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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lan integrates three institutions, Southeast Regional Statistics Offic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Agency, and Busan Regional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testing center equipped with a 
hazard prevention facility and for improvement of the outdated office environment. As it is expressed in the mass composition, 
it is planned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by planning the auditorium and rooftop garden which have the independence of 
each institution while they can be integrated.

본 계획안은 위해방지시설이 갖춰진 안정된 시험센터와 노후한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동남지방통계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청사이다. 매스 구성에서도 표현되듯이, 기관별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통합 활용 가능한 강당 및 옥상정원을 계획하여 향상된 

업무환경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Busan Integration Building
부산 통합 청사

Client 한국자산관리공사

Location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14

Site Area 5,963.00㎡

Gross Floor Area 36,653.42㎡

Stories B4F, 10F

Structure RC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KOIST) project in Dongsam innovation city is one of public sector relocation 
project out of thirteen Maritime and Fisheries related publ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As a central institution in the ocean 
science field, KOIST is designed to strengthen community and connections among institutions, to adapt to the site specific 
condition, and to save energy considering maintenance and efficiency. 

본 프로젝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해양 수산분야 13개 공공기관 이전사업 중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전사업이다. 동삼혁신지구 내 해양과학의 중

심기관으로 소통과 연계 강화, 해안 환경의 대지 특성을 반영한 계획, 유지관리 및 효율성을 고려한 초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했다.

KOIST Busan New Government Bd.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신청사

Clien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Location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40 외 2필지

Site Area 159,633.60㎡

Gross Floor Area 43,873.70㎡

Stories B2F, 9F

Structure SC, RC



OFFICE 4

This projects are to plan a building for start-up enterprises to form a cluster of innovative technologies the secon Techno Valley 
in Pangyo, Korea. It is twelve story high building including parking lots underground. A Multi-purpose halls and fitness centers 
are located on the first floor, and the rest of floors are consist of offices that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each task.

본 프로젝트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혁신기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혁신기업의 오피스와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다. 지하주차장을 포함

하여 총 12층으로 지하 1층은 다목적홀, 체력단련장 등의 지원시설, 지상 1층은 혁신 라운지, 멘토링부스 등의 오픈형 공간의 제공 및 운영을 통해 문화·교육·업무 

및 연구 교류가 이루어지며, 지상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각각의 업무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평면으로 계획하였다.

Pangyo 2nd Techno-valley E8-5 District
판교 제2테크노밸리 E8-5구역

Client MEGAZONE

Location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E-8구역

Site Area 2,853.00㎡

Gross Floor Area 22,551.80㎡

Stories B5F, 12F

Structure RC

Olympic Sports Complex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계획)

Client 국민체육진흥공단

Location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Site Area 123,492.30㎡

Gross Floor Area 86,941.35㎡

Stories B2F, 18F

Structure RC

This plan is a project to build a state-of-the-art work environment to promote the advancement of sports administration and 
unify the variations of the related cooperated organizations. It is intended to create a sports administrative town in harmony 
with nature by maintaining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Mongchon Fortress and the Olympic Park near around. The elevation of 
the new building was planned as a low-rise circular building with active consideration of the Mongchon Fortress. The repetitive 
pattern of horizontal belt was projected to the elevation of main building that is linking the entire flow of the building. 

본 계획안은 최첨단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스포츠 행정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각종 유관 단체의 결집을 도모하며 몽촌토성의 역사성 및 올림픽 공원의 맥락을 유지 

및 계승하기 위해 자연과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스포츠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신관의 입면은 몽촌토성과 주변 환경을 적극 고려하여 저층형 원형 

건물로 계획하였고, 본관은 수평 띠와 반복패턴으로 건물 전체 흐름을 연계하여 입면 요소에 투영하였다. 



OFFICE 6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 Area Relocation

Government-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 Sejong-si Renting 
Government Office

This plan is to move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from Suwon to Jeonju city according to the Policy for Public sector 
relocation and construction of innovation city. The head office that place on the dominant ‘Entry Axis’ has significance with the 
traditional Korean paper window. In the central plaza, many activities such as art performance, recreation and plays can be held.

본 계획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수원의 농촌진흥청을 전북 전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본청 영역의 강한 진입축선 상에 계획된 본관동은 한국 고유의 

전통문양을 형상화한 입면으로 상징성을 가지며, 전면 중앙광장에서는 공연과 휴식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였다.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 1공구

This plan is to combine and relocate the twelve government-affiliated research organization that place in several area where 
is in Seoul and Gyeonggi-do into Sejong city. We design the building along by the geographical feature, and concentrate on the 
harmony between nature and artificial environment to improve the function of eco-friendly building. There are two concepts for 
the site plan, which are following the urban context and the flowing nature respectively. On these hypothetical directions, the 
‘Platform’ that connect the 12-part of the research with each other in a body insert into four mass that stand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본 계획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서울 경기 등에 분포 되어 있는 정부 산하 12개 연구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자연적 레벨을 살리

며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적 디자인을 구현 했으며 배치 컨셉은 도시축과 자연축을 따르는 2개의 축 설정 안에 12개 연구원을 하나로 연결 하는 플랫폼을 

삽입하여 각 연구원을 보여주는 정체성 있는 4개의 매스를 제안했다.

Client 한국자산관리공사

Location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일원

Site Area 71,657.00㎡

Gross Floor Area 117,706.18㎡

Stories B1F, 12F

Structure SC, RC

Client 농촌진흥청

Location 전북 전주시 만성동 일원 전북혁신도시 내

Site Area 889,525.00㎡

Gross Floor Area 102,870.61㎡ 

Stories B1F, 9F, 35개동

Structure SC, RC

정부출연 연구기관 세종시 임차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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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Masan Provincial 
Joint Office

Masan joint government office of 24,600㎡ total floor area is the fourth provincial joint office to be built. Six institutions are to 
move in; Ma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the Masan Customs, the National Masan Quarantine Station, the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Masan Office, the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Masan Office, and 
Tong-young Korea Coast Guard Masan Office.

건물 연면적 24,600㎡ 규모의 지방 합동청사로 제주도와 광주광역시, 강릉시, 대구광역시에 이어 4번째로 건립되는 마산 지방 합동 청사에는 마산 지방 해양 항

만청과 마산 세관, 국립 마산 검역소,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마산 사무소, 국립식물검역원 마산 사무소, 통영 해양 경찰서 마산 파출소 등 6개 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정부 마산지방 합동청사

Client 행정안전부

Location 경남 마산시 신포동 일원

Site Area 26,160.00㎡

Gross Floor Area 24,248.40㎡ 

Stories 본동 11F, 항만시설동 4F

Structure SC, RC

Korean Red Cross in Wonju expresses the ‘Ah-woo-rum’, which signifies the unification of nature and human. It also projects 
the indepency of the 4 different organizations and represents the new image of the office. the motive of our design ‘Ah-woo-
rum’adopts the ‘relief’ and the ‘community service’ spirit of the Korean Red Cross and fills it with harmony and specific 
character.

대한적십자 4개 기관(본사 일부, 혈액 관리 본부, 혈액 수혈 연구원, 교육원)을 통합하여 강원 원주 혁신신도시 내에 신청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다른 

장소에 위치해 있는 각 기관들의 독립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청사의 이미지를 상징화하여,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열린 적십자를 ‘아우름’으로 

형상화했다. 설계의 모티브인 ‘아우름’은 적십자사가 구현하는 ‘구호’ 와 ‘봉사’의 정신을 상징하며 조화와 개성을 담고 있다.

Korean National Red Cross
Government Office Building
대한적십자사 청사

Client 대한적십자사

Location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2047-8 원주 혁신도시 내

Site Area 13,465.00㎡

Gross Floor Area 9,175.39㎡

Stories 9F

Structure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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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ject is to plan a head post office by transferring the logistics functions of existing Yeoido post office and by integratating 
business functions of financial development institute located in Yeongdeungpo. On this 12 storey building. post office will be 
located from the 1st to 4th floor, Financial Development Institute will occupy space from the 4th to 11th floor, and the restaurant 
will be on the top floor. It is responsible for logistics center post office function. The facade was designed environmentally 
friendly with vertical patterns.

본 계획안은 기존 여의도 우체국의 물류기능을 이전하고, 현재 영등포에 위치한 금융개발원의 업무기능을 통합하여 총괄 우체국으로 계획하는 사업이다. 총 12층

으로 4층까지 우체국이, 11층까지 금융개발원이 사용하고, 12층에는 식당이 계획되었다. 물류 중심의 우체국 기능을 담당하고 외관은 수직적인 입면 패턴과 환경

친화적 입면으로 계획하였다. 

Yeouido Post Office, Seoul

Client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Location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Site Area 5,476.00㎡

Gross Floor Area 68,431.09㎡ 

Stories B4F, 33F

Structure SC, RC

여의도 우체국

With a concept, 'Filling 33 sceneries in the 33 floor post office', 156.8m high rise landmark in Yeouido has been planned. It is the 
highest building in Yeouinaru road having a fantastic view to Han River. It is designed for post office business(logistics, counter, 
maintenance) and facility for lease. The design is to enhance accessibility for clients' convenience by placing the post office 
counter on the first floor, and to plan optimum zoning considering both convenience and profitability. It is also carefully designed 
to improve work environment for the employees while each zones are independent. 

'여의도의 33가지 풍경을 우정사업의 33층에 담다'라는 컨셉으로 지상 33층(156.8m) 규모로 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계획하였다. 여의나루로에 위치한 최

고 높이의 랜드마크로 한강 및 여의도로의 조망이 훌륭하다. 주요 기능은 우체국 업무(물류, 창구, 관리)와 임대시설로 구성된다. 우체국 창구는 1층에 배치하여 고

객 접근의 편리성을 높였고 수익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의 조닝 계획을 했다. 또한 시설별로 독립적이면서도 직원들의 업무환경 향상을 위한 공간 구획

을 하였다.

Integrated Yengdeungpo-gu Post Office
영등포 총괄 우체국

Client 우정사업조달센터

Location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3-6

Site Area 3,190.70㎡

Gross Floor Area 23,573.93㎡

Stories B4F, 12F

Structure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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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OST, as a new vision for post office, was planned to symbolize Korea Post that propels inno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growing place representing Gimpo City’s past, present, and future. 'G' in the name of G-POST stands for 
Gimpo, Ground, Goods, and Green, and the architecture implies the city, earth, distribution, and environmental friendly design. 

G-POST, 새로운 김포 우체국은 앞으로 계획되는 우체국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김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 성장하는 장소, 지속적 

발전과 혁신을 추진하는 우정사업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계획되었다. G-POST는 Gimpo, Ground, Goods, Green을 뜻하며, 도시와 대지, 물류, 친환경의 의

미를 담아 상징적인 건축물로 구현하였다.

Yeonwoodae(燕郵臺), meaning a place where a swallow brings a good news, is a new type of post office representing locality 
and history that transfers a good news as a ‘functional distribution center’, connecting human, nature, and space as ‘open 
community center’, and utilizing large land as ‘economical and practical center’ to become integrated and convenient post office/
distribution center in the heart of Haeundae. 

燕郵臺(연우대), 제비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은 해운대우체국은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새로운 우체국’이며, 기쁜 소식을 편리하게 전달

하는 ‘기능적인 물류 우체국’, 사람, 자연, 공간을 이어주는 ‘소통하고 열린 우체국’, 너른 대지를 활용하는 ‘경제적인 실용 우체국’을 모티브로 삼아 조화롭고 편리

한 해운대 우편 물류의 중심이 되는 우체국으로 계획되었다.

Gimpo Post Office, Gyeonggi-do
김포 우체국

Client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Location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14-4

Site Area 8,294.00㎡

Gross Floor Area 7,498.40㎡

Stories 1F, 4F

Structure RC

Haeundae Post Office, Busan

Client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Location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637 

Site Area 3,521.40㎡

Gross Floor Area 7,962.38㎡ 

Stories 1F, 4F

Structure RC

해운대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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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District Wide Logistics Center
중부권 광역 물류센터 (계획)

Yeongdong Post Office, Seoul
영동 우체국 (계획)

Seongnam Post Office, Gyeonggi-do
성남 우체국 (계획)

Client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Location 대전광역시 동구 구도동

Site Area 66,120.00㎡

Gross Floor Area 26,230.62㎡

Stories B1F, 3F

Structure RC, SC

Client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Location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Site Area 2,633.70㎡

Gross Floor Area 13,893.74㎡

Stories B3F, 11F

Structure RC

Client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Location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Site Area 6,115.90㎡

Gross Floor Area 20,927.11㎡

Stories B3F, 5F

Structure RC

OFFIC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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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neung City Hall

Client 원주시

Location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Site Area 109,574.00㎡

Gross Floor Area 46,498.79㎡ 

Stories B3F, 10F

Structure SC, RC

Wonju City Hall
원주시청사

강릉시청사

Client 강릉시

Location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Site Area 143,122.00㎡

Gross Floor Area 37,504.59㎡ 

Stories 본관 B1F, 18F / 의회 B1F, 3F

Structure RC

OFFIC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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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an NH Public Office

Client 천안 축산농협

Location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Site Area 1,834.00㎡

Gross Floor Area 10,258.82㎡

Stories B4F, 7F

Structure RC

천안 축산농협 종합청사

Client 서초구청

Location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6길

Site Area 1,260.00㎡

Gross Floor Area 5,734.51㎡

Stories B3F, 7F

Structure RC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 Provincial Council

Client 경북도청

Location 경북 김천시 남면 용전리 682-5

Site Area 202,000.00㎡

Gross Floor Area 123,300.00㎡

Stories B1F, 6F

Structure SC, RC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계획)

Seocho 4-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서초4동 복합주민센터

Client 의왕시

Location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44-1

Site Area 6,762.00㎡

Gross Floor Area 14,816.00㎡ 

Stories B1F, 5F

Structure RC

Uiwang-si City Public Office
의왕시 공용청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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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Innovation City National Tax Service

Client 현대산업개발

Location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763외 2필지

Site Area 129,186.00㎡

Gross Floor Area 43,037.18㎡

Stories 6F

Structure SC, RC

제주혁신도시 국세청 (계획)

Sejong-city Government Offices 2-1 District, Chungcheongnam-do

Client 세종시

Location 세종시 정부청사 2-1구역 

Site Area 64,609.00㎡

Gross Floor Area 88,952.99㎡ 

Stories B1F, 7F

Structure SC

세종시 정부청사 2-1구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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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pace is designed to be rich with features including an Eco Tube and Eco Box that engage with the meeting space in 
various ways, an Eco Deck that connects occupants to nature, and a Double Skin System for the actualization of energy-efficient 
buildings. It secures open space that will accommodate diverse events. The office will be reborn to motivate employees with its 
convenient 65% above-ground parking space, and maximized cultural space both inside and out.

업무공간과 다양하게 만나는 Eco Tube, Eco Box, 자연과 연결되는 Eco Deck,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실현을 위한 Double Skin System을 도입하며 다양

한 이벤트를 수용하는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풍요로운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직원 편의를 위한 65% 지상주차 실현과 내/외부 문화공간 극대화, 업무 의욕 고

취를 위한 첨단 Office로서 거듭날 것이다.

KOGAS New Headquarter Center

Client 한국가스공사

Location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34-4일원
(대구신혁신도시 내)

Site Area 64,892.00㎡

Gross Floor Area 62,566.66㎡

Stories B2F, 23F

Structure SC, RC

한국가스공사 본사 신사옥 (계획)

KEPCO-ENC New Headquarter Center
한국전력기술 신사옥 (계획)

Client 한국전력기술

Location 경북 김천시 남면 용전리 682-5

Site Area 12,934.00㎡

Gross Floor Area 145,802.00㎡ 

Stories B2F, 28F

Structure SC,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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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ark Service Office
국립공원관리공단 청사 (계획)

Client 국립공원관리공단

Location 강원도 원주시 원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12

Site Area 12,276.00㎡

Gross Floor Area 9,396.12㎡

Stories B1F, 9F

Structure RC

Digital Broadcasting Contents Center

Client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 진흥원)

Location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한류월드 3구역 03지역

Site Area 10,702.00㎡

Gross Floor Area 56,869.65㎡

Stories B4F, 20F

Structure RC, SRC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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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Motors Daeyeon Main Bldg. 
Remodeling, Busan
기아자동차 부산 대연사옥 리모델링 (계획)

Ulsan Port Business Center
울산 해운항만 비즈니스 센터 (계획)

Client 울산광역시 북구

Location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79-1 일대

Site Area 5,097.00㎡

Gross Floor Area 15,828.32㎡

Stories B3F, 13F

Structure RC, Core 전단벽식 구조

Client 기아자동차

Location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323

Site Area 2,827.00㎡

Gross Floor Area 8,544.00㎡

Stories B2F, 9F

Structure RC

The design possesses potential to develop into an environment friendly business center that utilizes the coast. Connection 
between different facilities and effective positioning was planned. A wide-ranged traffic network is secured thanks to the 
construction of the Ulsan Bridge. We look forward to it playing the role of the icon for Ulsan, thus leading to the creation of 
tourist effects. The design that visualizes a whale’s stomach, the open space of the main hall, and a continuous flow makes 
the best use of space. In addition, connection with the park creates an active outdoor space, achieving communication with 
inhabitants.

해안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비즈니스센터로서의 가능성을 가지며 다양한 시설 간의 연계 및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울산대교 건설로 광역적 교통망

을 확보하였으며 아이콘으로의 성장을 통해 현재 울산에 없는 지역 아이콘으로의 관광효과 창출을 기대하고자 한다. 고래의 배를 형성화한 디자인과 메인홀을 이용

한 열린 공간 확보, 연속된 흐름으로 공간 활용성이 우수하게 계획되었다. 또한 공원과 연계하여 적극적 외부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을 이루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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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SST Main Office & Dormitory, Vietnam
베트남 포스코 특수강 메인 오피스 및 기숙사

Client POSCO SST.

Location Baria Vungtau, Vietnam

Gross Floor Area Office : 3,667.40㎡, Dormitory : 6,737.00㎡ 

Stories Office : 3F, Dormitory : 5F

Structure Office : SC. Dormitory : RC

Pangyo Silicon Park A-1-2 Block & A-1-4-1 Block
판교 실리콘파크 A-1-2 블럭 및 A-1-4-1 블럭 (계획)

Location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실리콘파크 A-1필지 내

Site Area A-1-2 Bl. 9,358.00㎡ / A-1-4-1 Bl. 5,086.00㎡ 

Gross Floor Area A-1-2 Bl. 53,209.40㎡ / A-1-4-1 Bl. 28,181.05㎡

Stories A-1-2 Bl. B3F, 9F~10F / A-1-4-1 Bl. B3F, 8F

Structure A-1-2 Bl. RC / A-1-4-1 Bl. RC, SRC



OFFICE 30

Thaison Office Building, Vietnam
베트남 타이슨 빌딩 (계획)

SCTV Broadcasting Station, Vietnam
베트남 SCTV 방송국 (계획)

Client MDA

Location Ho Chi Minh, Vietnam

Site Area 2,435.20㎡

Gross Floor Area 25,090.44㎡

Stories B2F, 21F

Structure RC, SC

Client Thaison Group

Location Ho Chi Minh, Vietnam

Site Area 3,020.00㎡

Gross Floor Area 31,974.00㎡

Stories B3F, 25F

Structure 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