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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만[趙 恒滿], 교수/ 건축사 [b.1971, 충남]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9동 502호

+82 10 8330 4405
zohangman@snu.ac.kr

zohangman@gmail.com
hzo.taal@gmail.com

수상/ 공모전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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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Building of the Year 2023, Educational Architecture, Nominee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교육관리동/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산림교육센터]

서울시 건축상 국제학생작품부분(튜터+학생) 가작 ‘B.Y.O. House’ [조항만 + 이승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우수상 [한국임업진흥원장상: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교육관리동]

남양주 왕숙2지구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최우수상 당선
[설계팀: 조항만 + TAAL Architects + ㈜어반인사이트 건축 + ㈜금성건축]

한라 비발디 소사 주상복합 지명 설계공모 2등 [조항만 + TAAL Architects]

거암유치원 현상설계공모 1등 당선 [조항만 + TAAL Architects]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본상 [산림청장상: 서울대학교 산림교육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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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 공학학술상 [교육분야]

화성시 커피복합문화시설 설계공모 1등 당선 [조항만 + TAAL Architects]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1차 당선 (5개팀) [설계팀: 조항만+운생동+시아플랜]

경북 육상실내훈련장 제안공모 가작 [조항만 + TAAL Architects]

2016 김수근 건축상 프리뷰상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 교육연구동]

광주 뻔뻔폴리 3 지명 현상공모 입선 (3위) [조항만 + 손봉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 교육연구동 설계공모 1등 당선, 
[조항만 + Bi.WON Architects]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교육관리동 설계공모 1등 당선 [조항만 + Bi.WON Architects]

Redesigning Detroit 국제 아이디어 설계공모, Honorable Mention [H Architecture ]

경찰대학교 지방이전 신축공사T/K 1등 당선 [대림산업 컨소시엄: 

H Architecture (디자인Leading) + 해안건축 + DA그룹 + 나우동인 + 일신건축]

세종시 정부청사 3단계1구역 건립 국제설계공모 2위. [H Architecture + 해안건축]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 (HICO) 신축 지명 현상설계 1등 당선
[H Architecture + 해안건축]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2구역 건립공사 T/K 1등 당선 (대림산업 컨소시엄: 

[설계팀: H Architecture (디자인Leading) + 해안건축 + 범건축 + 이가건축 + 다울건축]

2010 WAN Award, Building of the year, Commercial Sector ‘한국전력공사 현상안’
[H Architecture + 해안건축]

헌인도시개발사업 설계공모 1등 당선 [H Associates + 해안건축]

2010 AIA NY Design Award, Merit, ‘충청남도도청사 국제현상공모안’
[H Associates + 해안건축]

2012 여수엑스포 국제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1등 당선
[H Associates + 해안건축 +단우건축]

2009 AIA NY Design Award, Honor, ‘강북대형공원 국제현상공모안’
[H Associates + Joel Sanders Architect + 해안건축]

Monterey Park Performing Arts Center 지명설계공모 1등 당선
[H Associates + 해안건축]

강북대형공원 국제설계공모 우수작 [H Associates + 해안건축 + 이우환경]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UIA국제설계공모 1등 당선
[H Associates + 해안건축 + Balmori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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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가로의 외부계단 및 접점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 2013년 ~ 2022년 연남동 미로길의 변화를 중심으로 - ”
한상곤, 조항만,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22년 9월호, Vol.38 No.9, pp.81 - 90

“신선식품 유통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의 입지 및공간특성분석”
김창용, 조항만,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22년 1월호, Vol.38 No.1, pp.75 - 86

“글렌 머컷의 베란다하우스 진화에 관한 연구“
이승민, 조항만,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21년 7월호, Vol.37 No.7, pp.107 - 115

“국내 기업의 공간을 활용한 브랜딩 활동 트랜드 분석
– 맥심플랜트, 아모레 성수, BEAT360을 중심으로＂
박민희, 조항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20년 12월호, Vol.15 No.8, pp.37 – 48

“리우쟈쿤 건축의 서사성 발현에 대한 연구＂
진사굉, 조항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020년 7월호, Vol.36 No.7, pp.37 –46

“왕슈 건축에 나타난 중국 전통 서예와 산수화의 특징에 대한 연구”, 
장명월, 조항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020년 4월호, Vol.36 No.4, pp.113 – 121

“상업가로에서 흡연이 일어나는 공간의 특성 연구 – 공간구문론과 ERAM모델을
활용하여 홍대거리 분석 -”, 
최하늘, 조항만,  문화공간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ol.23 No.69, pp.117-124

“ 북경사합원의 공간 변화 분석
– 중국 북경 고대와 근대시기 전통주택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진즈룬, 조항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019년 12월호, Vol.35 No.12, pp. 75-82

“선택행위를 통한 자아확립의 매개로서 현대주거에 관한 연구
– ‘온라인집들이’의 서사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 ”, 
허은석, 조항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019년 5월호, Vol.35 No.05, pp. 41-50 

“도심부 도보관광을 통하여 본 을지로 제조업 밀집지역의 관람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정연중, 조항만, 문화공간연구, 한국 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59호, pp. 56-64

“현대 컨테이너 건축에 나타난 ‘플랫폼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임홍석, 조항만, 대한건축학회, 2017,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7, No.1, 
pp.93-94

“현대적 그린웨이로서 경의선 숲길공원의 물리적 구성이 갖는 의미“
조영동, 조항만, 대한건축학회, 2017,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7, No.1, 
pp.373-376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IPD환경하의 건축설계 TOOL과디자인 PROCESS 변화에 관한
연구“, 윤재형, 조항만, 대한건축학회, 2016,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6, 
No.2, pp. 37-38

“근대 수도원 건축의 생활공간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
김수나, 조항만, 대한건축학회, 2014,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4, No.2, 
pp.95-96

“서울시 대규모 공원계획과 오픈스페이스 변화에 관한 연구“
김가림, 조항만, 대한건축학회, 2014,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4, No.2,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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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Songpa Wirye Kindergarten - 송파위례유치원”, SPACE, 2023년 3월호, 
Vol.664, pp.64-71

“무심재, MUSIMJAE“
Architecture and Culture, 건축문화, 2023년 3월호, Vol. 502, pp.38 -45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교육관리동“, AW_Archiworld,(건축세계), 2022년 8월호, 
통권327호, pp.64 - 71

“꿈꾸는 인공지능“, 대한건축학회지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제66권 06호, 통권 517호, pp.76-78

“COFFEE CULTURE COMPLEX – 새로운 환기와 가능성의 빨간 상자, 커피복합문화시설“
Architecture and Culture, 건축문화, 2021년 12월호, Vol. 487, pp.36 -41

“Project Team Building of a Data Center and their Qualifications” GAK Vol.1, 2021, 
pp13-28

“next Onggi Village 5 proposals by THE_SYSTEM LAB, SO-IL, ZO HANGMAN, HYUN 
JUN YOO ARCHITECTS, FERNANDO MANIS S.L.P.U.”, Ulju-Gun, 2021. pp.145-217

“유걸 구술집”, 전봉희, 최원준, 조항만 채록연구
목천건축아카이브 한국현대건축의 기록 9, 도서출판 마티, 2021

Feature“지속가능한 신도시란 신기루 The New Sustainable City as a Mirage”, 
SPACE, 2020년 12월호, No.637, pp.102-107

“진짜(가) 좋은 거 (Real is) the really good thing“, 대한건축학회지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제64권 11호, 통권 498호, pp.64-65

특집 디지털 뉴딜의 건축적 대응“시공의 구분이 없는 세계의 건축“, 대한건축학회지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제64권 09호, 통권 496호, pp.23-26

“남양주 왕숙 2지구 도시기본구상 및입체적 도시공간계획“, 
Architecture & Design Competition, 2020년 8월호, Vol.144, p22-29

“211 days, 12014 Minutes, 61People, 45 Teams, NAVER data Center for Cloud 
Design Competition Archive”, Interview, Forum Presentation, Jury Comments 

“거암유치원“, Architecture & Design Competition, 2019년 12월호,
Vol.140, pp168-173

“보이는 세상은 실재가 아니다“, 대한건축학회지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제63권 07호, 통권 482호,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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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The SNU Gwanak Arboretum Education & Management Building 
–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교육관리동”, SPACE, 2019년 2월호, Vol.615, pp74-83

“Rare Architecture – 정의하기 어려운 건축”, The frontline of the Korean Architecture, 
UNSANGDONG, Archi-Lab, 서울, 대한민국, pp.182-185

“커피복합문화시설“, Architecture & Design Competition, 2018년 4월호, Vol.130, 
pp.36-43

“In Nature Internal medicine & Medical Center 자연속 내과”, Detail Plus, Interior + 
Architecture IV, ArchiWorld, Seoul, pp.202-211

“Math & Stories 수와 이야기”, Detail Plus, Interior + Architecture III, 
ArchiWorld, Seoul, pp.248-257

Project Review “플레이스 원: 한국 현대건축의 고군분투기”, 
SPACE, 2017년 10월호, No.599, pp.54-55

Zoom In “In Nature Internal Medicine & Medical Center”,
IW_Interior World, 2017년 8월호, No.157, pp.152-163

New Project “Kunwon Engineering HQ”,
IW_Interior World, 2017년 5월호, No155, pp.18-25

“뮤지엄 몰링, 국립 박물관 단지 국제설계공모안“, Architecture & Design Competition, 
Vol.123, 2017년 2월호, pp35-39

“두개의 현실 속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SPACE, 2016년 8월호, No.585, Special Edition 
“Ancient Futures, The Public Administration Town”, pp.30-37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 교육연구동“, 2016 김수근 건축상 프리뷰상 작품집, 
김수근 문화재단, 대한민국, pp. 26-37, (ISBN 979-11-950571-3-9]

Project Report “황금률: 광주뻔뻔폴리 III 현상공모안”, 대한건축학회지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제60권 06호, 통권 445호, pp.69-74

Project Review “선정릉 근생빌딩: 삶에 오염될 건축”, SPACE, 2016년 2월호, No.579, 
pp.30-35

Project Review “KT광화문빌딩 이스트: 누가 시를 유행가로 만드나?”, SPACE, 2015년
3월호, No.568, pp.92-93

“시민을 위한 열림, 정부세종청사”, 대한건축학회지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제59권 03호, 통권 430호, pp.26-31

“Seoul Floating Islands”, Baker, Lisa, ed.,Built on Water: Floating Architecture & 
Design, BRAUN Publishing AG., pp.220-224

“백진의 풍경류행: 차이, 자각, 관계, 공동체, 지속성”, 대한건축학회지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제58권 01호, 통권 416호, pp.67-69

“Perisc@pe”, IDEA Design: Evolving Architecture, A&C Publishing Co., Ltd., Seoul, 
pp.28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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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r 40: D.I.Y. Fallout Shelter, Fear 4,000,000: 5 Star Fallout Shelter”, Choi, 
Changhak & Nan, Frank, ed., Anxiety and Desire: Global Crisis and Design   
ver.1.0, New York: IM Publishing 2012, pp.224-249

“공공성을 중심으로 본컬럼비아 대학교 캠퍼스 확장계획”,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 픽셀하우스, 대한민국, pp.92-117 

“세계의 젊은 건축가, 그들과의 대담: Conversation with Young Korean Architects
in the Global Market”, 월간 건축문화, 대한민국, pp.158-163

“Captured Proliferation”, Scott marble ed., Abstract 2003-2004,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2004, pp.088, 101

“The Void: The Resurrection of WTC Site” & “The Border: Next Nature in Newtown 
Creek” Scott marble ed., Abstract 2002-2003,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2003, pp.61.77

연구보고서, “상봉고등학교 계획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학회

연재(총12회) “벤쳐공간”, 월간 Business 2.0, 대한민국

“카스텔베키오 박물관에서 느낀 감동”, 월간 현대주택, 통권 259호, pp.74-77 

석사학위 논문, “건축공간의 Reversal Expansion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주요연구/ 기술자문/ 특허

2023.01 – 2023.03

2022.06 – 2022.12

2022.04 - 현재

2022.03 – 2023.02

2022.02 – 2022.05

2021.03 – 2022.02

2021.03 – 2022.02

2021.03 - 2021.12

2020.05 – 2020.10

2020.04 – 2020.08

2020.03 – 2021.02

2020. 02. 24

2020. 02. 24

2019.11 – 2020.01

2019 07 – 2020.05

2019.04 – 2019.09

2019.03 – 2020.02

2018.02 – 2019.02

2018.02 – 2018.08

2017.12 – 2018.02

“소통강화를 휘한 공간 개선 검토“, 대한건축학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공동연구원]

“2022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책임연구원]

“응급의료최적화 다중감염제어 기반 응급의료시설 방역강화기술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연구원]

“저탄소/에너지 기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연구원]

“공대시설의 마스터플랜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동연구원]

“서울대학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연구원]

“서울대학교 5차 캠퍼스 마스터플랜 2022-2026”, 서울대학교 본부, [공동연구원]

“화성시 100만 시대 대비 전문가포럼 기획용역“, 화성도시공사 [책임연구원]

설계공모 대행 컨설팅 “(가칭) 동탄2호수공원 주69 공영주차장” 용역
화성도시공사, [책임연구원]

“K1 Block 건식공법을 이용한 주택 기획설계연구“
㈜하나에코텍,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연구원]

특허 “공간부스 이중 레이어/ Space Booth Double Layer“, 
출원번호 10-2020-0022519 [조항만+여명석]

특허 “공간부스 보조 책상/ Space Booth Auxiliary Table“, 
출원번호 10-2020-0022516 [조항만+여명석]

“공간비용 채산제 개선 정책연구“, 서울대학교 기획처, [공동연구원]

“해동첨단공학기술원 신축을 위한 기획설계연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책임연구원]

“가구형 친환경 실내 공간 유닛 개발연구”, 더블에이치 라이프 홀딩스,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연구원]

“서울대학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연구원]

“서울대학교 시흥스마트캠퍼스 마스터플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건설추진단, [전문연구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강의실 기본 강의 설비 기준＂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책임자]



주요연구/ 기술자문/ 특허

2017.09 – 2018.02

2017.06 – 2017.10

2016.12 – 2017.08 

2016.10 – 2017.02

2016.05 – 2016.12

2016.01 – 2016.11

2015.05 – 2016.04

2015.03 – 2015.04

2014.06 – 2014.12

2014.05 – 2014.06

2013.11 – 2015.10

“서울대학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연구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사이전에 따른 서울교육허브공간 창출 디자인 키워드“ 개발 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4차 캠퍼스 마스터플랜 2017-2021”, 서울대학교 본부, [공동연구원]

“정독도서관 교육문화예술마을 조성 정책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건립에 따른 계획 수립 및기획 설계 (스패이스 프로그래밍) 
에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연구재단 [공동연구원]

“경기도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종합정비 및 보존처리”, 서울대학교+담원문화유산
[공동연구원, 종합정비 마스터플랜 및보호각 디자인 담당]

“’건축으로 만드는 것‘ 건축택스트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육연구재단,
[공동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수회관(65동) 외관디자인에 관한 기술지도”, ㈜이엠아이 디자인
[연구책임자]

“EASTBLUE [Global Culture Park] 마스터플랜 기획안 작성에 관한 기술지도”, 
㈜흥일,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유회진 공학관 신축 마스터플랜 및기획설계 연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연구책임자]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IPD환경하의 건축설계 TOOL과디자인 프로세스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재단 [연구책임자]



전시/ 공연

2021.09 – 2022.02

2021.08 – 2022.04

2020. 06

2020.01 – 2020.02

2017.01

2016.06

2016.05

2012.06 – 2012.07

2012.05 – 2012.06

2011.11 - 2011.12

2011.06

2010.04 – 2010.07

2009.04 – 2009.07

2004.10

2003.05

1997.09

1993.03

1992.03

1991.09

1991.03

1990.09

서울대학교 박물관 특별기획전 “우리가 그려온 미래: 한국 현대 건축 100년”
서울대학교 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악수목원 교육관리동]

옹기마을 명소화 국제지명설계공모 작품전시회 [2021.08.09 – 2022.04.30]
울산 옹기박물관 특별전시실, 울주군, 울산광역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입상작 전시회, [June. 03-09],
서울역 2층, Seoul, Korea [남양주 왕숙2지구 도시기본구상]

NAVER 2NDC 공모전 전시 “THE ARCHIVE”(2020/01/28 -2/8), Green Factory 1F. 
Bundang, Gyeonggi, Korea

SDC(Solar Decathlon China) 2017 DD Team Model Exhibition, Dezhou, China

2016 김수근 건축상 프리뷰상 수상작 전시회 (2016/6/9 -17), Arco Gallery, Seoul, 
Korea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 교육연구동]

“오래된 미래 , 중심행정타운 10년의 연대기, 해안건축의 시선”, [May 15-21. 2016] 
K’ARTS Myeongdong Studio, Seoul, Korea

2012 Hanji Project New York, “Hanji Metamorphoses”
Space 547, 547 W 27th Street, New York, NY

Group Exhibition, [Global] Crisis & Design Ver. 1.5, “Desired Sync”, 
Gallery Korea, Korean Cultural Service, New York, NY  

Group Exhibition, [Global] Crisis & Design Ver.1.0 “Living in the Crisis era: 
Reciprocity between Anxiety & Desire” , Artgate Gallery, New York, NY

Modern Atlanta (MA) 2011 “Design is Human Week”, Atlanta, GA
[2012 여수엑스포 국제관]

2010 AIA NY Design Award Exhibition, 
Center for Architecture, New York, NY, [충남도청사 국제 아이디어 공모안]

2009 AIA NY Design Award Exhibition, 

Center for Architecture, New York, NY, [강북대형공원 국제공모 2등안]

“Beyond 32nd Street”, 
Gallery Korea, gallery, Korean Cultural Service, New York, NY

2003 End Year Show, GSAPP,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제2회 대한민국건축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예술의 전당, 서울, 대한민국

제2회 Dm(D-minor) 정기공연, 리사이틀 홀, 서울대학교 문화관, 서울, 대한민국

제1회 Dm(D-minor) 정기공연, 리사이틀 홀, 서울대학교 문화관, 서울, 대한민국

91 아트마니아 정기전, 전시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서울, 대한민국

아트마니아 특별전 “삶”, 전시홀, 서울대학교 문화관, 서울, 대한민국

90 아트마니아 정기전, 전시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서울, 대한민국



기타활동

2023.03 - 현재

2023.03 - 현재

2022.12

2022.11 - 현재

2022.09

2022.04 - 현재

2022.03 - 현재

2022.03 - 현재

2022.02 - 현재

2021.09 - 현재

2021.08 - 현재

2021.08 - 현재

2021.03 - 현재

2020.10 - 현재

2020.04

2020.03 – 2021.02

2020.03 – 2021.02

2020.02 - 현재

2020.01

2019.12 – 2021.08

2019.12 – 2020.02

2019.10 – 2021.11

2019.08 - 2021.10

2019.06 - 현재

2019.02 – 2020.02

2018.05 - 현재

2017.12 – 2021.12

2017.09 – 2018.10

2017.09 – 2018.09

2017.07 – 현재

2017.02 – 2019.02

2017.01 – 2018.12

2016.11 – 현재

2016.06 – 2020.06

2016.03 – 2019.03

2015.07 – 2017.02

2014.02 – 현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AIP) 운영교수

•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 운영위원

• 시흥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계용역 제안공모 심사위원회 위원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시설분과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도서관(서대문) 건립 국제공모 심사위원

• 한국건축가협회 젊은 건축가위원회 위원장

• 2022년 젊은 건축가상 운영위원회 위원

•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협상단 전문위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심사평가위원 (14기)

•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한국건축가협회(KIA) 정회원 [kia5077]

• 시흥아이꿈터 전시공간 구성 및운영 자문위원

• 상문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정회원

• 한전공대[가징] 캠퍼스 종합계획 및 1단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본부 부본부장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발전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 운영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글로벌 공헌단(SNUSR) 네팔봉사단＇쿠시네팔‘ 지도교수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서울특별시)측 협상단 위원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위원

• 해동 첨단공학기술원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 NAVER 2nDC: 2ND NAVER DATA CENTER for CLOUD 심사 및자문위원회 위원

•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설립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시흥스마트캠퍼스 건설추진단 단장

• 대한건축학회 논문편집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공간건축자문관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 추진지원본부 부본부장

• 서울대학교 교직원 주택위원회 위원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정회원

• 관악구 건축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캠퍼스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 관리부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과과정 위원회 위원

• 정부청사혁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건축부분]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위원회, 단체, 보직, 공공봉사, 심사]



기타활동

2011.09 – 2015.12

2008.01

2007.09 – 2007.12

2002.03 – 2002.08 

2001.08 – 2002.08

1993.12 – 1996.02 

1994.03 – 1996.02 

1992.09

1991.06 – 1991.07

1991.06 – 1993.02 

1991.03 – 1991.09

1990.06 – 1990.07

1990.03 – 1994.02

1990.03 – 1991.02

• I:M The Institute of Multidisciplinarity for Art,  Architecture and Design, New York,

창립 회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08 SNU Frontline Workshop New York 코디네이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Guest Critic of Urban Design Studio, Penn Design, U-Penn, Philadelphia, PA

• 수원대학교 건축학과 스튜디오 인스트럭터

• 한국교육시설학회 회원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생 건축연구작업실 “별꼴” 창립 회원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조교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전 준비위원회 위원

• 하계 대학생 농촌 봉사 활동, 충청남도, 서산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음악동아리 “Dm: 디마이너” 멤버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예술동아리 “아트마니아” 회장

• 하계 대학생 농촌 봉사 활동, 전라남도 함평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예술동아리 “아트마니아” 회원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년 대표

[위원회, 단체, 보직, 공공봉사, 심사]



기타활동

2022.12

2022.10

2022.06

2022.04

2022.04

2021.04

2019.10

2019.08

2019.08

2019.07

2018.10

2018.09

2018.04

2018.01

2017.08

2017.03

2016.10

2016.09

2016.06

2016.06

2016.05

• 사회적 건축: 열린정치공간 시상식 & 심포지엄, 기조발제, “타자의 추방과 정치공간의 소멸“, 

ICONLOOP lounge, 서울 [2022.12.12]

• 건축사 자격시험 개선방안 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대한건축가협회 추천 위원 [2022.10.05]

• 2022 Frontline Workshop “Devious Topographies” Special lecture, “FLAT CITY, 

LINK CITY, ZERO CITY”, Zoom Lecture with Bond University [2022.06.21]

• FIKA 건축 및 도시계획 전문가 토론회,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지역 발전방안“, Panel, 

The K Hotel, Seoul [2022.04.21]

•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Panel, 여의도 산림비젼센터, 서울 [2022.04.06]

• 2021 제1차 AURI건축도시포럼 “ 주택정책에서 주거문화정책으로”, Panel,

명동마실, 서울 [2021.04.23]

• 세종학포럼 “새로운 실험의 무대 세종시, 삶의 장소로서 미래를 그리다“, 

토론 좌장,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세종시 [2019. 10. 08]

• NAVER 2nd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포럼 발제, “산업기반시설과 건축의 태도“, 

분당 네이버 그린팩토리, 분당, 경기도 [2019. 08. 30]

• 2019 운생동 성북건축포럼 The Architecture Symphony 렉쳐, “분화하는 인간과 양자적

건축“, 성북문화원, 서울 [2019. 08. 21]

• SNU DAAE 여름건축학교 SSAS 렉쳐, 서울대학교, 서울 [2019.07.26]

• 한국건축설계학회 “운생동건축“ 렉쳐 & 세미나, AIDK Gallery, 서울 [2018.10.19]

• ㈜건원종합건축 렉쳐, MACRO/MICRO 場 / 素 ＂서울 [2018. 09. 27]

• 한국건축학교육협의회 주제발표, “Design + Technology, 건축 업역 확장과 건축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더 케이 컨벤션, 서울 [2018. 04. 27]

• 2018 Frontline Workshop “Critical Making: Computational Design & Material 

Protocol”, SNU, 서울 [2018.01.22 – 29]

• Korea-China Architecture Students Workshop 2017 “Hongdae”[2017.08.10 – 17]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최고위 과정 렉쳐 (SNUIFP), “인간<건축<도시 + [미래]” 

[2017.03.16]

• 서울대학교 미술관 문화강좌, “건축과 도시”, MoA, 서울 [2016. 10. 27]

• 서울비엔날레 인터네셔널 스튜디오 심포지움 주제발표 “New Heterotopian Creative 

City_A Trade based Learning Center”, 자작마루, 서울시립대, 서울 [2016. 09. 29]

• 서울주택포럼 특강, “20.5c 창조도시”, 서울시청, 서울 [2016. 06. 24]

• 2016김수근 건축상 프리뷰상 수상작 렉쳐, Arco Gallery, 서울 [2016.06.15]

•“오래된 미래“ 중심행정타운 10년의 연대기, 해안건축의 시선 심포지움

Presentation, K’ARTS 명동스튜디오, 서울 [2016. 05. 20]

[강연, 발표, 워크샵]



기타활동

2015.11

2015.11

2015.08

2015.08

2015.07

2014.10

2014.07 – 2014.08

2014.07

2014.06

2012.05

2010.05

2009.05

• 강원 친환경 건축 컨퍼런스, “강원친환경 건축의 현황과 과제“,Panel (2015.11.27)

• 서울건축영화제(SIAFF) 강연, “Villaneuva El Diablo”, 이화여대, 서울, [2015.11.02]

• 열린 국회 시민아카데미 강연, “건축의 오래된 미래“, 

국회헌정기념관, 서울 [2015. 08.29]

• Seoul Architecture Forum 여름건축학교 :을지로+지하보도”  Critic,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대한민국 [2015.08.06]

• SNU DAAE 여름건축학교 SSAS 렉쳐, 서울대학교, 서울 [2015.07.24]

• 도시와 법포럼 세미나 주제발표 “세종시 중심행정타운과 21세기 창조도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2014.10.15]

• Seoul Architecture Forum 여름건축학교 :담박소쇄노들_공공시설의 대안 장소를

위한 실험”  Tutor /Lecturer, 중앙대학교, 서울 [2014.07.25 – 2014.08.01]

• SNU DAAE 여름건축학교 SSAS 렉쳐, 서울대학교, 서울 [2014.07.25]

• 2014한중창조도시문화대전 “동방지혜” Pre-Conference 주제발표 “미래도시를

위한새로운블루프린트 – 창조도시”, JW Marriott, Dongdamun SQ., 서울 [2014.06.17]

• 목요특강 ”H Works 2006-12: Working in the Crisis Era”,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 AIA NY Design Award 수상자 심포지움, Center for Architecture, New York, NY

• AIA NY Design Award 패널 디스커션, Center for Architecture, New York, NY

[강연, 발표, 워크샵]



주요프로젝트목록

2014.01 – 현재

Projects

TAAL Architects, Founding Partner/ TAALab, SNU

www.taal-architects.com

• 신평 행복이슈센터 설계공모, 당진, 충청남도 [2023. 01]

•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 [2023.1 ~ present]

•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설계공모, 영천, 경상북도 [2022. 11]

• 매송 주민편익시설 설계공모, 화성, 경기도 [2022. 10], [Finalist]

• 삼성 에버랜드 포레스트 요가공간 [2022.06 – 2023.02]

• 구립 응암정보도서관(생활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은평구, 서울 [2022.07]

• TAAL Architects 본사 이전 인테리어 디자인 [2022.01 -03]

• 청라 글로벌메디폴리스 LSP (Life Science Park), 청라, 인천광역시 [2021.12 – 현재]

• 분당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모, 성남시, 경기도 [5위]

• UWS  본사사옥 신축이전, 강남구, 서울 [2021.10 – present]

• 한미글로벌 마에스트로브랜드아이덴티티수립을 위한입면디자인연구 [2021.08 - 12]

• SNU 캠퍼스 마스터플랜 2022-2026 [2021.01 – 2021.12]

• 울주군 옹기마을 명소화 사업 국제 초청 공모, 울주, 울산광역시 [2021.05 – 2021.08]

[우선협상대상자 3순위] 

• 청라의료복합타운 민간사업자 공모 [2021.03 – 2021.0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사당3동 주민센터 설계공모, 동작구, 서울 [2021.02]

• 계룡산 도예촌 주택(무심재), 공주시, 충청남도 [2020. 11 – 2022.11]

• 영종도 주택, 중구, 인천광역시 [2020.07 – 2020.12]

• 남양주 왕숙2지구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공모 [당선]

남양주시, 경기도 [2020.06 – present]

• SNU 공과대학 해동 첨단공학기술원 기획설계, 관악구, 서울 [2020.05]

• 한라 비발디 소사 주상복합 지명설계공모[2등], 부천시, 경기도 [2019.10]

•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현상설계공모

[가작, TAAL+유선엔지니어링], 마곡지구, 서울 [2019.10]

• KAIST DELTA Research Center  인테리어 디자인, 강남구, 서울 [2019.07 – 10]

• 송파위례우치원((가칭)거암유치원) [당선], 위례신도시, 서울 [2019.07 – 2022.05]

• 정발산동 주책(박교수댁) 리모델링, 일산, 경기도 [2019.04 – 2019.08]

• 용인 창의.과학 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용인, 경기도 [2019.03]

• 로봇과학관 국제설계공모, 서울 [2019.01]

• 시립 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국제설계공모, 서울 [2018.12]



주요프로젝트목록

2014.01 – 현재

Projects

TAAL Architects, Founding Partner/ TAALab, SNU

www.taal-architects.com

• 2018 정부세종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세종시 [2018.08] 

• 국공립 상도2동 어린이집 신축설계공모, 동작구, 서울시 [2018.07] 

• 한국 콜마 서울사무소 신축공사 초청 설계공모, 서초구, 서울시 [2018.04] 

• 노원문화회관 신축공사 설계공모, 노원구, 서울시 [2018.03] 

• SNU 시흥 스마트 캠퍼스 마스터 플랜, 시흥시, 경기도 [2018.02 – 08] 

• 화성시 커피복합 문화시설 [당선], 화성시, 경기도 [2018.01 – 2020.08] 

• 수와 이야기 인테리어디자인, 광명시, 경기도 [2017.08 - 09] 

• 금천소방서 설계공모, 금천구, 서울시 [2017.08]

• SNU 캠퍼스 마스터플랜 2017-2021 [2016.12 – 2017.06]

• 공룡알 화석산지 종합정비 보호각 디자인, 화성시, 경기도 [2016.11]

• 세종 박물관 단지 국제설계공모 2차 [finalist] [2016.11]

• 세종 박물관 단지 국제설계공모 1차 [2차참가작 선정, winner] [2016.08]

• 논현동 47-17 근린생활시설 [엘림빌딩], 강남구, 서울시 2017.04]

• In Nature Internal Medicine & Medical Center, 동탄신도시, 경기도 [2016.01]

•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도시재생구상 국제공모, 송파구, 서울시 [2015 08]

• SNU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 교육연구동, 광양시, 전라남도 [2015.09 -2018. 03]

2018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본상

2016 김수근 건축상 프리뷰상

• 경북 실내육상훈련장 제안공모, 예천시, 경상북도 [가작] [2016.07]

• SNU 의학도서관 신축 마스터플랜 및 기획설계, 종로구, 서울시 [2016.10]

• 건원엔지니어링 본사 이전 인테리어 디자인, 송파구, 서울시 [2017.01]

• 광주 뻔뻔폴리 III 지명 공모, 광주시 [입선] [2016.03]

• SNU 교수회관 증축 및 외관 개선 설계, 관악구, 서울시 [2015.03]

• 시흥 목감 2중학교 현상설계, 시흥시, 경기도 [2015.02]

• 삼각산동 복합청사 현상설계, 성북구, 서울시 [2015.01]

• EASTBLUE Global Culture Park 마스터플랜, 가평군, 경기도 [2014]

•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교육관리동, 안양시, 경기도 [2014-2019]

2021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우수상

• SNU 유회진 공학관 신축 마스터플랜 및기획설계, 관악구, 서울시 [2014]

• 새로운 커피 문화공간 Da Bang 인테리어 디자인, 성남시, 경기도 [2014]

• 미도빌딩 증축 및 Façade Beautification, 성남시, 경기도 [2013-2014]



주요프로젝트목록

2004.05 – 2013.12

Projects

TAAL, INC., New York, NY, Founding Principal

www.taal-architects.com

• 김 & 최 아틀리에 주택, 대전, 대한민국

• 정 & 이 아틀리에 주택, 대전, 대한민국

• 법무법인 봄 오피스 이전 인테리어 설계, 서울, 대한민국

• 안양 어린이집 “친구야 놀자”, 안양, 경기도

• Rock & Roll Sushi, Glenrock, NJ

• 상도동 어린이집, 서울, 대한민국

• Deli Royal West Booth, Baltimore, MD

• Korean Community Church 레노베이션 및 증축, Englewood, NJ

• 부산대학교 음악대학 설계공모, 부산직할시, 대한민국 [2위]

• 박씨 주택 레노베이션, Closter, NJ

• 클로스터 주택 댄스 스튜디오 증축, Closter, NJ

• 김변호사 주택 개념설계, 충주, 충청북도



2006.11 – 2013.08

Projects

H Architecture, P.C., New York, NY, Design Principal

www.h-architecture.com

• Redesigning Detroit 국제 아이디어 설계공모, Detroit, MI [honorable mention]

• Villa Wings, Denpasar, Bali, Indonesia

• 세종아트센터 국제설계경기, 세종시, 대한민국

• 대신증권본사 사옥 초청설계경기, 서울시, 대한민국

• 경찰대학교 지방이전신축공사 T/K, 아산시, 대한민국 [1등 당선]

2015 한국교육시설학회(KIEF) 교육시설 초대작가전 올해의 작품상

• 남대문 도시정비개발사업 MIXED-USE 빌딩 기본설계

• 한국 수력원자력 본사 지방이전 신축 설계경기

• (주) 모뉴엘 사옥 신축 지명설계공모, 제주, 대한민국

• 307 Fifth Ave. Office 인테리어 디자인, New York, NY

• 세종시 정부청사 3단계1구역 건립 국제설계공모, 세종시, 대한민국 [2등]

• 부산 오페라 하우스 국제설계공모

• Hyundai Global Dealership Space Identity 국제지명설계공모

• 현대 중공업 건설장비 사업부 미주 본사 이전설계, Atlanta, GA

• 한국 수력원자력 경주 컨벤션센터 설계공모, 경주, 대한민국 [1등 당선]

2012 BIM Award BIM Green 부분대상

2015 경주시 건축상 일반건축물 부분 금상

•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2구역 건립 T/K공사, 세종시, 대한민국 [1등 당선]

2015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부분우수상

• 헌인도시개발사업 지명설계공모, 서울, 대한민국 [1등 당선]

• AirBaltic Terminal 국제설계공모, Riga, Latvia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방이전 본부회관 설계공모, 진주, 대한민국 [3위]

•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기본설계공모, 나주, 대한민국 [3위]

2010 WAN Award Commercial Sector, Building of the Year

• “Project 52”  초고급 주거 개념 개발 프로젝트, 서울, 대한민국

• 2012 여수엑스포 국제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1등 당선]

• 포트리 헴슬리부지 재개발 RFP/Q, Fort Lee, NJ

• 이촌 렉스 아파트 재건축 [래미안 이촌 첼리투스], 서울, 대한민국

2016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부분본상

• 서울 오페라 하우스(노들섬) 국제지명설계공모, 서울, 대한민국

• House of Arts & Culture 국제설계공모, Beirut, Lebanon

• 광교 호수 공원 국제설계공모, 수원, 대한민국 [2위]

• 문경영상관광단지 지명설계공모, 문경시, 대한민국 [1등 당선]

• Monterey Park Performing Arts center 국제지명설계공모, Monterey Park, CA 

[1등 당선]

주요프로젝트목록



2003.11 – 2006.10

Projects

GreenbergFarrow Architecture, New York, NY, Senior Project Designer

www.greenbergfarrow.com

• Albee Square Mixed-Use Development, Downtown Brooklyn, NY

• Bond St. residential Development Landmark Study, Brooklyn, NY

• Eleven Broadway Mixed-Use Development (aloft hotel), Williamsburg, NY

• 80 Metropolitan Avenue, Williamsburg, NY

• 110 South 8th St. Residential Tower, Williamsburg, NY

• International merchandise mart, Jamaica, NY

• The Home Depot, Jamaica, NY

• The Home Depot, Mill Basin, NY

• The Home Depot Bulova, Queens, NY

• The Home Depot 59th Street, New York, NY

• Cornerstone site6 Residential 145th Street, New York, NY 

• International Speedway, Staten Island, NY

• Gateway Center at Bronx terminal Market, Bronx, NY

• Kimberly Place RFP, Bronx, NY

• Rego Park mixed Use Development, Queens, NY

• Flushing Municipal Lot #1 RFP, Queens, NY

• Westside Heliport Renovation, New York, NY

• Serota Shopping Mall, West Islip, NY

• 향군회관 재개발, 서울, 대한민국

2013 송파구 도시디자인 대상최우수상

• 강북대형공원국제설계공모, 서울, 대한민국 [2위]
2009 New York AIA Design Award , Honor Award, Un-built Category

• 서울플로팅아일랜드(새빛둥둥섬) RFP, 서울, 대한민국

• 충청남도 도청사 이전신축 국제 아이디어 설계공모, 홍성군, 대한민국

2010 New York AIA Design Award, Merit Award, Un-built Category

• 테크노마트 뉴욕, Jamaica, NY 

• 이마트 본사, 서울, 대한민국

• 파주운정지구 개발 PF, 파주, 경기도

• 정부세종청사 1-1구역, 세종, 대한민국

2015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준공건축물 부분우수상

• Holmenkollen Ski Jump Complex 국제설계공모, Oslo, Norway

• IFEZ Music Comlex, 뉴송도시티, 인천, 대한민국

• 남부 버스터미널 복합개발 개념설계, 서울, 대한민국

•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UIA국제설계공모, 세종시, 대한민국 [1등 당선]

2008 WSSET World Best Design Award in Sustainable Energy Technologies

주요참여프로젝트목록



1999.08 – 2002.07

Projects

(주) 아이아크건축사사무소, 실장 (Team Leader/ Project Architect)

www.iarc.net, www.iarcblog.net

•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신축, 일산, 경기도

• LG 구미동 빌라 신축, 분당, 경기도

• 밀알학교 증축공사, 서울, 대한민국

• 미 8군 사령부 경쟁 디자인 입찰, 서울, 대한민국

• 북아현동 동사무소 설계공모, 서울, 대한민국

• 상암 3구역 개발 설계공모, 서울, 대한민국

• 충렬고등학교 설계공모, 통영, 경상남도

1996.02 – 1999.04

Projects

(주)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차장 (Project Designer)

www.kywc.com

• 부흥 보건지소 신축, 괴산군, 충청북도

• 괴산군 보건소 레노베이션, 괴산군, 충청북도

• 한사랑 병원신축, 서울, 대한민국

• 남해군 보건소 신축, 남해군, 경상남도

• 기장군 보건소 신축, 부산직할시, 대한민국

• 아산시 보건소 신축, 아산시, 충청남도

• 대우 옥포병원 영안실 증축, 거제시, 경상남도

• 거제대학 학생복지회관 신축, 거제시, 경상남도

• 대천대학교 자동차 연구관 신축, 보령시, 충청남도

• 서초동 주택 신축, 서울, 대한민국

• 고성군 보건소 신축, 고성군, 경상남도

• 고성군 치매센터 신축, 고성군, 경상남도

Feb. 1994 – Feb.1996

Projects

서울대학교공학연구소환경설계연구실, 연구원 (Research Assistant)

www.designlab.snu.ac.kr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 UIA 국제설계공모

•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교 마스터플랜

• 단국대학교 분당캠퍼스 마스터플랜

•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마스터플랜

• UN 백신 인스티튜트 유치 기본 계획

• 우체국사 시설기준 연구

주요참여프로젝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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