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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 커튼 빌딩 
METAL CURTAIN BUILDING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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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시공사

황세준

유현준 건축사사무소

성창종합건설(주)

In Between Space, 건물 안의 사람과 길 위의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건물은 어떤 모습일까
현대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완전한 분리다. 과거 우리나라 전통건축에는 처마 아래 
툇마루라는 공간이 있었다. 이 공간은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중간적인 성격의 공간으로 건물 안의 사용자와 외
부공간에 있는 사람 간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21세기 현재 서울이라는 공간은 발코니나 테라스 등이 
없이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벽면이 실내와 실외를 명확하게 나누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조건은 인도 위를 걷는 사람
들에게도 삭막한 환경이고, 건물 실내에 있는 사람에게도 답답한 공간이다. 젤리피쉬 사옥은 건축물의 입면을 변화하
는 중간층의 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 

계획 개념
이 건물은 트렌디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업무시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도심지에 위치한다.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사
용자의 필요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변화하는 건물이 되기를 바랬다. 바쁜 현대도시의 업무공간에서의 공적 영역과 사
적 영역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할까? 우리는 한옥의 툇마루를 떠올렸다. 업무공간과 외부공간 사이의 툇마루로
서 발코니를 설치하였다. 발코니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함께 작동하도록 경계로서의 루버를 설치하였다. 원형
의 단면을 가진 루버는 사각형태의 평면을 가진 건물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며 도
시와 열리기도 닫히기도 하며 선택적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발코니는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의 공간이자 거
리의 사람들과의 소통의 공간이다.
 
발코니 전면의 루버를 지지하는 구조체 상부엔 화분을 놓을 공간을 만들었다. 이 건물의 입면은 사용자들이 키우는 
화분을 통해 완성된다. 화분이 늘어날수록 거리의 사람들은 발코니의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루버가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입면과 화분을 통해 다양한 표정을 가진 건물이 보여질 것이다. 이러한 살아있는 
입면은 도시안의 모든 시민들과도 공간적으로 소통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150 2022 Gangnam Beautiful Architecture Exhibition

유현준

전지영

유현준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가 /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

유현준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후 MIT에서 건축설계 석사를 마쳤으며, 하버드대학교 건축설계 석
사 우등졸업을 하였다. 그 후 리차드 마이어 사무소에서 실무 경력을 쌓았고, 미국건축사
(AIA,NCARB) 자격을 얻었다. 주요 작품으로는 Floating House, 머그학동, Multi Terrace 
House, 압해도 복지타운 더 플랫폼, Metal Curtain Building 등이 있으며 International 
Architecture Award The Chicago Athenaeum, Architecture MasterPrize 등 다수의
국내외 건축상을 수상하였다. tvN 알쓸신잡 2, KBS 명견만리, SBS 나의 판타집 등의 방송
과 <공간의 미래>, <공간이 만든 공간>, <어디서 살 것인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등
의 책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건축을 매우 친숙하고 알기 쉬운 분야로 소개하는 활발한 활
동을 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학사 및 홍익대학교 석사를 마쳤다. 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미국 LA의 
Mrophosis Architects 등 에서 다양한 환경의 프로젝트로 실무 경력을 탄탄히 쌓았으
며, 2018년부터 유현준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전
경련사옥, 파르나스타워, 코롱원앤오리타워, Multi Terrace House,  Metal Curtain 
Building 등이 있으며 International Architecture Award The Chicago Athenaeum, 
Architecture MasterPrize 등 다수의 국내외 건축상을 수상하였다.

작품명 Metal Curtain Buildingㅣ설계사 유현준 건축사사무소ㅣ설계담당 유현준, 전지영, 정현돈, 손인실, 김지호, 김보람, 노은석ㅣ시공사 
성창종합건설(주)ㅣ건축주 황세준ㅣ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 8ㅣ지역지구 도시지역 외 1ㅣ용도 근린생활시설ㅣ대지면적 531.2㎡ / 
약 160평ㅣ건축면적 256.95㎡ / 약 77평 ㅣ연면적 2,658.11㎡ / 약 804평 ㅣ건폐율 48.37%ㅣ용적률 249.65%ㅣ건축규모 지하 4층, 지상 
7층ㅣ건축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ㅣ주차대수 18대(장애인 주차 1대 포함)ㅣ내부마감 : 페인트ㅣ외부마감 스터코 플렉스, 노출 콘크리트ㅣ설계기간 
2017. 12 ~ 2018. 10ㅣ공사기간 2018. 11 ~ 2020. 04ㅣ사진 신경섭

건축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