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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단지개발·상업·공항·군사시설

MIXED-USE
COMMERCIAL & AIRPORT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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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Proposal of Suwon Convention Center
수원 컨벤션 센터

Client 수원시청

Location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855-2 일원

Site Area 50,005.00㎡

Gross Floor Area 96,409.22㎡ (컨벤션센터 83,911.66㎡, 광장 12,497.56㎡)

Stories 컨벤션센터 B2F, 5F / 광장 B3F, 1F 

Structure RC, SC

Cheongju Technopolis Masterplan

Client (주)청주테크노폴리스

Location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일원

Site Area 1,527,575.00㎡

Stories 25층 이하

Structure RC

청주 테크노폴리스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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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라이트 타워

Seoul Light Tower

Client AMC

Location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지구 내 F1, F2블럭 

Site Area 37,280.00㎡

Gross Floor Area 724,375.34㎡ 

Stories B9F, 133F

Structure SRC

광교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파워센터 (계획)

Client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Location 경기도 광교지구 남측 국도 42호선 일대

Site Area 117,511.00㎡

Gross Floor Area 841,008.95㎡

Stories B5F, 62F

Structure SRC

Gwanggyo Power Center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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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lace which is the heart of Magok District, a high-tech industry research center district and only large scale undeveloped 
area in Seoul has a burden to play the role of a park in the city as well as an eco-park. To the south of Yang-chun Road, we 
focused on the city people and to the north, aimed to create an ecological park in which a variety of tree species exist. Also, 
the waterfront’s focal point of design is to interconnect water, the city, city people, and ecology. The waterfront focuses on the 
connection between it and the city. Technological aspects needed for the physical network using the road system was taken into 
deep consideration.

첨단산업연구 중심지구인 마곡지구의 심장부이며 서울의 유일한 대규모 미개발지인 이곳은 도심공원으로서의 역할과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양천길을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도시민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북으로는 다양한 수종들이 함께하는 생태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

였다. 또한 워터프런트는 물과 도시, 도시민, 생태계 등의 연결을 설계의 초점으로 삼고있다. 워터프론트는 도시와의 연결성에 주목하여 도로망을 이용한 물

리적 네트워크에 필요한 기술적 측면을 심도 있게 고려했다.

Magok Waterfront
마곡 워터프런트 (계획)

Client 서울특별시, SH공사

Location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동, 가양동 일대

Site Area 1,170,783.00㎡

Gross Floor Area
Land Area : 753,638.00㎡

Water Area : 417,145.00㎡

Structure RC

Eunpyung Newtown Central Commercial Area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구 복합단지 (계획)

Client SH공사

Location 서울시 은평구 진관 내/외동

Site Area 50,385.00㎡

Gross Floor Area 421,945.61㎡ 

Stories B5F, 31F

Structure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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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yang Byulnae Complex
남양주 별내지구 복합단지

Location 경기도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Site Area 74,987.00㎡

Gross Floor Area 136,225.87㎡

Stories 37F

Structure RC, SC

Paju Unjeong Complex
파주 운정지구 복합단지 (계획)

Location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 주변 상업지역 P1, P2, P3 

Site Area 102,111.00㎡

Gross Floor Area 858,918.00㎡

Stories B8F, 35F

Structure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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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nam Pangyo Complex
성남 판교 복합단지 (계획)

Client 한국토지공사

Location 판교지구 계획구역1내 상업지역

Site Area 143,685.00㎡

Gross Floor Area 1,237,167.23㎡

Stories 25F

Structure RC

Incheon Inter City Project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계획)

Location 인천시 서구 가정동

Site Area 56,664.00㎡

Gross Floor Area 136,225.87㎡

Structure RC

61.4% of the total area is residential,  and 38.6% is 
commercial. The development aims to connect the Yeongjong 
area, Cheongra area, and Seoul using above and underground 
space, as well as air space. It is the only multi complex city 
in Korea with the goal of creating a low-density-high-ris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high quality city.

전체 면적의 61.4%는 주거지역, 38.6%는 상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영종지구와 청라지구 및 서울을 지하, 지상, 공중 공간을 활용해 연결하는 

국내 유일한 입체복합도시로 저밀 고층의 주거환경과 고품격 도시형성을 

목표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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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remium Complex Commercial & Residence, China
중국 현대성 주상복합단지 (계획) 

Client 열달부동산그룹(Yeuda Real Escace Group)

Location Yancheng, China

Site Area Site 1- 83,647.00㎡

Gross Floor Area 247,066.00㎡ 

Stories Shopping Mall, Hotel, Service APT, Silver APT, Street Mall, Sports Center

Structure RC

Yancheng Korea Park Inernational Co. Center, China
중국 옌청경제기술개발구 한국공업원 복합시설

Client 옌청경제기술개발구

Location 중국 옌청시 한국공업원 내

Site Area 80,383.00㎡

Gross Floor Area 82,928.00㎡

Stories B1F, 6F

Structure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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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FENG International Financial Plaza, China
중국 카이펑 국제프라자 (계획)

Location Kaifeng, China

Site Area 15,768.00㎡

Gross Floor Area 49,926.00㎡ 

Stories B3F, 11F

Structure RC

Mixed-Use in Oran, Algeria
알제리 오란 복합단지 (계획)

Client The Mayor of Oran

Location Algeria, Oran

Site Area 72,236.00㎡

Gross Floor Area 513,230.00㎡ 

Stories B3F, 39F, 157M

Structure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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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site condition adjacent to Gangnam-street where most of buildings pursue for modern and future-oriented 
appearance, the project required strong figure emerging the latest trend even considering its profitability. The dramatic contrasts 
between core and medical zone as solid and transparent and diagonal lines crossing opposite direction create outstanding 
facade to become a landmark, and these also give distinctiveness from neighboring buildings.

지역적으로 강남대로변에 비해 건물이 다소 현대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 도산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건물군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으로 임대수익성을 

고려하고 있는 본 사업의 대상 부지도 강한 이미지를 가진 최신 경향의 빌딩이 필요하였다. 이에, 코어 부분과 병원기능 부분을 재료의 투명함과 솔리드함

의 극적인 대비와 사선의 대비로 해석하여 랜드마크성을 획득하고 두 매스 간의 명확한 성격을 규정함으로 주변 건물과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It is a renovation project of partial area of Yongsan I-Park Mall 
into HDC-Shilla duty free shop. Interior and exterior remodeling 
and a bus stop(Grystal Gate) for the users are constructed. 

용산 아이파크몰 판매시설 일부를 HDC 신라면세점으로 리노베이션 하는 프

로젝트로써 내부 인테리어 변경과 입면 리노베이션, 이용객들을 위한 버스 승

하차장(Crystal Gate) 건물을 신축하였다.

Shinsa Mi-Tower Medical Center
신사 미타워 (메디컬 센터)

Client 신성건설

Location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1-1

Site Area 975.40㎡

Gross Floor Area 12,399.44㎡ 

Stories B7F, 18F

Structure SRC

HDC-Shilla Duty Free in Yongsan
hdc 신라면세점

Client HDC 현대산업개발

Location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961, 40-999

Site Area 126,930.74㎡

Gross Floor Area 277,466.10㎡

Stories B3F, 10F

Structure RC,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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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Mart Tan Binh, Vietnam

LOTTE Mart Go Vap, Vietnam

베트남 롯데마트 떤빈점

베트남 롯데마트 호치민 고밥점

Client LOTTE Shopping Vina

Location Ho Chi Minh, Vietnam

Site Area 212,609.00㎡

Gross Floor Area 8,830.00㎡

Structure RC, SC

Client LOTTE Shopping Vina

Location Ho Chi Minh, Vietnam

Site Area 20,022.00㎡

Gross Floor Area 34,711.00㎡

Stories B1F, 4F

Structure RC, SC

Sacheon E-Mart
사천 이마트

Client 신세계건설

Location 경남 사천시 좌룡동 388-10 외 9필지

Site Area 9,994.00㎡

Gross Floor Area 4,042.69㎡ 

Stories B2F, 4F

Structure SC, RC

Mt. Kumkang Okrukwan
금강산 옥류관

Client 현대아산

Location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특구

Site Area 4,985.67㎡

Gross Floor Area 994,92.00㎡

Stories B1F, 2F

Structure RC

Carrefour Haeundai Store
까르푸 부산 해운대점 리모델링 (계획)

Client 까르푸

Location 부산시 해운대구

Structure SC,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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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po Domestic Airport Terminal Remodeling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Client 한국공항공사

Location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외 3필지

Site Area 3,425,949.90㎡

Gross Floor Area 91,185.05㎡

Stories B1F, 5F

Structure SC, RC

Gimpo airport had been functioned as an international airport in South Korea since 1980 until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as 
opened in 2001. Now it only serves domestic flights and some close distance international flights. To keep the reputation of it as 
a representative airport and to  go along the current trend, Korea Airports Corporation pushed forward a renovation plan for the 
first time in 33 years since it was first opened. With the objective titled 'World Class Airport creating Biz & Life', the plan was to 
improve outdated facilities and offer the clients various cultural and business spaces. The design was to create Kimpo airport 
that remembers present and lead the future corresponding to the main concept 'Soar up the sky' 

1980년 완공된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전까지 국제선 여객터미널 역할을 하였고 이후, 국내선 여객터미널로 사용되

었다. 국내 대표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김포공항을 한국공항공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항 후 33년만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다. “Biz & Life를 창

조하는 World Class 공항”이라는 목표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문화 및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설계안은 ‘비상'
이라는 컨셉으로 현재를 기억하고 미래를 선도해나갈 새로운 김포공항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AirporT & pArking 22

This project is an expansion of terminal 2 from existing domestic terminal 1 of Yancheng Nanyang airport. The concept of the 
project 'Flying dragon up in the clouds' implies the future vision of Yancheng Airport. As a dragon flies up with clouds, the design 
was expected to bring vigor energy of dragon's to the airport wishing Yancheng's success. 

중국 옌청공항은 기존 T1 국제터미널에 T2 국내터미널을 증축하는 프로젝트이다. 건축개념은 옌청공항이 나아가고자하는 미래상을 담은‘비룡승운'이다. 

마치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새로운 공항을 통해서 옌청이 비상할 것을 기대하며 용의 길한 기운을 공항에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Yancheng Nanyang Airport 
T2 Terminal & Facilities, China
중국 옌청 남양공항 

T2터미널 및 부대시설 (계획)

Client 옌청시

Location 중국 옌청시 옌청 남양공항

Site Area 80,383.00㎡

Gross Floor Area 30,500㎡

Stories B1F, 2F

Structure SRC

An eco-friendly street park was design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Gangseo district. For this specialized project, 
underground of the street was planned to be public parking space when above ground becomes a designed street park. The 
increase of parking space improves the local living environment, and the linear park offers cozy shelter to the community.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친환경적 가로공원을 계획하였다. 강서구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을 위하여 지하는 공영주차장, 지상은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

는 사업이다. 주차장 계획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상의 공원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작은 쉼터를 마련하였다.

Gangseo Linear Park Street 
Underground Public Parking Palace
강서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Client 강서구청

Location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401-16, 377-42호간

Site Area 29,740.00㎡

Gross Floor Area 16,329.96㎡

Stories B2F, 1F

Structure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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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rmy Intelligence School Department of Language
육군정보학교 어학처

Client 금호산업

Location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Site Area 어학처 113,921.00㎡, 영외숙소 82,838.00㎡ 

Gross Floor Area 어학처 26,059.66㎡, 영외숙소 39,599.10㎡ 

Stories B1F, 4F

Structure RC

Korea Army Intelligence School(AIS) have been relocated to Icheon from Sungnam City to foster talented army in foreign 
languages. The building is arranged in radial shape from center of the globe shaped sculpture in the central plaza showing 
a willingness of being global army. A world-class educational environment has been designed in the main office, education 
center, and dormitory, and cultural/training center including a gym and tennis court are equipped. The facility is not only for 
commissioned officers in the an army language school, but also for the local community improving its welfare.  

육군정보학교는 한층 높은 '군사어학인재 양성'을 위해 성남에서 이천으로 이전하였다. 중앙광장에는 글로벌 육군의 의지를 담아낸 지구본 형상의 조형물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건물로 배치하였다. 본청, 학습관, 생활관 등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멀티미디어 강당, 체력단련실, 테니스장 등 

문화/체육시설도 마련하였다. 간부 장교의 어학교육을 담당하고 향후 일부 교육 편의시설은 주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군인 교육 시설로 계획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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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san Official Residence & Millitary Facilities
전북 익산 관사 및 병영시설

Client 금호산업

Location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신용리

Site Area 27,252.04㎡

Gross Floor Area 18,631.50㎡

Stories 4F

Structure RC 벽식구조

Air Force Wonju & Chungju Military Facilities
공군 원주 관사 및 충주 병영시설

Client 고려개발

Location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Site Area A-20,000.00㎡ / B-8,633.00㎡ / C-11,454.46㎡

Gross Floor Area A-12,664.18㎡ / B-5,996.34㎡ / C-7,218.18㎡

Stories A-101㎡ 8Units 84㎡ 88Units / B-84㎡ 32Units, 72㎡ 64Units / C-72㎡ 688Units

Structure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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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heon Air Force Golf Resort
사천 공군 체력단련장 증설사업 BTo

Client 대한민국 공군

Location 경남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Site Area 697,786.00㎡

Gross Floor Area 8,120.76㎡

Stories 클럽하우스 B1F/3F, 골프연습장 2F, 그늘집, 관리동

Structure RC, SC

The Republic Korea Special Warfare Command 
the 3rd Special Airborne Troops Facilities
특수전 사령부 및 제3공수특전여단 (계획) Client 대림건설

Location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회억리 일대

Site Area 3,555,799.00㎡

Gross Floor Area 179,404.73㎡ 

Stories B2F, 24F

Structure RC,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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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in Military Facilities
용인 병영시설 (계획)

Client 국방부

Location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37-2번지 일대

Site Area 26,530.110㎡

Gross Floor Area 13,240.932㎡

Stories B1F, 4F

Structure RC

Hwasung Military Facilities
화성 병영시설 (계획)

Client 국방부

Location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417-16번지 일대

Site Area 16,410.330㎡

Gross Floor Area 8,135,541㎡

Stories B1F, 4F

Structure 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