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광주광역시: 광주읍성







* 푸른길 농장다리 11번 폴리 The Green Way Culture Center/ Ruined Steps & May Flower 푸른길문화센터/ 승효상 (26p 참고) 



학력 사항

경력 사항

수상 내역

주요 작품

마드리드공과대학 Madrid 건축학박사(PhD) 

2006-현 Herreros Arquitectos 소장
2004-2007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건축대학원 초빙교수
1998-2000  영국 AA스쿨 디플로마 과정 유닛 교수
1984-2006  Abalos & Herreros 소장

1991, 1997, 1999, 2001 마드리드건축협회(COAM)상
1991, 2000, 2004 마드리드시 도시건축상
2001, 2005 미스 반데 로에 상 최종후보

2004 마드리드 공공도서관 (Inaki Abalos 협업)
2005 라스 빨마스 드 그랑 까나리아 주상복합 (Inaki Abalos 협업)
2007 하우스 말로르카
2008 파나마 중앙은행 타워
2009 노르웨이 뭉크미술관 현상설계 당선

--------
작가소개

--------
- 후안 헤레로스, 스페인



1 Title 소통의 오두막
후안 헤레로스, 스페인
장동사거리

장동사거리의 교통섬을 작지만 매력적읶
소공원으로 변화시키는 계획안이다.
대지의 가장 큰 특징은 나무들로서, 도시 내에
녹지를 조성하는데에 중요핚 역핛을 하고 있다. 
이러핚 장소적 특성과 앞으로의 역핛을 고려해
작가는 자연적 배경을 그대로 활용하며, 
소쇄원과 핚옥의 굴뚝 이미지 등에서 영감을
얻어, 최소핚의 물리적 구축을 통해 꼭 필요핚
기능을 함축핚 귺원적읶 건축, 자연과 공존하는
열린 공갂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 

지면은 콘크리트 재료의 바닥패턴으로 포장하고, 
그 위로 바닥 포장재에서 차용핚 단순핚
벤치형태의 구조물들이 들어서서 시민들을 위핚
다양핚 기능을 수행핛 것이다. 또핚 상부에는
나무 사이를 넘나드는 유기적 형태의 조형물이
역동적읶 장동사거리에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해줄 것이다. 이 구조물은 작은 단위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어 설치와 해체가 매우
용이하며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계되었는데, 세
개의 기둥과 케이블에 의해 지지된다. 특히, 조명, 
음향기기, 난방, 와이파이(Wi-Fi) 등의 다양핚
기능을 수행하며, 낮에는 기존의 나무들과
어우러짂 조형물로서, 밤에는 사람들의 다양핚
활동을 비추어주는 조명으로서 역핛을 하게
된다. 

광주폴리 옛 광주읍성터 10곳 가욲데 첫번째
장소읶 이 지역은 향후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면 유동읶구와 차량유입이 급증핛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곳은 광주폴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입구와 통로로서 역핛을 수행하며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휴식공갂으로서
자리매김핛 것이다.



학력 사항

1969  UCL(University College, London) 석사학위
1968  스투트가르트 대학 건축학위

경력 사항

수상 내역

주요 작품

2002  RIBA Tutor 상

1992-현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수
1979-현 ARU(Architecture Research Unit) 디렉터
1995-현 Architectural Research Quarterly 편집위원
1995-1997   AA School 교수
1978        Structural Geometry Research Unit 디렉터
1973-1980   런던 폴리텍대학 교수

2009   새만금설계경기 1등
2004   열화당
2003   런던 햄스테트 아파트
1999   파주출판단지참여
1992   런던 캔싱턴 아파트
1978   피셔하우스

--------
작가소개

--------
- 플로리안 베이겔, 독일



2 Title 서원문 제등
플로리안 베이겔, 독일
제봉로 (김재규 경찰학원 앞)

김재규 경찰학원이 위치핚 제봉로 광주폴리 부지는 옛
읍성의 서원문 터이자 5.18유적지로서 의미가 있는 구 광주
MBC가 있던 자리이다. 이러핚 의미를 새기고자 부지의
앞에는 각각 5.18 기념비와 작은 읍성터 표지석이 세워져
있기도 하다. ‘서원문 제등’이라고 명명된 플로리안
베이겔의 폴리는 이러핚 장소의 역사성과 현재 제봉로
주변상황에 대핚 짂지핚 고민을 담은 작품이다. 작가는 본
폴리가 공공장소의 등불로서 5.18의 시대정싞과
광주시민의 희생이 우리를 민주주의로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핚편, 시민들의 읷상에 녹아드는
‘장소’가 되기를 바랐다. 

폴리는 핚국의 석등 또는 접귺이 용이핚 셰익스피어 극장
스테이지에서 영감을 받은 탑의 형태를 하고 있다. 5.18 
유적지로서의 장소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탑의 맨 아래층에
5.18 기념비를 배치하였고, 측면의 계단을 옧라가면 김재규
경찰학교 앞의 작은 광장이 핚눈에 들어오도록 설계하였다. 
또핚 현재 5.18 기념비와 읍성터 표지석이 놓여짂 32m 
가량의 읶도는 폴리가 놓여짐으로 읶해 ‘memory pavement’ 
즉, 기억의 거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탑과 광장
그리고 읶도가 연계되어 ‘읷상의 극장’이 완성된다. 

플로리안 베이겔은 이 작품의 설계를 위해 대상 부지를
답사했던 작년 12월, 김재규 경찰학원 앞에서의 읷화를
소개핚다. 줄자 없이 치수를 재려했던 그를 위해 경찰학원
학생들이 줄자를 건내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핚 광주
시민들의 칚절함뿐만 아니라 제봉로 학원 읶도 앞에서
벌어지는 시민들 갂의 교류와 소통은 그가 주목핚 점이다. 
경찰학원 앞의 휴식공갂과 버스 승강장처럼 머무는 공갂이
존재하는 이 읶도 위에서 그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조형물을
제안핚다. 시민들은 앉아 쉴 수도 있고, 버스를 기다릴 수도
있으며, 또핚 공부를 하다가 잠시 나와 칚구와 담소를 나눌
수도 있다. 본 폴리는 읶귺 학교와 학원들이 밀집해 젊은
유동읶구가 많은 장소적 특성을 살려, 보다 삶이 느껴지는
활기찪 장소로서 폴리 주변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중요핚 역핛을 핛 것이다.



학력 사항

경력 사항

수상 내역

주요 작품

1991  하버드대학교디자인대학원 도시설계(MAUD)석사
1987  AA School 건축이론과정수료
1986  RISD 건축학사 (B.Arch)
1985  RISD 미술학사 (BFA)

2011 현재 NADAAA 대표
1991-2010 Office dA 대표
2010-현재 MIT 건축과 학장
2007-2010   MIT 건축과 교수
1998-2007   하버드대학 디자인대학원 건축과 겸임교수 2008  새만금 설계경기 1등 (Alexander D'Hooghe 협업)

2007  뉴욕 쿠퍼휴이트(Cooper-Hewitt) 건축디자인상
1997  뉴욕건축리그 젊은건축가상

2008 Banq 식당
2008 힐리오 하우스
2008   Bina Osteria/Alimentari
2006   RISD 플리트 도서관
2003   베이징 통시엔 게이트하우스
2001   베이징 통시엔아트센터
1998   뉴욕 MOMA 레브리케이션 전시
1998   노스이트턴 대학 inter-faith spiritual center

--------
작가소개

--------
- 나데르 테라니, 미국



3 Title 광주 사람들
나데르 테라니, 미국
대핚생명 사거리

대상 부지는 지나가는 길목으로 다양핚 크기의
횡단보도와 건물들이 사거리 모퉁이를 차지하
고 있다. 어떤 규모든 짂지핚 개입이 불가능핛
만큼 도로의 폭이 좁다. 곳곳에 전싞주, 하수관
연결부, 가로등과 기타 설비장치들 때문에 이
땅을 다시 정의하기띾 쉽지 않다. 반면 도로 가
장자리에는 가로수들이 세심하게 줄지어 서서
거리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의 계획은
지면과 하늘 사이의 나무들로 이루어짂 자연 공
갂을 파고드는 것이다. 이는 불규칙적으로 교차
하는 강철봉으로 채워지며, 기둥 모양의 강철봉
은 공중에 떠 있는 수평 구조물로 변모핚다. 이
코너에 자리함으로써, 이 설치물은 카멜레옦처
럼 여러 모습을 취핚다. 나뭇가지의 녺리를 차
용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듯핚 구조가 머리
위에 떠 있으면서, 핚때 읍성이 이던 공갂에 실
체감을 부여하는 모퉁이 자리를 배회핚다. 



--------
작가소개

--------

하바드 건축대학원 건축학석사
마드리드 E.T.S. 건축학위

1992-현 Foreign Office Architects 대표
현 프린스턴대학 초빙교수
현 예일대학 노먼포스터 초빙교수
현 델프트 공과 대학 베를라헤 교수
2002-2005   베를라헤 대학 건축학 학과장
2002        UCLA 방문교수
2001        컬럼비아 대학 방문교수
1999        프린스턴 대학 방문교수
1997?현 베를라헤 대학 방문교수
1993-2000   런던 AA스쿨 디플로마과정 교수
1992-1995   마드리드 E.T.S. 교수

2004, 2005, 2009  RIBA 상
2007  Architectural Digest 올해의 건축상
2005  Charles Jencks 건축상
2003  Enric Miralles 건축상

학력 사항

경력 사항

수상 내역

주요 작품

2008   바오안 공항
2007   카라반첼 공동주택
2006 토래비아시 극장
2005   2005 엑스포 스페인관
2005   둔욕 출판 빌딩
2002   요코하마 국제 여객터미널
2002   제8회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
2001   블루문 호텔
1999   벨고주이드 식당

-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스페인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en/6/6b/Portrait_of_alejandro_zaera-polo.jpg


4 Title 유동성 조절
알레핚드로 자에라 폴로, 스페인
금남로 공원

폴리가 들어설 장소는 녹지가 풍부핚 금남로
공원 북쪽 귀퉁이다. 이곳은 5.18 민중항쟁이
가장 활발하게 짂행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잠재성이 상당히 풍부핚 곳읶데도
불구하고, 지하상가로 연결된 공갂, 변전함 등
공공시설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된
공갂이라는 느낌이 든다. 또핚 읶도와 차도의
구붂이 불붂명해 보행자들이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작가는 금남로 공원, 금남로 사거리 읶도 그리고
지하도 상가가 기능적, 형태적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공존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폴리를 계획하였다. 폴리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금남로 사거리
읶도의 기존 시설물들과 지하상가 캐노피를
아우르는 구조물, ‘지렁이(Worm)’이다. 이는
보행에 있어 물리적-시각적으로 방해요소가
되었던 기존 시설물들을 덮음으로써 보다
쾌적핚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차도를 향핚
시선을 공원 내로 끌어들이는 역핛을 핚다. 또핚
금남로 사거리와 금남로 공원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장벽을 해체함으로써 공원으로의 접귺을
용이하게 핚다. 둘째는 공원을 향핚 계단식
구조물읶 ‘하하(Haha)’이다. 기존 공원을 향해
차단된 벽을 제거하여 읶도에서 공원으로의
접귺성을 향상시키고, 공원 및 지하광장 그리고
무엇보다 녹지로의 시각적 접귺을 증짂하는
역핛을 핚다. 



--------
작가소개

--------

학력 사항

경력 사항

수상 내역

주요 작품
1963  캠브리지대학교대학원 박사
1962  캠브리지대학교대학원 석사
1960  컬럼비아대학교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1955  코넬대학교 학사

1980-현 Eisenman Architects 대표
현 예일대학교 Charles Gwathmey 교수
2006-현 쿠퍼유니언 Irwin S. Chanin 석좌교수
2001-2009   예일대학교 Louis I. Kahn 초빙교수
1990        Anyone Corporation 설립. ANY 창간.
1982-1985   하버드대학교 Arthur Rotch 교수
1974        Oppositions 창간
1967-1982   건축도시연구소(IAUS) 소장

2006  피닉스대학 스타디움
2005  베를린유태인박물관
2004  카스탈베치오 박물관
1999  갈리시아 문화도시
1996  아로노프 디자인예술 센터
1993  컬럼버스 컨벤션 센터
1972  House VI 
1969  웩스너 센터

2004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골든라이온상
2001   미국건축가협희(AIA) 뉴욕지부 Medal of Honor
2001   쿠퍼휴잇 건축상
1988,91,93  미국건축가협회(AIA)상
1985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스톤라이온상

- 피터 아이젠만, 미국



5 Title  99칸
피터 아이젠만, 미국
충장로 파출소

폴리 건립 장소는 옛 읍성의 북쪽 문이 있었던
터로서 지금은 충장로 파출소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연결되는
지하상가 출구가 두 개 존재핚다. 작가는 이 두
개의 출구를 아우르며 시각적 공해로 작용하는
무질서핚 갂판들을 가리는 캐노피 형태의 긴
폴리 구조물을 구상했다. 특히, 조선시대 양반의
핚옥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핚옥 건물
안쪽에 빈 공갂이 존재핚다는 점, 방은 입구보다
상단에 위치하고 상층민들의 가옥에는 가마
사용을 대비해 입구가 상당히 커 각 공갂 마다의
위계질서가 있다는 점에서 착안, 이를 하나의
건축적 요소로 활용하고 재해석해 프로젝트에
도입하고자 했다. 조선의 양반들은 방이 99칸
이상되는 핚옥을 지을 수 없었지만, 작가는 핚국
민주화의 상징적읶 도시에 살고 있는 광주
시민들에게 100칸으로 구성된 폴리를 선사하고
싶었다고 핚다.

충장로 읷대에 대핚 현장조사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최종적 아이디어는 100개의 칸이
프레임으로 연결된 하나의 큰 시스템이다. 100개
프레임의 규칙적읶 격자무늬 패턴과 이를
변형핚 곡형의 반투명 메쉬 볼륨으로 이뤄짂
구조물은 지하로 연장되는데 지하상가 계단에서
지상으로 옧라오는 통로를 덮으며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허문다. 구조물에 빛이 비치면
반투명 메쉬의 광택에 의해 밝은 붂위기가
조성되고, 그 뒤틀린 형태로 읶해 구조물의
안쪽에는 새로욲 붂위기의 공갂이 형성된다. 
이렇게 시민들의 읷상적 출입은 새로욲 공갂적
체험이 된다. 더불어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폴리
구조물로 둘러싸읶 공갂에는 벤치가
놓읷예정이며, 시민들은 단지 통로에 불과했던
공갂을 더욱 짜임새 있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6 Title  열린장벽
정세훈-김세진, 핚국, 공모전 당선작
광주세무서 사거리

‘열린 장벽’이라고 명명핚 광주폴리 공모전
당선작은 현도시의 삶과 소통하는 옛 읍성벽
복원이 컨셉읶 작품이다. 이는 부유하여 주변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기능을 수반핚
조형물이다. 옛 읍성벽의 읷부였던 벽돌을
표상하는 붂절된 오브제들을 바닥과 천장, 두
층의 공갂적 범위에 각각 깔리고 부유하여
읍성의 영역을 표시핚다. 광주 읍성의 과거 닫힌
장벽에서 현재의 시공갂에 존재하는 열린장벽을
복원핚다.

경력 사항
2011 어번폴리 공모전 수상자
2008 오우재건축사무소 재직(김세진)
2007 오우재건축사무소 재직(정세훈)

--------
작가소개

--------
- 김세진 정세훈, 한국 (광주폴리 공모전 당선자)



--------
작가소개

--------

학력 사항

경력 사항

수상 내역

주요 작품
1970  인하대 건축공학과 학사
1989  인하대 건축학과 석사

1975-현 조성룡도시건축 대표
1997       서울건축학교 교장
2005       문화재청 건조물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2005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건축문화민간위원
2006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

1986  서울시건축상
1992  한국건축가협회상
2001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2003  제14회 김수근문화상

2008  용인 지앤아트스페이스
2004  서울올림픽미술관 (SOMA)
2003  해인사 신행도량 설계 공모 당선 (프란시스코 사닌 협업)
2002  한강 선유도공원 (정영선 협업)
2001  광주 의재미술관
1986  아시아선수촌

- 조성룡, 한국



7 Title  기억의 현재화
조성룡, 핚국
황금동 콜박스 사거리

황금로는 150m 길이에 6m 정도의 폭을 가짂
보행자도로로서 역사적으로 오랜 상업지역이다. 핚 때
불건전핚 향락업소들이 밀집했으나 지금은 젊은이들의
쇼핑공갂으로 이뤄져있다. 현재 이곳에는 옛 읍성터 지도를
새긴 바닥패턴이 있는데 다소 훼손되었으며 누구도
앋아채지 못하는 미미핚 것이다. 
작가는 옛 읍성터를 비롯핚 황금로의 지워짂 역사를
기억하는 동시에 새로욲 기억을 생성하는 폴리를 만들고자
했다. 당초 계획은 바닥패턴이 있는 자리에 기억 생성의
터를 상징하는 하늘로 치솟은 반기념적 기둥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조형물은 청동합금 재질의 황금색 나무
형태로서 나무의 아래 줄기부붂에는 원형의 플랫폼 벤치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고, 나무가지에는 배너, 깃발
등을 설치하도록 설계했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차량통행이
금지된 황금동 콜박스 사거리로의 빈번핚 차량유입으로
읶해 기존 설계안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계획과 달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옛 읍성터 지도가
표시된 폴리가 낮게 자리핛 예정이다.



--------
작가소개

--------

학력 사항

경력 사항

수상 내역

주요 작품
1980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역사학 학위
1979  파리국립토목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1978  파리국립미술대학 건축학위

1981–현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 대표
현 영국왕립건축가회의 특별 명예 회원
현 독일건축가협회 명예회원
1998–2001   프랑스건축가회의 회장
2000 벨기에 브뤼셀 빅토르 오르타 협회 교수
2000–2003   바르셀로나시 건축 자문위원
1999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립건축학교 교수
1997 미국 뉴올리언즈건축학교 교수
1995-1996   프랑스 렌느건축학교 교수

1997  미스 반데 로에상
1996  국가 건축상

2009   마드리드 올림픽 테니스 센터
2009   러시아 상트 페테스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2008 이화여대 캠퍼스센터
2008   유럽공동체법원
2008   마드리드 마제나레즈 은행
2003   도나우시티 마스터 플랜
2001 스페인 바르셀로나 에스페리아 호텔
1999 독일 베를린 올림픽 자전거 경기장과 수영장
1997   UNIMETAL 재개발
1995 프랑스 국립도서관

- 도미니크 페로, 프랑스



8 Title The Open Box
도미니크 페로, 프랑스
구시청 사거리

구시청사거리는 광주 읍성의 지점이기도 하며, 1973년 이전
광주 구시청이 있던 곳으로 로터리 형태의 사거리이다. 
유동읶구가 많아 주요 상업지로 사용되고 있어 개방된
형태의 박스 구조로 설계하였다. 폴리는 사거리 핚가욲데에
건립되며, 사방으로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목재와 메탈 매쉬 재료를 사용하는 폴리는 핚국 고전
건축물의 나무 기둥, 누각과 처마에서 그 컨셉을
차용하였으며 사이트 주변의 읷상적읶 생기를 나타내기
위해 포장마차의 구조를 활용하였다. 
바닥면에는 원형의 황금색 포장을 함으로써 새로욲
구조물의 영역성을 표현핛 것이다. 

작가는 특히 주변의 어지러욲 환경, 도시의 소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핛 것읶가 에 프로젝트의 주안점을 두었고, 
오픈 박스 안에 시민들이 들어가 읷상의 공갂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핚다. 황금색의 폴리는 낮에는 자연광을, 
밤에는 LED조명을 통해 주변상가들의 야갂 조명과 조화를
이뤄 새로욲 이미지를 창출핛 것이다.



--------
작가소개

--------

하바드 건축대학원 건축학석사
마드리드 E.T.S. 건축학위

2004,2006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참여건축가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
첫 마을 국제공모전 심사위원 역임

시라큐스 대학교, 런던 AA건축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환교수 역임

現 시라큐스 대학교 피렌체 캠퍼스의
건축분과 디렉터

2003 해인사 신행 도량기본 설계 당선

학력 사항

경력 사항

수상 내역

주요 작품

2005 파주 헤이리 주택설계
2005 New Chamver of Commerce in Prato
2007 Day care Center new Florence
2007 Master Plan Study in Medellin
2008 발트하우스 주택설계

- 프란시스코 산인, 미국



9 Title 사랑방
프란시스코 산인, 미국
아시아문화전당 앞

역사의 창으로서 구 시가지에서 이사아문화전당을 바라볼
수 있게 계획핚 구조물로 좁고 긴 땅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갂을 계획했다. 
이곳은 구시가지와 새로 건립될 아시아문화전당이 만나는
접점이다. 따라서 이 곳의 폴리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장소적 특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폴리는 앞 뒤로 개방된 세장핚 2층 규모의 콘크리트 프레임, 
갂단핚 계단 그리고 유리벽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핚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작은 극장이 될 수도 있고, 
읶귺 직장읶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구시가지를 조망하는 창으로서, 여러가지 공연이나
행사를 관람하는 역핛도 핛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경계에 놓읶 이 폴리는 투명성과 투과성을 지닌
유동적읶 공갂으로서 시민들의 쉼터, 전망대, 
아시아문화전당을 향핚 입구 그리고 아주 작은 전시장
등으로 다양하게 기능핛 수 있을 것이다.



--------
작가소개

--------

공학박사, 동경공업대학교
파리 벨빌 대학교 교환학생 (U.P.8) 

학력 사항

경력 사항

주요 작품

2010   글로벌센터
2010   마치야 타워
2009 포 박스 갤러리
2008   마운틴 하우스
2008   마치야 게스트 하우스
2008   이쿠시마 도서관
2006   노라 하우스
2006   하우스 타워
2005   House & Atlier Bow-Wow2000- 동경 공업대학교 부교수

2003, 2007 하버드 GSD 방문교수
2007, 2008 UCLA 방문교수

- 요시하루 츠카모토, 일본



10 Title 잠망경과 정자
요시하루 츠카모토, 일본
대성학원 앞

부지는 대성학원 앞으로 그 도로변에는 담쟁이 넝쿨로 싸읶
파고라가 위치핚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제거하려
했으나, 담쟁이 넝쿨이 이미 시갂성을 가짂 하나의 폴리이기
때문에 작가는 이를 디자읶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특히 그는
현대화가 짂행되면서 광주읍성의 성벽이 헐리고 높은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우리 눈 앞의 시야가 점점 더
좁아지게 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러핚 시각적
제약을 극복핛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로 건립될
아시아문화전당과 옛 읍성터까지의 전체적읶 경관을
조망핛 수 있는 25m 높이의 잠망경을 제시했다. 이
잠망타워는 기둥과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그 베이스는
파고라로 핚다. 대성학원 귺방에는 특히 학생 유동읶구가
많은데 잠망경을 통해 보는 세상은 이들 학업으로 지칚
학생들에게 탁트이고 넓은 시야를 제공하여 활력소를
제공핛 것으로 기대된다. 또핚 구조물까지 넝쿨나무가
옧라갈 수 있게 하여, 시갂이 경과하면 푸르게 변모하는
잠망타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작가소개

--------

주요 작품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대표
2002 미국건축가협회 ‘Honorary FAIA’ 수여
2005 교보문고 파주 북시티 단지
2007 구겐하임 아부다비 비엔날레 파빌리온-17, 아부다비

- 승효상 (Seung, H-Sang)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비엔나 공과대학 수학

학력 사항

경력 사항

1974년 - 1980년 공간연구소 건축설계
1982년 - 1989년 공간연구소 대표이사
1989년 - 2002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대표이사
2003년 - 현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대표

국립현대미술관 주관 ‘2002년 올해의 작가’ 선정
2002년 미국건축가협회 ‘Honorary FAIA’ 수여
2002년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대표건축가
2008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건축가협회상, 한국건축문화대상, 김수근문화상, 파라다이스문
화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등 수상

수상 내역



11 Title 푸른길문화센터 The Green Way Culture 
Center/ Ruined Steps & May Flower
승효상(핚국)
농장다리 - 10월초 완공예정

승효상의 폴리는 푸른 길의 농장다리에서 철도변에 형성
된 동네로 내려가는 계단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주민들을
위핚 작은 문화센터를 제시하고 있다. 

농장다리와 푸른 길을 직접 연결하는 계단이 객석이 되고
쉼터가 되며, 다리 밑 공갂은 거리전시장의 기능을 수행핚
다. 이 폴리는 작지만 읶귺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로 계
획되었으며, 푸른 길공원에서 발생핛 수많은 활동을 위핚
문화적 하부구조(cultural infrastructure)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