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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AAG architecten은 아고라건축그룹(Agora Architecture Group)의 도시,  건축연구소이다.

아고라가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경제, 문화예술이 이루어지던 공공의 장소를 의미하듯이, 

AAG architecten에서 추구하는 건축의 주요 이슈는 대중성과 공공성이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서로 공유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더블어, 친환경적인 건축을 제공함으로써 자연과 함께하는 편안한 공간을 느낄 것이다.

AAG architecten에서는 건축초기 개발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공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축을 구현한다. 또한, 개념적이고 실험적인 사고를 통해 창의적인 새로움을 만드는데에 노력한다.

AAG architecten은 종합적인 업무수행, 사업타당성 검토,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감리는 물론, 도시설계, 인테리어설계, 가구설계, 하드웨어 개발, 조명설계등

건축과 관련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의 전반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윤동원 / 소장 / 한국건축사 / 네덜란드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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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KIA, SBA

공공건축
낙동강문화관 리모델링, 낙동강기념조형관, 예천양수발전소 행정동, 문정지구 공원화장실 및 관리소, 
내곡지구 공원화장실 및 관리소, 세종시 공원화장실 및 관리소, 김천혁신도시 공원화장실 및 관리소, 
부여금강파빌리온 계획안.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건축과 석사 졸업. 
매스스터디스에서 실무.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외래교수.
네덜란드 건축사(1.070815.017)
대한민국 건축사(제19220호)

주요작품

일반건축
온유재, 코너스케이프, 플라츠, 어라운드93, 유미재, 다담하우스, 결무리집, 오리가미집 등 다수의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등.

주요작품
태평동 도시형생활주택, 청담동 오피스 계획안, 상계동 도시형생활주택 계획안, 
미아동 도시형생활주택 계획안, 태백시 황지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태백시 소도동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의정부 세하메디컬 신축공사, 인천가정지구 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천 청라7 초등학교 신축공사, 
주한미군 이전사업 초고교 실시설계 기술제안, 판교 오피스텔 신축공사, 
의정부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구 Y호텔 프로젝트 신축공사, 
고양시 풍동 YMCA청소년 수련관 기본계획안

설정우 / 부소장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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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태어나 대원고등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후,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실무를 하였다.



캔버스_너의 배경이 되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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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소묘

대지는 가로로 긴 형상을 하고 있으며 진입도로를 통해 조금 들어가서 마주하게 된다. 

가구가 전시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이 가구와 잘 어울릴지 고민이 많았다. 

너(가구, 사람 등)의 배경이 되는 건축을 주요 개념으로 생각했다. 

긴 형상의 대지를 고려하여 건물형태도 길게 뻗어서 하늘을 향하는 듯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가구, 사람 등의 배경이 되는 역할을 한다. 

4계절마다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동안 다채로운 파사드를 연출할 것이다. 더불어, 

내외부 공간은 산책로처럼 거닐면서 전시를 보고 중간에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외부마감재료는 가로로 길게 뻗어있는 건물형상의 비율을 고려하여 무채색계열의 500mm길이의 콘크리트벽돌(큐블럭)로 계획하였다.

한편, 가로로 긴 벽면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벽돌 재료를 비틀어 쌓기 방식으로 마감을 해서 보는 위치와 태양의 이동에 따라 입면이 다채롭게 보일 수 있게 유도하여 

그 부담감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면 파사드의 조형성과 가구갤러리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블랙 오일스테인 적삼목을 사용하여 마감하였는데, 

전면은 얼굴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맞이 할 수 있게 하였다. 

건물이 가로로 길게 뻗으면서 주출입구쪽 2층은 돌출마감까지 포함해서 약 7M 가령 캔틸레버 구조를 하고 있는데, 철골트러스구조로 해결하였다. 

돌출된 매스 아래는 공간적 긴장감을 주며, 깊은 처마 같은 역할을 하여 사람들의 유입을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있다.  

건물 이름은 컨셉인 너의 배경이 되는 건축을 고려하여 ‘canvas 캔버스’라 지었다. 





건축개요

건축물주소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218외 1필지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대지면적 : 688㎡ 

건축면적 : 405.69㎡

연면적 : 760.02㎡

건폐율 : 58.97% (법정 60%)

용적률 : 110.47% (법정 150%)

층수 :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큐블럭(회색계열, 500x90x50), 적삼목 위 블랙스테인마감, 알루미늄시트, 리얼징크 등

내부마감 : 자동수평몰탈(한국웨버), 수성페이트, 자기질 타일 등

설계기간 : 2015.12~2016.04  

시공기간 : 2016.07~2017.02  



배치계획 디자인프로세스``

PHASE 01 

길쭉한대지를 따라 매스형성

주차/진입공간 구성, 매스주변 산책로조성

무채색의 재료와 돌출감있는 입면구성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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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입구 진입공간 VIEW



지상2층 평면도

지상2층 평면도

평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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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매점(가구점)
2. 휴게음식점(CAFE)
3. 창고

1. 소매점(가구점)
2. 창고
3. 물탱크실
4. 화장실



주출입구 CANTILEVER 진입공간 주진입부에서 바라본 VIEW



단면도-1

단면도-2

단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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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매점(가구점)
2. 창고
3. 복도
4. 화장실



외벽 콘크리트벽돌 비틀어쌓기 DETAIL-02

외벽 콘크리트벽돌 비틀어쌓기 DETAIL-03외벽 콘크리트벽돌 비틀어쌓기 DETAIL-01



가구의 배경이 되는 FACADE



주출입구 CANTILEVER 하부공간-02

주출입구 CANTILEVER 하부공간-03주출입구 CANTILEVER 하부공간-01



남측면도

북측면도

입면계획



주차장에서 바라본 VIEW



서측면도

동측면도

입면계획

주출입구 CANTILEVER 하부공간-04



조경 데크에서 바라본 VIEW



잔디마당에서 바라본 VIEW



내부계단 적삼목 핸드레일 VIEW

내부계단 상부에서 바라본 VIEW

내부계단 하부에서 바라본 VIEW



계단단면도

단면계획



주출입구 진입공간 VIEW지상 2층 가구전시장 VIEW

부출입구 폴딩도어 및 데크공간 VIEW지상 1층 진입부 CAFE VIEW



주차장에서 바라본 VIEW



(우)14351 경기도 광명시 양달로 10번길 7-14 (일직동 523-2번지 1층)
1F, 523-2, Iljik-dong, Gwangmyeong-si, Gyeonggi-do

T.  070-4122-1447, 070-8743-6031
F. 02-6280-7182
E. elvispen@naver.com 
H. http://www.aa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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