as the use of sloped feature of contour in where the building 
place. It makes the indoor space to be better brightness. Energy-optimized envelope pursue economic benefits as a high eco-
friendly facility.

양평 교통 재활 병원은 교통사고 재활 환자들을 위한 전문 병원으로‘청(靑)’,‘명(明)’,‘인(人)’이라는 계획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 지형의 형상을 따라 자

연스럽게 유선형으로 계획하고,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외기에 면하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여 밝은 내부 공간을 제공하면서 저에너지 소비형 외피로 최적의 

에너지 경제성을 추구한 친환경적 건물이다.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rauma Center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

Client 부산대학교병원

Location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05 부산대학교 병원 내

Site Area 25,723.80㎡

Gross Floor Area 105,337.48㎡

Stories B1F, 13F

Structure RC, SRC

hoSpiTAl 28



hoSpiTAl 30

Changwon Gt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계획)

Client 경상대학교병원

Location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555번지 일원

Site Area 의료시설 68,767.10㎡ / 장례식장 4,295.00㎡

Gross Floor Area 의료시설 101,205.69㎡ / 장례식장 3,711.04㎡

Stories 의료시설 B3F, 12F / 장례식장 B1F, 2F

Structure RC, SC

hoSpiTAl 30

사오마이 한국 국제병원 (계획)

Sao Mai Korea International Hospital, Vietnam

OT Trauma Hopital, Vietnam
베트남 oT 외상병원 (계획)

Client Duc khai Company

Location Dist 9, Ho Chi Minh, Vietnam

Site Area 30.355,00㎡

Gross Floor Area 86.612.00㎡

Stories B2F, 12F

Structure RC

Location Binh thanh tp. Tan An Long an , Vietnam

Site Area 119,907.90㎡

Stories Hospital 1000room, Apartment, Villa, Hotel, 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