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미래농업 육성관 건립』

건축 설계공모 심사 결과
 개

요

m 발주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m 대지위치 : 서귀포시 강정동 3458번지 외 1필지
m 공 사 비 : 52.2억 원(설계용역비 2억 원)
m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m 건축물 개요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 증축 1,800㎡(±5% 범위 내 조정 가능)
- 층 수 : 지하1층, 지상2층

 심사개요
m 일

시 : 2020. 7. 8.(수) 10:00 ~ 19:00

m 장

소 : 제주건설회관 3층 회의실

m 신청작품 : 16개 작품

 심사결과

접수 순 위 보상금
업체명
비고
번호
16 당 선 설계용역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이창규)
2 2위 8,000천원 황 어소시에이츠건축사사무소(황선기)
건축사사무소 소헌(양현준)
12 3위 6,000천원
유원건축사사무소(허동호)
건축사사사무소 사이(정익수)
3 4위 4,000천원 에이피피에이
건축사사무소(조진홍)
4 5위 2,000천원
타코 건축사사무소(탁현경)

 당 선 작
구
당선작

분

심

사

평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
• 제주의 현지 사정이나 대상자들의 연령, 행태 등을 잘 이해하였으며, 단순해
보이는 일자형 구성 속에 외부마당이나 선큰마당, 조각마당 등을 잘 구성하여
내부에서 밖을 보는 풍경이 좋았으며, 삶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였음.
다만, 매스나 재료의 사용에서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해 보임
• 형태와 공유부의 배치와 계획이 추상적 논리에 근거하기 보다 모아진 현실
재료, 상황, 사용자에 특정한 고민에 근거한 건축적인 대응의 종합으로 읽힘
• 실제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과 그 내용이 결과물에 잘 녹아 있고 공용공간과
외부공간의 연계가 훌륭하나 형태와 재료의 사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내부공간의 설계가 우수함, 공간의 활용도 및 내·외부 공간의 연계성이 좋음.
주변 맥락에 이질적인 오브제 같은 배치임.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입 상 작
구
2등작

분

심

사

평

황 어쏘시에이츠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소헌
• 전체적인 조형감각, 균형미, 배치에서 보이는 외부공간과 주변 풍경과의 조화
등이 무척이나 완성도 있고 섬세하게 설계된 우수한 작업이라 여겨짐
다만, 이러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구성이 제주도민이나 현지의 상황, 삶의
형태 등과 조화로울까 하는 점에서 의구심이 있으며, 통합적이기 보단 분절적인
느낌이 들었음.
• 완성도 있는 계획안(논리의 구축에서 조형까지) 임. 증축건물로써 기존 건물에
열린 태도의 아쉬움, 사용자를 특정하고 있는 공공 건물로써 스스로 완결하기
보다 사용자와의 소통에 대한 고려가 아쉬움.
• 평면과 형태가 세련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으나 지역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읽히지 않아 아쉬움
• 내·외부 공간의 연계성이나 배치에서 대지의 활용도가 우수함. 전체 외장재의
흐름이 다소 아쉬움.
• 도시(경관)에 대한 해석이 탁월하고 각 공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훌륭함.

3등작

유원건축사사무소
• 내부의 중정과 마당, 외부의 마당 그리고 그것을 구획하는‘돌담’이라는
제주적인 요소를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좋은 작업임.
다만 세분화 하여 마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선이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나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느낌이 부족한 것이 아쉬움
• 공간의 구심이 될 외부공간과 중정의 세밀한 계획이 돋보이나 그 공간들이
전체공간의 활용에 합리적으로 작용될지 설득력이 적음.
• 지형을 활용한 배치와 각 기능의 배분이 명확하고 다양한 외부공간을 구성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나 외부공간의 분절로 인한 연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쉬움.
• 다양한 공간의 연출이 돋보이며 각 기능들의 조닝이 적절하나 전체적인 흐름의
연결이 다소 미흡한 아쉬움이 있음.
• 세밀한 공간에 대한 설계가 돋보이나 전체적인 연결이 아쉬움.

 입 상 작
구
4등작

분

심

사

평

건축사사무소 사이, 에이피피에이 건축사사무소
• 가운데 중정을 두고 앞에 마당을 시원하게 두어 전체적인 조형적 단순함이
돋보임. 외부공간들도 크게 구성되어 시원하고 활용이 잘될 것으로 보이나
그에 대응하는 평면적 구성이 부족하고 대강당 주진입이 북서쪽 코너에 몰려
있어 이 또한 편중된 느낌이 있음.
• 외부공간에 할애된 비중에 비해 실제로 그 공간을 작동시킬 내부공간 프로
그램 배치와 계획이 다소 아쉬움.
• 도로에서부터 육성관까지 별도의 보행자 진입공간을 확보한 부분은 이용자
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나 외보공간을 통한 기존 건물과의 연계성이
아쉬움.
• 기존 건물과의 연계가 배치, 외부공간의 연결이 우수함. 평면의 풍부한 내용
및 기능적 배치가 지나치게 단조로운 아쉬움이 있음.
• 외부공간에서 진입하는 과정이 뛰어남. 단, 내부와 외부의 관계성이 좀 더
고려되었음 하는 아쉬움이 있음.

5등작

타코 건축사사무소
• 제주의 경관요소로 비닐하우스에 주목하여 설계를 발전시킨 것이 의미있어
보이며 배치에서도 적절한 규모로 주변에 경관을 열었다는 부분도 평가할만함.
전체적으로 평면이 내·외부관계가 소통이 적고, 외부공간이나 처리가 부족해
보여 개선이 요구됨.
• 조형의 모티브를 주변의 소박한 경작 풍경에서 과감히 가져온 부분이 인상
적이나 건축적 도구로써 충분히 탐구되지 못해 아쉬움
• 비닐하우스를 새로운 경관 요소로 사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나 형태에 집착한
나머지 내부공간의 기능성과 형태가 제한된 점은 아쉬움
• 유니크한 매스감이나 조형성이 탁월함. 다만 평면, 공간과 매스간의 조화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외관에 편중된 부분이 아쉬움
• 경관에 대한 해석을 끝가지 유지한 것이 높이 평가됨. 스케일과 형태에 대한
고려가 내부공간에 적용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