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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통해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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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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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울산건축문화제의 준비한 8개월이라는 시간과 노력의 흔적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으로 5주년을 맞이하고, 실제로는 4번째 개최하게 된 문화제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추진위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다 전할길이 없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들, 각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여러 건축문화제들 속에서 별도의 재단 없이, 300여명의 회원인 

현실과 작품에 대한 양적인 부담과 울산건축문화제의 매년 개최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지금의 상황속에 이루어진 제5회 

울산건축문화제는 ”왜 우리는 울산건축문화제를 개최하여야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찾는데 한발짝 더 다가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회 우리는 시대성을 반영하고, 내일을 생각하는 건축의 모습을 찾기 위해 「다변도시」라는 주제로 문화제를 준비하며, 울산의 

지역성을 반영한 특화된 도시의 모습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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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울산건축문화제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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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도시, 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건축의 현재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 시민들에게는 건축의 의미와 인식을, 

건축사들에게는 지나온 과정들을 성찰하고, 책임을 고취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문화라는 것이 건축사뿐 아니라 구조·설비 등의 전문가들과 건설사와 각종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같이 만들어가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특별히, 건축문화제가 건축인들의 축제가 아닌 시민들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기획된 야외전시는 기대이상의 긍정적인 성과를 가질 

수 있었고, 전시와 기획능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제5회 울산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철호 울산광역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도움을 주신 건축관련단체 및 기업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금번 행사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문화제추진위원님들과 작가로 참여해주신 건축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주신 시민들에게 앞으로 더 내실 있게 발전하는 건축문화의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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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최초의 시민체감형 건축문화제를 지향하며 2017년 첫 발걸음을 시작했던 울산건축문화제가 올해로 다섯 번째 울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울산의 건축발전과 본 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내빈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5회 울산건축문화제는 “다변도시”라는 주제로 빠르게 변화되는 도시의 모습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적 접근 방식을 울산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일상에 

숨겨져 있는 건축의 가능성을 찾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제입니다. 특히 태화강국가정원의 아름다운 장소에서 야외 전시장에 구성된 “시스템 비계”는 해외 

축제와 전시에서 종종 적용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물로서 개별 전시물로 구획된 공간은 코로나19를 예방하면서도 기존 전시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갤러리 

형태를 울산 시민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울산건축문화제는 건축의 참된 가치를 시민들이 인식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매년 거듭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건축전문인과 일반 시민들이 건축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 울산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겠습니다.

이번 문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울산의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신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과 건축관계 부서와 더불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주제전과 신진작가전에 헌신적으로 작품을 제출해주신 18명의 건축사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울산광역시건축상, 공공디자인 공모전, 어린이 그리기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모든 수상자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울산건축문화제를 위해서 안성규 추진위원장 이하 모든 추진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민, 관, 학계의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울산의 미래 건축에 기여해주신 것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5회 울산건축문화제와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언제나 울산 시민들이 건축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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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 효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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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장 송철호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열리는 제5회 울산건축문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오늘 개막식 행사를 빛내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박병석 의장님과 손종학 부의장님, 안수일 부의장님, 성인수 울산도시공사 사장님, 

이윤철 상공회의소 회장님, 김경만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님 등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건축문화제를 준비하는데 크게 힘써주신 김원효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안성규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추진위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건축문화제는 울산의 산업생태계 변화와 시민의 삶을 투영하는 도시의 변화에 대한 건축적 대응이 주제인 

것으로 압니다.  건축문화제를 계기로 앞으로의 울산건축문화의 변화를 미리 경험해보는 기회이자 울산 건축문화의 저변이 더욱 더 넓어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울산은 산업도시에서 문화와 관광,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울산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건축물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유럽 유명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었듯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아름답고 창조적인 건물, 울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물들로 울산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건축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우리시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
 념

 사

송 철 호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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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내·외적 요인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 간다. 

그 모양은 의도된 목적물 보다는, 삶을 간섭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집합에 따른 결과에 가깝다. 

여러 불확실성과 의도가 혼재된 혼합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빠른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가족의 해체,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관의 변화, 사회시스템의 온라인과의 공진화, 4차산업으로 이행. 

그리고 세기적 위기 팬데믹이 이 모든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더 이상 혼자 사는 것, 집에서 일하는 것, 상점에 들르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이런 삶의 변화가 건축에 투영되고 도시에 누적되어 새로운 지층이 만들어 질 것이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변화의 속도를 뛰어넘는 급작스런 변화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그 변화의 물결 속에 건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함께 탐색해 보며 제시해야 될 비전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
 화

 제
  주

 제

문화제 주제

제5회 울산건축문화제 주제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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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제5회 울산건축문화제

주    제 : 다변도시

기    간 : 2021년 11월 11일(목) ~ 11월 14일(일)

장    소 :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 일원

주    최 :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주    관 : 제5회 울산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후    원 : 울산광역시

후원사 :  (주)동림티엔에스, 성진건업, 건축사공제조합, 한국팽이건설(주), (주)고려엔지니어링 종합건설, (주)보명엔지니어링, (주)한진엔지니어링 ,(주)힐텍, 

금강창호기공(주), 아키엠, 탑이엔지(주), 우성종합 건축사사무소,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화성 건축사사무소, (주)부광 건축사사무소, 

(주)엠피티종합 건축사사무소, 세종엔지니어링, 에코엔지니어링, (주)OS엔지니어링, (주)화인, (주)하이콘엔지니어링, 진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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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행사 문화제 개막식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소공연장)

11.11.(목)시상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대상1, 금상2, 은상2, 동상2, 특선10, 입선10

울산광역시 건축상 대상1, 최우수상3, 우수상2 

주제전 (다변도시) 최우수상1, 우수상1, 가작1

기획전1 (신진건축사전) 최우수상1, 우수상1

우리동네풍경그리기 대상1, 특별상1, 금상3, 은상3, 동상9, 가작11, 입선19

일반전시

주제전
(다변도시)

끊임없이 변해가는 우리의 삶과 도시의 변화를 담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동구 방어진항 부지에 13명의 
건축사가 참여하여 새로운 건축을 제안

   11.11.(목)
~11.14.(일)

기획전1
(신진건축사전)

예비 건축주로부터 제공받은 1개의 부지에 4명의 건축사들이 창의적인 설계공모를 통해 작품 제안

기획전2 ‘미완의 건축 전’이라는 주제로 미래의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울산대학교 학생들의 졸업 작품 전시

원로작가전 울산의 건축문화발전에 오랜 시간 노력해온 건축사님의 작품과 건축관 등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장을 마련

준공사진전
울산시 건립된 우수한 건축물의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건축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 마련

우리동네풍경그리기 어린이들의 재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별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함

건축프로세스배너 전시
건축법령을 만화로 풀어 설명한 배너를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축법령의 
이해를 도움

특별전시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모두가 행복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울산의 공공(公共), 디자인으로 채우다.’라는 주제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모된 작품을 전시 

울산광역시 건축상 울산의 건축문화 발전과 도시 품격을 향상에 기여하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전시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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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일정

학술행사 건축특강 울산의 건축 관련 실무자와 일반시민의 건축문화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두 가지 주제의 특강 마련     11.12.(금)

시민참여

우리동네풍경그리기
울산의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평소 생각하고 느끼는 마을의 풍경을 그려봄으로써 도시와 나, 도시와  
건축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

     10.18.(월)
  ~10.25.(월)

건축사와 함께 건축상담
시민들 속으로 찾아가는 건축상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문턱을 낮추고 건축 관련 궁금증 해소 
할 수 있는 장을 마련

     11.11.(목)
  ~11.14.(일)

홍   보

홍보물제작 및 배포 포스터, 리플렛, 현수기, 현수막 및 스탠드 배너
     10.25.(월)
  ~11.14.(일)

영상제작 개막식 영상, 주제전 및 기획전1 작가 인터뷰 영상, 문화제 스케치 영상, 태화강국가정원 내 전광판 송출 영상
     10.18.(월)
  ~11.10.(수)

언론홍보 신문 : 경상일보, 울산매일, 제일일보, 울산신문, 광역일보 
   9.14.(화)

  ~11.15.(월)

홈페이지 SNS홍보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 건축사밴드 및 회원문자 홍보, 울산광역시 공식 인스타그램 포스팅
     10.20.(수)
  ~11.10.(수)

라디오 홍보 KBS 시사투데이 생방송 출연, UBC 사연 송출 
   6.28.(월)

  ~11.10.(수)

유튜브 개막식 영상, 작가 인터뷰 영상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후 전시장 내의 QR코드와 연계
  11.1.(월)

  ~11.10.(수)



Cultural Design
문화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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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문화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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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리플렛   22

전시장 디자인   29

현수막, 배너   36

에코백 41



20

문화제 디자인 포 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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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초 대 장

초대장 표지 초대장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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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행사 리플렛

문화제 메인 리플렛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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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행사 리플렛

문화제 메인 리플렛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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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행사 리플렛

주제전 리플렛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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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행사 리플렛

주제전 리플렛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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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행사 리플렛

기획전시1 리플렛 표지



27

http://uira.kira.or.kr

문화제 디자인 행사 리플렛

기획전시1 리플렛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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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행사 리플렛

건축특강 리플렛 표지 건축특강 리플렛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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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전시장 디자인 

전시장 전면(96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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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전시장 디자인

안내도 및 스폰서월(73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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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전시장 디자인 

만남의광장 메인 기둥(12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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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기둥(1200-4200)

문화제 디자인 전시장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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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전시장 디자인 

각 전시 네임판(6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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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설명 패널(1700-1200)

문화제 디자인 전시장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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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전시장 디자인 

개막식 백드롭(1093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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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현수막, 배너

문화제 
메인 현수막(가로형)

울산대학교(6000x900)

울산과학대학교(6800x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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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현수막, 배너

지정게시대(5000x700)

태화강국가정원(6000x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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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현수막, 배너

전시장 현수막

전시장 주변 게릴라 현수막(6000x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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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현수막, 배너

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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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현수막, 배너

안내배너

문화제 메인
(600x1800)

건축특강
(600x1800)

버스킹
(600x1800)

전시안내
(600x1800)

원로작가전
(600x1800)

건축사 무료상담
(600x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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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디자인 에코백

에코백(340x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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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도자료

언론 광고 및 기사 44

언론 기고문 및 칼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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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기사

언론기사

신문사 하단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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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기사

2021.09.14 [경상일보] 2021.10.08 [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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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기사

언론기사

2021.10.22 [울산매일] 2021.10.27 [광역매일]2021.10.26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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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기사

2021.11.10 [광역매일]

2021.11.11 [경상일보]

2021.11.11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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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기사

언론기사

2021.11.11 [제일일보] 2021.11.12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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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기사

2021.11.15 [경상일보] 2021.11.15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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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 기고문

언론 기고문

2021.10.06 [경상일보]김원효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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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 기고문

2021.11.09 [경상일보]허용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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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 기고문

칼럼

안광옥 건축사 안성규 건축사2021.10.27 [경상일보] 2021.11.03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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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 기고문

 최성길 건축사 2021.11.09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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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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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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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개막식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일        시  2021. 11. 11.(목) 15:00

장        소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 

행사진행

 사회자 양정희 아나운서(석영미디어)

- 13:00 ~ 14:20 건축사 음악동호회 및 시상식 리허설
- 14:30 ~ 14:56 식전공연 – 건축사 음악동호회 음악공연
- 15:00 ~ 16:10 시상식, 개식행사, 오프닝행사(테이프 커팅식), 전시장 순회
- 16:30 ~ 17:30 식후공연 – 건축사 음악동호회 음악공연

시        상

- 공공디자인 공모전 – 대상
- 울산광역시 건축상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 주제전(다변도시) – 최우수상, 우수상, 가작
- 기획전1(신진건축사전) – 최우수상, 우수상
- 우리동네풍경그리기 – 대상, 특별상, 금상, 은상, 동상

참석인원
- 약 200명(전시장 관람 미포함, 코로나 방역지침에 의거 장내 99명 제한)
  건축사 약 80명 / 수상자 및 가족 약 50명 / 내빈 및 수행자 약 50명 / 공무원 약 20명 

참석내빈  송철호 울산광역시 시장 등 38명

축        전  김기현 국회의원 등 7명(국회의원 5명, 북구청장,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회장) 

주        최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주        관  제5회 울산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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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개막식 주요내빈 안내

 구분 직책 참석자 소속 안내자

울산광역시 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
이재곤과장

구본석사무관

울산광역시
의회

의장 박병석 울산광역시의회

주택허가담당
(김종석)

부의장 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서휘웅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감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청
주거지원담당

(김영범)

상공회의소 회장 이윤철 상공회의소
주거복지담당

(정무룡)

울산광역시
체육회

회장 김석기 울산광역시
주거지원담당

(서용관)

울산광역시
중구청

청장 박태완
울산광역시

중구청
주거복지담당

(조중근)

울산
도시공사

사장 성인수 울산도시공사
건축기획담당

(이종수)

 구분 직책 참석자 소속 안내자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이광우 김기현 국회의원사무소

부위원장 김만성 이채익 국회의원사무소

사무국장 안창률 이상헌 국회의원사무소

사무국장 김정식 박성민 국회의원사무소

사무국장 배상원 권명호 국회의원사무소

사무국장 변희섭 서범수 국회의원사무소

대한건축사
협회

부회장 김경만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최진태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이재철 경상북도건축사회

울산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우세진 건축가협회

지회장 권영해 문인협회

울산
시설공단

본부장 윤원도 울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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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행사장 안내 안전관리

컷팅안내

주차관리

내빈대기실

실・과 직급 안내공무원 근 무 지 건축사회

건축주택과 6급 김성환
VIP도착지점
(만남의광장)

안성규

건축주택과 6급 임광수 김효엄

건축주택과 6급 황영호 서연재

건축주택과 7급 권다영 꽃사지 안광옥

건축주택과 7급 권다영 방명록 김수연

건축주택과 6급 임현정
행사장 내 안내

박태준
엄선희건축주택과 7급 김용구

소속 직급 성명 근 무 지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최락준

전시장 내부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채수석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이상태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고영주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주상균

행사장 인근 외부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주상균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김승진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최찬영

소속 직급 성명 근 무 지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신일진
태화강국가정원

2주차장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신성재
태화강국가정원
노상공영주차장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서영호
태화강국가정원
노상공영주차장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이석필
태화강국가정원

4주차장

실・과 직급 안내공무원 근 무 지

건축주택과 7급 권다영
테이프컷팅장

건축주택과 7급 도혜경

소속 직급 성명 근 무 지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김지영

내빈대기실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김미정(부연)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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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개막식 전경 

방명록작성(송철호 시장)

개막식장 전경

식전행사

관객석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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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내빈석 전경

개막선언(안성규 추진위원장)

국민의례

시장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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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교육감賞

개회사(김원효 울산광역시건축사회장)

건축사회장賞

기념사(송철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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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격려사(김경만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축사(노옥희 울산광역시교육감)

축사(박병석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테이프 컷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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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전시장 안내

전시장 안내

전시장 안내

전시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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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전시장 전경 전시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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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전경 전시장 전경

개막식



General Exhibition
일반전시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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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Theme Exhibition주제전

다변도시展  

동구 방어진항 일원 13개

(집_새로운 삶의 양태를 담을 수 있는 집)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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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명 I 다변도시 

전시기간 I 2021. 11. 11.(목) ~ 14.(일)

전시장소 I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 일원

전시내용 I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의 구도심 지역을 대상지로하며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도시, 삶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타입 제안

김훈 ㈜티아 건축사사무소

조현민 민 건축사사무소

정아름 디오 건축사사무소

고영주 알오엠 건축사사무소

김광호 본 건축사사무소

김용민 마당 건축사사무소

박종국 일.월 건축사사무소

01

02

03

04

05

06

07

서연재 모아 건축사사무소

신일진 건축사사무소 그린터

이왕국 숨 건축사사무소

08

09

10

정삼영 삼영종합 건축사사무소11

하효식 유준종합 건축사사무소12

황상문 ㈜가나 건축사사무소13

참여작가(13명) 

일반전시 주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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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울산대학교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겸임교수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 심의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옴부즈만 회원

도시에서 땅값과 집값이 한없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평생 돈을 모아 자신이 꿈꾸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가치짓기』는 서로 어우러져 같이 건축을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다. 주택과 상가, 오픈된 공동마당과 프라버시한 개인마당을 가지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장소를 제공한다. 자신의 꿈을 ‘같이’이룰 수 있는 ‘가치’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01 가치짓기

김  훈 초대작가 / ㈜티아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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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현, 민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건축사

예측하지 못한 사회의 변화는 다양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 팬데믹 상황에서 내다 본 미래의 공동주거는 

아파트와 같이 틀에 갇힌 형태가 아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체 가능한 모습일 것이다. 주거, 상업,  

오피스의 경계가 무너져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늘어 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세컨드하우스나 홈오피스의  

성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미래의 주거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올인홈(all in home)#02

조현민 초대작가 / 민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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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자연기후나 자연재해는 주거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는 종종 집을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주거공간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계 맺고 일상을 담아내고 있다.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주거공간의 요소는 무엇이고 

그 공간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상을 담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였고 하나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03 일상을 연결하는 집

정아름 초대작가 / 디오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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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2021. 북구 장애인복지관

2021.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가족 또다른 사회적 관계

코로나19는 일상적인 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개인화는 가속화되고, 개인의 확장성은 특정 

장소와 시간의 범위, 기존의 규범화된 사고의 틀을 넘어선다. 가족이라는 1차적인 관계를 추상적인   

형용사로 획일화 하기 보다는 가족구성원의 개별성과 독립성 혹은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적인 계획을 

통해 가족 개개인의 다변적인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04 Incline_ground

고영주 초대작가 / 알오엠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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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이사

울산건축협동조합 이사

GCS 정회원 이사

한국 VE연구원 정회원

현재가 있기에 과거가 있고 과거가 있기에 미래가 있다. 자연이 있기에 인간이 존재하고 결국 인간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연결되고 순환한다. 팬데믹 현상에 초토화된  

사회는 많은 변화들과 함께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어떤이들은 위기를 기회삼아 발전하고  

성장 하였지만 또 어떤이들은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모두가 같을 수는 없듯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머물러 있는 것도 괜찮다.

#05 CIRCULATE:순환

김광호 초대작가 / 본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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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건축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지 중심으로 북쪽은 재개발되어 비교적 최근의 도시 모습을 보이지만, 대상지의 주변은 아직 준공업 

지역으로 남아 있어 흔적기관처럼 남아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개인적 영역의 중요성과 사회성  

회복에 대한 방안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실정인데 그 재택근무와 주거를 하나의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했다. 

#06 PP HOUSE (Public&Private)

김용민 초대작가 / 마당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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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울산광역시건축사회 법제위원장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  

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으나 분리되어 있는 집

일상에 개인화를 존중하면서도 특별한 날에는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집

#07 커넥트하우스

박종국 초대작가 / 일.월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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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현대사회의 변해가는 가족의 모습중에 은퇴한 부부의 휴식을 위한 주택을 고민하였다. 직장인으로써의 

직무를 내려놓고 부부만의 온전한 시간을 즐길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으로써 마당을 생각했다. 마당이 

주는 어린시절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을 만끽할수 있도록 주 생활공간인 거실에서 마당을 조망 할수 있게 

배치하였다.

#08 바람이 머물다 가다

서연재 초대작가 / 모아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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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시,건축학 석사

전)울산광역시 라이온스 회장

전)울산광역시 중구 건축 심의위원

현재의 주거문화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세분’ 되고 있다. 과거 4인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체계에서 

발전하여, 다양한 가족구성원 그룹이 생기면서, 그에 부합한 여러 가지 주거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맞춘 저렴한 임대환경에서 여러  

편의 시설을 누리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가는 주거형태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요점은 건설비 절감과 빠른시공 그리고 편리 하고 아늑한 공간의 창출과 소규모 공간에서 많은 세대를 

유치하는데 기반한다. 

#09 Honeycomb Project

신일진 초대작가 / 건축사사무소 그린터

전)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축물 개축 심의위원

전)울산광역시 건축문화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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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경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일신종합건축사사무소

삼호건축사사무소

본 대지는 울산 방어진항과 다양한 공원 등의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대지이며 이러한 입지적 위치를  

반영한 기존의 산책길과 테마 형 보행 가로길 등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 하였다. 또한 가족구성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팬데믹으로 인한 소극적인 생활환경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폭이 축소되며 무미건조한 

생활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을 변화 시키고자 작지만 소박한 공간의 구성과 아울러 포옹에서  

오는 편안함, 피부에 닿는 따뜻함, 심장 소리의 행복한 이미지 등을 설계에 담아 건물로 형상화 하였다. 

#10 산뜻 숨, 따뜻 숨

이왕국 초대작가 / 숨 건축사사무소



80

일반전시 주제전

#11 好齎(호재)

정삼영 초대작가 / 삼영종합 건축사사무소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도시학과 졸업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

김진오건축사사무소/현대종합건축사사무소

수성건축사사무소

사회적인 변화로 인한 생활패턴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건축물도 공간 구성요소도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으로 개인적인 생활공간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에 와 있다. 1인, 2인 가족구성과 

재택근무등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이기에 1층은 주거를 위한 공간구성, 2층은 재택근무를 위한 업무  

공간, 휴식,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하였다. 주변의 친근함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야외공간

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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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무애건축사사무소/(주)미성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가가/(주)우양건축사사무소

신도시건축사사무소

건축물은 바라보는 공간, 시간, 위치, 사회적 구조, 생활습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웃 간의  

소통은 어려워지고 핵가족화, 더 나아가 1인 가구가 평범한 삶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변화에 대응 가능한 재택근무공간, 공용취사, 세탁공간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 바라보며 소통하고 

공유하는 공간을 설계 하였다.

#12 視空間(시공간) 

하효식 초대작가 / 유준종합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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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13 다변도시-다가구 주택 계획안

황상문 초대작가 / ㈜가나 건축사사무소

(주)가나 건축사사무소 대표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이사

한때 붐이 일었던 다가구주택(원룸형)이 임대 수입에만 치중하다 보니 개별 가구가 협소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경직된 건물로 개발되었다. 이에 1인 가구의 증가, 재택근무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도 기존 다가구주택이 다소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번 작품의 제안을 통하여 현재

사회적 환경에 부합된 다가구주택의 변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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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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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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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86

일반전시 주제전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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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주제전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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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기획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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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기획전1 Special Exhib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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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기획전1

전 시 명 I 신진건축사 展

전시기간 I 2021. 11. 11.(목) ~ 14.(일)

전시장소 I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 일원

대상대지 I 매곡 중산지구 28B 2L

참여대상 I  건축주 – 새로운 건물의 설계와 신축을 희망하는 울산 시민 

건축사 – 개업 6년 이내의 젊은 건축사 중 선발

채수석� 건축사사무소 석아

권기덕� 새움�건축사사무소

신영섭� 에스플랜�건축사사무소

최락준� 라키텍쳐�건축사사무소

01

02

03

04

참여작가(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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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매곡동 대단지 아파트를 낀 대로변에 위치한 대지에 간결하면서도 정갈한 건축의 원형적 모습을 심고 싶었다. 

건축물의 성격에 맞게 상업성을 중심으로 조형미를 추구하여 추후 거리에 빼곡이 상가건물들이 채워지더라도 

본 건물의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계획하였다.

1층은 상업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건축물의 면적을 최적화하여 1층을 최대한 크고 넓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보행자들이 인도에서 걸으며 인식이 가능한 2층의 경우는 4면발코니를 주어서 개방감을 강조 

하고, 위에 얹어질 머리부분의 긴장감을 주는 요소로 계획하였다. 3·4층의 경우 외부에서는 건물의 아이덴

티티를 주는 굴절된 벽으로 막아 건물의 상징성을 높이고, 보행자의 시선을 모으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사용하며, 건물 내부에서의 개방감을 해치지 않도록 전면에 테라스를 두어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였다

Objet#01

채수석 초대작가 / 건축사사무소 석아

기획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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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기획전1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학부 석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새움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디자인의 방향은 간결한 가운데에서, 재료 본연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minimalism을 표방하여 사용성과  

함께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20m 가로변과 8m 도로 사이에 위치한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출입 동선 분리가 고려되었으며, 부지 남쪽 공지를 보행자 전용보도로 조성하여 본 건물

의 접근성을 높여 상권 활성화와 보행자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였다. 크게는 주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가 공간(space)에 효율적으로 녹아들어 지역 주민과 함께 울산의 사계를 즐기며  

만나고 소통하는 곳(place)으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가칭 - M빌딩 신축공사#02

권기덕 초대작가 / 새움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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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매곡 신천 중산지역의 즐기고 휴식하는 공간이다. 20M 도로 효성해링턴으로 정면성을 띄고 있다. 20M 6M 

도로 사이대지로서 6M도로에서 편리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꾸준히 이용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였다. 북서쪽 불리한 일조를 감안해서 남동쪽의 자연광을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했다. 

1,2층의 진입동선을 20M도로측에서 확보하고 비교적 면적이 협소한 3,4층은 외부계단을 통해 동선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환경적으로 나은 삶을 위해서 외부 테라스 

조성을 통해 실내환경개선에 효율적인 계획이다.

#03 MS BUILDING

기획전1

울산고등학교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울산대학교 건축학 석사

신영섭 초대작가 / 에스플랜 건축사사무소

초석 건축사사무소

에스플랜 건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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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기획전1

매곡중산지구 근린생활시설 프로젝트는 다소 맥락이 부족한 전형적인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대지에 계획되었다.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대지는 자본주의적 요소로 인해 딱딱하고 정갈한 형태로 이루어져있고, 개발로 인해 대지

주변은 현재 공지로 비어있는 상태다. 주변맥락의 부재로 현재로는 향후 주변의 모습을 알 수 없는 잠재적 요소들이 

많다. 주변의 맥락보다는 대지 내의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공간의 성격을 정의하고 구분 

하여 주변사이트의 변화에 최소한으로 영향을 받도록 하고, 층의 외부 공간 및 테라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실내 

공간의 확장과 사용자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도할 수 있게 계획한 프로젝트이다.

매곡중산지구 근린생활시설#04

최락준 초대작가 / 라키텍쳐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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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기획전1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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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기획전2 Special Exhibition 2

전 시 명 I 미완의 건축 展

대       상 I 울산대학교 건축학 제30대 졸업전시회

전시기간 I 2021. 11. 11.(목) ~ 14.(일)

전시장소 I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 일원

학교의 건축주제는 마치 풍향계와 같아 시대의 변화와 진보의 방향을 빠르게 제시한다. 

학생들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건축적 제안과 아이디어들은 시대를 이해하고 

미래를 그려보는데 건축인, 시민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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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기획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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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기획전2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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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작가전 Elder Artist Exhibition

전 시 명 I 원로작가 展
전시기간 I 2021. 11. 11.(목) ~ 14.(일)

전시장소 I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 일원

울산의 건축문화발전에 오랜 시간 노력해 온 건축사님의 작품과 건축관 등을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장을 마련

하였다. 이 전시를 통해 작가의 예술관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는 우리지역에 훌륭한 건축사가 있음을 인식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가소개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초대회장

(전)울주문화원장

(전)건축 심의위원

(전)도시계획 심의위원

(전)울산광역시건축가회 회장

노 진 달 초대작가 / 현대종합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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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원로작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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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원로작가전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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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균 한세  건축사사무소

허용 (주)미건  건축사사무소

허창열 쿨트라건축  건축사사무소

현기도 현  건축사사무소

11

12

13

14

김성민 건축사사무소  이공

김옥균 건축사사무소  한울

김원효 ㈜엠피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진한 ㈜엠피티종합 건축사사무소

안성규 건축사사무소  카안

01

02

03

04

05

정아름 디오  건축사사무소

정웅식 (주)온  건축사사무소

정진우 만듦  건축사사무소

정태석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조영주 GN 건축사사무소

06

07

08

09

10

참여작가(14명) 

일반전시

준공사진전 Completion photo exhibition

전 시 명 I 준공사진전

전시기간 I 2021. 11. 11.(목) ~ 14.(일)

전시장소 I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 일원

울산시에 건립된 우수한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를 초대하여 준공된 건축물의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건축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14인의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방문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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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준공사진전

#01 건축사사무소  이공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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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준공사진전

#02 건축사사무소  한울 김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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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준공사진전

#03 ㈜엠피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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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준공사진전

#04 ㈜엠피티종합 건축사사무소 김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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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준공사진전

#05 건축사사무소  카안 안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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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준공사진전

#06 디오  건축사사무소 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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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준공사진전

#07 (주)온  건축사사무소 정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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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준공사진전

#08 만듦  건축사사무소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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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준공사진전

#09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정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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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준공사진전

#10 GN 건축사사무소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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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준공사진전

#11 한세  건축사사무소 주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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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준공사진전

#12 (주)미건  건축사사무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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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준공사진전

#13 쿨트라건축  건축사사무소 허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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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준공사진전

#14 현  건축사사무소 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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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준공사진전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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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건축프로세스배너 Architecture process banner

전 시 명 I 건축프로세스배너 전시

전시기간 I 2021. 11. 11.(목) ~ 14.(일)

전시방법 I 철제 배너를 이용하여 만남의 광장에서 왕버들마당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설치

건축법령을 만화로 풀어 설명한 배너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길목에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축법령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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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시 건축프로세스배너



Special Exhibition
특별전시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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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특별전시

울산광역시 건축상 122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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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 울산광역시건축상

울산광역시건축상 전반

구 분 주요내용

전시기간 2021. 11. 11.(목) ~ 14.(일)

전시장소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 일원

목       적 울산의 건축문화 발전 및 도시 품격 향상에 기여하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우수 건축물을 선정·시상하기 위함. 

시       상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장 2점

주       관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구 분 건물명(소재) 설계자 비 고

대 상(1) 율촌재단 청소년수련원
(울주군 언양읍)

㈜플로 건축사사무소 최재원

최우수(3)

주거 3열3행
(북구 송정동)

㈜온 건축사사무소 정웅식

공공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울주군 삼남읍)

㈜아이엔지 건축사사무소 조현석
㈜엠피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원효

일반 이너리트
(울주군 삼남읍)

PLS Architects 박강희

우수(2)
주거 CAVE STORY

(중구 서동)
쿨트라건축 건축사사무소 허창열

공공 소금포역사관
(북구 염포동)

쿨트라건축 건축사사무소 허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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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 울산광역시 건축상

율촌재단 청소년수련원
대 상

㈜플로 건축사사무소 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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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 울산광역시 건축상

3열3행
최우수상 주거부문

㈜온 건축사사무소 정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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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 울산광역시 건축상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최우수상 공공부문

㈜아이엔지 건축사사무소 조현석

㈜엠피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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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 울산광역시 건축상

이너리트
최우수상 일반부문

PLS Architects 박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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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 울산광역시 건축상

CAVE STORY
우수상 주거부문

쿨트라건축 건축사사무소 허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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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 울산광역시 건축상

소금포역사관
우수상 공공부문

쿨트라건축 건축사사무소 허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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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 울산광역시 건축상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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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 제11회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공모전

제11회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공모전

구 분 주요내용

1. 주      제 울산의 공공(公共), 디자인으로 채우다

2. 목      적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공공분야 기능성과 심미성을 높이고 

살기좋은 울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의 공공(公共), 디자인으로 채우다’라는 

주제로 공공디자인 공모를 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시상함.

3. 기      간 전시 : 2021. 11. 11.(목) ~ 11. 14.(일)

4. 전시장소 태화강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일원

5. 전시내용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27점 

6. 주      관 울산광역시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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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 제11회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공모전

공공디자인공모전 우수작 (7팀)

구 분 작 품 명 출 품 자 상 격
(시상금) 비 고

대상 (1) 태화강 국가정원 내 생태교육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 강진훈, 이수원
울산광역시장상

(500만원)
공공공간

금상 (2)

반려동물 배변수거함 “푸티켓” 서지효, 손지호
울산광역시장상

(200만원)

공공시설물

울산, 고래를 닮다 오나연, 함예진 공공공간

은상 (2)

± : Plus Minus Ground 차신환
울산광역시장상

(100만원)

공공공간

뫼비우스 도넛 MOBIUS Torus 장인수 공공시설물

동상 (2)

U-WHALE BENCH 박주현
울산광역시장상

(50만원)

공공시설물

Print out One more Step 김후정, 권경민, 이하림 공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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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 공공디자인공모전 우수작

대상 금상 금상

강진훈, 이수원(부경대학교) 서지효(프리랜서), 손지호(국민대학교) 오나연, 함예진(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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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 공공디자인공모전 우수작

은상 은상

차신환(모비딕 디자인스튜디오) 장인수(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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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 공공디자인공모전 우수작

동상 동상

박주현(프리랜서) 김후정, 권경민, 이하림(동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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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 공공디자인공모전 우수작

전시전경



Academic event
학술행사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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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학술행사

건축특강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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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건축특강 Special lecture on architecture

일        시 I 2021. 11. 12.(금) 오후2시 ~ 4시

장        소 I 울산광역시청 의회1층 시민홀

참여 현황 I 약 80여명(코로나 방역지침에 의거 99명 인원 제한)

주        관 I 제5회 울산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학술팀  

울산의 건축 관련 실무자와 일반시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두 가지 주제의 특강을 마련하였다. 첫째는 여러 방면으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 울산의 도시, 건축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고 둘째는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이해와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민들의 건축문화와 정책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건축특강

강좌내용 I 강좌안내 I 

 일 시 강 의 주 제 강 사

11. 12.(금)
오후 2시

1강좌 울산의 다변화와 도시・건축공간 계획
이주영 연구위원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11. 12.(금)
오후 3시

2강좌 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 방향
임유경 박사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연구단장)

구  분 강의주제 및 목적

1강좌

 【울산의 다변화와 도시・건축공간 계획】
 - 울산의 도시·사회 변화 
 - 울산의 도시계획 변화 
 - 다변사회의 도시·건축 이슈 
 - 도시·건축 공간계획 방향

2강좌

 【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 방향】
 -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 배경 
 - 공공건축가 관련 조문 및 제도 현황 
 - 타 지자체의 공공건축가 운영 현황
 - 울산광역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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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건축특강

특강전경



Citizen's participation
시민참여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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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시민참여

건축사와 함께 건축상담  142

우리동네풍경그리기  144



142

시민참여

건축사와 함께 건축상담 Architecture consultation with an architect

일 시 I 2021. 11. 11.(목) ~ 14.(일) 14:00 ~ 17:00

장 소 I 건축문화제 전시장 내 건축상담 부스

주 관 I 제5회 울산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기획팀

시민들 속으로 찾아가는 건축 상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문턱을 낮추고, 건축 상담을 통해 건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고자 한다. 기대되는 효과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 울산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함이다.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상담

민원상담 건축사 시간표 I 

11(목) 12(금) 13(토) 14(일)

이인준
청전

건축사사무소
민종갑

㈜대흥종합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광호

본
건축사사무소

최영일
건축사사무소

다솜

전창일
건축사사무소

명가
이영희

세종
건축사사무소

서영호
건축그룹

에스앤에스
건축사사무소

김동규
중원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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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건축사와 함께 건축상담 

건축상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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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우리동네풍경그리기 Drawing the scenery of our neighborhood

원서접수 I 2021년 9월 6일(월) ~ 2021년 9월 24일(금)

작품접수 I 2021년 10월 18일(월) ~ 2021년 10월 22일(금)

주 관 I 접수 및 작품제출 현황

울산의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재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고, 평소 생각하고 느끼는 마을의 풍경을  

그려봄으로써 도시와 나, 도시와 건축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우리동네풍경그리기 개요

수 상 I 

작품심사 I 

구  분 접  수 작품제출

초등 고학년부(4~6학년) 33명 21명

초등 저학년부(1~3학년) 51명 30명

유치부(6~7세) 56명 43명

계 140명 94명

·일 시 : 2021년 10월 25일(월) 오후 2시

·장 소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5층 대강당

·심사위원(4명) :  이규백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허   용 울산광역시건축사회 부회장 

서연재 추진위원회 학술팀장 

이상대 추진위원회 학술팀원

구  분 작품수 대상 특별상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입선 계
대비(%)

작품수 수상자수

초등 고학년부 (4~6학년) 21 1 1 1 1 3 3 3 13 22.3 27.6

초등 저학년부 (1~3학년) 30 1 1 3 3 7 15 32 32

유치부(6~7세) 43 1 1 3 5 9 19 45.7 40.4

계 94 1 1 3 3 9 11 19 47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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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I 

주관 I 

접수 및 참여 현황 I 

시민참여 우리동네풍경그리기

·일 시 : 2021년 11월 11일(목) 오후 3시

·장 소 :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

·수상자(17명) : 대상 1명, 교육감상 1명, 금상 3명, 은상 3명, 동상 9명

제5회 울산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학술팀

구분
2019년도 2021년도 전년대비

학교 신청자 학교 신청자 학교 신청자

유치부 46 73 22 56 감52% 감23%

초등부 37 92 28 84 감24% 감9%

계 83 165 50 140 감40% 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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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참여 현황 I 

연번 상구분 참가 분야 학교(유치원) 학년(나이) 어린이명

1 대상 초등고학년(4~6학년) 옥동초등학교 5학년 조윤서

2 특별상 초등고학년(4~6학년) 온남초등학교 4학년 정세영

3 금상 초등고학년(4~6학년) 격동초등학교 5학년 최윤서

4 금상 초등저학년(1~3학년) 온남초등학교 2학년 김도연

5 금상 6,7세 유치부 옥현유치원 7세 김세아

6 은상 초등고학년(4~6학년) 격동초등학교 5학년 서지우

7 은상 초등저학년(1~3학년) 울산초등학교 2학년 정채은

8 은상 6,7세 유치부 두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 7세 김지우

9 동상 초등고학년(4~6학년) 온남초등학교 4학년 이다빈

10 동상 초등고학년(4~6학년) 대현초등학교 5학년 이현직

11 동상 초등고학년(4~6학년) 온남초등학교 6학년 최지효

12 동상 초등저학년(1~3학년) 온남초등학교 2학년 김라희

13 동상 초등저학년(1~3학년) 온양초등학교 3학년 김지환

14 동상 초등저학년(1~3학년) 온양초등학교 2학년 이지유

15 동상 6,7세 유치부 키즈펀핑 어학원 7세 김여원

16 동상 6,7세 유치부 키즈펀핑 어학원 7세 이하나

17 동상 6,7세 유치부 정광사금강유치원 7세 주정후

18 가작 초등고학년(4~6학년) 온남초등학교 4학년 윤지유

19 가작 초등고학년(4~6학년) 삼산초등학교 6학년 장하율

20 가작 초등고학년(4~6학년) 온남초등학교 4학년 주호성

21 가작 초등저학년(1~3학년) 울산강동초등학교 3학년 이시현

22 가작 초등저학년(1~3학년) 대현초등학교 1학년 최인서

23 가작 초등저학년(1~3학년) 남부초등학교 3학년 한민예 

시민참여 우리동네풍경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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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상구분 참가 분야 학교(유치원) 학년(나이) 어린이명

24 가작 6,7세 유치부 탐 제인유치원 7세 문수아

25 가작 6,7세 유치부 키즈펀핑 어학원 7세 이채윤

26 가작 6,7세 유치부 현대한솔유치원 6세 하지원

27 가작 6,7세 유치부 꿈을그리는화가마을 7세 한도윤

28 가작 6,7세 유치부 옥현유치원 7세 한은성

29 입선 초등고학년(4~6학년) 두왕초등학교 6학년 김민지

30 입선 초등고학년(4~6학년) 온남초등학교 4학년 서자빈

31 입선 초등고학년(4~6학년) 두왕초등학교 5학년 최현서

32 입선 초등저학년(1~3학년) 내황초등학교 2학년 고민정

33 입선 초등저학년(1~3학년) 두왕초등학교 1학년 김민아

34 입선 초등저학년(1~3학년) 온남초등학교 2학년 손민지

35 입선 초등저학년(1~3학년) 대현초등학교 3학년 심사랑

36 입선 초등저학년(1~3학년) 온양초등학교 2학년 유해민

37 입선 초등저학년(1~3학년) 두왕초등학교 3학년 최현규

38 입선 초등저학년(1~3학년) 동백초등학교 2학년 하도윤

39 입선 6,7세 유치부 정광사금강유치원 7세 곽나윤

40 입선 6,7세 유치부 도담도담어린이집 6세 김연아

41 입선 6,7세 유치부 정광사금강유치원 7세 이재익

42 입선 6,7세 유치부 꿈을그리는화가마을 7세 이효원

43 입선 6,7세 유치부 키즈펀핑 어학원 7세 정서윤

44 입선 6,7세 유치부 키즈펀핑 어학원 6세 정우영

45 입선 6,7세 유치부 키즈펀핑 어학원 7세 정유하

46 입선 6,7세 유치부 대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6세 최아인

47 입선 6,7세 유치부 대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6세 홍지윤

시민참여 우리동네풍경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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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별상

[고학년부] 옥동초등학교 5학년 조윤서 [고학년부] 온남초등학교 4학년 정세영

시민참여 우리동네풍경그리기

대대상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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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금상 금상

[고학년부] 격동초등학교 5학년 최윤서 [저학년부] 온남초등학교 2학년 김도연

[유치부] 옥현유치원 7세 김세아

시민참여 우리동네풍경그리기

금상상상 금상상상

금상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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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고학년부] 격동초등학교 5학년 서지우

은상

[저학년부] 울산초등학교 2학년 정채은

은상

[유치부] 두왕병설유치원 7세 김지우

시민참여 우리동네풍경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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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우리동네풍경그리기

동상 동상 동상

[고학년부] 온남초등학교 4학년 이다빈 [고학년부] 대현초등학교 5학년 이현직

[고학년부] 온남초등학교 6학년 최지효

동상 동상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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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저학년부] 온남초등학교 2학년 김라희

동상

[저학년부] 온양초등학교 3학년 김지환

동상

[저학년부] 온양초등학교 2학년 이지유

시민참여 우리동네풍경그리기

동상 동상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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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우리동네풍경그리기

동상 동상 동상

[유치부] 키즈펀핑어학원 7세 김여원 [유치부] 키즈펀핑어학원 7세 이하나

[유치부] 정광사금강유치원 7세 주정후

동상 동상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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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전시

우리동네풍경그리기(600x1800)

시민참여 우리동네풍경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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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풍경그리기(600x1800)

시민참여 우리동네풍경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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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우리동네풍경그리기

대회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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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운영

추진경과 및 평가보고  160

추진위원회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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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울산건축문화제 추진경과

1.  5월 중 제5회 울산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구성

2.  6. 8.~ 11.5. 팀장 및 부팀장 회의(총21회-매주 화)

3.  6. 1.(화) 16:00 제1회 추진위원회의

4. 10. 6.(수) 16:00 제2회 추진위원회의

5. 11. 2.(화) 10:00 제3회 추진위원회의

6. 12.29.(수) 10:30 행사결과 및 평가보고회

7.  5.31.(월) ~ 11월 추진위원회 팀별활동(회의 및 진행)

8.  주제전(다변도시 展) 

6.25.(금) ~ 7. 2.(금) 참여작가 공모 

7. 6.(화) ~ 12.(월) 참여작가 추가공모 

7.28.(수) 작가 선정, 선정여부 개별연락 

8. 4.(수) 참여작가 워크샵 Ⅰ 

9. 7.(화) 참여작가 워크샵 Ⅱ 

9.23.(목) 작가별 진행사항 전화면담 체크 

10.11.(월) 작가 전시브로셔 자료 마감 

10.19.(화) ~ 22.(금) 작가 인터뷰 영상촬영

   10.22.(금) 패널 jpg 및 작품모형 제출

   10.25.(월)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1.11.(목) 모형설치 및 개막식 시상식

   11.15.(월) 폐회 및 작품 철거 

9. 기획전1(신진건축사 展) 

    7.19.(월) ~ 26.(월) 참여작가 공모

    7.28.(수) 작가 선정, 선정여부 개별연락

    8.31.(화) 참여작가 워크샵 Ⅰ

    9. 7.(화) 참여작가 워크샵 Ⅱ

    10.11.(월) 작가 전시 브로셔 자료 마감

    10.19.(화) ~ 22.(금) 작가 인터뷰 영상촬영

    10.22.(금) 패널 jpg 및 작품모형 제출

    10.25.(월)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1.11.(목) 모형설치 및 개막식 시상식

    11.15.(월) 폐회 및 작품 철거 

조직과 운영 추진경과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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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획전2 

6.24.(목) 학생 졸업작품 전시 요청 공문 발송 

10.11.(월) 참여학생 모형 및 패널 수령 

11.10.(수) 모형 전시장 이동, 패널 및 모형 설치 

11.15.(월) 폐회 및 작품 철거 

11.  원로작가전 

7.27.(화) ~ 8. 4.(수) 참여작가 모집 공고 

8. 5.(월) 작가 선정, 선정여부 개별연락 

8.30.(월) 선정작가 사전 미팅 

9. 6.(월) 선정작가 전시물품 및 디지털 자료 등 인수 

10. 1.(금) 결과물 피드백 

10.12.(화) 추가자료 확보 

10.15.(금) 전시물품 확정 및 레이아웃 결정 

10.22.(금) 결과물 디자인 완료 

11.11.(목) 전시물품 설치 

11.15.(월) 폐회 및 작품 철거 

12.  준공사진전 

7.27.(화) ~ 8. 6.(금) 참여작가 모집 공고 

8. 9.(월) 작가 선정, 선정여부 개별연락 

10. 8.(금) 선정작가 사진작품 자료 수령 

10.15.(금) 사진 배치 및 전시 레이아웃 피드백 

10.20.(수) 최종 시안 확정 

11.10.(수) 패널 설치 

11.15.(월) 폐회 및 작품 철거 

13.  2021 울산광역시 건축상 

6.14.(월) 공모전 공고 및 시민 심사위원 공개모집 

7.16.(금) 시민 심사위원 공개모집 마감 

7.27.(화) 시민 심사위원 서류심사 

8.20.(금) 공모전 접수마감 

9.15.(수) 1차서류 심사 

9.24.(금) 2차현장 심사 

9.29.(수) 수상작 발표 

11.11.(목) 15:00 시상식 

11.11.(목) ~ 11.14.(일) 작품전시(1차) 

11.15.(월) ~ 11.19.(금) 작품전시(2차)

조직과 운영 추진경과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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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1회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3. 8.(월) ~ 8. 6.(금) 공모전 공고 및 홍보 

8. 4.(수) ~ 8. 6.(금) 작품 접수 

8.11.(수) 공모전 1차 심사 

8.19.(목) 공모전 2차 심사 

8.23.(월) 수상작 발표 

11.11.(목) 모형설치 및 개막식 시상식 

11.15.(월) 폐회 및 작품 철거 

15.  건축특강 

8월 중 강사 섭외 

11. 2.(화) 사전신청자 접수 

11.12.(금) 건축특강 개최

16.  우리동네풍경그리기 

7.31.(수) 장소대관 

9. 6.(월) ~ 24.(금) 공모전 공고 및 원서접수 

10.18.(월) ~ 22.(금) 작품접수 

10.25.(월)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0.25.(월) 당선작 발표 

11.11.(목) 당선작 배너설치 및 개막식·시상식 

11.15.(월) 폐회 및 작품 철거 

17.  개막식 

8월 개막식 진행업체 선정 

10월  개막식 진행업체 및 시청 업무담당자와 의전내용   

협의 및 시나리오 작성

         11. 1.(월) ~ 11.10.(수) 내빈참석자 확인 

11.11.(목) 13:30 개막식 리허설 

11.11.(목) 15:00 개막식, 시상식, 테이프 커팅식 및 전시장 관람

조직과 운영 추진경과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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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운영 추진경과 및 평가

추진위원회 팀별 평가보고회 I 

·일 시 : 2021. 12. 29.(수) 10:30 ~ 12:00

·장 소 : 울산건축사회관 1층 회의실

·평가내용

구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차기 행사 제안 총평

추진위원장
총평

적극적인 미디어 활용 

(전시물의 QR코드 연계, 

YouTube의 활용 등)과 

영상제작과 같은 

지속가능한 자료의 축적

코로나19로 인해    

건축물 투어, 시민건축 대학과 

같은 시민참여 프로그램 

미실행이 아쉬움

문화제의 연속성과 전문화를 위한 

건축문화제 재단 설립,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및 작품 

대상지 추천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야외전시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여 1만 7천여명이 넘는 

관람객에게 호응을 얻는 

큰 성과를 얻음

기획팀

개막식에 많은 내빈들이 

참여하여 알차게 치러 짐.

기획전1은 신진건축사와 

시민(건축주)의 징검다리 역할을 

기획의도대로 충분히 이행되었음

초반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짧은 추진기간에 비추어 

인적자원 배분에 비효율을 초래함. 

참여작가 스스로에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방안 고려 필요

지속가능한 문화제를 위해 

추진위원장, 팀장 부팀장 임기제를 

도입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세대교체 및 경험의 전수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함 

코로나19라는 대외여건과 

짧은 준비기간 대비 

다양한 전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함

전시팀

시스템비계를 활용한 

야외 전시장 기획 및 실현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제의 

패러다임을 이끌었음

야외 전시로 인해 

전자기기 설치에 제약이 있었으며 

일부 모형이 이슬, 열 등에 

변형이 됨

UAF 위원회의 구성이 더 

체계적이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예산편성과 인재 육성이 필요

새로운 야외전시로 인해 

시민에게 찾아가는 

건축 실현 및 건축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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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운영 추진경과 및 평가

구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차기 행사 제안 총평

학술팀

우리동네풍경그리기 대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높았고 

개막식 시상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음

건축특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건축사들의 참여가 저조하였음. 

건축사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특강에 지급 가능한 강사료가 낮고, 

단일 특강만으로 수준 있는 

강사섭외가 어려움. 

추후 진행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성공리에 행사 개최

홍보팀

기념품(에코백) 배부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켰으며, 

버스킹 공연을 기획하여 

즐거운 전시가 될 수 있었음

적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준비하기에 한계점이 있었음 

현수기를 단일색상으로 

제작하여 시인성이 다소 낮았음. 

더불어 장소, 날짜 등 중요한 

정보들은 더 눈에 띌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제작 필요

야외 전시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과 소통. 

건축 작품 전시,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해 위축되어 있던 일상생활에 

활력이 되는 건축문화제를 개최

울산광역시
건축상

문화제 만족도 설문결과 일반시민의 

참여 및 긍정평가가 높아졌으며, 

건축상 작품의 모형전시로 

일반시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 향상

일반시민의 관람이 높은 

비율(88%)을 차지 하였으나, 

작품에 대한 설명 부족이 

다소 아쉬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즐길 수 있듯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시민이 자주 찾는 

태화강국가정원에서 개최하여

 소통하는 전시 구현, 다양한 전시 

기획으로 관람객의 만족도 향상

공공디자인
공모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태화강국가정원의 야외공간을 

활용함으로서 공원 이용과 더불어 

우리 시의 건축,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시효과 증대 

건축문화제와 연계된 

공공디자인 공모전 전시에 대한 

홍보 부족 

건축문화제와 

공공디자인 공모전 통합 홍보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

건축문화제와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연계 전시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너지효과 증대와 

내실 있는 전시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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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고회 
회의전경



166

조직과 운영 추진경과 및 평가

추진위원회 
회의전경

2021.5.11  문화제위원회의 2021.5.18  문화제위원회의 2021.5.24 문화제위원회의

2021.5.25  문화제위원회의 2021.6.1 문화제위원회의 2021.6.1 추진위원회 팀장 사전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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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운영 추진경과 및 평가

2021.6.18 학술팀2021.6.15 팀장 및 부팀장 회의 2021.6.21 전시팀

2021.6.4 학술팀2021.6.4 전시팀 2021.6.8 팀장 및 부팀장 회의2021.6.3 홍보팀

2021.6.11 학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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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운영 추진경과 및 평가

2021.7.20 학술팀2021.7.13 팀장 및 부팀장 회의 2021.7.27 전시팀

2021.6.28 팀장 및 부팀장 회의2021.6.22 팀장 및 부팀장 회의 2021.7.6 팀장 및 부팀장 회의2021.6.21 홍보팀

2021.7.9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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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운영 추진경과 및 평가

2021.8.30 전시팀2021.8.24 팀장 및 부팀장 회의 2021.8.31 팀장 및 부팀장 회의

2021.8.17 팀장 및 부팀장 회의2021.8.9 팀장 및 부팀장 회의 2021.8.18 학술팀2021.8.3 팀장 및 부팀장 회의

2021.8.19 전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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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운영 추진경과 및 평가

2021.10.12 팀장 및 부팀장 회의2021.10.6 추진위원회의 2021.10.19 팀장 및 부팀장 회의

2021.9.14 팀장 및 부팀장 회의2021.9.7 팀장 및 부팀장 회의 2021.9.27 전시팀2021.9.3 전시팀

2021.9.28 팀장 및 부팀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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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운영 추진경과 및 평가

2021.10.21  전시팀 2021.10.26 팀장 및 부팀장 회의 2021.10.27 학술팀

2021.10.29  팀장 및 부팀장 회의 2021.11.2 추진위원회의 2021.11.5 팀장 및 부팀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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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운영 추진위원회

연번 팀별 위원명 소속

1 대회장 김원효 ㈜엠피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 부대회장 허용 (주)미건 건축사사무소

3 추진위원장 안성규 건축사사무소 카안

4
추진부위원장

(전시팀장)
주상균 한세 건축사사무소

5

기획팀

김효엄 무아 건축사사무소

6 최락준 라키텍쳐 건축사사무소

7 채수석 건축사사무소 석아

8 이상태 건축사사무소 상상

9 고영주 알오엠 건축사사무소

10

전시팀

최성길 건축사사무소 단

11 안종호 호담 건축사사무소

12 김승진 건축사사무소 미르

13 이경일 금강 건축사사무소

14 최찬영 ㈜라온그룹 건축사사무소

15 이재길 건축사사무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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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팀별 위원명 소속

16 

학술팀

서연재 모아 건축사사무소

17 박태준 무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8 김강현 내담 건축사사무소

19 김수연 정영  건축사사무소

20 이상대 에스디 건축사사무소

21 최영일 건축사사무소 다솜

22

홍보팀

안광옥 이룸 건축사사무소

23 엄선희 모노 건축사사무소

24 권기덕 새움 건축사사무소

25 김은희 모리 건축사사무소

26 박태혁 건축사사무소 큐브

27 김미정 다올 건축사사무소

28

후원팀

김지영 건축사사무소 고신

29 이재곤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30 구본석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31 김명성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32 박세준 울산광역시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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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효 대회장
㈜엠피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허용 부대회장
㈜미건 건축사사무소

안성규 추진위원장
건축사사무소 카안

김효엄 팀장
무아 건축사사무소

최락준 부팀장
라키텍쳐 건축사사무소

채수석
건축사사무소 석아

이상태
건축사사무소 상상

고영주
알오엠 건축사사무소

주상균 팀장
한세 건축사사무소

최성길 부팀장
건축사사무소 단

안종호
호담 건축사사무소

김승진
건축사사무소 미르

최찬영
㈜라온그룹 건축사사무소

이경일
금강 건축사사무소

이재길
건축사사무소 이수

기획팀

울산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진

전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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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재 팀장
모아 건축사사무소

박태준 부팀장
무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강현
내담 건축사사무소

김수연
정영 건축사사무소

이상대
에스디 건축사사무소

최영일
건축사사무소 다솜

안광옥 팀장
이룸 건축사사무소

엄선희 부팀장
모노 건축사사무소

권기덕
새움 건축사사무소

김은희
모리 건축사사무소

박태혁
건축사사무소 큐브

김미정
다올 건축사사무소

김지영
건축사사무소 고신

이재곤 과장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구본석 사무관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김명성 주무관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박세준 주무관
울산광역시 도시재생과

후원팀

학술팀

홍보팀



Concert
공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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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연

공연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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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날짜 시간 내용

11.11.(목)
개막식

14:30~15:00 식전공연 - 건축사 음악동호회

16:30~17:30 식후공연 - 건축사 음악동호회

11.12.(금)
14:00~15:00 온누리밴드

16:00~17:00 온누리밴드

11.13.(토) 15:00~17:00 건축사 음악동호회

11.14.(일)
11:00~12:00 돌핀스

14:00~15:00 브라스퀸텟(금관5중주)

장 소 I 태화강국가정원 일원

공연일정 I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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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공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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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공제조합 소개
· 건축사공제조합 수익률(지분상승률) · 손해배상공제 특약적용

· 조합과 금융기관의 업무 비교

· 건축사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차이점

· 서울보증보험(주)과의 구상권 적용 비교

· 출 자

· 보 증

· 융 자

· 손해배상공제(보험)

▶2021년도 지분가치 상승률 : 5.79%

▶ 1,500좌까지 상시 출자 가능 
[1,500좌 = 약 2억2천만원(2021년 1좌당 금액 : 146,310원)]

▶1,500좌 이상은 별도 심사 후 허용 가능 

이용한도 보증사고 발생 시 배상한도

약정체결 한도 내 보증금액 내

구분 소액한도거래약정
(연대보증인X)

한도거래약정
(연대보증인 O)

이행도증 한도
(입찰·계약·하자)

출자금의 12배수 출자금의 40배수

지급보증 한도
(선급금)

출자금의 6배수 출자금의 20배수

보증서 발급한도 금액 계산 예시
(소액한도거래약정)

700좌 x 146,310원 x 12배
= 12억 2,900만원

700좌 x 146,310원 x 6배
= 6억 1.450만원

이행보증(입찰·계약·하자), 지급보증(선급금) 한도는 각각 별개로 산정됨.

융자 한도 : 출자금의 80% (출자좌수 700좌 이상은 연대보증인 필요)

2% 저리 / 당일 또는 익일 융자 실행 / 수수료 없음 / 부분상환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서울보증보험(주)은 보증서 신청 시 계약서 이외에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징구서류가 조합에 비해 복잡함.

· 공제료의 10%추가 납입으로 배상 가능 
특약으로 대위권 포기, 교차책임, 완공 후 하자담보, 공제료 분납 등이 있으며 대위권 포기 특약을 체결하시면  
건축이외에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적산, 토목 등의 업무까지도 추가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완공 후 하자담보 1년 무상 제공 
「건축사법시행령」 제 21조에 의거하여 하자담보기간이 '착공일 ~ 완공일' 이나, 조합은 완공 후 하자담보  
1년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착공신고 등) 개정 예정에 따라 착공신고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가입금액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기타용역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금액을 축소 발급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구 분 신협 등 금융기관 건축사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보    증 × ○
계약보증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손해배상공제 × ○
손해배상공제증권

○
설계감리보증보험증권

이자수입 ○ ○ ×

융    자 ○ ○ ×

수익사업과
복지혜택

×
○

설계・감리의 전산개발, 부동산 개발
×

구분 차이

건축사공제조합
▶가입시 서류 한번 제출하면 추가서류 징구 없음.
▶손해배상공제 수수료는 대동소이.

서울보증보험  설계감리보증보험 발급 시 재무제표, 국세 완납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구분 건축사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주) 서울보증보험(주)

손해배상구상권
(증권명)

X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증권)

○
(설계감리보증보험증권)

보증 구상권
(증권명)

○
(계약보증서)

○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공제조합(☏02-3473-09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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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소개 (Company Profile)

1st project 신규진행제품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90길 28 대흥B/D 3층

▶Website   :▶E-mail     : 527jin@naver.com http://www.dhfsc.com 

▶TEL         : 02-558-6271~3 02-587-6277▶FAX        :

㈜ 대흥FSC복합창
DAEHEUNG FSC Combination Window company . Co.,Ltd

3세대창 대흥FSC복합창

2001년 설립 이후 대흥FSC복합창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금속제창 제조의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새로운 창호 프레임을 통

해 사계절 내내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비전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저희는 2013년 정부 조달시장 금속제창 부문에서 M/S 

16%로 1위(수주액 기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품질과 환경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인증, 녹색 제품, 녹색 기술, 

나아가 녹색 기업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흥FSC복합창은 환경을 생각합니다. 단열 효과를 최대화시킨 에너지 고효율 창호을 만들어 고유가 시대에서의 냉, 난방비 절감에 힘씁니다. 또

한 재활용이 가능한 폴리스티렌 단열재는 산업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흥FSC복합창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 머무

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책임감 있는 시공을 소신껏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흥FSC복합창

은 좋은 품질과 고객만족 정신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며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17.03   동남아 해외시장 런칭

2015.06   KS 인증서 획득

2014.08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2014.08   특허취득(10-1437089) 커튼월 복합 창호 프레임 및 커튼월 복합 창호의 수평 프레임 시공 방법

2014.06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14.02   특허취득(10-1365699) 복합 창호 및 그의 비접착식 단열재 시공방법

2013.03   특허취득(10-1247236호)이중단열복합커튼월창의 프레임구조

2013.03   특허취득(10-1247235호)노출바를 선택적으로 사용가능한 커튼월프레임

2013.03   특허취득(1242622)창틀과 창문틀의 이중단열 구조

2012.12   특허취득(1218639)이중단열복합 커튼월 프레임

2012.07   특허취득(0652173)창호용 안전난간대 고정구

2012.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획득

2012.04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

2012.03   생산성 경제체제 확인서 획득

2011.11   상호 변경 / 점보AHC복합창 =>대흥FSC복합창

2011.01   환경마크인증서 획득

2010.09   조달청 우수제품 3자단가 계약

2010.06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수여 (2010074)

2010.05   ISO 인증마크 획득

2010.0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획득 (제523호)

2010.03   품질인증서(건마크)획득 (2010-23)

2010.0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획득 (제519호)

2009.0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획득 (제481호)

2009.05   조달청 MAS 계약

2008.08   MOCK-UP TEST 실시 (내풍압성, 차음성, 단열성, 수밀성, 기밀성)

2008.03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체결 (우수제품, 의무구매품목)

2007.12   전문건설업 등록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2007.02   특허취득(060864) 커튼월 창틀의 구조

2006.11   AHC복합창 조달청 우수제품인정

2005.11   국방부시설본부 우수건축자재 사용여부 심의에서 AHC(Anti Hot & CoLd)복합창 시험합격(2005. 11. 20)

2005.06   합성수지폼을 이용한 도어, 방화문, 루버창 실용신안등록

2005.04   벤처기업 ・ 신기술기업

2004.12    국회에서 폐사의 제품에 대한 정부 각 기관 의무구매 품목으로 지정 ・ 법률제정(법률제7296호)

2002.07   친환경제품인정 (GR마크 취득 GRM3055-2002)

2001.01   (주)점보AHC복합창 설립

회사연혁

㈜ 대흥FSC복합창

9

상품소개  Introduction of products 

3세대창 대흥FSC복합창

미서기창(중연창/중중연창)

우수제품1등급리스트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노는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학교 창은 에너지 효율적이고,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친환경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대흥FSC복합창은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흥FSC복합창의 노력은 자연친화적인 학교를 만든다는 정부의 

정책과 뜻을 함께하며 학교 창의 품질을 인정받아 이미 국내 여러 학교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습환경 조성, 대흥FSC복합창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열 효과를 최대화해 냉/난방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고단열 단창과 이중창은 1년 내내 쾌적한 학습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No G2B식별번호 품명 규격 등급 유리

1 22734588 금속제창 AHC 160S,160mm,단열복합미서기창 1  42T 

2 22712116 금속제창 AHC 230DS-A,230mm 단열복합이중창 1  22T 

3 22591347 금속제창 AHC 230DS2-A, 230mm, 단열복합이중중연창 1  22T 

4 22591346 금속제창 AHC 230DS4-A, 230mm, 단열복합이중중중연창 1  22T 

5 22712112 금속제창 AHC 170PJ,170mm,단열복합프로젝트창 1  42T 

6 22591345 금속제창 AHC 175CW, 175mm, 단열복합커튼월 1  4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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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 

주    관 : 제5회 울산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후    원 : 

후원사 :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우44685)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152

TEL _ 052)266-5651

(주)동림티엔에스, 성진건업, 건축사공제조합, 한국팽이건설(주), (주)고려엔지니어링 종합건설, 

(주)보명엔지니어링, (주)한진엔지니어링 ,(주)힐텍, 금강창호기공(주), 아키엠, 탑이엔지(주), 

우성종합 건축사사무소,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화성 건축사사무소, 

(주)부광 건축사사무소, (주)엠피티종합 건축사사무소, 세종엔지니어링, 에코엔지니어링, 

(주)OS엔지니어링, (주)화인, (주)하이콘엔지니어링, 진엔지니어링

울산광역시건축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