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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Presentation 
[건 축 학] 

 
2017 . 6 . 19 (월)  

 
시간 : 10:00 ~ 12:00 
장소 :  전    시    실 
목적 : 학  점  평  가 



Final Presentation 
2017 . 6 . 21 (수)  

 
13:00에 학교에서 출발 
13:30에 진해현장 도착 
14:00 1조~   발표시작 

 
진해청소년 문화의 전당 

 



         최종결과 제출물 [수요일] 

 

1. 1:20 모형 (미송 등 나무 베이스 공통) 

2. PPT 칼라 보고서 (건축+도시+사회), 파일+하드카피 

3. 평면, 단면, 배치, 입면, 지붕, 외벽상세도, 2층 바닥평면도  

   모두 재료가 표기된 칼라 드로잉 [기존 + 제안] 출력 

4. 개별 건물 평면과 입면 붙여서 하나의 드로잉 

   칼라 드로잉, 출력 1:20 

 

 



보고서 기본 프레임 
 
1. 개 요 [법규체크, 용적 및 건폐체크등 내용]  

2. 현 황 [건축 +사회 + 도시] 

 건축 : 배치도, 사진, 재료표기된 칼라 평면, 단면, 입면도, 분석다이어그램 

              사회 : 주변기관 및 주민 인터뷰 매핑, 관계분석, 가능성 분석 다이어그램, 운영   
 도시 : 현재 점-선-면의 상황 분석, 사진, 다이어그램, 전제 지역에서의 관계 

3. 제 안 [건축 +사회 + 도시] 

 건축 : 제안 배치도, 사진, 재료표기된 칼라 평면, 단면, 입면도, 3D CGI 

               사회 : 주변기관 및 주민 인터뷰 매핑, 관계분석, 가능성 분석 다이어그램, 운영   
 도시 : 현재 점-선-면의 상황 분석, 사진, 다이어그램, 전제 지역에서의 관계 

 

4. 결 론 [건축 +사회 + 도시] 

 

 



모형 기본 프레임 
 
 

 



모형 기본 프레임 
 
 

 



모형 기본 프레임 
 
 

 



모형 기본 프레임 
 
 

 



보고서 : 건축_건축적 제안 내용 

 
1. 1:300 배치도: 연계하는 주변 기관 및 사람 표시  
2. 3D  CGI : 내부 + 외부 
3. 1:50평면도 : 방위, 가구, 면적 등 표시 
                공간용도 및 동선 칼라로 표시 
      벽 및 바닥 두께 반드시 확인  
4. 1:50 단면도 : 구릉지 관계 & 구조 표시   
5. 1:10 단면 상세도 : 단열, 방수, 마감, 재료샘플 표시 
6. 공간활용 다이어그램 (내/외부 표시) 



보고서 : 사회: 프로젝트의 현실성 

 
1. 공가의 구체적 사용자와 운영자 파악 및 제시 
2. 공가 운영 프로그램 파악 및 제시 
3. 사용자와 공급자와의 관계 / 협력기관들과 관계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근 유치원, 학교 등) 

 
 
참고링크)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9007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8203.html 
 http://mdesign.designhouse.co.kr/in_magazine/sub.html?at=view&info_id=67460&c_id=00010001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webzin/webzin_read.asp?idx=653&cover_idx=&corner_idx=&searchVal=&pageno= 

 http://rootimpact.or.kr/ko/board/media_view.php?post=3128 
 http://setogether.tistory.com/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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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도시: 프로젝트의 당위성 

 

1. 마산 또는 성호동 (추산동)을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 것 
   인지에 대한 개념 관광형 또는 생활형? 
2. ‘선과 면’을 이루는 근거 파악 및 제시 
    선 – 공간과 공간 사이를 이용, 사람이 또는 서비스가  
   이동하는 경로 
    면 – 선들이 모여 서로 겹치면서 node(접점) 발생 
           면이 되면 영역 개념이 발생 
3. 1:500이상 도면들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