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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팬데믹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건축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며

24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군산대학교를 대표하는 졸업작품 전시회인 새만금 건설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

며, 그동안 열심히 땀흘린 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하시느라 애쓰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를 보냅니다.  

건축은 인류 문명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산업인 동시에, 인간의 일상생활인 주거와 밀접하게 결부된 문화예

술의 한 갈래입니다. 전통적인 방법론에 충실함은 물론이며, 환경이나 조경의 중요성과 더불어 새 시대의 과

학기술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축공학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

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 기술을 비롯한 이종 학문들과의 활발한 융합을 통하여 일신우일신

(日新又日新)의 정신으로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기술 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강의실과 설계실, 그리고 현장실습을 통해 얻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하나의 성과물로 승화시키

는 일은, 학생 개인에게 있어 일생을 통한 매우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의 기록이 

단지 상아탑에 가두어진 죽은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통된 목표를 향한 팀웍을 연마하고, 나아가

서 우리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선한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팬데믹 시대 COVID-19라는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작품을 내 주신 학생들의 열정과, 사랑

으로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 격려와 응원으로 후원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

번 작품전을 통하여 학생들이 전문 건축가로서의 자랑스러운 경력을 시작하기 바라며, 각각의 앞날에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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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성장과 결실이 건축전 참가자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신종 전염병과 여름의 폭염, 계속되는 태풍을 이기고 2020년 군산대학교 건축전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

각합니다. 1997년 제1회 건축전을 시작하여 벌써 스물네 번째를 맞이하여 감회가 새롭습니다.

건축전은 4년 동안 배움과 노력의 결실을 모아 건축인으로서 전문지식과 능력을 마음껏 표출하는 장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팀원들 간의 토론과 협력의 장이며, 같은 팀으로 친구들의 지성과 우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전시 기간 동안에 협동했던 친구를 감상하고 지도해주신 교수들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

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일침으로 받아들여 발전을 위한 기회를 붙잡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건축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전의 새로운 시도이며 

뉴노멀 시대로 전환하는 입구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인하여 건축전의 작품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

만 오히려 더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준비하는 학생들도 심적으로 부담되었지만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건축전은 졸업을 위한 필수 과정이지만 또한 새로운 출발을 위한 디딤판이기도 합니다. 4년간의 인고를 통하

여 훌륭한 작품을 결실하였음과 같이,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성장과 결실이 건축전 참가자 모두

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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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월명 야구장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Gunsan Wolmyeong Basball Stadium 
Renovation Project

군산상고의 고교황금사자기의 ‘역전의 순간’ 이후 군산시는 야구의 도시로 거듭나게 되

었고, 군산월명야구경기장은 야구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여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프로야구경기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발길은 점

차 끊이게 되었고, 현재는 유휴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도시의 인프라적 기능을 수

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시금 끌어들이고 과거의 유대감을 

존속시키고자 경기장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자 한다.

016최승현·김은상·강민구 | 3M 팀
시공건축설계

구조

김은상 Kim, Eun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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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unsang0924 

@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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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com
mobile : 010-2875-6065

최승현 Choi, Seung Hyeon
학번 : 1501416
e-mail :  chltmdgus412 

@naver.com 
mobile : 010-3415-2823

군산시에 오랫동안 비어있는 땅으로 남겨져 있던 금강 하구에 위치한 금란도의 개발 방

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현재 군산시는  해양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국소 위

치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수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카누 및 조정 경

기장을 갖춘 체험&훈련 센터를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어른, 아이 모두 창의적이며 활동성을 즐길 수 있고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다

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군산도서관을 설계하고자 한다.

034
건축설계

Golden Egg Island Park - Project
발길이 닿는 섬, 금란

한민영·임영은 | 아기 상어 팀

한민영 Han, Min Young
학번 : 1701716
e-mail :  minhan151004 

@gmail.com
mobile : 010-5169-9097

Construction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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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구조·시공

Architectural Design Structural EngineeringConstruction & Management 

Gunsan Historical and Cultural Park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아직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 있다. 

그중에서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군산시 구도심 일대 쌀 수탈에 대한 역사

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내항, 지금은 역사적인 것들이 서서히 잊히고 있다.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갈 수 있는 공간

으로 군산시 내항에 대한 역사성을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을 설계했다.

048
건축설계

역사문화공원 조성 : 군산 내항역사문화공원

김기덕·박성용 | B.O.A 1팀

박성용 Park, Seong Young
학번 : 1701661
e-mail :  jjun1790 

@naver.com
mobile : 010-5532-4383

김기덕 Kim Gi Deok
학번 : 1701639
e-mail :  khd6285 

@naver.com
mobile : 010-9121-6688

Municipal Art Gallery

과거의 항구 도시라는 이점을 통해 상업미술이 활발했던 지역의 모습을 현재를 살아가

는 도시와 사람들에게 전시하는 공간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및 소통의 공간을 제공

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관광지로 인지도를 지닌 은파유원지에 설계하여 지역을 대표하

는 시립미술관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062
건축설계

군산시립미술관

하성민 | B.O.A 2팀

하성민 Ha, Sung Min
학번 : 1701714
e-mail :  0202hahaha 

@naver.com
mobile : 010-5758-2632

Gunsan Old Town Start-up Support Center

군산시 원도심 일대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현재 군산시의 역사, 문화, 관광의 중

심지로 자리 잡아 있지만 최근에는 특정 가게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권은 점점 침체되어 

가면서 빈 상가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원도심 골목의 가장 큰 특징인 가로경관을 

해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 창업지원센터와 테스트 점포를 계획하여 예비창업가들에

게 공간과 경험을 제공해주고 원도심 내에 비어 있는 상가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원도심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 넣어보려고 한다.

070
건축설계

군산 원도심 창업지원센터

이예은·최지혜 | 두빛나래 팀

최지혜 Choi Ji Hye
학번 : 1701711
e-mail :  pp2897 

@naver.com
mobile : 010-5158-2897

이예은 Lee Ye Eun
학번 : 1701683
e-mail :  dldpdms623 

@naver.com
mobile : 010-4005-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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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월명 야구장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최승현·김은상·강민구 | 3M 팀

군산상고의 고교황금사자기의 ‘역전의 순간’ 이후 군산시는 야구의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고, 

군산월명야구경기장은 야구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여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프로야구경기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발길은 점차 끊이게 되었고, 

현재는 유휴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도시의 인프라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시금 끌어들이고 과거의 유대감을 존속시키고자 

경기장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자 한다. Gunsan   Wolmyeong 
Basball Stadium    Renovation     Project

Design

설계+구조+시공 

김은상 Kim, Eun Sang
학번 : 1501339
e-mail :  eunsang0924 

@kunsan.ac.kr

강민구 Kang Min Gu
학번 : 1501328
e-mail :  atesd3826 

@naver.com

최승현 Choi, Seung Hyeon
학번 : 1501416
e-mail :  chltmdgus412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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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 있어, 야구는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요소로, 지역의 정체성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본 설계자는 야구 역사관과 문화 및 소비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군산의 정체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설계안을 제안한다.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131외 26필지

대지면적 : 147,728㎡

건축면적 : 9,876㎡

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RC)

용도 : 운동시설

Design

Gunsan Wolmyeong Baseball Stadium Renovation Design
군산월명야구경기장 리노베이션 설계

3M 팀

개요

경기 관계자들과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군산월명야구경기장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재의 군산월명야구경기장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

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그 중 시급한 문제로는 편의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

선, 유휴공간 극복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 | 야구선수 2명 , 심판 2명 , 전국 야구팬

설문방식 | 웹사이트 및 인터뷰

응답자 수 | 188명 (남자_145명, 여자_43명)

설문기간 | 2020.03.13~ 2020.06.18

관중석의 노후화

내야석 유휴공간화

폐쇄적 입면

중앙석 공공성 저해 및 
폐쇄적 입면

내야석 공간활용도 
저해요소 다수

차량 게이트 폐쇄적 입면

설문조사

■ 프로야구 재개의 난항 ■ 군산 월명야구경기장 시설만족도 현황 ■ 야구역사관 건립 필요성 의견 현황

105명
(55.8%)

62명
(33%)

12명
(6.4%)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122명
(64.9%)

49명
26.1%)

17명
(9%)

보통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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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팀

용도지역 분류 시설 분류 (주택) 시설 분류 (아파트) 시설 분류(공공기관/상업시설)

자연녹지지역

제 2 종
일반주거

제 2 종
일반주거

주차장

생산녹지지역
(전북대병원 부지)

제 1 종
일반주거

S I T E

SITE는 도심과 타지를 연결하는 축선상 위치하였다. 문화시설 및 소비시설이 전무한 SITE 앞 인근 부지는 ‘전북대학교 병원’의 부지로

써,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문화시설과 소비시설의 증대가 필요하다.

사람들끼리 유대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야구장을 구성하는 건물들을 각각 다양한 테마의 ‘마당’으로 해석하였고, 이들을 연결시켜 야구시즌, 

혹은 비시즌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상을 선사하여 도시의 인프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Site 
Analysis

‘마당의 연결’ (CONNECTION OF THE YARD)Concept 

유휴부지

CHP.1 CHP.2 CHP.3 CHP.4 CHP.5

주변환경의 다양성
& 시야 전개의 다양성

‘마당’의 ‘채움’ ‘마당’의 ‘연결’ ‘순환’ & ‘공공성’확보

VILLAGE 1

VILLAGE 2

LAKE PARK

MOUNTAIN

SQUARE

SPORTS FACILITIES

OFFICE

PLAYER ZONE

WORKSHOP

PICNIC LOUNGE

BASEBALL MUSEUM

MARKET

OFFICE

CIRCULATION

PLAYER ZONE

WORKSHOP

PICNIC LOUNGE

BASEBALL MUSEUM

MARKET

S I T E

전북대 병원 부지

익산방향군산시청
방향

250m

400m

550m

1 2

3

6

5

4

➍ 광장 조성 및 보차분리

➊ 지형을 살린 가족 놀이공간

➎ 드라이브 스루 쇼핑 ➏ 외야석과 산지의 연결

➋ Anti Virus Design ➌ 호수공원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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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팀

건축 프로세스 프로그램 배치 

내야석 증축

중앙석 증축

외야석 신축

외야석 철거

외야석 설계 프로세스

CIRCULATION

기능별 매스의 결합 다양한 입면 제시 개방성 및 공공성 확보

중앙석 프로세스

20%

40%

60%

80%

MAX

방향성의 복도 몰입도의 증가 층별 분리 프로그램 배열[Directionality] [Immersion] [Seperation] [Arrangement]

1F

2FTENSIONDIRECTION

ACTIVE

CALM

20%

40%

60%

80%

MAX 20 - 40%

1F PLAN

5m 15m 30m 50m

4F PLAN

5m 15m 30m 50m

3F PLAN

5m 15m 30m 50m

RF PLAN

5m 15m 30m 50m

평면도

1f 평면도

4f 평면도

3f 평면도

Rf 평면도

2F PLAN

5m 15m 30m 50m

전시시설 (Exhibition Facilities)

피크닉석 (Picnic Seat)

상업시설 (Commercial Facilities)

휴게시설 (Rest Facilities)

업무시설 (Office Facilities)

휴게 라운지
화장실

사무실

화장실 방송실

회의실

야외 테라스

화장실

카페

피크닉석

피크닉석

홀로그램관

수유실

화장실

명예의 전당

기획 전시관

상설 전시관

영상 전시관

화장실

1

5

7

6
6

9
8

10

11

1212

13

14 12
13

15

16

16

15

2

3

4

기획 전시관

영상 전시관

카페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엘레베이터

비상계단

2

4

6

8

10

12

14

16

명예의 전당

상설 전시관

홀로그램관

야외 테라스

방송실

야외 테라스

수유실

에스컬레이터

1

3

5

7

9

11

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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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팀

횡단면도

외야 5구역 외야 4구역 외야 3구역 외야 2구역 외야 1구역

5m 15m 30m 50m

외야 1구역 연결 다리 내야 3루석

중앙석

외야 5구역 피크닉석

외야 4구역 메인 홀

내야 3루석 상층부

외야 3구역 전망대

내야 3루석 저층 공용공간

외야 2구역 전시공간

내야석 야외 테라스

외야 1구역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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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팀

구조Structural Engineering

- 4개의 Expansion Joint로 각 구역 구분됨

- 총 5개의 구역이 존재

- 규모 : 지상 2층

- 최고높이 : 9.31m

- 외야 관중석을 경사보가 지지함.

- 켄틸레버 보에 하중 입력을 위해 가상보를 추가함.

- 규모 : 지상 3층

- 최고높이 : 13.0m

- 외야 관중석을 경사보가 지지함. 

-  2층과 3층을 이어주는 램프가 존재하여 3층 

양쪽 끝 이외 부분에  거더가 존재하지 않음.

- 규모 : 지상 3층

- 최고높이 : 13.0m

-  3층 중앙부 슬래브 및 거더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붕층 중앙부가  유리로 마감됨.

- 2층 켄틸레버 보가 사이니지를 지지함.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콘크리트 : 24Mpa

- 철근 : 400Mpa

- 기본풍속 : 32m/s

- 지반종류 : S4

- Maidas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해석을 통해 설계 진행

구역별 배치

제 1구역

제 2구역

제 3구역

기본 구조 사항 해석 프로그램

Gunsan Wolmyeong Baseball Stadium Outfield Structural Design
군산 월명 야구장 신축 외야석 구조설계

제
 1

 구
역

제 2 구
역

제 3 구역

지붕층 유리마감

◀유리마감

3층 VOID 및 사이니지 부착

◀사이지니

◀VOID

제 4 구역

제
 5 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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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팀

- 규모 : 지상 3층

- 최고높이 : 13.0m

-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램프가 존재하여 2층 일부 슬래브와 거더가 존재하지않음. 

-  대형 전광판이 위치하여 부담해야 하는 하중의 증가로 추가 기둥 배치.

- 각 구역별 구조설계시 "KDS 41 및 KDS 14" 기준을 적용하였다.

- 예상되는 하중 및 외력을 고려하여 각 부재 단면별 가장 불리한 하중조합을 사용하였다.

- 최종적으로 구조설계도서 작성을 진행하였으며, 작성된 구조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파트에서 물량 산출을 진행하였다.

- 규모 : 지상 2층

- 최고높이 : 9.31m

- 2층에 내야석과 외야석을 이어주는 브릿지 존재 

- 본 브릿지를 1개의 기둥이 지지함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의하여 2층의 형상 변화가 보임

-  이에 따라 2층 기둥과 보 모두 상대적으로    

1층 부재보다 큰 단면을 가짐

제 4 구역

제 5 구역

결론

Section fck fy
CHK

Bc Hc Height fys

1C1 24000.0 400000
PM

0.400 0.400 4.5000 400000
...

Section fck

POS CHKBc Hc fy

Span fys

2G1 24000.0 I P

0.400 0.600 400000 M P

3.9000 400000 J NPV

2G2 24000.0 I N

0.400 0.600 400000 M OK

3.6000 400000 J OK
...

Section fck fy
CHK

Bc Hc Height fys

1C1 24000.0 400000
OK

0.400 0.400 4.5000 400000
...

Section fck

POS CHKBc Hc fy

Span fys

2G1 24000.0 I OK

0.400 0.600 400000 M OK

3.9000 400000 J OK

2G2 24000.0 I OK

0.400 0.600 400000 M OK

3.6000 400000 J OK
...

추가된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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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131 외 26필지

용도 | 운동 시설

대지 면적 | 147,728m²

건축 면적 | 4616.009m²

건물 규모 | 지상 3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RC)

EGI 가설 울타리, RPP 방음 울타리, STL방음 울타리 중 설치단가가 가장 저렴한건 EGI 울타리 이지만, 공사장의 소음 문제로 인한 민

원 신고가 많고 월명 야구장 주변 50m 이내 상업시설과 주거 시설이 있어 설치 비용은 더 비싸지만 방음 효과가 더 좋은 RPP방음 울타

리를 사용할 것 이다.

철거 공사 진행시 소음 문제 해결과 빠른 작업의 효율을 생각하게 되어 두 공법 다 저소음의 공법이지만 가위식 압쇄공법이 작업 효율성이 

높아 가위식 압쇄공법으로 사용하면 철거 공사의 공기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 된다.

건축 개요

■가설 울타리 비교 분석

■철거 공사 공법

Gunsan Wolmyeong Baseball Stadium Outfield Construction Plan
군산 월명 야구장 외야석 신축 공사 계획

시공Construction & Management

월명 야구장의 기존 외야석 하부에 토사를 제거 후 하부 공간 창출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외야석을 보존할 계획 이였으나 외야석 스탠드 하

중을 하부에 있는 토사가 지지하고 있어 토사를 제거할시 붕괴의 위험이 있어 기존의 외야석을 철거 후 신축하는 방면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외야석 

신축 공사 계획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공사 계획 중 가설 계획과 공사 소음 방지 공기 단축을 중점으로 두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구분
E.G.I + 분진망

(전기아연도금강판)

R.P.P 방음

(재생플라스틱)
ST’L 방음

사진

방음 성능 방음효과 미흡 소음감소량:8~9dB 소음감소량:8~9dB

장점

- 설치단가 저렴 
- 설치/해체 용이 
- 유지보수용이 

(파손적음)

- 방음성능 우수 
- 경량화로 작업용이 

- 유지보수용이 
(파손적음)

- 방음성능 우수 
- 벽면 평활도 우수 

(C.I.유리)

단점
- 방음성능 미흡 
- 내구성 불리 
(풍압에 약함)

- 불에 약함
- 유지보수 곤란 
(미관파손 많음)

설치 비용 234,500원(경간당) 336,900(경간당)

종류 프레임 압쇄공법 가위식 압쇄공법

방법
ㄷ자형 프레임 사이에 콘크리트를 넣고 눌러 깨거나 부수어 

압쇄하는 방법

강력한 압쇄부를 가진 2개의 암이 유압작용에 의해 양쪽에서 

눌러 부수거나 절단하는 방법

장점
비교적 두꺼운 부재의 파쇄가 가능

엔진음 이외 거의 무소음으로 해체

운전음 정도의 저소음

콘크리트 및 철근을 동시에 절단 가능

파쇄속도가 빠르다

단점 철근을 미리 절단해 두지 않으면 압쇄하기 어렵고 능률이 저하
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다량의 물이 필요

중장비의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상층에 올릴 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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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팀

■골조 공사 공법 ■외야석 구조 물량 산출 내역

■월명 야구장 신축 3D 모델

■외야석 PC 공사 과정

종류 현장 타설 공법 PC 공법

방법
현장에서 직접 거푸집을 설치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미리 각 부제를 타설한 후 

타설된 부제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부제를 조립하는 방식

장점
PC공법에 비하여 이음 부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규격과 표준에 맞지 않는 형태도 대응 할 수 있다

공장 생산으로 인한 공기 단축

현장작업의 간소화로 인한 원가 절감

장비에 의한 기계화 시공으로 인력감축

단점

시공기간의 장기화

동절기, 혹서기 시에 시공의 어려움

작업이 중량작업이며 품질 검사 시 육안검사 대부분

운반비 및 부재파손의 우려가 있음

설치용 양중장비가 필요

규격과 표준에 맞지 않는 형태는 대응하기 어려움

각 공법을 비교한 결과 각각의 장단점이 서로 보완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조체는 현장타설공법 야구장 스탠드는 PC 공법을 사용 하여 

단점을 보완하면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두 공법 모두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

각 부재의 콘크리트, 거푸집 물량이 많은걸 볼 수 있고 현장 타설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길어 질것으로 예상되고 현장 정리가 잘 

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형상 크기를 가지는 부재는 PC 공법을 사용하여 현장타설과 동시 진행하면 공사

기간 단축과 현장 안전사고가 적어 질 것으로 보인다.

PC 기둥 설치 RC 기둥 타설 Raker Beam 설치

PC Stand 설치벽 및 계단 설치

1구역 
콘크리트 물량

2구역 
콘크리트 물량

3구역 
콘크리트 물량

4구역 
콘크리트 물량

5구역 
콘크리트 물량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기둥 40.5 28.2 -　 기둥 40.5 46.8 　 기둥 31.3 32.5 24.4 기둥 33.7 13.0 9.8 기둥 52.7 - -

보 46.4 12.1 35.7 보 44.0 78.2 34.4 보 72.0 70.0 72.0 보 45.5 35.3 20.4 보 61.6 19.9 -

빔 22.7 4.2 - 빔 22.0 - 4.2 빔 27.1 22.6 24.8 빔 14.3 13.1 6.4
켄틀
레버

3.7 8.3 -

켄틀
레버

5.7 4.0 -
켄틀
레버

1.7 - -
켄틀
레버

1.7 1.7 1.7 　 　 　

레이커
빔 

48.3 44.6 -
레이커

빔 
48.3 44.6 - 　 　 　 　 　 　 　 　 　 　 　 　

1구역 
거푸집 물량

2구역 
거푸집 물량

3구역 
거푸집 물량

4구역 
거푸집 물량

5구역 
거푸집 물량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기둥 155.0 109.0 - 기둥 155.0 171.0 - 기둥 118.8 122.6 95.8 기둥 126.7 49.1 38.3 기둥 185.8 - -

보 174.5 45.4 134.2 보 165.4 128.5 129.4 보 270.6 263.3 270.6 보 171.1 132.7 76.6 보 231.7 74.7 -

빔 115.1 21.6 31.9 빔 111.9 - 21.6 빔 137.8 114.8 126.0 빔 66.1 66.6 32.5
켄틀
레버

13.9 31.3 -



발길이 닿는 섬, 금란

한민영·임영은 | 아기상어 팀

군산시에 오랫동안 비어있는 땅으로 남겨져 있던 금강 하구에 위치한 금란도의 개발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현재 군산시는 해양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국소 위치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수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카누 및 조정 경기장을 갖춘 체험&훈련 센터를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어른, 아이 모두 창의적이며 활동성을 즐길 수 있고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군산도서관을 설계하고자 한다.

Golden   Egg Island Park
 Project

한민영 Han, Min Young
학번 : 1701716
e-mail :  minhan151004 

@gmail.com

임영은 Lim, Young Eun
학번 : 1701695
e-mail :  duddms7707 

@naver.com

설계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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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 오랫동안 비어있는 땅으로 남겨져 있던 금강 하구에 위치한 금란도의 개발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금란도에 4가지 조닝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편의 시설들을 배치하여 스포츠

센터와 도서관을 포함하는 마스터 플랜을 설계하였다.현재 군산시는  해양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해

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국소 위치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수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즐

길 수 있는 카누 및 조정 경기장을 갖춘 체험&훈련 센터를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어른, 아이 모두 창의적이며 활동성을 즐길 수 있고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

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군산도서관을 설계하고자 한다.

설계목표

•버려진 금란도 살리기

•금란도 / 서천군 시민들의 문화생활 증진

•시민들의 여가 수준을 늘이는 공원 조성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1013

면적 | 2,000,000㎡ (65만 평)

사업개요 컨셉

읽고, 보고, 움직이며 성장하는 문화복합 단지

용도지구 수심도 주변도로현황

Golden Egg Island Park – Project

Design

발길이 닿는 섬, 금란

아기상어 팀

1

티하우스

푸드코트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자전거대여소+ 관광안내소 + 화장실

자전거대여소+ 편의점 + 화장실

편의점

편의점 + 화장실

화장실

1

2

3

4

5

6

7

8

9

도서관

해양 스포츠 센터

광장

야외스크린

호수공원

등대

캠핑장

트랙

미술관

1

2

3

4

5

6

7

8

9

발전과정

2 7

8

1
4

3

9

5

1

8

24

5

3

8

9

1

79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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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스탠드

층수 |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 4586㎡

■보트하우스

층수 | 지상 1층

건축면적 | 2376㎡

■선수 숙소

층수 | 지상 3층

건축면적 | 1301㎡

■컨셉

선수 + 시민

해양스포츠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해양스포츠를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

건축 개요

Water Sports Center

Water Sports Center
해양스포츠센터

해양스포츠센터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해양 스포츠를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설계하였다. 

센터는 조정과 카누를 중심적으로 설계하였지만 섬 자체가 넓은 만큼 다른 해양스포츠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

아기상어 팀

1

그랜드 스탠드

관람석과 선수들의 실내 훈련 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로 지하층

은 선수들이 지상층은 관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또한 관객

석의 우측에는 시민들이 조정이나 카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

험 시설이 있다.

보트하우스

조정과 카누 보트를 보관하는 시설로 조정레인과 가까운 오른쪽

에는 조정 보트가 슬라럼과 가까운 왼쪽에는 카누보트를 배치 했

다. 조정과 카누보트 보관 칸 중 한 칸씩은 체험용 보트를 보관하

는 공간으로 설계하였다.

선수 숙소

37개의 쾌적한 1인 실과 3층의 기본 유닛과 다른 프라이빗한 넓

은 테라스가 있는 1개의 실, 총 38개의 실로 구성된 선수 숙소.

1

2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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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Grand Stand

팀

관람객 & 시민체험공간

선수 공간

3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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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40(m)

선수들이 실내에서 훈련할 수 있는 공간.

일반인들의 관람과 체험의 공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시민과 선수의 주 공간은 분리시켜 이용의 불편함을 줄이도록 함.

관람석 로잉탱크 카페

관람석

로잉탱크

카누탱크

체력단련 & 로잉머신

카페

체험시설

조직위원회실

VIP 라운지

귀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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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Boat House Athlete Dormitory

팀

조정과 카누 보트를 보관하는 공간.

보트하우스의 형태는 박공모양에서 

변형을 주어 틀어진 형태로 설계.

선수들이 훈련을 마친 후 쉬는 숙소. 총 38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실에서 바다뷰를 볼 수 있도록 테라스를 사선으로 배치함

0 10(m)5

보트하우스

0 10(m)

N

W
E

S

5 

1 2

3

식당

기계실

공유공간

1

2

3

0 10(m)5 0 10(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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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건축면적 : 10,436㎡

주차대수 : 42대, 장애인 6대

창의성+활동성

창의적이고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자

주 방문하고 싶어지는 공간 창출

건축 개요

컨셉

Gunsan Library

Gunsan Library
군산 도서관

금란도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어른과 아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활동적으로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일반 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을 분관 형으로 배치하였고 그 연결을 Sky Bridge와 갤러리형 복도로 구성하였다.

두 자료실 사이에 공연장을 배치해 공간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도서관 전면에 잔디공원이 넓게 펼쳐져 있는 특징을 살려 도서관 

벽면을 스크린으로 만들어 야외 영화 상영이 가능하다.일반 자료실의 경우 중앙 홀에 들어서면 책으로 둘러싸인 느낌을 강하게 받되, 금강 쪽

으로는 전면 창과 천장을 두어 금강의 분위기를 도서관 안으로 들였다.어린이도서관의 경우 계단을 통해 공간의 변화를 주어 활동성 있는 공

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가구와 책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동적 공간을 더욱 강조하였다.

아기상어 팀

다이어그램

일반자료실 서가 배치

어린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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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팀

0 10 20 40(m)

기계실

전기실

보존서고

리허설실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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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참고자료실

실버&장애인 자료실

이동도서관 지원실

자원봉사자실

직원 사무공간

로비

공연장

일반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이 

연결 되는 복도

소강의실

이야기방 

직원 사무공간

수유실

창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도서관_단면도 도서관_입면도

지하 평면도

지상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Sky Bridge

1인미디어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비디오자료실

직원 사무

어린이자료실

다목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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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san 
   Historical and 
 Cultural Park

역사문화공원 조성 | 군산 내항역사문화공원

김기덕·박성용 | B.O.A 1팀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아직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 있다. 

그중에서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군산시 구도심 일대

쌀 수탈에 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내항, 지금은 역사적인 것들이 서서히 잊히고 있다.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군산시 내항에 대한 역사성을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을 설계했다.

김기덕 Kim Gi Deok
학번 : 1701639
e-mail :  khd6285 

@naver.com

박성용 Park, Seong Young
학번 : 1701661
e-mail :  jjun1790 

@naver.com

설계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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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흔적이 아직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 있다. 

그중에서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군산시 구도심 일대 쌀 수탈에 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내항, 지금은 역사적인 것들이 서서히 

잊히고 있다.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군산시 내항에 대한 역사성을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을 설계했다.

Gunsan Historical and Cultural Park

문제점 인식

대지 현황 분석

설문조사

프로그램

설문 대상｜군산시민, 관광객

설문지역｜내항, 월명동, 온라인

응답자 수｜39명

설문 기간｜2020.06.

군산시 내항은 쌀 창고, 철도 같은 근대문화유산이 

있었던 공간 그러나 현재 쌀 창고는 멸실 되었고 그 

부지는 주차장의 용도로 활용

공원을 통한 휴식과 공원 내부에 역사성을 알 수 있는 공간을 

통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군산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내항을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대지개요

대지위치｜군산시 내항 

대지면적｜약 43,000 ㎡

용도 지역｜공업지역

주변 도로｜소로 1류

현재 대지의 용도｜주차장, 축제 공간

Design

군산 내항역사문화공원

B.O.A 1팀

과거 현재

도로 주변 현황

전시관, 박물관 관광명소문화유적 5층 이상 4층 3층 2층 1층

주변 건물

안다 모른다 0 5 10 15 20 25 30

역사

체육

문화

놀이

자연

0 5 10 15 20 25 30

야외시설

체육시설

공연장

상업시설

작가공간

전시공간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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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마스터 플렌

1팀

2개의 창고부지 사이에 페이빙을 통한 연결성을 줌, 창고 지붕 형상을 

한 파빌리온 구성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작가들의 프라이버시를 확보

철도가 남아 있는 공간을 자연적인 요소인 나무를 배치

0 10 20 40 60(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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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전시관

1팀

구 창고 터를 전시관으로 활용하여 내항의 지워진 역사 인식의 장으로 전환

_ 지하로 전시공간을 계획하여 지상은 공원으로써의 활용성을 높임

_ 창고 터를 활용한 공간에 카페, 뮤지엄 샵, 썬큰 등을 배치하여 방문객 접근 유도

_ 창고 터 앞의 공간은 전시관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도록 함

➊  구 창고 터를 2100mm 지상 레벨에서 올리고 그 

부분에 썬큰을 두어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 유도를 

계획

➋  벽으로 막혀있는 공간이 아닌 오픈된 카페 공간을 

형성하여 사람들의 활동의 자유로움을 확보

➌  구 철도 루트를 사람들의 전시관 진입 루트로 변환

시켜 역사성을 일깨워줌

➍  전시관 층고에 변화를 주었고 주변에 벽으로 둘러싸여 

천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 

➎  전시관 지상에 천창을 설치하여 전시관 내부에 자연채

광 용이 및 밤에 언덕들 사이로 비치는 빛을 또 다른 관

광 요소로 계획

➊ 썬큰

➋ 카페

➌ 진입 동선

➍ 전시관 내부

➎ 천창 및 언덕

➊

➋

➌

➍

➎

➊ 

➌ 

➍ ➋ 

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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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공연장

1팀

공용주차장｜414대

전용주차장｜12대

장애인주차장｜14대 

수장고와 일반차량의 동선 분리를 통해 편리성을 높힘

전시관과 공연장 중간에 동시에 쓸 수 있는 기계실을 설계

썬큰으로 실외 공연장을 구성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 설계

공연장 구조를 다양하게 변형 가능한 블랙박스형 

공연장 구성으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설계

구 창고 터를 공연장으로 활용하여 내항의 지워진 역사 인식의 장으로 전환

 _ 실내 공연장을 상옥창고의 모습을 형상화 썬큰 구조로 공연의 활용성을 높임

 _ 하나의 창고 터를 실내, 실외 공간으로 계획하여 자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

 _ 일반인과 공연자의 동선을 구별해주고 주차장에서 공연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계획 

➊ 실외공연장

➋ 실내공연장

➌ 분장실

➍ 연습실

➎ 창고

➊ ➋ ➌
➍

➎

0 5 10 20 30(m)

구 창고 터에 공연장을 계획하여 사람들에게 역사성을 

알리고 썬큰 구조를 통해 실외 공연장에서 실내 공연장

으로 이어지는 동선으로 설계

EV

AUTO

AUTO AUTO

AUTO

0 5 10 20 30(m)

➊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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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레스토랑 

1팀

층고를 높여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개방감을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

작가들의 개인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해주며 층고를 높여 개방감을 주도록 설계

작가공간 1층

작가공용공간

작가공간 2층

공용공간을 통해 작가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설계
0 1 5 10(m)3

0 1 5 10(m)3 0 1 5 10(m)3

0 1 5 10(m)3
0 1 5 10(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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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1팀

보행동선

수직동선

차량동선

동선 다이어그램

G.L

B2

B1



Municipal      Art Gallery

군산시립미술관

하성민 | B.O.A 2팀

과거 원도심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상업미술에서 시작된 군산 지역의 예술 활동은 많은 지역작가와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지역 예술, 문화 활동에 대하여 아는 사람 없이망각되어가고 있다.

이에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여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공간이면서 

관람객의 소통하는 공간으로써 군산시립미술관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성민 Ha, Sung Min
학번 : 1701714
e-mail :  0202hahaha 

@naver.com

설계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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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빠르게 살아가며 자신의 심신을 소모한다.

마모된 자신의 심신을 치유하고자 사람들은 빠른 사회와는 반대로 천천히 행동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걷는 것은 휴식과도 같은 행동이다.

관람객에게 미술 작품을 보여주며 마음에 안정을 주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 미술관은 치유의 장소가 된다.

치유하는 공간의 미술관으로 사람들의 손길이 적은 자연환경이 적합하다고 생각

치유 받고자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도시 내 녹음이 위치한 곳을 설계 부지로 선정

자연환경과 이어지면서 대비되는 속성을 통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건축물의 공간을 강조

배치도 주변시설 분석

SITE

주변시설 분석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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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2팀

제 1 전시실   | 전시 작가 | 하반영 작가

램프를 이용한 단차와 빛의 음영차를 통해 전시 공간을 

둘로 나누어 정물화와 풍경화를 구분하여 전시

제 2 전시실  | 전시 작가 | 강용면 작가

작품의 크기에 맞춘 오픈된 공간에 전시

램프공간을 따라 다양한 시점 부여

제 3 전시실  | 전시 작가 | 채원석, 신철균 작가

단차형 공간을 통해 두 명의 사진작가의 

전시 및 휴게 공간으로 분할

카페테리아  | 테라스

이어지는 길을 따라 

트인 전경으로 마무리되는 휴게 공간

제 4 전시실   | 전시 작가 | 이건용 작가

큰 규모의 조형작품 및 퍼포먼스를 위해

기둥 없는 트러스 구조의 전시 공간

보다 자유로운 전시 관람 동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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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2팀

진입로

제 3 전시실

홀

제 1 전시실

제 4 전시실

제 5 전시실제 2 전시실



군산 원도심 창업지원센터

이예은·최지혜 | 두빛나래 팀

군산시 원도심 일대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현재 군산시의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있지만 최근에는 특정 가게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권은 점점 침체되어 가면서 

빈 상가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원도심 골목의 가장 큰 특징인 가로경관을 해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 창업지원센터와 테스트 점포를 계획하여 예비창업가들에게 

공간과 경험을 제공해주고 원도심 내에 비어 있는 상가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원도심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 넣어보려고 한다.

  GunsanOld Town Start-up
  Support Center

건축설계 

최지혜 Choi Ji Hye
학번 : 1701711
e-mail :  pp2897 

@naver.com

이예은 Lee Ye Eun
학번 : 1701683
e-mail :  dldpdms623 

@naver.co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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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원도심 일대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현재 군산시의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지

만 최근에는 트렌드에 뒤처지거나, 특색 없는 상점들이 점점 문을 닫으면서 원도심 골목의 가로경관을 해치고 있다. 우리는 ‘원도심’에 창업지원센

터와 테스트 점포를 계획하여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부족한 공간과 경험을 제공해주고, 창업 인재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발굴하여 앞서 제기되

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도심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 넣어 보려 한다. 더 나아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의 창업지원센터들과 협력

하여 군산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한다.

Gunsan Old Town Start-up Support Center

설계 방향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기반으로 창업 네트워크 형성

원도심 내 창업 분위기 확산으로 상권 회복 기대

Design

군산 원도심 창업지원센터

두빛나래 팀

대지현황분석

대지개요

연결 회복 공유

리모델링
 

신축

도로체계

소로1류 10m 도로소로1류 10m 도로

소
로

1류
 10m

 도
로

동선접근성

200m 300m

주차장 버스정류장

개요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66-2

대지 면적 | 168.6㎡

건축 면적 | 155.61㎡

설계 | 리모델링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65, 65-3

대지 면적 | 209.8㎡, 196.8㎡

총 대지 면적 | 406.6㎡

건축 면적 | 323.68㎡

설계 |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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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점포

작업실 & 공유 주방

옥외 테라스

- 창업 전 미리 가게를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장소 제공

- 원도심 내에 비어 있는 상가로
창업 네트워크 연결

- 점포 오픈 시간 외에도
작업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공유 주방을 두어 
점포 상인들간의 소통 활성화

- 휴식을 위한 옥상 정원

- 낮지만 조망이 트인 공간으로
맞은편 창업지원센터의

main space를 볼 수 있는 공간

팀두빛나래

프로그램

■테스트점포 ■창업지원센터

➊

➋

➌

➊

➋

➌

코워킹 스페이스
open&private

- open space와 private space로

구분하여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제공 

- open space는 창업자들의

다양한 소통과 활동이 가능한 공간  

- private space는 일정한 기간동안 

사무실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

창업갤러리

- 창업자들이 개발한제품 

일정기간동안 전시

카페

- 카페 방문객과 

창업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

상담실

-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창업갤러리

- 계단식 구조물을 통한 다양한 

계층 간 자유로운 소통 공간

- 높은 층고와 아트리움으로 각 층을 

유기적으로 연결

-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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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두빛나래

배치도

N

입면도

창업지원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빈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테스트 점포 계획

매스프로세스

원도심은 저층건물이 많이 분포하여 있어 원도심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스킵플로어 적용

중정 스킵플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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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두빛나래

테스트점포

■ Floor Plan

1st Floor Plan

2st Floor Plan

3st Floor Plan 단면도

N

0 1 3 6(m)

open space

N

0 1 3 6(m)

open space

N

0 1 3 6(m)

open space

메인 로비 공간은 큰 창과 높은 층고를 두어 개방감 형성

3개의 상점은 가벽을 두어 가변성 있는 공간으로 배치

벽 없이 탁 트여있는 공유 공간으로 테스트점포를 이용하는 

상인들 간의 교류 활성화 역할

테스트점포의 연혁을 볼 수 있는 소규모의 전시 공간 배치

양쪽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여 생긴 두 갈래의 길이 공간에 재미를 더해줌

단조롭게 느낄 수 있는 건물 내에서 단면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 공간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

N

A A’

■ 동선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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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두빛나래

창업지원센터

■ Floor Plan

■ 중정

1st Floor Plan 4st Floor Plan

 Roof Plan

2st Floor Plan

3st Floor Plan

H.B

H.B

H.B

N

0 1 3 6(m)

H.B

H.B

H.B

H.B

N

0 1 3 6(m)

H.B

H.B

H.B

H.B

N

0 1 3 6(m)

H.B

H.B

H.B

H.B
N

0 1 3 6(m)

H.B

H.B

H.B

H.B

N

0 1 3 6(m)

H.B

도시 가로와 연계된 카페는 창업가와 카페 이용자의 소

통이 가능한 공간 

공유 오피스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지식과 경험의 교류

가 이루어지는 공간

중앙의 void 공간은 건물 구조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역할

계단식 구조물을 통해 옥외정원의 흐름 연결

높은 층고를 가진 creative stairs는 다양한 연령층의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

시제품 전시실은 근무자와 방문객의 경계가 허물어지

는 진입로의 역할

creative stairs와 연결되는 2.5층에는 세미나실이 

위치하여 더 밀도 있는 소통 가능

N

지하층에서부터 연결되는 중정은 각 층의 테라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계단 구조를 효과적으로 보여줌

H.B

➊ 카페

➋ 운영사무실

➌ 탕비실

➍ 상담실

➎ 화장실

➍ 

➊ 

➊ 

➊  private  

코워킹 스페이스

➋  open   

코워킹 스페이스

➌ 시제품 제작실

➍ 화장실

➊ Creative 

    Stairs

➋ 창업갤러리

➌ 남자화장실

➊ Creative 

    Stairs

➋ 세미나실

➌ 여자화장실

➊

➊

➊

➋

➋

➋

➋

➌

➌

➌

➌➍
➍➎

➊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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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두빛나래

단면도

A A’

■ 동선 다이어그램

25.0000

50.0000

225.0000

50.0000

186.0000

25.0000

50.0000

225.0000

50.0000

186.0000

25.0000

50.0000

225.0000

50.0000

186.0000

H.B

U
P

D
N

U
P

25.0000

50.0000

225.0000

50.0000

186.0000

H.B

VOID

주출입구를 구분하여 창업지원센터 방문자와 

카페 이용자 동선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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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시공

Structural Engineering

Structural Engineering

Construction & Management 

Construction & Management 

100

김지환 Kim, Ji Hwan
학번 : 1501346
e-mail :  wlghks1935 

@naver.com
mobile : 010-3554-1931

경주, 포항 지진 이후로 우리나라의 내진보강설계의 중요성이 한 층 부각되었으며,그 

중 학교 시설 건축물이 공공시설물 중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높게 잡혀있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1988년부터 도입되었지만, 본 건축물은 1984년에 준공된 학

교 건축물로 지진 발생 시 이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제 1 학생회관 건축물을 선정하여 내진보강설계를 진행한다.

108
Seismic Reinforcement Design for the 
1st Student Hall

이승현·김지환 | 승지 팀

이승현 Lee, Seung Hyeon
학번 : 1401534
e-mail :  leesc1222 

@naver.com
mobile : 010-3223-5657

군산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프로젝트
Gunsan Public Building Seismic Retrofit Project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범위는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장되었으나, 2005년 이전에 설계된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 특히, 전북 지역은 내진설계 확보율이 미

흡하며 군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필요성

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군산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내진보강 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희진·김원빈·이지훈 | 구조성취 팀

김희진 Kim, Hui jin
학번 : 1701653
e-mail :  gmlwls033 

@naver.com
mobile : 010-7679-4015

이지훈 Lee, Ji Hoon
학번 : 1101540
e-mail :  dldydgh125 

@naver.com
mobile : 010-4941-0814

김원빈 Kim, Wun Bin
학번 : 1701642
e-mail :  kkkc0623 

@naver.com
mobile : 010-4020-0432

구조

구조086

군산대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프로젝트
KSNU Gymnasium Remodeling Project

건축의 세부분야(설계, 구조, 시공)는 서로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이다.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려하면 다른 분야에서 생각지도 못 한일이 생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러므

로 한 분야만을 할 줄 아는 것이 아닌 건축 전반에 걸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이에 우리조는 군산대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 3분야를 모두 활용

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김재현·최현준·김희아 | 이게 나야 팀

김재현 Kim, Jae Hyeon
학번 : 1501340
e-mail :  rlawogus5714 

@naver.com
mobile : 010-8010-5975

최현준 Choi, Hyeon Jun
학번 : 1501418
e-mail :  nm123nm321 

@naver.com
mobile : 010-7758-3402

김희아 Kim, Hee A
학번 : 1701652
e-mail : hiakim@naver.com
mobile : 010-9291-4597

구조
시공

제 1 학생회관 내진보강설계



군산대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프로젝트

김재현· 최현준· 김희아 | 이게 나야 팀

 건축의 세부분야(설계, 구조, 시공)는 서로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이다.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려하면 다른 분야에서 생각지도 못 한일이 생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러므로 한 분야만을 할 줄 아는 것이 아닌 건축 전반에 걸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이에 우리조는 군산대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 3분야를 모두 활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KSNUGymnasium 
 Remodeling 
       Project

김재현 Kim, Jae Hyeon
학번 : 1501340
e-mail :  rlawogus5714 

@naver.com

최현준 Choi, Hyeon Jun
학번 : 1501418
e-mail :  nm123nm321 

@naver.com

김희아 Kim, Hee A
학번 : 1701652
e-mail :  hiakim 

@naver.com

구조 + 시공

Structural Engineering
Construction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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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체육관은 군산대학교의 대표적 건물 중 하나이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실내체육관과 비교하여 그 이용률과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 인근 대학교인 전북대학교 체육관과 원광대학교 체육관의 경우 군산대학교 체육관과 규모는 비슷하나 여러 운동경기와 행

사를 개최하고 전북권에서 대표적인 체육관으로 알려져 있다. 인근 대학교 체육관 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른 지방에 있는 체육관들도 군

산대학교 체육관과 비슷한 규모임에도 다양한 행사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리모델링 방안으로 관중석과 천장부를 개

축하는 것을 제시한다. 다른 체육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관중석 배치, 지붕 노후화에 따른 빗물이 새는 문제  등을 해결하

기 위해 관중석을 신축하고 기존 건물의 1,2층 일부와 지붕을 철거 후 재건축하였다.

KSNU Gymnasium Remodeling Project

Floor Plan

Cross Section Longitudinal Section

Select Background

이게나야 팀

군산대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프로젝트

Structural EngineeringConstruction & Management 

 군산대학교 체육관 전북대학교 체육관 원광대학교 체육관

기존 체육관 1층

개축 후 체육관 1층

기존 체육관 2층

개축 후 체육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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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➍

➋

➌

체육관의 무대 양쪽에 관중석을 신축하여 2면의 관중석을 갖추었다. 이를 위해 1층과 2층의 벽, 보, 슬라브를 일부 철거하였고 기존의 2층의 공

간을 확장하고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구를 만들어 동선이 좀 더 다양해지고 피난 시에도 유리하게 계획했다. 관중석의 개수는 기존의 이동식 260

석에서 고정식 516석과 수납식 295석으로 총 810여 석으로 증가했다. 또한 정면 출입구 기준 왼쪽에 신관으로 가는 통로를 살리고 관중석 뒤쪽

에 통로를 만들어서 복도로 활용하고 관중석 아래 공간을 창고와 비품실, 선수대기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관중석의 경사각 또한 증가시

켜 좀 더 넓은 시야각을 통해 원활한 경기 관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중석 뒤에 복도를 두고 관중석 

하부에 선수대기실, 비품실, 

창고등 배치

2층에 출입구를 배치하여 정문으

로 동선이 쏠리는 것을 완화

신축된 관중석과 기존 2층 

슬라브와의 연계성을 높임

무대 양쪽으로

관중석 신축 ( 811석 )

이게나야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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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Structural Design

바뀐 건축계획에 따라 새로운 지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지붕을 지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둥이 필요 했다. 우선적으로 건물 외부에 추가로 

기둥을 세우고 새로운 지붕구조시스템을 계획하였다. 체육관은 내부 기둥이 없고 스팬 길이가 45m에 가깝기에 처짐을 제어할 수 있는 대공간 지

붕시스템을 고안하였으며, 앞서 말했던 문제점 중 하나인 빗물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 박공지붕을 채택하였다. 기존의 체육관의 지붕시스템

이 철골 트러스임에 입각하여 철골 부재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철골트러스를 이용하여 대공간 구조에 적합한 지붕을 설계했다.

•Steel(SS275)

-Density : 7850[kg/㎥]

-Yield Stress : 275[MPa]

-Tensile Stress : 400[MPa]

-Elastic Modutus : 210[GPa]

•Concrete

  -Density  : 2400[kg/㎥]

  -Strength : 24[MPa] 

•Dead Load - D   

-Self weight +1kN/㎡ 

•Live Load - L

-Uniformly distributed live load 1.0kN/㎡

•Snow Load - S

-Ground snow load : Sg=0.5[kN/㎡]

-Basic roof snow load factor: Cb=0.7

-Exposure factor : Ce=0.9

-Thermal factor : Ct=1.0

-Importance factor(1) : Is=1.1

•Wind Load - W  

  -X-axis , Y-axis

군산은 기본풍속이 30m/s로 바람이 많이 부

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풍하중도 고려하였

다. 그리고 주변에 저층 구조물이 산재 되어 

지표면 조도는 “C” 이다. 이에 따라  이 하중

조합에 대해 설계 하였다.

 처음 구상했던 박공지붕을 기반으로 하여

 Midas Gen을 통해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기둥과 벽은 RC조로 구성하였고 지붕은 S조로 구성하였다.

대공간 지붕시스템을 계획하였기에 부재 치수는 전체 시스템의 처짐, 트러스의 인장, 압축력을 고려하여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

에 결정 되었다.

1 1.4D

2 1.2D+1.5L+0.5S

3 1.2D+1.6S+1.0L

4 1.2D+1.6S+0.65WX

5 1.2D+1.6S+0.65WY

6 1.2D+1.6S-065WX

7 1.2D+1.6S-065WY

8. 1.2D+1.3WX+1.0L+0.5

9. 1.2D+1.3WY+1.0L+0.5S

10 1.2D-1.3WX+1.0L+0.5S

11 1.2D-1.3WY+1.0L+0.5S

12 0.9D+1.3WX

13 0.9D+1.3WY

14 0.9D-1.3WX

15 0.9D-1.3WY

vaulted parallel chord truss인 2차원 트러스로 설계를 하였다. 건물의 양쪽 부분이 대칭이지 않아서 힘을 골고루 전달해주기 

위해서 켄틸레버를 통해 트러스를 지지해 주었다.

Design Process

Midas modeling

Element Section

Concept

■Materials

■Materials

■Loads

■Load combination

Top chord Lower chord Web member

H-200x200x8/12 200x200x8/12 ㄱ-200x200x20 150x150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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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하중 Y방향에 대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 브레이스를 

ㄱ형강 45x45x4로 결정하였다 

리모델링을 통해 일부 확장이 되었고 또한 새로운 지

붕으로 인해 이를 받쳐주기 위한 기둥이 필요하였다.

먼저 건물 앞뒤로 2개씩, 총 4개의 새로운기둥을 계획

하였고 여러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재 

단면크기와 부재의 양을 결정했다.

Brace Column

Result

                          δmax= 111.7mm

Midas Gen을 통해 설계한 시스템을 분석해 본 결과, 처짐을 127mm미만으로 제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대 처짐 허용 (강구조설계기준 2016) 

최대 하중에 대해서 δ ≤        (127mm)을 만족한다.

Deflection Control
New column

C19 C1

Φ600 500x500

Main Bar

Hoop

8-D22

D10@300

Main Bar

Hoop

8-D22

D10@300

기존의 지붕은 오래전에 설계되어 노후화가 되

어 있었다. 그리고 팔각형 모양으로 낮은 경사

도로 인해 빗물의 고임 현상이 보였다. 그래서  

새로운 지붕 구조 설계를 통해 박공 지붕으로 

바꿈으로써 노후화와 빗물 고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그리고 박공 지붕 위에는 눈

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눈의 무게에 의한 붕괴

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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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Construction  

지붕 구조물 노후화와 고정 관중석의 부재를 해소하고자 하는 설계 계획

에 따라 입지 조건에 따른 공사 방식 설정, 공정관리를 통한 비용 산출을 

통해 리모델링 완공을 목표로 한다.

 먼저 착공은 2020년 동계 방학 시작일인 2020년 12월 18일이라 가정한다. 

 공사 준비 및 공통가설공사는 5일로 설정하였다. 

기존 건물의 콘크리트 구조와 지붕의 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그리고 무대를 기준으로 무대 측면부의 관중석 신축을 실시하고, 

관중석 시공이 끝난 후 지붕 시공을 실시한다.

Erection Method 중에 체육관에 인접하여 있는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용이 가능한 Bent 공법과 Block 공법을 선정하여, 

두 공법을 병행하여 계획하였다. 이에 따른 크레인은 R/T 70톤 크레인으로 선정하였다.

Plan Apply Construction Method

Flow Chart

Construction Period

시공 계획 및 설계 철거 공사 신축 및 확장 공사 리모델링 완공

접합부
지붕구조물의 단위부재

지방구조물

가설구조물

Bent공법

양중장비 및

양중케이블

지지구조물

지상에서

조립된 

지붕구조물

Block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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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Estimate

Cost Estimation of Remodeling

Cost Estimation of New Construction

Result 

분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노무비율 

(%)
소계 단가 (원) 합계 금액 (원)

단가 (원) 금액 단가(원) 금액

가설

공사

가설울타리 EGI 휀스 m 400 976 390,580 18,553 7,421,020 95 19,529 7,811,600

EGI 휀스 300×55×0.5(m당 2개) m 800 13,760 11,008,000 - - - 13,760 11,008,000

방진막 ㎡ 400 175 70,100 3,330 1,331,900 95 3,505 1,402,000

보호막 PE메쉬망 ㎡ 2944 186 547,820 2,140 6,299,924 92 2,326 6,847,744

강관비계 10m이하, 3개월 ㎡ 2944 4,902 14,431,370 12,605 37,109,238 72 17,507 51,540,608

동바리 2.5m이하, 3개월이하 공㎥ 368 1,067 392,264 10,788 3,966,227 91 11,855 4,358,491

크레인 R/T 70T 크레인 대 2 960,000 1,920,000 15,040,000 30,080,000 94 16,000,000 32,000,000

바닥판 터파기(인력) 0~1m ㎥ 29 5,146 148,198 1,903 54,813 27 7,049 203,011

독립기초 터파기(기계) 0~1m ㎥ 22 5,146 111,149 1,903 41,110 27 7,049 152,258

바닥판 잔토처리 토사 ㎥ 35 426 14,723 210 7,257 33 636 21,980

독립기초 잔토처리 토사 ㎥ 26 426 11,042 210 5,443 33 636 16,485

철거

공사

기존 구조물 철거 T=30cm 미만 ㎥ 185 10,095 1,865,241 24,717 4,566,624 71 34,812 6,431,865

아스팔트포장 깨기 T=30cm 미만 ㎥ 16 3,871 60,395 6,883 107,368 64 10,754 167,763

골조

공사

유로폼 복잡, 7m 초과 ㎡ 1291 6,654 8,589,658 30,315 39,130,666 82 47,722 47,720,325

유로폼 보통, 0~7m ㎡ 249 5,129 1,279,198 23,366 5,827,455 82 34,931 7,106,653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보통, 100~150㎥이하/1회 ㎥ 516 5,267 2,715,996 10,694 5,514,294 67 15,961 8,230,290

콘크리트 양생 ㎡ 401 - - 427 171,253 100 427 171,253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면 ㎡ 401 117 46,796 2,800 1,123,096 96 2,917 1,169,892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보통 ton - 38,636 1,159 444,314 13,329 92 482,950 14,489

철근부재 D10 ㎏ 7 815 5,461 - - - 815 5,461

철근부재 D13 ㎏ 9 805 6,843 - - - 805 6,843

철근부재 D22 ㎏ 6 800 4,560 - - - 800 4,560

철골세우기/6층미만 강재 총 사용량 500ton미만 ton 119 2,160 256,781 105,822 12,582,279 98 107,982 12,839,060

철골부재 H형강-200×200×8×12 ton 19 1,020,000 19,380,000 - - - 1,020,000 19,380,000

철골부재 H형강-200x200x8x12 ton 57 1,020,000 57,834,000 - - - 1,020,000 57,834,000

철골부재 ㄱ형강-150x150x12 m 888 8,260 7,334,054 - - - 8,260 7,334,054

철골부재 ㄱ형강-200x200x20 m 585 3,800 2,223,000 - - - 3,800 2,223,000

철골부재 H형강-100×100×6×8 ton 3 1,020,000 3,366,000 - - - 1,020,000 3,366,000

철골부재 H형강-175×175×7.5×11 ton 9 1,020,000 8,772,000 - - - 2,120 8,772,000

철골부재 원형강-D24 ton - 880,000 352,000 - - - 880,000 352,000

철골부재 ㄱ형강-45×45×8 m 874 4,230 3,695,328 - - - 4,230 3,695,328

고장력볼트 본조임 30본/t 미만 ton 18 1,567 52,244 93,847 1,689,238 97 96,749 1,741,482

마감

공사

유리 맑은 복층유리-24mm ㎡ 54 42,932 2,318,309 13,557 732,097 24 56,489 3,050,406

알루미늄 판넬 1000*1000*3 ㎡ 1760 130,000 228,800,000 - - - 130,000 228,800,000

관람석 설치 고정식 개 516 6,913 3,567,134 131,348 67,775,542 95 138,261 71,342,676

관람석 설치 수납식 개 295 17,415 5,137,425 330,835 97,611,075 95 348,300 102,748,500

현장정리 RC조 ㎡ 645 110 71,240 10,935 7,052,785 99 11,045 7,124,025

현장정리 S조 ㎡ 2162 63 136,574 6,254 13,520,780 99 6,317 13,657,354

총 공사금액 730,651,453 (원)

먼저 주요 공정을 가설공사, 철거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네 공정으로 분류 주요 공정들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였다.

왼쪽의 표는 주요 공정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산출한 것이다.

앞서 정한 70톤 R/T 크레인의 임대 가격을 조사하였고, 노무비는 2020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참고하

였다. 그 결과 약 7억원이 산출되었다.

체육관을 신축했을 시와 리모델링 했을 시의 비용 비교를 위해 먼저 신축비용을 비용지수법 ( Cost Index Method ) 을 이용하여 구

하였다. 

기준이 될 체육관은 계남 다목적 체육관으로 선정으로 선정했다.

군산대학교의 예상 신축 비용은 약 92억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개산 견적이므로 실제 공사비와의 오차 범위는 약 -30% ~ +50%이다

최근 군산대학교의 대학본부와 황룡 도서관의 신축, 각 단과대학 건물의 리모델링이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축비용 예측에 따

른 군산대학교 체육관 신축 비용 92억원은 군산대학교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 예상한다. 앞서 원가 산정에서 산정한 주요 공정의 공

사비는 전체 리모델링 공정의 공사비를 산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도 신축 비용에 비해 리모델링의 비용으로 산출된 7억원

이 현저하게 적게 드므로 군산대학교의 예산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군산대학교 2019년 대학 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에 따르면 자연대학 1,2호관 리모델링 건설 예산액은 약 87억원이다. 그리고 현재는 이미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체육관 리모델링의 경우 군산대학교 예산 내에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지수법   : 

체육관 공사비용 (원) 연면적 (㎡) 건설공사비지수

계남 다목적 체육관 (2009) 5,520,000,000 2,938 85.60

군산대학교 체육관 (2020, 新) 9,205,900,000 3,228 117.06



군산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프로젝트

김희진·김원빈·이지훈 | 구조성취 팀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범위는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장되었으나, 

2005년 이전에 설계된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 특히, 전북 지역은 내진설계 확보율이 미흡하며

군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군산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내진보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조

Structural Engineering

김희진 Kim, Hui jin
학번 : 1701653
e-mail :  gmlwls033 

@naver.com

이지훈 Lee, Ji Hoon
학번 : 1101540
e-mail :  dldydgh125 

@naver.com

김원빈 Kim, Wun Bin
학번 : 1701642
e-mail :  kkkc0623 

@naver.com

Gunsan   Public Building  
Seismic Retrofi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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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전북 내진율은 9.1%로 매우 낮다. 

중·저층 건축물과 해역 주변 지진의 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군산시민들은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필요성을 느낀다. 

2005년 이전에 설계된 군산시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 

현황조사 결과 선정된 건축물 기준으로 Proto type을 나눠 내진보강 설계 보편성을 추구하고 

건축물에 대한 연약지반 특성을 갖는 내진보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Gunsan Public Building Seismic Retrofit Project

개요

현황조사

Flow chart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O길

허가년도 | 1996년

연면적 | 743㎡

구조 | 철근콘크리트

층수 | 지상4층 (층고 3.6m)

평면 비·정형성 | 비정형 (ㄱ자형)   

지반종류 | S3 (얕고 연약한 지반)

내진등급 | I

재료강도 | 콘크리트 21MPa, 

               철근 300Mpa  

목표성능 | 인명안전(LS)

구조성취 팀

Structural Engineering

군산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프로젝트

군산 소규모 공공건축물 총 36건을 조사한 결과이다. 허가년도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연혁에 대한 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비정형

은 돌출한 부분의 치수가 해당하는 방향의 평면치수의 15%가 초과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OOO사무소는 평면이 ㄱ자형이며, 계단실(전단벽) 부분이 하중의 영향이 크다. 3층 이상 건축물은 계단실 부분이 거의 전단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해석 및 평가는 2층 건축물 전단벽 O,  2층 건축물 전단벽 X , 4층 건축물 전단벽 O (OOO사무

소) 유형으로 진행하였다.

OOO사무소 허가년도의 구조 기준을 적용하여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건축물의 설계 보편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Proto type

•전단벽 O | 전단벽이 있는   •전단벽 X | 전단벽이 없는

전단벽 O 전단벽 O 전단벽 O전단벽 X 전단벽 X 전단벽 X

proto type

OOO사무소

2층 건축물 4층 건축물3층 건축물

1992년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기준 적용

현황조사 구조도 작성 하중도 작성 설계 및 모델링

구조해석m계수법 + Pushover기초구조 평가보강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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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성취 팀

전단벽이 있는 4층 건축물

H형강-SS275[SS400]  틀–300×300×10×15  가새–250×250×9×14

철근콘크리트조의 인명안전(LS) 판정 DCR 기준은 0.75이하이다.

- 보

■보강이 필요한 부재

■가새보강

■부재별 성능평가

인명보호(IO) 인명안전(LS) 붕괴방지(CP) 붕괴위험(C)

내진설계된 조적채움벽이 있는 RC모멘트 골조 인명안전(LS) = 1% 이내이다.

허용지내력 300kN/㎡을 초과하지 않는다. → O.K

■허용 층간변형각

■기초보강

- 기둥

- 전단벽

인명보호(IO) 인명안전(LS) 붕괴방지(CP) 붕괴위험(C)

X방향, Y방향 모두 만족

X방향 0.236% Y방향 0.030%

자중 (kN/㎡) 지진 시 반력 (kN/㎡) 총합 성능판정

F1 12 267.07 279.07 O.K

F2 16.8 184.43 201.23 O.K

F3 16.8 327.13 343.93 N.G

F4 16.8 413.04 429.84 N.G

F5 9.6 527.91 537.51 N.G

F6 7.2 209.83 217.03 O.K

마이크로파일 사이즈 동적 극한 지내력(kN)

압축 73×9.5 162

초과 반력 (kN/㎡) 시공할 파일 개수 성능판정

F3 43.93 1개 O.K

F4 129.84 1개 O.K

F5 237.51 2개 O.K

보강 후

단
전단성능 휨성능

최종성능
IO LS CP IO LS CP

1F-10
top 0.26 0.21 0.17 0.31 0.24 0.20 IO

bot 0.30 0.24 0.20 0.75 0.60 0.50 LS

보강 전

단
전단성능 휨성능

최종성능
IO LS CP IO LS CP

1F-10
top 0.40 0.32 0.27 1.06 0.85 0.71 CP

bot 0.56 0.45 0.38 1.62 1.30 1.08 C

보강 전

단
축

성능

전단

성능

휨성능 최종

성능IO LS CP

1C5  I 1.10 0.41 16.1 16.1 12.7 C

2C2
 I 0.29 1.31 0.42 0.42 0.27 C

 I 0.28 1.32 0.42 0.42 0.27 C

2C5  I 0.83 0.82 37.5 37.5 27.8 C

3C3
 I 0.12 0.94 0.71 0.56 0.45 CP

 J 0.11 0.94 0.67 0.67 0.42 CP

보강 후

단
축

성능

전단

성능

휨성능 최종

성능IO LS CP

1C5  I 0.66 0.41 0.70 0.70 0.45 LS

2C2
 I 0.26 0.50 0.09 0.09 0.06 IO

 I 0.25 0.50 0.08 0.08 0.05 IO

2C5  I 0.46 0.36 0.10 0.10 0.06 IO

3C3
 I 0.11 0.18 0.02 0.02 0.01 IO

 J 0.10 0.18 0.03 0.03 0.02 IO

보강 전

단
전단

성능

휨성능 최종

성능IO LS CP

2B2A
 I 1.16 0.49 0.33 0.24 C

 J 1.04 0.80 0.53 0.40 C

3B2A
 I 1.41 0.60 0.40 0.29 C

 J 1.28 0.90 0.60 0.45 C

4B2A
 I 1.25 0.45 0.30 0.22 C

 J 1.18 0.72 0.48 0.37 C

보강 후

단
전단

성능

휨성능 최종

성능IO LS CP

2B2A
 I 0.55 0.31 0.21 0.15 LS

 J 0.46 0.45 0.30 0.22 IO

3B2A
 I 0.60 0.32 0.21 0.16 LS

 J 0.51 0.43 0.29 0.22 LS

4B2A
 I 0.47 0.23 0.15 0.12 IO

 J 0.46 0.34 0.23 0.18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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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성취 팀

전단벽이 없는 2층 건축물

결론

H형강-SS275[SS400]  틀-250×250×9×14  가새–200×200×8×12

철근콘크리트조의 인명안전(LS) 판정 DCR 기준은 0.75이하이다.

- 보

■보강이 필요한 부재

■가새보강

■부재별 성능평가

인명보호(IO) 인명안전(LS) 붕괴방지(CP) 붕괴위험(C)

- 기둥

보강 전

단
축

성능

전단

성능

휨성능 최종

성능IO LS CP

1C1
 I 0.27 1.80 1.00 1.00 0.65 C

 I 0.27 1.80 0.84 0.84 0.55 C

1C4  I 0.26 1.39 3.34 3.34 2.13 C

1C5  I 0.44 1.38 1.06 1.06 0.67 C

1C6  I 0.27 1.48 0.93 0.93 0.65 C

보강 후

단
축

성능

전단

성능

휨성능 최종

성능IO LS CP

1C1
 I 0.27 0.19 0.02 0.02 0.02 IO

 I 0.26 0.20 0.02 0.02 0.01 IO

1C4  I 0.15 0.21 0.08 0.08 0.05 IO

1C5  I 0.35 0.17 0.03 0.03 0.02 IO

1C6  I 0.32 0.18 0.05 0.05 0.03 IO

내진설계된 RC모멘트 골조 인명안전(LS) = 2% 이내이다.

내진보강 방법으로 H형강의 트러스 구조물을 설치하여 하중을 분산시켜 구조물의 강성을 증대시킨 결과 실제 대상 건축물인 전단벽이 있는 

4층 건축물은 내진성능 목표인 인명안전(LS)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2층 건축물을 비교하였을 때 전단벽이 있는 경우(전단벽O)에는 

부재붕괴가 적지만 전단벽 부분의 기초 부담이 커 기초보강이 필요하다. 반면 전단벽이 없는 경우(전단벽X)에는 부재붕괴가 많아 가새보강 

필요개소가 많다.

허용지내력 300kN/㎡을 초과하지 않는다. → O.K

■허용 층간변형각

■기초보강

X방향, Y방향 모두 만족

X방향 0.307% Y방향 0.165%

자중 (kN/㎡) 지진 시 반력 (kN/㎡) 총합 성능판정

F1 12 172.46 184.46 O.K

F2 12 181.18 193.18 O.K

F3 9.6 222.92 232.52 O.K

F4 9.6 236.06 245.63 O.K

F5 9.6 207.37 216.97 O.K

F6 7.2 170.47 177.67 O.K

F7 7.2 210.39 217.59 O.K

F8 7.2 283.53 290.73 O.K

인명보호(IO) 인명안전(LS) 붕괴방지(CP) 붕괴위험(C)

보강 전

단
전단

성능

휨성능 최종

성능IO LS CP

2G8
 I 1.28 0.52 0.34 0.25 C

 J 1.14 0.61 0.40 0.30 C

2G5A  J 0.94 0.41 0.28 0.22 CP

2G10

 I 1.12 0.51 0.34 0.25 C

 J 1.07 0.65 0.43 0.33 C

 J 0.80 0.44 0.30 0.22 CP

보강 후

단
전단

성능

휨성능 최종

성능IO LS CP

2G8
 I 0.65 0.32 0.21 0.16 LS

 J 0.53 0.20 0.14 0.10 LS

2G5A  J 0.69 0.23 0.15 0.12 LS

2G10

 I 0.29 0.16 0.11 0.07 IO

 J 0.23 0.15 0.10 0.15 IO

 J 0.66 0.31 0.21 0.16 LS



제 1 학생회관 내진보강설계

이승현·김지환 | 승지 팀

경주, 포항 지진 이후로 우리나라의 내진보강설계의 중요성이 한 층 부각되었으며,

그 중 학교 시설 건축물이 공공시설물 중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높게 잡혀있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1988년부터 도입되었지만, 본 건축물은 1984년에 준공된 

학교 건축물로 지진 발생 시 이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제 1 학생회관 건축물을 선정하여 내진보강설계를 진행한다.

Seismic   Reinforcement  Design for the
   1st Student Hall

이승현 Lee, Seung Hyeon
학번 : 1401534
e-mail :  leesc1222 

@naver.com

김지환 Kim, Ji Hwan
학번 : 1501346
e-mail :  wlghks1935 

@naver.com

구조

Environmental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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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내진보강설계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2018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을 살펴

보았을 때 학교 시설이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높게 잡혀있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1988년부터 도입되었지만, 그 이전에 준공되어진 

건축물은 내진설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존하는 학교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위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1984

년에 준공된 학생회관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한 내진보강설계를 진행한다.

Seismic Reinforcement Design for the 1st Student Hall

Flow Chart

Modeling 입력값 내진보강 목표성능 설정

개요
- 기존 건물 부재 Design 입력

- 기존 건물 Property값 입력

- 구속 조건 입력

- 자중 입력

- 용도별에 따른 하중값 입력

- 내, 외부 마감에 따른 하중값 입력

- 풍하중 32 m/s 값 입력

- 적설하중 0.5kN/m2 값 입력

- 유효강성 입력

- 지진하중 입력

재현주기 2400년 주기

내진 특등급

성능목표 | 인명안전(LS)

내진설계범주 | D등급

지역계수(S) | 0.176

지반 종류 | S4

중요도계수(I) | 1.5 (내진등급 : 특)

반응수정계수(R) | 5 (건물골조시스템 :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  m계수를 이용한 선형해석평가를 통하여 성능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부재를 확인하였으며,보강공법을 통하여 내진보강설계를 

진행하였다.

준공연도 | 1984.03 / 2001. 04 증축

건축규모 | 지상 4층, 지하 1층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조

재료강도 | Fck : 18MPa, Fy : 300MPa (1~3F)

               Fck : 24MPa, Fy : 400MPa (4F 증축)

승지 팀

Structural Engineering

제 1 학생회관 내진보강설계

MIDAS GEN을 사용한 Modeling 입력값을 설명한다.

자료, 도면조사

내진보강설계

성능 평가

하중도

내진보강공법

선형해석평가

m계수법

모델링

약체 부재 선정

종합 결론

N.G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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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계수법을 통한 성능평가

모델링(성능목표 미달 부재)

승지 팀

•선형정적절차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적용)

- T < 3.5TS

- 수평치수의 변화율 140% 이내

- 비틀림 강성비정형 없음

- 수직강성 비정형 없음

- 지진력저항시스템은 서로 직교

‘기존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요령’에 따른 평가절차를 선택 탄소섬유시트 보강공법을 통해 보와 기둥을 부분적으로 감싸 전단 강도를 증진시키는 보강 공법과 벽체의 경우 기존 벽체에 추가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벽체의 단면적을 증대시켜 휨 및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단면 증설 공법의 내진 보강 공법을 선정했다.

내진보강 공법을 이용하여 보강이 필요한 부재에 적용해 기존 

건물과 비교하였더니, 보와 기둥에서 목표 성능수준인 인명보

호(LS) 수준을 만족하여 내진보강설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였다.

•탄소섬유시트의 종류와 물성 • 탄소 섬유시트 보강 • 벽체 콘크리트 단면 증설

위의 보, 기둥, 벽체를 제외하고 많은 부재에서 성능목표인 인명안전(LS)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보는 전단성능에서 만족하지 못하였고, 기둥과 전단벽체에서는 휨성능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성능평가 절차 선택
평가절차의 선택

선형절차 

적용조건(1) 만족

선형정적절차 

적용조건(2) 만족

비선형정적절차 

적용조건(3) 만족

선형

정적절차

선형

동적절차

비선형

정적절차

비선형

동적절차

비선형

정적절차

+

선형

동적절차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보 성능평가 IO LS CP 등급

2G9 전단 1.52 1.01 0.76 CP

2G16 전단 1.97 1.31 0.98 CP

3G8 전단 1.57 1.04 0.78 CP

3G9 전단 1.79 1.19 0.89 CP

4G8 전단 1.72 1.14 0.86 CP

기둥 성능평가 IO LS CP 등급

1C3 휨 2.96 1.74 1.58 C

1C23 휨 3.11 1.65 1.49 C

1C20 휨 2.05 1.08 0.98 CP

1C21 휨 4.84 4.63 2.63 C

2C20 휨 1.40 1.01 0.69 CP

벽체 성능평가 IO LS CP 등급

1F_8 휨 1.82 1.36 0.91 CP

1F_9 휨 3.22 1.61 1.07 C

4F_14 휨 1.76 1.411 1.17 C

3F_16 휨 1.39 1.11 0.93 CP

2F_16 휨 2.66 1.99 1.33 C

내진보강

결론

품명 SK-N200

섬유중량 200g/m²

섬유비중 1.80g/cm²

두께 11.1cm

폭 50cm

개수 평균 2겹

단면증설

추가 수직 철근

추가 수평 철근

다우얼의 에폭시 정착

기존 벽체

두께 보강벽

보 성능평가 IO LS CP 등급

2G9 전단 0.90 0.6 0.45 IO

2G16 전단 1.01 0.67 0.50 LS

3G8 전단 0.99 0.66 0.50 IO

3G9 전단 1.06 0.71 0.53 LS

4G8 전단 1.03 0.69 0.51 LS

기둥 성능평가 IO LS CP 등급

1C3 휨 1.46 0.79 0.70 LS

1C23 휨 0.91 0.53 0.49 IO

1C20 휨 0.72 0.42 0.39 IO

1C21 휨 0.80 0.71 0.43 IO

2C20 휨 1.37 0.98 0.67 LS

- 건축물 모델링 후 M계수법을 통해 기존 건물의 부재 상태를 확인하였더니,

보 2G9, 2G16, 3G8, 기둥 1C3, 1C23, 1C20, 벽체 1F_8, 1F_9 등에서 붕괴방지(CP)가 발생하여

목표 성능수준인 인명보호(LS) 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내진보강설계 실시.

- 보와 기둥은 탄소섬유시트를 2겹으로 감싸서 보강하고 벽체의 경우 콘크리트 단면 증설 공법을

적용하여 기존 건물과 비교하고, 목표 성능수준인 인명보호(LS) 수준을 만족하여

합리적인 내진보강설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벽체 성능평가 IO LS CP 등급

1F_8 휨 0.94 0.77 0.45 IO

1F_9 휨 1.42 0.93 0.71 LS

4F_14 휨 0.84 0.71 0.62 IO

3F_16 휨 0.91 0.75 0.58 IO

2F_16 휨 0.75 0.63 0.57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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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nvironmental Design

128

전주미술관 리모델링 및 조명 계획

Jeonju art gallery Remodeling and
Lighting Design

고 미술거리이자, 전주지역 예술문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주미술관이지만, 시설 노후

화와 전시시설의 불쾌클래어 등이 보여진다. 이러한 전주미술관을 현대 소형미술관의 

관점에 빗대어 재해석하고, 조명설비를 계획하였다.

박해나 | 우리 팀

박해나 Park, Hae Na
학번 : 1601909
e-mail :  gosk2043 

@naver.com
mobile : 010-6530-6212

환경

116

공공체육시설의 환기 개선 설계

Ventilation Improvement Design for Public 
Sports Facilities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건강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은 밀폐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활동량이나 천장 구조물로부터 발생

하는 먼지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쉽다. 새로운 설비를 제안하여 현 설비

와 비교, 분석하고 균일한 공기 순환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공기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양나은·박진홍 | 맑은 所(소) 팀

박진홍 Park, Jin Hong
학번 : 1401523
e-mail :  dragon6307 

@naver.com
mobile : 010-4112-6307

양나은 Yang, Na Eun
학번 : 1601921
e-mail :  yno0219 

@naver.com
mobile : 010-6496-9716

환경

배진웅 Bae, Jin Woong
학번 : 1903122
e-mail :  jeen402 

@naver.com
mobile : 010-9512-2908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냉난방 설비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크게 대류 

난방과 복사 난방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온돌이라는 바닥 복사 난방 방식

을 사용해 왔다. 좌식 문화에 최적화 됐다는 장점이 있으며, 복사 난방은 대류 난방과 

달리 난방 시에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 하였다.

122
Radiant Heating System Design
복사 난방 설비 설계

이유진·배진웅 | 청정구역 팀

이유진 Lee, Yu Jin
학번 : 1701685
e-mail :  aint_nofun 

@daum.net
mobile : 010-6631-3162

환경

Environmental Design



공공체육시설의 환기 개선 설계

양나은·박진홍 | 맑은 소(所) 팀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건강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은 밀폐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활동량이나 천장 구조물로부터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쉽다. 

새로운 설비를 제안하여 현 설비와 비교, 분석하고 균일한 공기 순환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공기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VentilationImprovement
  Design for
    Public Sports Facilities

환경

EnvironmentalDesign

박진홍 Park, Jin Hong
학번 : 1401523
e-mail :  dragon6307 

@naver.com

양나은 Yang, Na Eun
학번 : 1601921
e-mail :  yno0219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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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하루 평균 80~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그중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

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건강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추세이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은 밀폐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활동량이 많

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대규모 건물의 경우 공기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새로운 설비를 제안함으

로써 균일한 공기 순환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Ventilation Improvement Design for Public Sports Facilities

대상건축물 개요 설계 배경

설계 목표

실내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

슈화 되는 공간들은 비교적 수

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나 

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

서의 미세먼지는 관심이 부족

하여 자료를 찾기 힘들다.

시설 | 전주 화산체육관

위치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0

대지면적 | 49,520㎡

연면적 | 15,164㎡

경기장면적 | 4,685㎡

준공 연도 | 1996년

맑은 소(所) 팀
Environmental Design

공공체육시설의 환기 개선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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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전

보육시설 환기장치 설치 후 미세먼지의 미세변화

개선후

출처:시설별 연평균 미세먼지 측정량, 한국환경공단

출처:2011 실내공기질개선사례집 –환경부

 | 미세먼지량 약 40% 감소 |

환기설비가 

기본적인 실내공기질의 

중요한 유지관리 수단임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 현황

■환기장치 설치 개선사례

■설문조사

“화산체육관 공기 개선에 대해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외벽에 창을 더 많이 

내주시거나 먼지가 잘 

빠져나가도록 출구를 

원활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내인 만큼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천장에 

긴 환풍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기구 배치를 적절히 

하여 환기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20대(남),직장인

20대(남), 학생

40대(여), 주부

30대(여), 주부

30대(여), 직장인

40대(남), 직장인

“미세먼지로 인해 가끔 

기침이 나오는데, 

환풍과 공기청정기를 

잘 배치해줬으면 합니다.”

“공기순환장치 

설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이니 공기의 흐름이 

중요하다 생각하므로 

개선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인 PM-10 200㎍/㎥ 이하 

· 환기량 22,978CMH 이상

· 총 소비전력 17,600W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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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M

화산체육관(종합관) 지하층

36
M

벽면에서 한 방향으로만 급기, 실 전체의 공기 흐

름의 분포가 고르지 않아 환기에 불리하다.

천정의 각 지점에서 양방향으로 급기,공기 흐름의 

분포가 고르며 환기에 유리하다.

맑은 소(所) 팀

Pa는 설계 기준치에 의하여 200㎍/㎥

Pa = 200x10-3mg/m3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 값 : 31㎍/㎥

Po는 외기 중 농도를 의미하므로

Po = 31x10-3mg/㎥

여기서 K는 발생량으로 시간 당 발생한 질량을 의미. 

측정 농도 : 230㎍/㎥

K에 전체 체적을 나누었을 때, 

시간 당 단위 체적의 발생 농도가 230㎍/㎥이면, 

시간 당 단위 체적의 발생 농도는 K ㎍/㎥이다.

여기서 값을 다시 대입하면, 필요한 환기량은

                                      
이 된다.

결과 : 22,978CMH > 22,500CMH 

필요 환기량이 미미한 차이로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처:(주)브레스

현설비

현설비

대안설비

대안설비

■환기량 계산

•실 용적 구하기

·체육관의 면적 : 2,412㎡

·지하층 층고 : 7m

·실 용적 : 2,412㎡×7m = 16,884㎥

•미세먼지 농도 적용

·코로나 여파로 인해 현실적으로 측정 불가 

   (이용자 활동 없음, 방치된 실내로 인한 측정 조건 결여)

·보도자료와 같은 사례를 통해 값을 적용

   (체육관 마다 차이를 고려해 230㎍/㎥로 결정)

설계 과정

• 진애 발진량과 필요 환기량에 관한 계산식

K : 진애 발생량 (mg/h)

Pa : 허용 진애 농도 (mg/㎥)

Po : 신선공기 중 진애 농도 (mg/㎥)

Qf : 필요환기량(㎥/h)

항목
   

     
AIR-12000AF

FAN(Moter)

FAN(Moter)

KW 2.6

형식

풍량 Air Volume ㎥/h 12,000
전력 : 1660W x 10EA = 16600W

풍량 : 4500CMH x 5EA = 22500CMH(급기제외) 전력 : 2600W x 2EA = 5200W

풍량 : 12000CMH x 2EA = 24000CMH

•소형 시로코팬 (현재 설비) • 대공간 순환식 냉·난방기

최대풍량

(㎥/h)

최대정압

(mmAq)
전류(A) 소비전력(W)

3,800 43 4.7/2.7 1,050

4,500 65 5.3/3.4 1,660

출처:www.fanzic.com, 
http://www.hvacrj.co.kr/

단위

기종

설계 대안

급기 팬

배기 팬

■설비 간 특징 비교

■설비 간 시뮬레이션 비교

작동 시 나올 수 있는 최대 배기량 = 

4500CMH*5=22500CMH

장비 자체 성능

·열교환기를 통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

·상부 흡입구의 HEPA필터로 실내 미세먼지 절감효과

·에너지 절약 성능 

- 겨울 : 상부의 더운 공기를 하부로 순환

- 여름 : 하부의 시원한 공기를 상부로 순환

·체육관이나 공장 등 5m 부터 최대 20m 높이의 건물에 설치

평면에서의 공기 분포

이점 :  기존의 설비장비를 변경함으로써 균일한 공기순환으로 

환기효율이 높아지고, 에너지 사용 효율 또한 기존 장비

보다 뛰어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맹점 :  장비에 의한 초기비용이 높고 바람의 영향으로 배드민턴 

체육 활동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해결 방안 :  이용자의 활동시간에 따라 환기 가동 시간과 풍량을 

                조절한다 .

·이용자 수가 많을 시 : 최소한의 풍량

·이용자 수가 적을 시 : 부분적으로(2대중 1대) 최대 풍량 적용

·이용자가 없을 시 : 환기시간 1시간동안 최대 풍량 가동, 이후 중지

결론



복사 난방 설비 설계

이유진·배진웅 | 청정구역 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냉난방 설비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크

게 대류 난방과 복사 난방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온돌이라는 바닥 복

사 난방 방식을 사용해 왔다. 좌식 문화에 최적화 됐다는 장점이 있으며, 복사 난

방은 대류 난방과 달리 난방 시에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

행 하였다.  Radiant Heating System
    Design이유진 Lee, Yu Jin

학번 : 1701685
e-mail :  aint_nofun 

@daum.net

배진웅 Bae, Jin Woong
학번 : 1903122
e-mail :  jeen402 

@naver.com

환경

Environmental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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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냉난방 설비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크게 대류 난방과 복사 난방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예로부

터 온돌이라는 바닥 복사 난방 방식을 사용해 왔다. 좌식 문화에 최적화 됐다는 장점이 있으며, 복사 난방은 대류 난방과 달리 난방 시에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 하였다.

설계 주안점

설계 실

난방 사용 시 어떤 부분을 중요시 하는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난방 요금과 빠른 난방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침실에서의 난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정구역 팀

Environmental Design

난방사용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

빠른난방

빠른난방

난방요금

난방요금

고른난방

고른난방

초기설치비용

초기
설치
비용

침실

거실

화장실

기타

난방이 우선시 되는 실

침실 거실 화장실 기타

Radiant Heating System Design
복사 난방 설비 설계

조사 대상 : 아파트에 거주하는 20 - 50대의 전라북도 시민 49명

조사 시기 : 2020년 5월22일 – 2020년 6월 1일, 인터넷 설문조사 
설문 조사

벽 배관의 유무 목표 온도 도달 시간 저온수 난방

침실2

화장실

침실1 거실

주방

베란다

평면도 난방배관평면도

단면도

설계 목표 중요도가 두 번째로 높은 빠른 난방에 대해서 바닥뿐만 아니라 

침실 벽에 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해 

해당 실이 목표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를 벽 배관 유무에 따라 비교해본다.

침실 1, 2에 바닥으로부터 1m 높이까지 벽 배관을 추가하여 실 내부 공기 온도가  

비난방시 온도인 7.5℃부터 겨울철 건강온도인 18℃- 20℃에(한국에너지공단 기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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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구역 팀

5mm 두께의 카이론(아티론) 보온 통이 온수 분배기로부터 1m까지 온수 입구 배관 부분에 덮혀져 있다. 카이론은 열전도성이 낮아 보

온효과가 우수하며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단열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결로나 동결 방지와 같은 장점이 있다.

지난 10년의 TAC맵을 참고하였으며 TAC 2.5%를 사용하여 외부온도를 -11.1℃로 산정하였다.

벽 배관이 없는 거실, 주방 및 화장실의 실내 공기 온도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벽 배관이 설치된 침실 1,2는 약 2℃가 상승했다. 

침실 1을 기준으로 벽 배관이 없을 때 15.7℃에 도

달한 시간과, 벽 배관 설치 후 도달한 시간을 비교했

을 때 차이가 1100초인 것을 알 수 있다.

벽 배관 설계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시간 단축 효과

pipe 기존 실 시뮬레이션

대입조건

3구형 온수분배기

실 명 관 경 간 격

거실/주방 Ø16 250mm

침실1/침실2 Ø16 200mm

PVC파이프/수도용/직관

호칭

지름

외경(D) 두께(t) 참고중량 (kg/m)

기본치수
최대, 최소

바깥지름 허용차

평균 바깥지름

허용차
기본치수

두께

허용차
VP

13 18 ±0.20 ±0.20 2.5 ±0.20 0.174

16 22 ±0.20 ±0.20 3.0 ±0.30 0.256

20 26 ±0.25 ±0.20 3.0 ±0.30 0.310

25 32 ±0.30 ±0.20 3.5 ±0.30 0.448

30 38 ±0.35 ±0.20 3.5 ±0.30 0.542

40 48 ±0.40 ±0.20 4.0 ±0.30 0.791

50 60 ±0.50 ±0.20 4.5 ±0.40 1.122

65 76 ±0.50 ±0.20 5.2 ±0.40 1.653

재료별 열전달률 (단위 : W/m-K)

콘크리트 유리창 단열재 현관문 목재문 공기 물 PVC

1.1 0.78 0.025 0.59 0.12 0.02563 0.6 0.25

외부 온도 산정 기준

여름철 겨울철

2.5% 5% 2.5% 5%

온도(℃) 상대 습도(%) 온도(℃) 상대 습도(%) 온도(℃) 상대 습도(%) 온도(℃) 상대 습도(%)

31.6 72.5 30.5 74.9 -11.1 56.0 -8.7 55.1

난방 1시간 경과 후 실내 공기 온도 평균 값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

기존 실 난방 1시간(3600sec) 경과 평균 온도

침실1 침실2 거실,주방 화장실

average(Celsius) 15.70 14.27 14.22 15.32

0 1000 2000 3000 4000

침실이 15.7℃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sec)

벽 배관 X

2500

3600

벽 배관 O

22mm

16mm

난방 1시간 경과 후 실내 공기 온도 평균 값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

벽 배관 후 난방 1시간(3600sec) 경과 평균 온도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 화장실

average(Celsius) 17.13 15.59 14.09 15.10



전주미술관 리모델링 및 조명 계획

박해나 | 우리 팀

고 미술거리이자, 전주지역 예술문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주미술관이지만, 

시설 노후화와 전시시설의 불쾌클래어 등이 보여진다. 이러한 전주미술관을 

현대 소형미술관의 관점에 빗대어 재해석하고, 조명설비를 계획하였다. Jeonju  art gallery 
    Remodeling andLighting Design

환경

EnvironmentalDesign

박해나 Park, Hae Na
학번 : 1601909
e-mail :  gosk2043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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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문화 수준의 향상에 미술계는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고도화가 되었다.

일반인들의 미술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분야의 작품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형미술관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

만, 양적으로 늘어날 뿐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전주미술관 이용객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전주미술관의 불

편사항을 들어보고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조명 설비를 계획하여 불쾌 글레어를 줄이고자하였다. 또한, 부족한 시설을 추가하고 외부

에서 접근하기 좋도록 계획하였다.

•전주 미술관 이용할 때 불편한 점 (공통대답 7명 이상)

   - 이용료에 비해 볼거리가 적음

   - 사무실 내부가 보여 편안한 작품감상이 불가

   - 조명 색이 진해서 작품이 잘 안보임

   - 조명 때문에 눈이 아픔

   - 조명 색이 달라서 작품보는데 집중이 흐려짐

   - 노인분들이 계단을 내려가기 힘들어 보임

   -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미술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흥미를 잃음

   - 전주시의 건물에 대한 홍보가 부족

   - 미술관 공간활용이 잘 안된 거 같음

   - 이정표가 확실하지 않아서 길을 잃음

   - 입구를 찾기 어려움

주요면의 조도 200~300lx | 작품별 조도가 달라지지만 주로 회화작

품은 200~300lx이다.

색온도 3000~4000K | 작품 보존과 작품을 보는데 불편하지 않은 

색온도이다.

연색성 90이상 | 작품의 색채를 충분히 보여줘야 하는 미술품 전시에

는 90이상(1A)의 광원 사용되어야 한다.

균제도1/3 이상 | 작업면 조도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로 최소

조도/평균조도의 비이다. 

눈높이 1.5m

우리 팀

Environmental Design

Jeonju art gallery Remodeling and Lighting Design
전주미술관 리모델링 및 조명 계획

문제점 조사

 현재 미술관 도면

조명설계목표

대지개요

Location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25-26

Function | 상업시설 및 사무실

Site area | 1,562.1㎡

Stories | 15F, B1F

              - B1 미술관 및 주차장

              - 1F 상업시설

              - 2~15F 사무실

Em : 330lx 이하

Emin : 250lx 이하

Uo : 0.6~0.8

평균 사무실 조도보다 낮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균제도는 1과 가까울수록 좋은데 다른 전시실보

다 훨씬 적절하다는걸 알 수 있다.

특별전시실 | 평균조도와 최저조도 차가 434lx로 너무 차가 심해 시각적으로 불편하고, 균제도가 0.1도 안 넘는 걸로 봐서 적합하지 않다.

교 육 실 | 평균조도가 400lx 정도 더 높아 조도가 더 낮아야 한다. 균제도도 1/3보다 더 작아 적합하지 않다.

학 예 실 | 평균 사무실 조도(700~1500lx)보다 낮으므로 리모델링땐 더 높일 계획이다.

■인터뷰

■조명 설명

■지상 1, 2층

설문기간 | 2020.04.15 ~ 2020.05.01

대      상 | 전주미술관 이용객

응답인원 | 20명

매입등

•색온도 : 4000K

  (주백색)

•연색성 : 80(1B)

레일등

•색온도: 3000K

        (전구색)

•4000K 혼용

형광등

•색온도 4000K

•연색성 80(1B)

 - 평균조도 : Em

 - 최소조도 : Emin

 - 최소조도/평균조도 : Uo

 - 눈높이(Position) : 1.5m

결과값

Em : 342 lx

Emin : 15 lx

Uo : 0.1

■지하 1층

0 10521

ELEV

ST ST

CAR          LIFT

ELEV ELEV
ST

ST

블랙
라이트

교육실

작은
전시실

수장고
화물
엘레베이터

특별
전시관

자료실

부관장실

학예실작업실 재료실
주차장

MDF실방제센터

결과값

Em : 730 lx

Emin : 112 lx

Uo : 0.15

결과값

Em : 456 lx

Emin : 22 lx

Uo : 0.05

ELEV ELEV

ELEV
ST ST

식당 식당 광고회사동이옥션
한약방

마사지샵

행정사
조남길사무소타워다방

남화장실

여화장실

루비나
슈퍼

청우전력
동이옥션

경비실

0 10521

동문회실 ELEV

ST ST

ELEV ELEV

남화장실

여화장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0 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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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

시뮬레이션

리모델링 지하 1층

리모델링 지상 1,2층

■ 조명설명

■ 수정후

■분석결과

매입등

•색온도 3000K

•연색성 90(1A)

레일등

•색온도 4000K

•연색성 90(1A)

형광등

•색온도 3000K

•연색성 90(1A)

창X 레일+매입조명

결과값

(11월 7일) 동지 (6월 21일)

창O 레일+매입조명 (3월 21일)

밝은 벽 어두운 벽

1m 2m 1m 2m

Em 135lx 217lx 79.6lx 165lx

Emin 53lx 55lx 8.4lx 9lx

Uo 0.39 0.25 0.11 0.05

10시 16시

밝은벽 어두운벽 밝은벽 어두운벽

1m 2m 1m 2m 1m 2m 1m 2m

Em 482lx 569lx 214lx 291lx 425lx 512lx 192lx 269lx

Emin 165lx 171lx 37.1lx 38.4lx 150lx 163lx 33.9lx 35.4lx

Emax 1510lx 1510lx 1150lx 1150lx 1430lx 1440lx 1120lx 1120lx

Uo 0.34 0.3 0.17 0.13 0.35 0.32 0.18lx 0.13lx

10시 16시

밝은벽

2m

Em 569lx 512

Emin 171lx 163

Emax 1510lx 1440

Uo 0.3 0.32

10시 16시

밝은벽 어두운벽 밝은벽 어두운벽

1m 2m 1m 2m 1m 2m 1m 2m

Em 589lx 677lx 257lx 333lx 523lx 611lx 230lx 307lx

Emin 185lx 196lx 42.9lx 44.1lx 171lx 182lx 39.3lx 40.6lx

Emax 1660lx 1660lx 1200lx 1200lx 1560lx 1570lx 1170lx 1170lx

Uo 0.31 0.29 0.17 0.13 0.33 0.3 0.17 0.13

표의 결과로 보아 벽지 색은 반사율이 높은 밝은색으로 하고, 전등은 레일조명과 매입조명과 확산조명을 적절히 섞어 효과적으로 빛을 쐬고, 레일조

명은 1m는 글레어가 너무 심해 2m에서 적절히 빛을 비추는 것이 나은 결과가 나옴

- 매입등과 형광등의 색온도를 맞추어 통일감을 주었다.

- 작품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레일등은 색온도를 높여 강조를 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

- 연색성을 90이상으로 맞추어 작품을 감상할 때 색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였다.

ELEV

ST ST

ELEV ELEV
ST

ST

복도

학예실
창고

램 프  공 간

선 큰  공 간방풍실

안내소

전시실
물품보관소

창고

홍보실

기념품실

포토존

0 10521

역사관 안 계단 역사관 안 영상관 역사관 전시관

Em 134lx 39lx 183lx 246

Emin 62lx 11lx 97lx 153

Uo 0.46 0.3 0.53 0.6

지하 1층 설명

ks 표준조도

계단 : 75-100-150

영화관 : 50 (영상중이면 2lx)

박물관 : 50-100

- 역사관 :  전북 최초 극장이였던 중앙극장과, 전북 최초 남성사우나를 운영했던 전통성을 살리기 위하여 역

사관을 만들어 전시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

역사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박물관 조도와 비슷하지만 너무 어둡지 않게 하여 관람객들의 동선

에 장애가 되지 않게 조도와 균제도를 맞춤.

1층과 연결되는 계단을 설계하여 자연스러운 동선을 만듬

- 전시실 : 공간은 넓지만 활용을 잘 못했던 단점을 최대한 동선을 길게 하여 볼거리를 제공. 

                조도와 균제도를 맞추어 글레어를 최대한 줄임.

지상층 설명

ks 표준조도

로비 : 60-100-150

사무실 : 700-1500

- 1층

전시실 : 북쪽에 천창을 놓아 일관성있는 햇빛이 들어옴.

            이중천장에 의한 빛의 반사로 직사광선을 한번 걸러내어 간접적으로 내부에 유입됨.

로비 : 로비내부에 조경을 놓고 측창을 두어 자연스러운 빛이 들어옴.

          조도를 너무 높지 않게 두어 글레어를 최대한 줄이지만 동선에 피해가지 않게 함.

■ 조명설명 매입등

•색온도 4000K

•연색성 90(1A)

레일등

•색온도 4000K

•연색성 90(1A))

LED 형광등

•색온도 4000K

•연색성 90(1A)

- 태양빛으로 인해 맞지 않은 색온도를 맞췄다.
■ 수정 후

ELEV ELEV

ELEV

ST ST

남화장실

여화장실

전시실

체험실1 체험실2 경비실

로비 및
휴식공간

0 10521

ELEV

ST ST

ELEV ELEV

남화장실

여화장실

테라스

수장고 경매장 자료실재료실

mdf실 관리
사무소

작가실 부
관장실

0 10521

결과값

3월 21일 1층 전시관 로비 및 휴식공간

Em 252lx 117lx

Emin 161lx 68lx

Uo 0.63 0.58

6월 21일 1층 전시관 로비 및 휴식공간

Em 314lx 130lx

Emin 182lx 81lx

Uo 0.57 0.62

11월 7일 1층 전시관 로비 및 휴식공간

Em 296lx 125lx

Emin 174lx 77lx

Uo 0.5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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