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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won Engineering HQ
Design SNU · Hangman Zo, TAAL Architects · Jiyoung Seo  Location 167, Songpa-daero, 

Songpa-gu, Seoul, Korea  Function Office  Built Area 1,974㎡  Finish Birch Plywood, Wood Flooring, 

Oak Frame, Luxteel, Cement Block, Metal, Marble, Paint, Epoxy  Construction PLAB inc.  

Photographs Offered by TAAL Architects  Editor Choi Ji-hyun

설계 서울대학교 · 조항만, 탈 건축사사무소 · 서지영 (02)6449-4405  위치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1 B동 16층  

용도 사무  면적 1,974㎡  마감 자작나무 합판, 원목 마루, 오크 프레임, 럭스틸, 시멘트 블록, 금속, 대리석, 도장, 에폭시  

시공 ㈜플랩 건설  사진 탈 건축사사무소 제공  에디터 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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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Lounge & library

Canteen

The standardized office with monotonous arrangement of desks and parti-
tions is changing into a creative and unique space responding to the diver-
sified work styles. Kunwon Architects & Engineers, which has recently 
moved to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is also introducing a 21st century 
working environment that focuses on convergence and collaboration rather 
than efficiency and hierarchy. As the field supervision and CM are the main 
tasks, the office was designed to support the meetings, the visits of field 
workers, and the frequent changes in the number of staff members and 
organization.  

The large space was divided into four areas by the fire area and the public 
corridor, interfering with the unity and communication. Thus, the fire shut-
ter was replaced with glass doors, and all the entries to each area were uni-
fied as much as possible to enhance the sense of openness. The company 
colors were applied to the flooring, wall, and pillars to emphasize the identi-
ty. On the inside, the workspace is separated by department, and among 
them is the Between Zone for meetings, relaxation, reference, and O.A. 
devices. There is a multipurpose lounge at the main entrance, which is used 
as a common room, cafeteria, restaurant, event space, and a meeting place 
with outsiders. Being on the opposite of the area for the company execu-
tives, it encourages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top management and 
the employees. The two facing walls of the grand conference room are fin-

ished with glass partitions, and the materials of rich texture such as lumber, 
cement block, steel sheet, metal, and marble are used in places to deliver 
the atmosphere of a construction site in a discreet manner.

최근 사무공간은 책상과 파티션이 단순하게 정렬된 삭막하고 획일화된 분위기에서 벗어

나 업무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식산업센

터로 이전한 ㈜건원엔지니어링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 능률과 위계에서 융합과 협업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21세기형 일터를 선보인다. 특히, 현장 감리와 CM이 주요 업

무인 만큼 외부인과의 회의, 현장 근무자의 방문, 근무 인원 및 회사조직의 잦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공간은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구역과 공용 복도 등으로 인해 4개로 

나누어져 소통·통합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방화문은 유리문으로 교체

하고 각 구역의 입구들을 최대한 통일하여 개방성을 높였으며, 회사를 상징하는 컬러를 

바닥, 벽, 기둥 등에 다양하게 적용해 아이덴티티를 강조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는 부서

별로 업무공간을 나누고 사이사이에 회의, 휴식, 자료열람 및 O.A기기를 위한 비트윈 존

(Between Zone)을 두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주출입구에는 다목적 라운지

를 마련해 휴게실, 자료실, 식당, 이벤트 공간, 외부인과의 회의 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사

용되는데 이곳은 회사의 임원존과 마주하고 있어 경영진과 일반 직원 간의 소통까지 가능

케 한다. 이외에도 대회의실의 양쪽 벽을 유리 파티션으로 마감하고 곳곳에 원목, 시멘트 

블록, 철판, 금속, 대리석 등 질감이 살아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거친 건설 현장의 분위기

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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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1. Information 
2. Lounge & library
3. Meeting room
4. Canteen
5. Rest area
6. Executive area
7. Conference room
8. Working area
9. Betwee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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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area

Between zone

Conference room

Corrid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