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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서울에는 424개의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라는 이름이 더 

익숙했던 동주민센터는 앉아서 일선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존의 틀을 깨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 나서고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역할 변화에 따라 공간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더 많이 찾아가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더 많이 동주민센터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항상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시민께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고 싶은 곳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을 통해 283개 동에서 265명의 건축가와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민이 더 편안하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축가의 창의적인 발상이 

만나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동주민센터와 주민 간의 경계를 낮추고 공간의 변화를 통해 마을의 재생으로 

연결시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공간개선 사업은 공간이라는 하드웨어를 바꾸는 일이지만, 핵심은 지역 주민들과 

자치구의 공무원 그리고 건축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와 행정과 협치를 통해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을 넘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바꾸는 소프트웨어 전환이 시작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의 공간 재설계 과정과 각각 여건이 다른 

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 공간의 디자인 콘셉트를 담았습니다. 

또 동주민센터가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려운 조건에도 참여해 주신 건축가와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의 빛나는 헌신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바로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서울, 사람이 행복한 사람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 are 424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Seoul.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hich used to be called the village(dong) office, has broken the stereotype of a place 

for dealing with administrative affairs at the desk. Now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paradigm shift to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which 

is to find the neighbors in need in the blind spot of welfare and to work with the 

residents to make the village a better place.

As the role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changes, the space needs to be changed 

accordingly. In order for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to find 

more neighbors in need and to become a center of citizen autonomy, the residents 

should visi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more often. As a resul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has been improved to a more inviting, open space.

Two hundred sixty-five architects and design experts participated in 283 dong 

offices through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space improvement” 

project to design a space where residents can us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more comfortabl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the creative ideas of 

the architects came together to transform the administration-centered community 

service center into a new community space. There also have been attempts to lower 

the boundaries betwee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nd residents, and to link 

them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village through changes in space.

The space improvement project involves changing the physical space, but the key 

is the peopl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architects cooperating to solve issues 

together. I believe that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set in motion the mindset shift of the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who are the users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which goes beyond space remodeling.

The space redesign process of the second stage project of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and the design concept of the space which appear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environment 

were included in this book. It also has directions for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o become a foundation for local communities and ways to realize them. It is 

accompanied by brilliant commitment of architects, public officials and residents 

who have participated regardless of difficult conditions.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can be fully established by your 

participation. The city of Seoul will do its best to make Seoul a people-focused city 

where the residents are happy and who feel that the city truly belongs to the people. 

Thank you.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Park Wonsoon

Mayor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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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0개 동주민센터의 변모에 이어 올해 203개의 변모가 완료되었습니다. 

복지를 매개로 문화와 교류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동주민센터의 역할이 정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도시화를 경험한 서구에서는 일찍이 커뮤니티 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도시화의 폐해로 붕괴되기 쉬운 일상과 연대의 

삶을 이으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커뮤니티 센터가 단지 

물리적인 건축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영역이 겹치는 곳에 존재하는 무형의 

프로그램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과업에는 서울시 공공건축가만이 아니라 서울시 건축사회,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 우리의 공동체 삶에 관심을 가진 보다 넓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였습니다. 203개 각각의 동주민센터는 그들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지만, 모든 곳에서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노력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아시아 미래포럼이라는 행사에서 ‘행복은 화려한 경제 지표보다 일상의 

터전에서 느껴야 한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느끼는 행복이 소위 화려한 

명품의 건축보다 내가 사는 동네의 소소한 공공의 건축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겹쳐졌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이어 어린이집, 노인시설이 이러한 변모에 뒤따를 

예정이지만, 나아가 학교, 파출소, 우체국 등으로도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참여 건축가와 디자이너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Through the space improvement project, 203 community service centers have had 

their changes completed in 2016 in addition to the 80 centers that were completed 

in 2015. New community service centers are functioning as a hub of cultural 

activities and exchanges using welfare services as the medium.

Western countries, which experienced urbanization earlier than we did, know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ty center. People need to be solidly connected in daily 

life, which can be destroyed by urbanization. In light of this, there is an idea th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s not only a physical architectural building, but itself 

an intangible program which exists where people’s living spaces overlap.

Architects’ association in Seoul, interior designers, and other expert groups who 

are interested in maintaining the community lives, as well as public architects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mission this year. Each of the 203 community service 

centers was completed with varied and unique results. These were accomplished 

because everyone made an effort to find out what the communities needed. 

There was a statement that “Happiness should be felt from daily lives not from a 

fantastic economic indicator” in the Asia Future Forum not long ago. The idea was 

presented that feelings of happiness could come from the public architecture in the 

neighborhoods and not just from luxurious architecture. The space improvement 

project will go beyond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o day care centers and 

facilities for seniors. Also, we expect to implement this project with schools, police 

stations, and post offices. 

We all thank the architects and designers who led to best outcomes, even in poor 

conditions.

김영준

서울시 총괄건축가 

Kim Youngjoon

City Architect for Public Works



12 13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취지 The Purpose of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   복지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인력은 동별 2~3명에 

불과하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정작 현장을 돌보지 못하고 행정처리에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결과가 누적되었습니다.

•  서울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와 민원을 처리하던 곳에서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그 지역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곳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시민 한 분 한 분 찾아가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서로 연결해 드립니다.

•   2015년 80명의 건축가와 80개 동의 참여로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올해 

185명의 건축가와 203개 동으로 확대되어 18개구 283개 동이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

• 복지플래너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합니다.

•  복지상담전문관을 도입하고 동 단위 사례관리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사를 각 동에 배치해 주민 건강권을 확보하고 예방적 접근을 강화합니다.

• 주민의 역량 강화와 촘촘한 관계망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합니다.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강화 및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등의 동 행정혁신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행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Why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  There are only two to three staff members who are assigned to work on social 

welfare at each resident center, while the demand for better lives increases. The 

social welfare officials had been more focused on processing administrative work 

instead of taking time to hear the voices of local residents. These reasons prevented 

some residents in desperate need from receiving due welfare services.

•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is changing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which mostly dealt with administrative work, into a place so that these can be places 

where public officials can take better care of residentsʼ welfare  and health. These 

centers can also support local communities. 

•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officials will visit each and every citizen of Seoul to 

provide customized welfare services, and connect people in need to organizations 

that can offer help.

•  In 2015,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s started with participation of 

80 architects and 80 dongs and this year, it has been expanded to 185 architects and 

203 dongs. In 2017, the project will cover the remainder of Seoul and be completed.

What do they do?

•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ry to remove  obstacles so that many people can 

benefit from the current welfare system. The project for “visiting welfare” will be 

done through a welfare planner.

•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provide total welfare services by managing cases and 

introducing welfare consultants.

•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make town communities by empowering residents 

and building tight-knit networks.

•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secures the health rights for residents and strengthens 

preemptive approach by arranging the visiting nurses in each dong office.

주민복지팀장 방문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복지 상담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방문

고고씽 복지플래너 일일체험 찾아가는 복지



14 15

무엇이 달라지나?

•    나만의 복지플래너가 찾아와 필요할 때 도움을 줍니다. 

 -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 65세 도래 어르신을 복지플래너(공무원)가 찾아가 맞춤형 

복지를 안내해 드리고 건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상담전문관이 복지·일자리·법률·자원봉사 등 궁금한 일을 상담해 드리고, 

사례관리로 마을 안의 모든 자원과 협력하여 시민의 복지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  풍부한 경력과 정보를 가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복지상담전문관으로 배치하여 여러 

창구를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창구에서 상담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 동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의 중심이 되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  이웃과 함께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복지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  우리동네 주무관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자원을 모으고 연결하여 안전하고 

촘촘한 마을복지생태계를 만듭니다.

 -  마을복지생태계 안에서는 자연스레 주민 주도 하의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 인력 충원, 공간개선 등

 * 2017년까지 사회복지 · 방문간호 인력 2,450명 충원 예정

 - 주민이 편리한 공간으로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  1단계 80개동 출범(2015년 7월~)

 - 전동 시행(4개구) :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  일부 시행(9개구) : 종로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강동구

•  2단계 203개동 출범(2016년 7월~)

 -  종로구, 동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  광진구(1개동 시범)

 * 연차별 추진(누적) : 2015년 80개동 → 2016년 283개동 → 2017년 이후 424개동

•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lso make administrative foundations for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s” by making innovations which include reinforcing the 

activities of resident autonomous committees and renovating the space at resident 

centers.

What’s going to change?

•  My own welfare planner comes whenever needed and provides help.

 -   We provide health-related, welfare services as welfare planners(public officials) 

visit households that have recently experienced childbirth, or financial troubles, 

and families with elderly members over 65 years old.

•  Welfare consultants will provide advice on welfare, vocational, legal and 

volunteering matters and take responsibility to work with all the available resources 

to provide help.

 -  We allocate public officials who have ample experience in social welfare as 

welfare consultants and we provide one-stop service from one counter so that 

you don’t need to meet with different workers to get solutions.

 -  The resident center will take charge to manage our case so that even complex 

problems can be resolved.

•   We will make a town welfare ecosystem to resolve problems we have in town with 

the help of the neighbors. 

 -  Our village official will make a sturdy town welfare ecosystem by gathering up 

and connecting resources and talents in town.

 -  With the town welfare ecosystem, we can naturally recover a sense of community  

led by resdents themselves.

How is it going to proceed?

• Preparation to start 1st stage : Recruit manpower, renovate spaces and more

 * Plan to recruit 2,450 welfare officials and visiting nurses by 2017

 -  Renovate resident centers to provide convenience to residents

• 1st stage. Changes in 80 dong(from July 2015)

 -  Changes in all dong(4 districts) : Seongdong, Seongbuk, Dobong and Geumcheon

 -  Changes in some dong(9 districts) : Jongno, Nowon, Eunpyeong, Seodaemun, 

Mapo, Yangcheon, Guro, Dongjak and Gangdong

• 2nd stage. Changes in 203 dong(from July 2016)

 -  Jongno, Dongdaemun, Nowon, Eunpyeong, Seodaemun, Mapo, Yangcheon, 

Gangseo, Guro, Yeongdeungpo, Dongjak, Gwanak and Gangdong

 -  Gwangjin-gu(pilot) 

 *  Annual progress(cumulative) : 80 dong in 2015 → 283 dong in 2016 → 424 dong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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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Deliverables 1

Step 3

Deliverables 3

Step 2

Deliverables 2

Step 4

Deliverables 4

Step 5

Deliverables 5

Guideline Work Process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되며, 

총 4~5개월의 사업기간을 갖는다.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space improvement is largely 

divided into five steps. And the duration of the project is four to 

five months in total.

*상황에 따라 추진절차 및 내용은 변경 가능 *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renovation process and 

contents can be changed.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1개월)

Field surveys and stakeholder 

interviews(one month)

1.  사전조사, 동주민센터 현장 관찰

  Preliminary survey, on-site observa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2. 주민, 관련 공무원 면담, 의견수렴

  Interviews with residents and related 

public officials

현장조사, 인터뷰 DB

Field surveys, interview DB

주민요구 DB

Residents request DB

디자인 이미지, 실시설계 도면

Design image

Construction drawings

내역서 등 발주서류

Order documents such as a statement

준공도서

As-built drawing and documents

디자인 개발 및 설계(1개월)

Design development and layout

(one month)

1. 콘셉트 스케치 및 디자인 개발

  Concept sketch and design development

2. 실시설계

 Construction drwaings

주민참여 워크숍 실시(1개월)

Conducting a residents participation 

workshop(one month)

1. 사용자 요구분석 및 설계방향 설정

  User needs analysis and design 

direction setting

2. 주민, 직원대상 디자인 콘셉트 설명회 실시

  Design concept presentation for 

residents and employees

내역검토 및 발주(1개월)

Review the contents and order

(one month)

1. 내역검토 및 조정

 Review and adjust the contents

2. 공사발주(입찰·수의계약)

  Construction order(bidding and private 

contract)

공사시공 및 감리(1개월)

Construction and inspection

(one month)

1. 공사시공 및 감리

 Construction and inspection

2. 준공

 Completion

X3 X4 X5 X6 X7X2

Y4

Y3

Y2

Y1

UP

DNDN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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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시 행정 업무 이후 민원대기공간이 주민 

공유공간으로 변신 

  대림2동

민원실과 대기실을 폴리카보네이트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이 끝나면 공연과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으로 변신

②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공유공간으로 개선

  상도3동

활용하지 않는 필로티 하부 공간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 

②  Utilizing unused space to create 

shared space

  Sangdo 3-dong

Utilizing unused lower piloti space to 

create shared space

  응암2동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하 공간을 개선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방

 Eungam 2-dong

Improving less used basement space to 

community space

①   Transforming the waiting area into a 

shared space after 6pm

  Daerim 2-dong

Public service area and the waiting area is 

divided by polycarbonate, and transforms 

into a theater for performance and movies 

after working hours.

③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우장산동

자투리 로비공간을 작은 쉼터로 활용 

③  Utilizing leftover space to create 

shared space

 Ujangsan-dong

Utilizing leftover lobby space as a small 

resting area

 신대방1동

외부 모서리 공간을 활용하여 민원실로의 접근 

동선 및 쉼터 조성 

 Sindaebang 1-dong

Utilizing exterior corner space to create 

access to the public service area and a 

resting area

고정관념을 깨는 
창의적 공간개선으로 
주민 공유공간 마련
Offering a shared space by 
creative space improvemen

④  민원실 재배치만으로도 다양한 주민 

공유공간 창출 

④  Creating various shared space 

through rearranging the public 

service center

 신길1동

기존 민원대기공간을 일부 분리하여 카페같은 

주민 공간으로 재조성

 Singil 1-dong

Separating part of the existing waiting area 

to create a cafe-like community space

 Sungin 1-dong

Creating a 'toenmaru'(wooden porch) by 

making an opening on the wall between 

the library and the public service area

 Imun 2-dong

Creating a book cafe by dividing the 

existing waiting area

 숭인1동

마을도서관과 민원실 사이 벽을 뚫어 툇마루 

제공 

 이문2동

기존 민원대기공간을 나누어 북카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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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주민센터 주변 지역 새로운 가치 발견을 

통한 마을재생으로 확장  

 오류2동

인근 폐가와 공터를 장기 임대하여 마을문고 

조성, 침체된 마을의 활력소 역할

 

①  Expanding to town regeneration 

through discovering new value 

around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Oryu 2-dong

Creating a library by renting an abandoned 

house and a vacant lot nearby, playing a 

tonic role to the depressed town

 

②  공공미술과의 만남으로 문화재생 실현

 

삼청동, 창신1동

문화재단 ‘공공미술프로젝트’ 설치

②   Fulfilling cultural regeneration 

through public art

 Samcheong-dong, Changsin 1-dong

Installed cultural foundation 'public art 

project'

 갈현1동, 도선동

공공디자인 전문가 초청 공모전 당선작 설치

 Galhyeon 1-dong, Doseon-dong

Installed winning piece by public design 

expert invitation contest

문화 재생, 
마을 재생으로의 확장 
Culture regeneration, 
an expansion towards town 
regeneration

①   주변 공간의 적극 활용을 통한 도시로의 

열린 민원실 

 

 공릉2동

인접한 쌈지공원과 동주민센터를 연계하고, 

연결 공간에 갤러리 조성 

①   Public service area opened to 

the city through actively utilizing 

surrounding space

 Gongneung 2-dong

Connecting adjoined Ssamji park and 

community service center, and creating a 

gallery in the connecting space

② 입구 디자인 변경을 통한 동네 경관 개선 

 

 상계5동

무표정한 입구를 안전성과 함께 디자인을 

가미하여 행사광장으로 조성 

② Improving the town scenery through 

changing entrance design

 Sanggye 5-dong

Transforming a dull entrance to an event 

plaza through design and safety guideline

 홍은1동

민원실에 폴딩도어를 설치하고 홍제천을 민원 

공간으로 끌어들임

 공덕동

오래된 고목을 살려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폴딩도어로 민원실과 연계 

 목3동

정문 앞의 주차를 없애고 민원실의 출입구를 

동네로 열린 구조로 계획

 Mok 3-dong

Removing the parking space in front of 

the entrance and planning the community 

service area entrance towards the town

 장안1동

버려진 뒷마당과 민원실을 연계하여 민원실 

공간확장 

 Jangan 1-dong

Expanding the public service area by 

connecting the abandoned backyard and 

the public service area

 Hongeun 1-dong

Installing folding door in the public service 

area and bringing in Hongjecheon stream 

in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Gongdeok-dong

Revitalize the old tree to create a resting 

area and connecting to the public service 

area through the folding door

내외부 공간연계를 통한 
열린 민원실 조성 
Creating open public service area 
through spatial connection of the 
interior/exterior

삼청동

갈현1동 도선동

창신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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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력증원 및 팀 신설에 따른 업무 공간 마련 

 

 숭인2동, 중계본동, 신월1동

오래되고 비좁은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재배치하여 사무공간과 민원공간을 개선 

①  Providing working space for the 

newly recruited public officials and 

new team

 Sungin 2-dong, Junggye bon-dong, 

Sinwol 1-dong

Rearranging the old and cramped 

community service center space to 

improve office and public service area

②  주민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복지상담창구 및 상담실 개선

 

 대림1동, 공덕동, 여의동

민원실 한켠에 상담실 및 건강이음터를 반투명 

또는 투명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②   Improving welfare counter and 

consultation room for the comfort of 

the visitors

 Daerim 1-dong, Gongdeok-dong, 

Yeoui-dong

Installing welfare consultation room and 

health counseling place in a transparent or 

translucent method for the visitors to use 

comfortably

마을·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업무공간 및 상담공간 재배치
Rearranging the working space 
and counseling space due to 
strengthened town welfare 
function

 신수동

기존 공간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벽체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마을 도서관을 활성화 

 Sinsu-dong

Utilizing the town library by simply 

eliminating the wall in the existing space 

within the given budget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예산 활용 및 설계
Economic and practical budget 
use and design

③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업무공간 재배치(변동 좌석제 등 활용) 

 

 시흥1동

동선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주민 공간과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

③ Rearranging the working space 

to fulfill the site-oriented welfare 

administration(untilizing flexible 

seating system)

 Siheung 1-dong

Improving the resident's area and official's 

working environment through rearranging 

complex and inefficient space

숭인2동 대림1동 공덕동 여의동

중계본동

신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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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주민과 직원이 

참여하는 협업체계 구축

  Constructing a cooperation system 

which the residents and officials 

participate from design, construction, 

to supervision

②  동장실 개방

 금천구

동장실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 

가능한 공유공간으로 활용

②  Opening of the dong chief 's office

 Geumcheon-gu

Opening of the dong chief's office as a 

shared space for residents주민, 전문가(건축가 등)의 
참여와 협업을 통한 공간개선 
Spatial improvement through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esidents and 
experts(architects etc.)

기타 사례 
Other examples

 설계단계

주민, 건축가, 동 공무원 협의를 통한 공간계획

 구, 건축가

사전 기획단계에서 자치구, 건축가 협의 진행 

 Design phase

Space planning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residents, architects, and dong 

public officials

 Gu, architect

Conducting consultation between architect 

and gu from pre-planning phase

 준공

주민, 건축가 모두의 축제의 장이 된 작은 

준공식 개최 

 Completion

Conducting small scale completion 

ceremony, which is a festival for all 

residents and architects

①  참신한 건축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례 ①   Examples with original architectural 

ideas

 신사1동   

3차원 입체적 상상력을 동원한 천장 설계로 

시각적 다양성 제공 

 응암3동

감각적 색채 코디네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이미지 연출 

 화곡4동 

공간 확보를 위한 곡선형 민원대 제작

 Sinsa 1-dong   

Offering visual variety through ceiling 

design with three-dimensional imagination

 Eungam 3-dong

Efficient space image display through 

sensual color coordination

 Hwagok 4-dong

Building a curved service desk to secure 

space 

 목1동

공간 유형별 동선을 색깔로 구분하여 누구나 

찾기쉬운 공간 배치

 Mok 1-dong

Arranging space that can be easily 

distinguished by assigning different colors 

to each space and path 

사용자 편의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Applying user oriented 
universal design

 응암2동

동주민센터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진입램프 재시공

 Eungam 2-dong

Rebuilding entrance ramp for the 

disabled to lower the entry barrier 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등촌3동

휠체어 이동이 가능토록 민원대를 제작하여 

이동약자를 고려한 계획 

 Deungchon 3-dong

Considering the disabled by building a 

service counter that allows wheel chair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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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은 작지만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천만의 대도시인 서울은 424곳의 동사무소로 

조직되어 있다. 동주민센터로 이름을 바꾼 행정단위의 촘촘한 네트워크는 서울을 살아 

숨 쉬게 하는 공공과 시민의 밀착공간이자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시민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당국과 만나고 행정은 이곳에서 공공의 봉사를 시작한다. 그동안 

우리의 공공공간은 권위와 효율만 강조한 형식의 구조를 구태의연하게 지키고 있었다. 

형식적인 공간은 공공과 주민의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센터의 고답적인 분위기를 오늘의 시대적 상황과 부합시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은 마치 교조적 규범에 익숙한 관행에서 인본주의로 시선을 

돌린 르네상스와 다르지 않다. 동으로 나누어진 행정단위는 마을을 이루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도시에 공동체로서의 마을이 과연 존재하는지 확언하기는 

어렵다. 주민의 참여가 없는 공동체는 관료주의에 익숙한 옛 시대의 유물이기에 

주민에게로 행정의 중심을 옮기는 발상의 전환은 그래서 르네상스이며, 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한 혁신의 차원이 된다.

공공의 공간은 공공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책무를 다하는 곳이어야 

한다. 군림하고 지시하는 것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신해야 하는 것이다. 

공공의 업무는 곧 주민 개개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주민의 영역이 중심에 위치해야 하고, 

또 접근이 자유로워야 한다. 공간의 물리적인 배치뿐만 아니라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해 

적극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기왕의 어둡고 무거운 공간을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변신시키려면 전문적인 디자인 아이디어가 개입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종래의 책상머리 행정에서 한걸음 나아가 정책의 사각지대까지 복지의 

혜택을 고루 확산시키려면 담당 공무원의 증원이 따라야 했고 업무를 위한 공간도 

증설되어야 했다. 그러나 각 주민센터의 공간은 이미 기왕의 기능으로 확정된 상태여서 

물리적인 변통이 불가능했다. 기존의 공간질서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고 영역의 증설을 

부가하려면 단순한 더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Seoul faces small but momentous changes these days. Seoul is home to over 10 

million citizens and 424 community service centers.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hich is a close administrative unit, is a system which works for Seoul as a public 

institution as well as for the citizens of Seoul. Also, the governmental administration 

provides public service to citizens i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Our public 

institutions have emphasized only their authority and efficiency so far and these 

superficial spaces have cloud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and public 

institutions. 

The project of renovating these highbrow community service centers and turning 

them into new spaces reflecting current society looks like a Renaissance which will 

replace doctrinaire customs with humanness. A neighborhood, called a “dong”, is a 

community of the smallest administrative unit. However, we are not sure whether 

a neighborhood exists as a community or not. A community without residents’ 

participation is heritage from the old days accustomed to bureaucracy. The idea of 

shifting the center of administration to the residents is a Renaissance. It can be a 

big adjustment for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officials. 

Public space should not be focused on its authority but must fulfill public duties. It 

should be turned into an interactive space away from ruling and ordering. Public 

work is related to each resident’s concern, so residents should make use of it and it 

should be easy to access. Not only arranging spaces physically, but also creating a 

familiar and friendly atmosphere is essential to encourage residents’ participation. 

In order to create a bright and pleasant space, professional design should be 

employed to escape from the dark and heavy space.

The project to improve the spaces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was launched 

to update welfare policy in Seoul. In order to change the way welfare was previously 

conducted by the administration only at a desk, the benefits of welfare should be 

spread out to cover the blind spots by increasing space and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However, 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already settled, so it was not 

easy to change the centers physically. It was necessary to change our thinking in 

order to change the basic frame and add new functions and domains in the existing 

space. It was not only an addition of space but a reuse of space. 

The reason why the public architects of Seoul joined this project was to contribute 

their insights on space, not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hysical expansion of space. 

The experts were selected from the private sector as public architects to volun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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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가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문제의 해결에 물리적 확장이 

아닌 공간적 지혜가 동원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공공건축가는 건축가의 전문성으로 

공공에 봉사하기 위해 선발된 민간 전문가이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자원봉사이거나 

재능기부의 모양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건축문화의 발전에 공공의 선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한 건축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원하고 심사받아 

선정된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의 결정에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시키거나 실행의 

과정에 참여해 건축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공간개선 사업의 출발은 매우 불안했다. 각 주민센터마다 경우가 다르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예산이어서 결과를 낙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업무영역을 

재배치해 주민과의 접촉면을 늘이고 공간의 분위기를 새롭게 해 친근한 감각을 

조성하는 디자인으로 관료적 자세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의외로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을 받았다. 발주자인 공무원과 설계자인 건축가와 이용자인 주민 간의 소통은 

순조로웠고, 행정적인 편의와 예산의 조정 등 협력도 있었다.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을 

높이는 전략과 한정적인 공간을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전개되었다. 

작업의 완성에 아쉬운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예정한 목적은 대부분 수용되어 만족할 

만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제 주민은 용무가 없더라도 쉽게 들러 이웃의 소식을 듣거나 

전할 수 있는 마을의 마당을 갖게 된 것이다. 

2차에 걸친 공간개선 사업으로 모두 283곳의 주민센터가 새롭게 운영되기 시작했다. 

점조직처럼 산재해 있는 주민센터의 공간개선은 외형이 확연히 드러나는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서울의 모든 곳을 포괄하는 범위이기에 실제의 일상적 반향은 

마치 침술의 효과처럼 촉매로 작용해 증폭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에 디자인이 

입혀지고 또 그 효과로 공무원과 주민이 스스럼없이 마주해 마을의 일상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의 수행으로 공공업무의 효율과 주민의 참여가 

활발해진다면 공공건축 공간계획이 지향할 개념과 방법의 지침이 될 것이기에 내일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르네상스로 진화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their expertise. The system of public architects looked like volunteer or a talent 

donation, but they were a group, who agreed on the importance of leading the 

public in architecture development. Voluntary and selected public architects 

provided their professional ideas to make important decisions, or participated in 

projects to increase the completeness of the architecture.

The space improvement project had been off to a shaky start. It was difficult 

to expect positive results because 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had different 

needs and not enough budget to cover them. However, the process of changing 

the bureaucratic stance of the centers with the power of design by rearranging 

the work space to increase contact with the residents and creating friendly 

ambience was well received by th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e 

communication among public officials, architects, and residents – otherwise the 

owner, the designer, and the user – was smooth, and there was collaboration 

such as providing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adjusting the budget. Various 

strategies were implemented, for example, focusing on selected areas to 

maximize efficiency and making limited space multifunctional. The final touches 

leave room for improvement, but the end result was satisfactory in that most of 

the initial goals were met. Now the residents have a place where they can drop by 

easily and chat with their neighbors.    

Thanks to the second stage space improvement project, all 283 community 

service centers were relaunched. Improving the space of resident centers 

scattered all over Seoul does not bring about a sea change, but as they touch all 

parts of Seoul, the project is expected to act as a catalyst and create synergy just 

as acupuncture quietly but effectively stimulates the right parts of the body. A 

layer of design added to administrative work will soften the mood between the 

public servants and the residents. They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to make 

improvements to the neighborhood. If the public duties can be carried out more 

efficiently and residents become more actively engaged, then it could set a 

guideline and a mission for public architecture and spatial planning, which could 

lead to another Rena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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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gu is equivalent to district in 

the West. Most cities in Korea are 

divided into gu; there are twenty-

five gu in Seoul, South Korea. The 

gu vary greatly in area (from 10 to 

47 km²) and population (from less 

than 140,000 to 630,000). Each 

gu is further divided into dong or 

neighborhoods.  

2. 

A dong is the primary division of 

districts (gu), and of those cities 

(si) which are not divided into 

districts. A dong or neighborhood 

is a submunicipal level 

administrative unit of a city, and 

of those cities that are not divided 

into wards throughout Korea. The 

dong is the smallest level of urban 

government to have its own office 

and staff.

 구 MP의 다양한 역할

 김상길  MP의 역할은 참여건축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마포구청 관계자에게 아무리 좋은 건축가도 지원이나 응원이 

없으면 능력 발휘가 힘드니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돌이켜 보면 

동장님들한테 좀 더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김창균  저는 관공서 

계약업무나 입찰/수의계약의 

방법 등 행정 업무를 중간에서 

지원했습니다. 실제 작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원실의 

유형을 생각해 볼 것을 

권했고요. 일정 관리도 

필요했습니다. 늦으면 빨리 할 

것을 독려하고 또 너무 빠르게 

진행하면 좀 더 신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이충기  저는 

참여건축가의 디자인에는 

간섭하지 않았지만 공간개선의 

효과가 드러나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넓어졌다는 느낌이 

The various roles of MP of Gu 1

 Kim Sanggil  I believed that 

the role of an MP was to help the 

participating architects demonstrate 

their capabilities. I requested help 

from an official at the Mapo-gu 

office, the district I’m in charge of, 

telling him that no architect, no 

matter how skilled, would be able to 

demonstrate his ability without some 

support. In retrospect, it’s a bit of a 

shame that I wasn’t more forceful in 

explaining this matter and stepping 

closer to the dong 2 chiefs.

 Kim Changgyun  Architects 

are actually not too knowledgeable in administrative work such 

as public office contract processes or methods of bidding/private 

contracts. I was the middleman who supported them in regards 

to such details. In terms of actual work processes, I suggested 

they come up with a new type of public service area. Schedule 

management was also necessary. If work speed was too slow, I 

would encourage picking up the pace; if too fast, I would request 

them to proceed more cautiously.

 Lee Chungkee  I didn’t interfere with the designs, but I 

did propose to improve the space. I asked them to create a space 

in which the user feels like it is larger than before, the ex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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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게 할 것, 가능하다면 내외부를 연결할 것, 곡선 디자인은 지양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곡선 디자인은 나중에 공사비 증가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종로구 참여건축가들은 대부분 그것을 모두 

따라줬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개선의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현  작업과 예산의 배분도 MP의 몫입니다. 저는 예산 

배분을 차등 분배로 MP 책임 하에 진행을 했고 그 다음으로 

총괄MP, 중간MP, 참여건축가로 구성된 점조직에서 일정과 

작업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작업 관리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개입했는데, 물론 저 역시 디자인에는 전혀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공동 구매가 필요할 경우 견적을 알아봐 주기도 했습니다. 

 윤승현  서울시가 제시한 큰 틀, 이를 테면 직원 환경 개선이나 

주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 연출 등을 참여 건축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자치구 MP의 1차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또 설계안이 단 몇 개월 뒤에 결과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가에게 실질적인 구상과 그것에 따른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관계자들과 갈등이 발행할 경우 MP로서 중재할 

수 있으니 스스로 극복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언질을 달라는 

얘기도 했어요.  

 갈등의 중재

 조남호  저는 양천구 MP로서 거버넌스를 중요시하겠다,  

디자인보다 합의된 내용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모순된 말이기도 했어요. 실제 진행할 때는 갈등 

상황에서 건축가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치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는 

것도 MP의 역할입니다. 

만약 동에서 임의로 업체를 

선정했으면 이런 갈등조차  

없었을 텐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갈등은 불가피한 

일일 겁니다. 그러고 보면 

갈등이나 의사소통이 힘든 

것조차도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갈등이 불거졌을 

때 그래도 구 MP가 매개자로 

나서는 것이 최선이겠죠.  

 오종수  갈등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나름 어려운 작업에서 

갈등이 없다는 게 어쩌면 더 문제될지도 모르겠어요. 

 김용미  갈등이 있는 경우 건축가와 담당 공무원의 입장을 

모두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마음을 풀어주는 게 먼저고요. 

공감해 주고 양측을 불러서 중재하면 대체로 해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형우  건축가의 입장에서 

하소연을 들어주거나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중재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크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천의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서대문구는 

1단계 사업 중 잘된 사례들을 

찾아서 구청장님, 동장님, 

주민자치위원, 담당 공무원들과 사전 답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동주민센터가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윤승현  좋지 않은 결과의 원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노력을 한다고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패는 건축가의 

능력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더 

크지요. 저는 좋은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범 사례를 많이 보게 하는 것은 갈등 최소화의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 MP의 디자인 간여 

 우의정  그런데 MP가 참여 건축가의 디자인에 얼마나 

간여하는 게 옳을까요? 간여를 하지 않는 것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보다 설계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마치 크리틱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무척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동도 분명 있습니다. 

 조남호  저도 디자인에는 간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프로페셔널이므로 어떤 조건이든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테니까요. 

 오종수  그래도 디자인 간여의 최저선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P의 역할 중에 디자인의 기본적인 질을 확보해 내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선보다 디자인이 떨어질 때는 

강제가 필요하겠지요.

 김상현  결과를 놓고 보면 조금 방향을 잘못 잡은 곳도 있고 

합의보다는 타협을 한 곳도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구 MP들이 

애초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코칭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종수  서울시의 의도를 충분히 습득하게 만드는 것도 

디자인에 간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콘셉트를 잡는 것부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MP들이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은 분명 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더 MP의 의견을 밀고 나갔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and interior is connected if possible, and to refrain from using 

curves. Because curved designs will later on add to construction 

costs. The Jongno-gu participating architects respected these 

guidelines overall. So it’s not a spectacular appearance, but I think 

there was a successful improvement.

 Seo hyun  The MP is also responsible for allocation and 

budget of work. I proceeded with differential budget allocation 

under supervision of the MP, and was also in charge of scheduling 

and operation management in a system of organization consisting 

of general MPs, gu MPs, and participating architects. I intervened 

in operation management when an issue arose, but obviously I 

was not involved in the design at all. I also looked up quotes if we 

needed to make a joint purchase in the process.

 Yoon Seunghyun  I believe that the first goal of the MP 

of gu is to convey to the participating architects the big picture 

proposed by Seoul City such as improving the staff environment 

or creating a space that can be welcomed by the residents, and I 

tried to adhere to that role. I also asked the architect to come up 

with a practical plan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at length of time 

so that it could be implemented in a matter of months. Of course, 

I’d be able to arbitrate as the MP in case of any conflict with the 

stakeholders, so I told them to clue me in if and whenever they 

have any trouble dealing with it.

 Arbitration of conflict

 Cho Namho  As the MP of Yangcheon-gu, I announced 

that governance would be stressed, and that the agreed 

matters would be given priority over design. But this was a 

very contradictory statement, since I actually supported the 

architect’s position in the process. But it is also the MP’s role to 

help implement value. Such conflicts would not have surfaced 

if the dong had made an arbitrary selection of companies, but 

conflicts are inevitable to start something new. Then again, 

I think that even conflicts and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r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is project. When such conflicts 

arise, it’s probably best for the MP of gu to act as a mediator.

 Oh Jongsoo  Conflicts 

are necessary to some 

extent. Maybe it would 

be more problematic if 

there were no conflict in 

difficult tasks.

 Kim Yongmi  It’s 

important to listen to 

the complaints of both 

the architect and the 

official in cases of conflict. The first thing to do is appease their 

feelings of bitterness. In most cases the issue was resolved when I 

sympathized with them and arbitrated between the two sides.

 Han Hyungwoo  I think the architects would feel very 

frustrated if no one were there to listen to, or sympathize 

with their complaints. Having a mediator seems to be of great 

psychological help, most of all.

 Chun Euiyoung  As a tactic to minimize conflict, 

Seodaemun-gu surveyed successful projects in the first phase 

beforehand; visiting the sites with the mayor of gu, dong chief, 

Citizen Committeemen and officials in charge. This gave us a 

positive viewpoint on how community service centers could be 

improved.

 Yoon Seunghyun  It’s important to reduce the source 

of complications, but I don’t think they can be extinguished by 

efforts to reduce them. Failure could be attributed to differences 

in the architects’ abilities, but the greater reason would be 

communication gaps. More important, I think, is to constantly 

expose best practices. Exposing the architect to a lot of good 

cases can be the best approach.

 The MP of gu’s participation in design

 Woo Euijung  To what extent should the MP get involved 

in the participating architect’s design? Getting involved and not 

getting involved both seem difficult, because they are not inferior 

designers than I am, and I am very cautious lest I seem like I am 

critiquing. However, it’s certain that there are some dongs that 

should not be left unassisted.

 

 Cho Namho  I was also against being involved with 

design, because the architect is already a professional, and will 

demonstrate proficiency under any circumstances.

 Oh Jongsoo  But I think there needs to be a certain 

threshold. One of MP’s roles is to attain basic requirements of 

design, and if the design falls short of minimum requirements, 

then the MP must intervene. 

 Kim Sanghyun  If you look at the results, there are some 

places that are a bit misguided, and some places that have made 

compromises rather than agreements. I think we MPs of gu could 

coach them so that they can go in the original direction.

 Oh Jongsoo  I think that even making them fully 

understand the intention of Seoul City is already getting involved 

in the design, because deciding on the concept could be seen as 

design. The MPs must be clear in their role of directing.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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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선  MP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미리 설명했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의 작업을 

공유했는데도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적 역량보다 

성실함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이진욱  동주민센터의 

요구들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건축가의 대응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결과는 대체로 건축가의 

역량에 따라 다르고 또 건축가가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능력보다 성실함

 김상현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열심히 한 

건축가들은 미안할 정도로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건축가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니까 공사업체도 덩달아 추가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공공의 일이니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임했다고 

합니다.

 윤승현  이 사업은 건축가의 능력이 일정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시간과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물론 건축가의 

안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이 같은 사업을 

할 때 건축가 선정 기준은 지명도보다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얼마나 성의를 보일 수 있는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남호  대부분 헌신적이지 않을 때 갈등도 생깁니다. 문제가 

있어도 헌신적이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재능은 있지만 헌신적이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정아선  무엇보다 건축가의 성실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가가 성실히 임해 주면 갈등도 소통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요. 멋진 설계안이 나와도 성실하지 않으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결과도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젊은 건축가들이 열심히 일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공공건축가 제도에 무관심했던 몇몇 구에서 증축 프로젝트 등을 

젊은 건축가들과 해보고 싶다고 문의해 오기도 합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충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개선사업이 공공건축가 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나 싶네요.   

 김상길  장차 구 차원에서 전담 건축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건축가가 구의 건축 정책이나 기획에 관여하는 

싱크탱트(think tank) 역할을 한다면 좋겠지요. 

are many aspects that I 

personally regret after the 

project is over. I wonder if 

the results would have been 

better if I had pushed harder.

 Jung Asun  If MPs have 

presented guidelines or 

directions and shared their 

work through a workshop 

but something is still lacking, 

I think it's a personal matter; 

it's more about sincerity than architectural competence.

 Lee Jinwook:  Even i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needs are not so different, every architect’s response will vary 

greatly. The results depend largely on the capacity of the architect, 

and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 architect’s perspective matters. 

 Sincerity over ability

 Kim Sanghyun  According to each gu official in charge, 

the architects who worked hard were on site so often that they 

almost felt apologetic. Because the architects gave it their all with 

sincerity, the construction companies felt obliged to do more. 

They fully engaged themselves with the work, since they believed 

it was for the public good.

 Yoon Seunghyun  I think this project is thoroughly the 

result of time and effort once the architect’s ability is there. Of 

course, the recipient who is accepting the architect's idea is also 

important. So, in projects like this, I think that the criteria for 

selecting architects should be how much time they can invest, 

and their level of sincerity. 

 Cho Namho  Usually, the conflicts arise when the architect 

is not dedicated. Basically, if there is a problem but you are 

devoted, the other party will not react. But if you are talented but 

not dedicated, conflict is bound to occur.

 Jung Asun  Above all else, I think the architect’s dedication 

is paramount. If the architect shows sincerity in their work, 

the conflict is naturally resolved through communication. I’ve 

seen a lot of cases in which the design was great but the lack of 

diligence from the architect caused problems in development, 

and the products weren’t very good either. Young architects 

worked especially hard throughout this project. Thanks to this, 

I have received inquiries from some gu that had not complied 

with the public architects system saying they would like to work 

with young architects on projects such as extension. I think that’s 

encouraging.

천의영, Chun Euiyoung 김상길, Kim Sanggil

조남호, Cho Namho

 공무원 그리고 건축가 

 정아선  우리가 잘 몰랐던 젊은 건축가의 선전은 1단계 사업의 

큰 성과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번 사업의 성과라면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실내건축가협회의 참여입니다. 함께할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작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윤승현  그러면서 건축가 개인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결과물의 차이는 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건축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충기  비단  건축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보고 등을 통해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유되니까 개선의 수준이 비슷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고은영  영등포구의 경우도 처음에는 안 해도 된다고 말했던 

동장들이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18개 동이 모두 동참하게 되었죠.

 정아선  이 사업은 구청, 동주민센터, 건축가, 이 세 주체의 

커뮤니케이션이 절대적입니다. 구청에서 밀어주고 건축가가 열심히 

한 것을 각 동에서 수용할 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승현  저는 은평구 MP로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뿐만 아니라 

건축과의 감독관을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관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약속대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신뢰할 만한 건축감독관이 

긴밀히 관여했습니다. MP로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자치구 건축감독관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충기  종로구의 경우도 종로구청 팀장과 주무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여건축가의 공간개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서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창균  저는 1단계 사업에서는 성동구를 맡은 바 있습니다. 

그때 구의 전폭적인 지원, 담당 공무원의 헌신, 건축가들의 좋은 

아이디어 등 완벽한 조건 속에서 어려움 없이 일을 마쳤었지요.

 서현  모든 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죠. 

 이진욱  저는 집이 

노원구라서 노원구 MP로서 

활동하는 데 많이 유리했습니다. 

꽤 자주 구청에 들렀고 공사 

중에는 주말마다 현장들을 한 

바퀴씩 둘러보곤 했습니다. 그게 

중간에서 MP 역할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었습니다. 다행히 구청 

 Lee Chungkee  It appears that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has most effectively promoted the public 

architects system. 

 Kim Sanggil  It looks like there might be public architects 

of gu in the future. It would be nice if the architects could act as a 

think tank that are involved in the district’s architectural planning 

and policy.

 Public officials and the architects 

 Jung Asun  The publicity of unknown young architects 

was a big achievement of the first stage project. Whereas, an 

accomplishment of this second stage project is the participation 

of “the Seoul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d “the Korea 

Society of Interior Architects/Designers”. I think it was a good 

opportunity for those who normally wouldn’t work together to 

gather and glimpse into each other's work.

 Yoon Seunghyun  It was perhaps an opportunity for 

individual architects to expand their capacities. Even if the results 

vary slightly in the short term, I believe that in the long run, it 

serves as a momentum to raise the level of architectural culture.

 Lee Chungkee  The same goes for the architects as well as 

the dong chiefs. There’s a tendency to go in a similar direction 

since procedures are shared with other dong through Mayor of 

gu reports, etc.

 Ko Eunyoung  In the case of Yeongdeungpo-gu also, the 

dong chiefs who said that it wasn’t necessary at first changed their 

minds after the presentation process. So all 18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the gu were all improved. 

 Jung Asun  Communication between three entities: 

public officials of gu, public officials of dong and the architect 

is absolutely essential in this project. It seems that good work is 

created when the public officials of gu is supportive and the dong 

chief accepts what the architect has worked hard on. 

 Yoon Seunghyun  As the MP of Eunpyeong-gu, I asked 

for the involvement of the Supervisor of Architecture Division as 

well as that of the Manager of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until the end of this project, and as promised, a reliable 

architecture supervisor was closely involved until the end of 

the project. It made my job as MP much easier. I wonder if it 

might be a good idea to create a system that can utilize the gu’s 

architecture supervisor.

 

 Lee Chungkee  In the case of Jongno-gu as well, I 

received much help from the Jongno-gu Manager and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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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우, Han Hyungwoo

고은영, Ko Eunyoung

이소진, Lee Sojin

오종수, Oh Jongsoo

관계자들이 처음부터 협조적이었고 건축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은연 중에 동주민센터에도 전달이 됐던 것 같고요. 

 한정된 예산

 고은영  영등포구는 구청에서 거의 예산 생각하지 말고 

작업해보라고 했어요. 사실 그것이 저로서는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예산에 비해 개선 안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었고요. 

물론 예산을 하염없이 책정해 준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구에서 

영등포구가 추가 예산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박제유  사실 예산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도 공공건물을 

설계할 때 예산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참여 

건축가들에게 많이 욕심 내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나중에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소진  서울시의 지원 액수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진행했습니다. 그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팔천만 원으로 알고 임하는 프로젝트와  

사천만 원으로 알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분명 다르거든요. 나중에 

더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태도가 다르고 앰비션(ambition)이 

다르니까요. 예산 지원이 더 될 줄 알았다가 아니어서 나중에 일을 

대폭 줄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의정  저희 구는 예산 배분을 MP 직권으로 노후연한에 

따라 차등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반드시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새 건물이라고 돈이 덜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적정 공사비가 얼마일까를 고민해 봤는데 순공사비가 칠천만 

원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미  우리는 게시판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웠어요. 사실 게시판을 바꿔야 개선 효과도 큽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많은 쪽이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구 MP이자 참여건축가  

 이소진  저는 이 사업에서 MP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MP로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건축가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직접 경험해 보는 

거니까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총괄적인 부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음 사업 

때는 이 문제를 고민해 보고 

열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김상현  프로젝트에 손이 많이 

가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라서 참여건축가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MP 

건축가들은 아마도 몇 배로 

힘드셨을 겁니다.

 

 이소진  감정이입이 

되니까 마음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요.(웃음)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현  저도 강동구 

MP를 하면서 한 동을 맡아 

진행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에 생각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민원대, 

그러니까 중간에 가로지르는 

턱이 하나씩 있어서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게 일반적인 

민원대의 턱을 없애는 

것이었어요. 보통 공무원은 

민원대 너머에 앉아 있지만 

방문 민원인들은 서 있습니다. 앉는다 해도 민원대 턱의 반대쪽에서 

상대방을 잘 볼 수도 없는 방식으로 앉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모두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이 자신의 모니터를 

뒤에서 보여주는 것에 아주 극단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 보이지는 않게 타협을 했고, 동장의 중재로 

어느 정도 해결은 했습니다. 결과적으론 주민들이 주인이 된 것 

같다는 얘기, 문턱이 낮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천의영  저도 참여건축가들에게 민원인과 공무원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자고 했습니다. 대체로 일자형으로 대립되는 

형태의 민원대는 가급적 지양하자고 했지요. 그 제안의 기본 로직은 

수요자 중심 마인드, 고객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김상길  건축 디자인으로 사용자들의 의식이나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기존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조직과 

행태, 시스템들이 너무 완고하더라고요. 사실 예산의 문제도 있어서 

사용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건축 디자인이 갖고 

있는 좋은 의도를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의영  직원들은 특히 

자리의 방향에 예민합니다. 

민원인을 바라보고 앉아 

있지 않으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미리 솔직하게 그들의 

officials. I requested that they support the participating architects; 

I told them that if there are any issues, to say that it’s the Mayor 

of gu’s opinion and push forward strongly so that there are no 

disruptions. I am very grateful that they were eager to cooperate 

and we finished without any major problems.

 Kim Changgyun  In the first stage project I was in charge 

of Seongdong-gu. At that time I worked without difficulty in 

perfect conditions such as full support of the gu, dedication of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good ideas by the architects, etc. 

 Seo Hyun  It all boils down to the people. And relationships 

can’t be generalized. 

 Lee Jinwook  I had a lot of advantages working as the MP 

of Nowon-gu because I live there. I stopped by the gu office quite 

often and during construction I would go around visiting the sites 

every weekend. That helped immensely in playing the role of the 

MP from in between. Luckily, the gu’s staff were cooperative from 

the beginning and respected the architect. And it seemed to have 

been covertly passed on between the dong chiefs.

 Limited budgets

 Ko Eunyoung  As for Yeongdeungpo-gu, the Mayor said 

to give it a try without putting too much thought into the budget. 

Actually, it was a great burden for me. I was worried that they 

might not like the enhancement compared to the budget. Of 

course, that doesn’t mean that the budget has no limit, but to my 

knowledge Yeongdeungpo-gu had the largest additional budget of 

all the districts.

 Park Jeyu  Actually, the budget is not sufficient. I also had 

a hard time with budgeting when designing public project in the 

past. So I asked the participating architects not to be greedy, but 

to choose and concentrate. If you’re greedy, there’s a possibility 

of losing everything because of the budget. 

 Lee Sojin  I was aware of the total amount supported by 

Seoul City, but I didn’t know how much of the budget I could 

actually use. That’s not a very good situation. There is certainly a 

difference between the projects that you know has 80 million won 

and one that you know has 40 million won. Even if it is supported 

later on, the attitudes and ambitions are different. There were 

times when I understood that I was going to have more budget 

support, but had to drastically decrease the work because it 

wasn’t happening. 

 Woo Euijung  With authority of the MP, Gwanak-gu 

allocated the budget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age of the 

centers. But just because the building is old does not necessarily 

mean higher costs, nor does a newer building cost less. So I 

deliberated what the reasonable construction cost should be, and 

determined that the net construction cost should be at least 70 

million won.

 Kim Yongmi  We tried to change the bulletin boards, but 

it wasn’t easy because of the budget. In fact, the bulletin board 

needs to be changed in order to achieve maximum effect. In any 

case, the more budget you have, the better effects you get.

 MP of gu / participating architect 

 Lee Sojin I thought about whether it is good or bad for 

the MP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project. At first I thought that 

getting involved in the project as an MP would be helpful because 

I would be directly experiencing the problems that architects 

could face, but that left me with less time to focus on general 

management. For the next project, I think it will be better to keep 

this problem open to think about what’s best.

 Kim Sanghyun  Because it was a project that demands a 

good amount of time and effort, the MPs who worked on it as 

participating architects all said that it was tough. 

 

 Lee Sojin  I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in their shoes, 

and I become weak-hearted. Maybe I can be more objective if I 

was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project? 

 Seo Hyun  As MP of Gangdong-gu, I took charge of one 

dong because there were several ideas in my head. One of them 

was to change the design of the public service counters. Ever 

since the Japanese occupation, the counters wer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resembled dividing walls. Public officials usually 

sat down behind the counters, and the visitors stood on the other 

side. Even if they could manage to sit, they could not see the 

other party across the counter because it was too high. I wanted 

to fix this. But the problem was the officials were extremely 

resistant to having their computer monitors shown. We eventually 

made a compromise to have them only partially visible, and the 

issue was resolved to a certain extent with the help of the dong 

chief’s mediation. I later heard the feedback from the residents 

that they felt their voices are heard better and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are more approachable. At any rate, I was utterly 

surprised at how resistant the staff was toward making changes.

 Chun Euiyoung  I also proposed to the participating 

architects let’s not think dichotomously like public officials on one 

side and visitors on the other, and if possible let’s avoid the public 

service counter designed in a straight line because it appears 

confrontational. The starting point of all this is user-centered 

thinking and customer-oriented service design.



38 39

얘기를 듣고 사전에 전략을 짜서 플랜B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 중에 타협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에 완충장치를 가지는 것도 좋겠지요.  

 한형우  이주 외국인들이 많은 동주민센터는 보안 문제의 

해결이 우선시됩니다. 또 

모든 직원이 같은 층에 

있기를 원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김창균  두 팀 정도를 

다른 곳에 보내고 1층을 

비워주면 민원인 공간이 

넓어질 텐데요. 변화가 

어려운 것이지 동주민센터 

안에는 생각보다 잉여공간이 

많습니다.  

 고은영  보통 동주민센터가 폐쇄적인 이유는 보안 때문이에요. 

직원들은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것을 싫어하지요. 결과적으론 

밝은 공간이 제공되니까 만족해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설득하는 게 

무척 힘듭니다.

 한형우  그런데 이러한 요구가 동마다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동은 한 층에 모든 직원이 다 있었으면 하고, 또 

어떤 동은 동장실 없어도 좋으니 대민 리셉션 공간 늘리고 직원들 

분산 배치하자고 합니다. 문득 동장의 개인 성향에 따라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침이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충기  환경의 변화에 거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동주민센터의 폐쇄적인 구조를 떠올려 본다면 그동안 엄청나게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도 민원대를 아일랜드 

타입의 방식으로 제안한 획기적인 설계안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민원 부서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겠지만요.  

 차세대 동주민센터  

 서현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것이 원탁 민원대였습니다. 

일대일 상담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면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충기  오픈된 테이블이 하나 있고 민원인이 테이블에 

앉으면 공무원이 와서 도와주는 방식, 모니터를 같이 보면서 

프린트할 게 있으면 해서 갖다 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인원 충원은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고은영  저도 직원의 

개인 자리가 없는 복지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나 

큰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북 

갖고 상담하는 것을 제안해 

보았는데 직원들이 엄청 

놀라더라고요. 노트북 사용도 

익숙하지 않다고 하고요. 

사실 공간적인 성취는 기대할 

수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일을 해본 

게 아니라서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창균  1단계 

사업에서 시장님의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도 개인 자리가 없는 

그런 공간을 한 번 만들고 

싶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서현  저는 그런 실험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등가의 

투자로 어렵다면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지요.  

결국 상상력의 문제입니다. 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 사업의 

지향점은 공간 조직이 새로운 민주사회에 얼마나 잘 들어맞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제안자는 건축가들이겠죠. 새로운 세대의 

동주민센터, 이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토론의 

주제로 삼아야 합니다. 

 김상현  저희도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꼭 도입해 보고 

싶었습니다. 개인 물건은 사물함에 보관이 가능하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직원들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2단계 사업으로 경험이 생겼으니 다음 사업에서는 몇 

개동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P가 구청장과 

합의를 이끌어 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정아선  그런데 단순히 자리 배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이 되려면 문서를 누구에게나 꺼내 줄 수 있는 전산망 

시스템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그밖에 고민해 봐야 할 여러 문제들

 천의영  저는 참여건축가들에게 주민들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 만들기를 요구하면서 한 가지 강조할 만한 개선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입구를 좀 넓게 한다든지, 카페를 

만든다든지, 마당을 좀 열어 둔다든지….

 우의정  그럴 때 지역성을 가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동주민센터가 서로 다양성을 갖고 조성되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기도 한데, 특히 그 지역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한 

김용미, Kim Yongmi

우의정, Woo Euijung

박제유, Park Jeyu

 Kim Sanggil  I thought it would be possible to change 

users’ perception or behaviors through architectural design, but 

found that the organization, behavior and systems based on the 

existing community service center were too obstinate. Actually, 

because of budget issues, it’s useless unless the user is willing to 

accept good ideas. I think we need to find how to make the good 

intentions of architectural design achievable. 

 Chun Euiyoung  Public officials are particularly sensitive 

to the direction of the seat. I think they’re nervous if they’re 

not sitting facing the visitor. It’s necessary to hear their candid 

opinions in advance, and strategize to establish a Plan B 

beforehand. Because sometimes you have to make compromises 

during the process. It would be nice to have a shock absorber for 

potential problems.

 Han Hyungwoo  Community service centers with a high 

number of migrant foreigners have a priority in solving security 

issues. And all the staff want to be on the same floor; they are not 

very willing to change that. 

 Kim Changgyun  If you send about two teams to another 

space and leave the first floor empty, the public service area 

would be larger. Making changes is the difficult part, but there 

are more surplus spaces i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an we 

think.

 Ko Eunyoung  Usually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s 

exclusive because of security. Public officials do not like it when 

everything is clearly seen from the outside. In the end,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bright space provided, but it was very difficult to 

persuade them in the process.

 Han Hyungwoo  The thing is, every dong has different 

demands. Some want all staff on one floor, and some say they 

don’t need to have a dong chief’s office, but would rather have 

an increased reception area for the public and to have distributed 

arrangements for the staff. I suddenly wonder if the direction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dong chief’s personal 

tendency. We could respon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but I'd rather have guidelines.

 

 Lee Chungkee  Despite the opposition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if you recall the closed structure of previous 

community service center, you can see that massive changes have 

been made. Even in this project, I think there was an innovative 

design proposal of making an island type public service counter, 

and I think more changes are to come in the future. Of course, 

there would need to be a shift in perspective among the public 

service departments. 

  Next-generation Community Service Centers 

 Seo Hyun  What I wanted to make in the beginning was 

a round table. I thought it would be nice to make it like having 

a one-on-one consultation, but it was difficult to plan sufficient 

area.

 

 Lee Chungkee  You could think of ways like, if there is 

an open table and the visitor comes and sits at the table, the 

public official would go over and help, and if you want to print 

something on the computer screen while looking at it together, 

they could print and bring it over to you. If that happens, 

increasing the number of staff would not be a problem, as it 

would be run very flexibly.

 Ko Eunyoung  I also considered the work space of the 

welfare team without designated seats. I proposed an idea with 

anyone sitting at a big table with a laptop, but the staff was really 

alarmed. They said they are not used to using laptops. To be 

honest, we could expect to see spatial achievement, but it’s nearly 

impossible to persuade the staff because we have never actually 

done their jobs before.

 Kim Changgyun  That's exactly what the Mayor was 

thinking in the first stage project. I wanted to try creating such a 

space without designated seating, but it was really challenging.

 Seo Hyun  I believe such experiments are extremely 

significant. If they are difficult to do with an equivalent 

investment, it would be important to make room for 

experimenting. Eventually it is a matter of imagination. Also, I 

think, the focus of this project is on how well spatial organizations 

fit into the new democratic society. The real proponents would 

be the architects. We need to discuss what the next generation 

community service center should look like. 

 Kim Sanghyun  We also really wanted to try implementing 

“smart working”. I didn’t expect it to be difficult because personal 

items can be stored in a locker, but in reality there was strong 

resistance. Now that we have some architects who know how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operates, it would be nice to have a few 

centers run pilots in the next project. If the MP is able to bring 

the mayor of the gu to agreement, there is room for us to secure 

a budget.

 Jung Asun  But it’s not only a matter of seating 

arrangements. In order to be able to do that, a scomputer network 

system in which anyone can retrieve documents needs to be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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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정도는 드러났으면 

합니다. 이번에 저는 

참여건축가들에게 지역의 

특성을 한 가지씩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성현동 

주민센터처럼 학부모들이 

잠깐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는 외부 평상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은 무조건 램프를 둬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정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미  모든 사람이 

스스럼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방공간은 무엇일까요? 

특정 모임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진짜 공유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커뮤니티 공간은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개방되지 않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라리 카페처럼 좀 더 여유로운 개방공간,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의정  사회와의 접촉면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요즘 건축가들 

사이에 회자되는 탈중심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카운터가 클러스터(cluster)를 이루는 중심성은 

보기엔 좋지만 행정, 민원, 복지 등 부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인 영역의 인지가 더 필요하기도 하지요. 

 박제유  주민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더 

놀란 건 동주민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입니다. 대민 봉사를 하려면 

직원들이 즐거워야 하는데, 자리가 좁고 직원 휴게공간도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김용미  주민에게 공간을 내어 주면 직원들의 공간은 

더 좁아지게 마련입니다. 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다음 번엔 공무원 복지도 좀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의의

 한형우  이 사업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설 공간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디자인된 공간을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박제유  건축가들에게 봉사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김상현, Kim Sanghyun 

정아선, Jung Asun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건축가들은 봉사할 기회가 

없거든요.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든 간에 공공 봉사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 사업을 계기로 건축가의 

사회 기여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주민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건축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한형우  굳이 봉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3개월 정도 의미있게 시간을 썼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소진  굉장히 많은 인력이 같은 주제로, 같은 시간대에 일을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또 비슷한 방향을 갖고 진행했음에도 결과가 

제각기 다른 것도 놀랍고요.

 오종수  그런데 엄청난 열정을 보여준 건축가들이 있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평균이 되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열심히 한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서현  이 사업의 목적은 인테리어 잡지에 등장할 만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운 동사무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MP들은 먼저 이 사업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충기  종로구의 경우는 편리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결과물이 좀 평이해 보입니다. 시민들이 와서 분명히 

달라졌다고 인식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사진으로 멋있게 보이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김상현  아마도 적당한 대우와 조건에서 작업한다고 생각한 

건축가들은 없었을 거예요.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헌신적으로 

재능을 발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용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른 무엇을 

짓는 것보다 더 클 겁니다. 언젠가는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파출소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공공시설의 최전선들이 바뀌면 

공간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Problems to contemplate 

 Chun Euiyoung  I asked the participating architects to 

focus on one improvement to emphasize while asking them 

to create a space that residents would want to remain in. For 

example, you might want to make the entrance a little wider, 

make a cafe, or keep the forecourt open…

 Woo Euijung  It would be good to add locality. An 

important principle is th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of 

Seoul  have an element of diversity and I wish there was at least 

one noticeable reason of being in that area. This time I asked 

the participating architects to find one local characteristic. For 

example, in the Seonghyeon-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located in front of an elementary school, there could be a wooden 

platform bench outside for parents while they wait for their 

children, or in areas with many elderly people, ramps would be a 

must... I think it would be good to have such parts standardized. 

 Kim Yongmi  What is an open space that anyone can 

access without hesitation? There is a need to think about ways 

that something can really be shared, not just specific gatherings or 

exclusive property of a specific group. I realized that community 

space is not open to all residents in reality, and there is a high risk 

of this happening. I would rather have a more relaxed open space 

like that of a cafe, where anyone can rest in. 

 

 Woo Euijung  As to increase contact surface with society, 

it would also be good to think about decentralization, a hot 

topic among architects these days. The centeredness where the 

public service counters form a cluster is pleasing to the eye; but 

in situations where departments such as administration, public 

service and welfare grow,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independent 

zones. 

 Park Jeyu  It’s true that there is not enough space for 

residents i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but what was more 

surprising to me is its poor working environment. The staff need 

to be happy in order to serve the people, but there were many 

places with cramped seats and no space for staff to rest.

 Kim Yongmi  Giving space to the residents would mean 

less space for the staff, and it was challenging to balance them. 

Next time, I think we should give consideration to civil servants’ 

welfare.

 The project’s significance

 Han Hyungwoo  In any case, it is meaningfull that the 

quality of space in a facility that we visit routinely is changed, 

because it's important for people to see naturally designed space 

in an everyday space. 

 Park Jeyu  It was also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the architects to engage in volunteer 

work, because in fact, our architects do not have a chance to 

serve. Whatever the occasion, I think it can be viewed as a 

concept of public service. Also, one can reflect upon an architect’s 

contribution to society through this project. From the standpoint 

of the citizens and the staff who are accepting it, they might have 

obtained a good impression of architects.

 Han Hyungwoo  Even without using the word “service”, 

most of the architects will consider that they spent three months 

meaningfully.

 Lee Sojin  It’s amazing that so many people worked with 

the same idea,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surprising how each 

outcome varies even though they were working in a similar 

direction. 

 Oh Jongsoo  The fact that some architects overtly showed 

great enthusiasm is appreciated, but it should not become the 

standard, as there are many who worked hard guietly behind the 

scene.

 Seo Hyun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not to make 

something that looks like something in an interior magazine, but 

to present a new community service center.

 Lee Chungkee  In Jongno-gu, the objective was 

convenience, so the results seem to be a little less fancy than 

in other gu. I thought it would be enough if citizens can come 

and definitely see the difference, and wasn’t interested in good-

looking images. 

 Kim SangHyun  There are probably few people who 

believe that they worked under proper terms and conditions. I 

would like to thank all those who demonstrated their abilities and 

dedication for this project’s intent.

 Kim Yongmi  I believe that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space improvement project is very successful. 

While we’re at it, I hope it can spread nationally. The effects of 

this project are possibly more tangible to citizens than having 

a cultural center built for them. Maybe one day the police 

substations can be transformed as well. I have no doubt that 

changing the most basic public facilities will lead to change in 

people’s perceptions of the quality of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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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재생과 문화

	 구로구	오류2동	

	 종로구	삼청동

	 종로구	창신1동

 커뮤니티 링크

	 은평구	응암2동

	 영등포구	대림2동

 내외부 공간 연계를 통한 공간 확장

	 노원구	공릉2동

	 동대문구	장안1동

	 서대문구	홍은1동

 도시 맥락 속의 공공 건축

	 노원구	상계5동

	 양천구	목3동

 유휴공간의 활용

	 동작구	상도3동

	 서대문구	홍제3동

 공간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개선

	 마포구	신수동

	 종로구	숭인1동

	 은평구	응암3동

 휴식과 소통을 위한 쉼터 제공

	 동작구	신대방1동	

	 동대문구	이문2동	

	 영등포구	신길1동	

	 강동구	성내3동

 Urban regeneration & culture

	 Oryu	2-dong,	Guro-gu	

	 Samcheong-dong,	Jongno-gu	

	 Changsin	1-dong,	Jongno-gu		

 Community link

	 Eungam	2-dong,	Eunpyeong-gu	

	 Daerim	2-dong,	Yeongdeungpo-gu	

 Spatial expansion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spatial connection

	 Gongneung	2-dong,	Nowon-gu	

	 Jangan	1-dong,	Dongdaemun-gu	

	 Hongeun	1-dong,	Seodaemun-gu	

 Public architecture in urban context

	 Sanggye	5-dong,	Nowon-gu	

	 Mok	3-dong,	Yangcheon-gu	

 Revitalizing underused space 

	 Sangdo	3-dong,	Dongjak-gu	

	 Hongje	3-dong,	Seodaemun-gu	

 Efficient improvement through spatial replacement			

	 Sinsu-dong,	Mapo-gu	

	 Sungin	1-dong,	Jongno-gu	

	 Eungam	3-dong,	Eunpyeong-gu	

 Providing space for rest and communication

	 Sindaebang	1-dong,	Dongjak-gu	

	 Imun	2-dong,	Dongdaemun-gu		

	 Singil	1-dong,	Yeongdeungpo-gu	

	 Seongnae	3-dong,	Gangdong-gu	

공간 개선 주제별 사례 Thematic space improvement projects



44 45마을재생과 문화 Urban regeneration & culture

건축가 | 김원진(이미지 내러티브 웍스)

동장 | 김상재

프로그램 | 도서관 

개선 면적 | 지상 1층-40m2(대지 면적 238m2)

주요 마감재 | 홀블럭, 페인트, MDF, 쇄석

시공 | 솔로몬 KC 종합건설

준공 | 2016. 7.

변경 전

Achitect | Kim Wonjin(Image Narrative Works)

Dong chief | Kim Sangjae

Program | Library 

Improved area | 1F-40m2(site area 238m2)

Finishing materials | Hole block, paint, MDF, crushed 

stones

Construction | Solomon KC Construction Co.,ltd

Completion | July 2016

올해 초, 오류2동 주민센터는 고민이 생겼다. 

이곳에서 함께 생활해야 할 복지 행정 담당 

직원이 7명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이미 포화 

상태인 주민센터에 이들의 새 둥지를 마련하는 

것,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오류2동 

공간개선 사업의 시작이었다. 

더 이상의 인원수용이 불가능한 기존 주민센터. 

과연 어느 곳을 업무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2층의 마을문고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데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공간의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도서관을 없앤다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센터를 나와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니 

바로 뒤 편에 낡은 집 한 채와 쓰레기만 가득한 

작은 공터가 보인다. 예상치 못한 광경에 

이 공간의 정체가 궁금해진다. 맹지인 터라 

신축은 물론이고 가설 건물조차 들일 수 없는 

집터. 얼마 전 화재까지 발생했던 탓에 더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집이다. 문득 버려진 

이곳에 사람들이 북적대는 장면이 오버랩 

된다. 책 읽는 아이들, 차 한잔을 두고 담소를 

나누는 어른들,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한 

따듯한 장면이다. 폐가를 마을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가치를 찾아 숨을 불어넣다

서른다섯 평 남짓의 낡은 집은 사람들의 

분주한 손길에 도서관으로의 변신을 시작한다. 

벽을 허물고 문을 떼어내자 공간은 조금씩 

확장된다. 문이 사라진 방에 커다란 책장을 

들이고 13,000여 권의 책까지 채우고 나니 

제법 열람실답다. 지나는 길 책 한 권 읽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 한쪽에는 

아담한 주방 겸 탕비실도 마련됐다. 

도서관에는 유난히 창이 많다. 거실과 방에 

있던 창, 그 위치를 그대로 살려 옛 건물의 

흔적을 간직한 것이다. 깔끔하게 어루만져진 

커다란 창에는 마을의 여러 모습이 담긴다. 

그렇게 창은 안과 밖을 이어주며 도서관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사랑방으로 

거듭나게 한다.

도서관 밖으로 나오면 허리춤까지 오는 

나지막한 담장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입구에서 

뒷마당까지 이어진 길이 40m 가량의 담장은 

도서관의 백미다.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이끌며 아늑한 

뒷마당을 조성하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존 집터를 따라 쌓은 담장은 이 

땅의 과거를 담아내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도서관 마당은 24시간 열린 공간이다. 입구 

쪽 담장에도 뒷마당으로 가는 길목에도 문이 

없기 때문이다. 낮은 담장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외부와 구별할 뿐 경계 짓지 않는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 누군가는 도서관의 

지나친 개방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행히 도서관은 개관 이후, 주민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 이용자들의 노력이 모여 모두의 

공간으로 큰 탈 없이 안착한 듯하다.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주민센터의 기존 

공간도 일부분 리모델링했다. 1층 민원실은 

밝은 느낌이 들도록 재단장했으며, 마을문고가 

있던 2층은 사무집기를 배치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비용만을 들여 업무공간으로 

조성했다. 오류2동 주민센터 개선사업은 

도서관 이전에 포커스가 맞춰진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변화라는 큰 취지에서 

보면 비용 대비 최선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소통을 통해 함께 지어나가다

오류 2동 주민센터는 건축가와 구청 및 동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의 끊임없는 협의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마을 한복판에 도서관이 

들어서는 일이니 소통과 배려가 없이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더 나은 마을의 공동 공간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는 더욱 뚜렷해졌다. 

행정 관계자들은 예산 등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다양한 이견을 조율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건축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 이 글은 건축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구로구 | 오류2동 Guro-gu | Oryu 2-dong

홀로 남은 땅, 
모두의 도서관이 되다 

Abandoned piece of land 
transforms into library for 
everyone 

1 책방  2 마당  3 공원 

평면도 | 변경 전

평면도 | 변경 후

1

1 2

3

1

Earlier this year, Oryu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had a problem; seven 

more welfare officials were moving in. 

This meant that already tight room in the 

center's building would be even more 

cramped for the people here. In fact, it was 

nearly impossible to accommodate more 

personnel in the building. So the question 

was whether there is any more space we 

could secure to address the problem.

I stepped outside the center to look 

around. Then I found a small lot right 

behind the building. It was occupied by 

an old shanty and a huge pile of garbage. 

Surprised at the discovery, I began to 

wonder what this small parcel of land was 

about. The land having no access to roads 

at all, they would not give a construction 

permit to build a new building here. In 

addition, the place seemed even gloomier 

after the recent fire accident it suffered.

For some reason, however, an illusion 

began to overlap what I was seeing at 

the moment. And all of a sudden, this 

abandoned piece of land transformed into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a place 

full of of human warmth with kids reading 

books and grown-ups talking over a cup 

of tea. From what I had seen through 

the illusion, it was clear what we were to 

do with this place: renovate everything 

inside and reinvent the place into an open 

library where people could relax and enjoy 

themselves.

 How we reinvented the trace of 

history into something meaningful and 

useful

With the help of busy working people, the 

small house (with an area about 115m2) 

began to change. After we tore down the 

walls and removed the doors, the small 

room gradually got bigger and bigger. Now 

that we brought in large bookshelves and 

filled them with nearly 13,000 books, the 

place actually looked like a decent reading 

room now; there would be nothing you’d 

whine about when you drop by the place 

and start reading. In fact, the place even 

has a small canteen/kitchen in the corner 

too, so that you could have a cup of tea 

while reading. 

For a library, the place has many windows. 

It was part of our effort to leave a trace 

of the old building by not removing the 

windows at all. Around the library lies 

a low fence, which is about waist-high 

so that it doesn’t look too exclusive. 

Actually, the 40m long fence that starts 

from the entrance is the highlight of the 

work; it eventually leads the passers-

by into the library. Stretching all the 

way to the backyard from the entrance, 

the fence also serves as a final touch in 

creating a comfortable and cozy backyard. 

Surrounding the boundary of the old 

shanty, the fence also represents another 

effort of ours to preserve the history of the 

land.

Without any door at the entrance, both 

front and backyard of the library remain 

open 24 hours a day. The low fence is just 

there to tell you that a library sits here, 

with no sense of closedness at all. For this 

“excessive” openness of the library, some 

expressed their concerns over potential 

risks. Fortunately, the library successfully 

settled as a place for everybody with no 

particular problem thanks to combined 

effort of the center officials, volunteers, 

and users.

In line with the original concept of 

the project, we remodeled a part of 

the existing spaces i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oo. At a minimal cost, we 

refurbished the public service area to 

lighten up the mood inside and created 

work space by arranging office furnitures 

on the second floor where the original 

village library wa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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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together through 

communication

Oryu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represents the result of constant 

communication among the architect, 

public officials from both gu and dong 

office, and residents. Since it was about 

establishing a library in the middle of the 

town, the whole projec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communication and 

consideration for one another from the 

first place. However, as we went through 

everything on our way, our common goal, 

to create a place shared by everyone in 

the village, increasingly became more 

visible. To this end, those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did the best they 

could do: they addressed the real issues 

including the budget and closed the gap 

between different opinions of the residents, 

thereby empowering the architect to draw 

the best results from the project. 

* This article was written based on our 

interview with the architect.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

도서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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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 회원분들은 아마 동 청사에서 나가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소외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대신 그분들께는 좀 더 넓고 쾌적한 

장소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물론 사소한 대목에서 이견은 많았습니다. 

담장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담에 문을 

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조율이 

필요했지요. 자칫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옆 건물인 다세대 주택의 담장을 

트지 못한 겁니다. 그 담장만 터 내면 대로에서 

도서관으로 곧장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주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거주자 입장에서는 매일 백여 

명의 사람들이 집 앞으로 지나가면 사생활이 

침해되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협조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완성된 

후 필요한 집기를 채우는 데는 마을금고에서 

후원해주기도 했어요. 관공서, 주민, 봉사자, 

마을금고까지, 모든 이들이 마음을 모으지 

못했으면 이뤄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일궈냈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 포스터가 붙어 있던데, 

도서관이 이전하기 전에도 이런 

행사들이 있었나요? 새 건물로 

옮겨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이 공간이 동네에 어떤 활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장  우선 이용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전에는 하루 100여 분의 주민이 도서관을 

이용했는데, 현재는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변화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도 많이 

늘었다는 점이에요. 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은 동에서 지원하지만, 실제로 

도서관을 꾸려가시는 분들은 스무 분 정도의 

봉사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겠다는 분이 더 

많이 생겼고, 그분들의 연령대도 낮아졌지요. 

사실 이런 주민 시설을 운영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생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의미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동네를 가꿔간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무턱대고 처음부터 주민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어도 방향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무언가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려면 관련인들과 연대도 

시켜줘야 하니까요. 물론 행정적인 도움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공서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 동의 경우는 이 

도서관을 기점으로 주민자치가 원숙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자를 모으는 것부터 난항을 겪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서로 봉사를 하겠다고 

나서주시니 운영에 문제가 없죠. 그분들의 

마인드도 감사해요. 일례로 단합대회차 외부에 

다녀오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남는 돈은 

다시 도서관에 투자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번 사업에 들어간 돈은 1억 

남짓이지만, 그 결과물이 이끌어낸 효과를 보면 

그 수십, 수백 배는 되지 않을까요.

Your community center is more focused 

on its library, which is supposed to be a 

subsidiary facility of the main building 

where they mainly deal with the civil 

affairs. What made you agree with the 

direction of the project?

 Dong chief  Oryu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is the oldest 

community service center in Guro-gu 

District, which means it was time to go 

through a rebuilding or build a new one. 

However, if we invested too much on 

the main building only, it might have 

been a waste of budget. In that context, 

I realized that renovating the old shanty 

to relocate the village library, which took 

up the whole space on the second floor, 

would actually mean improving the space 

shortage in the main building in a broad 

sense. By doing so, we could arrange the 

Welfare Team on the first floor (because it 

deals with the most public service) and the 

Administration Team on the second.

Listening to my explanation on the 

situation and our approach to deal with 

it, people at the district office decided 

to support us with no hesitation. In a 

nutshell, we began the project by thinking 

out of the box to practice “creative public 

administration”, and that led to optimal 

results for everyone concerned. 

  There were quite a few 

stakeholders directly involved 

in the project, including those 

who owned the land and the 

house, owners of the surrounding 

buildings, and volunteers who 

will use the facility. Please tell us 

about what was communicated 

and discussed with them during 

the project. 

 Dong chief   First of all, we had to 

deal with the person who owned the house 

and two more for the land. I wouldn’t say 

that it was easy, but they were generous 

enough to agree with the purpose of the 

project and decided to lease the house and 

the land at a very affordable cost. Thanks 

to their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local 

community, we could launch the project 

after all.

Indeed, we were faced with differing 

positions and opinions on small matters. 

For example, we had to go through heated 

discussions on the height of the fence and 

whether to install a gate at the entrance or 

not. Some were concerned the place might 

turn into a crime-ridden place. Fortunately, 

there had been no such issues so far.

To furnish the interior after we finished the 

renovation for the library, the village fund 

sponsored us. As such, the whole projec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concerted support of all stakeholders 

including us 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residents, volunteers, and the 

village fund. After all, we came together as 

a local community and achieved such an 

impressive result on our own, and I believe 

that is the most meaningful part of the 

project.

 

  Please tell us about what has 

changed after the library moved 

into the renovated house. How 

does the facility contribute to the 

local community?

 Dong chief   First of all, we had 

a big increase in the number of visitors. 

While we had only about 100 visitors a 

day in the past, we now have nearly 150 

visitors. Another significant change I would 

like to emphasize is that we have more 

volunteers who work at the library. While 

we at the community center are in charge 

of basic operation of the old library, there 

used to be about 20 active volunteers 

who actually ran the place. However,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library has 

relocated. We now have more volunteers 

of younger ages, too. 

interview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1차 

목표는 업무공간의 개선입니다. 그런데 

오류2동은 업무공간인 주민센터 

본관보다 주민 지원시설인 도서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번 사업에 접근하셨나요?

 동장  오류2동 주민센터는 구로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사무소입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본관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자칫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관 

개선과 도서관 개선이 넓은 의미에서 같다고 

봤습니다. 일단 그 장소는 쓰레기만 가득한 

상태로 방치돼 있던 터라, 워낙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복지팀이 그 자리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업무가 이원화 되니 주민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문고는 주택으로 이전하고, 민원이 많은 

복지팀은 1층에, 주무팀은 2층에 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구청에도 이러한 

취지를 설명했더니 흔쾌히 협조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고정관념을 탈피 한, 그것이 바로 

창의 행정이 아니겠냐는 생각에서 시작된 

작업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셈이죠.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지가 사유지이니 

소유자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주변 건물주들이나 실 이용자인 

자원봉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니까요. 이분들과의 협의와 소통 

과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장  먼저 집 주인 한 분, 땅 주인 두 

분, 총 세 분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취지를 잘 이해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건물과 부지를 임대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해 

주신 덕분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Kim Sangjae(Oryu 2-dong chief )  김상재(오류2동 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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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 김병옥(㈜기용건축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원식

프로그램 | 민원실, 외부공간 

개선 면적 | 지상 1층-170m2

주요 마감재 |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물갈기 후 에폭시라이닝, 

청고벽돌

시공 | ㈜건우아이디

준공 | 2016. 7.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사무실   2 민원홀  3 마을문고  4 업무공간  5 주민편의 영역

6 복지 상담실  7 외부 편의공간

공공미술 프로젝트 | 최두호, 이재성의 ‘기농정(基農亭)’
변경 전 

Architect | Kim Byeongock(ubacguyon)

Dong chief | Lee Wonsi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exterior space

Improved area | 1F-170m2

Finishing materials | Water paint on GSB, epoxy coating 

after wet rubbing, vintage style brick

Construction | Geonu Interior Design

Completion | July 2016

삼청동 주민센터 프로젝트는 몇 년 사이 

급격히 변화하는 삼청동의 모습에 조금은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이미지를 구상하고, 

외부인과의 관계(관광객 이용 80%, 주민 

이용 20%)에서 주민센터의 대응 방법과 실제 

주민센터 이용고객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흥미를 가진 

프로젝트다. 주민(이용객)과 운영자(주민센터 

직원)측의 의견에 귀 기울여 현 주민센터의 

문제점을 찾아내 내·외부의 공간변화를 

구상했으나 외부공간보다 내부공간의 개선이 

조금 더 시급하여 내부공간 개선에 중점을 

두어 접근했고, 진행 도중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작업하게 되어 외부공간 일부를 

서울문화재단 측에서 설계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했다(건축가 최두호 작업). 주민센터 

내부에 있던 폐쇄적인 마을문고를 개방적인 

공간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외부로 열린 

공간을 만들고, 복지상담실 신설과 잡다한 

서류들로 가득 한 어두운 사무공간 레이아웃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공간구성 틀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관광이용객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구성했다.

The project focused on improving the 

interior space, and with the cooperation 

of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FAC), a part of exterior space was 

designed by the Seoul Foundation for the 

Arts and Culture(Architect Choi Dooho). 

The isolated community library located 

i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created 

the open space by bringing it outside 

and made it accessible. By changing the 

layout of dark office space filled with 

miscellaneous documents and establishing 

a new consultation room for welfare 

services, it created the space where it is 

actively approachable to the residents and 

travelers, breaking out from the existing 

spatial structure. 

종로구 | 삼청동 Jongno-gu | Samcheong-dong

주민 쉼터가 된 공공예술 
Public art which became the 
residents̓  shelter

1

4

5

7

6

2

3

1층 평면도 |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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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 정기정(유오에스건축사사무소(주))

동장 | 박정길

프로그램 | 민원실, 외부담장 

개선 면적 | 지상 1층-157.34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합판

시공 | (주)삼우에스디

준공 | 2016. 7.

사진 | 주용성

공공미술 프로젝트 | 유화수의 ‘건설적인 드로잉_창신동’

Architect | Jeong Gijung(UOS_aRCHITECTS) 

Dong chief | Park Jeonggil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fence

Improved area | 1F-157.34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Construction | samwoo sd Co.,Ltd.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Joo Yongseong

창신1동 주민센터는 재활용센터에 가려서 

인지성이 떨어졌다. 동청사의 인지성을 

높여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다. 

재활용센터 맞은편에는 칠이 벗겨진 담장이 

있어, 산만하고 지저분했다.

긴 진입부에 시각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성곽을 닮은 동청사의 담장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기존 동청사 앞마당에만 있었던 

나무 루버와 통일하여 동청사로 가는 길로서 

진입로를 강조하였다. 나무 담장 위에는 

유화수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창신동의 역사와 

이미지를 담은 예술작품을 설치하였다.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of 

Changshin 1-dong was covered by the 

recycling center, which made it less 

recognizable. There were many opinions 

of residents asking to increase the positive 

percep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ith the fence that has a peeling 

paint on the opposite side of the recycling 

center, the place seemed scattered and 

dirty. The plan was to establish the fence 

at each entrance of the community center 

as a “Fortress Wall” which could make 

a visual effect. It emphasized the access 

road as a way 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by unifying with the wooden louver 

which existed only in the front yard. On 

the wooden fence, art works containing 

the history and image of Changsin-dong 

were installed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artist Yoo Hwasu.

종로구 | 창신1동  Jongno-gu | Changsin 1-dong 

나무 담장 위 예술 작품
Art works on a wooden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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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2동 주민센터 개선사업은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의 연결이 잘 작동되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를 반영하듯 이곳은 

시작부터 건축가와 행정관 사이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커뮤니티를 보여주며 지금의 큰 변화를 

함께 만들었다. 책을 읽는 작은 도서관, 소소한 

모임이 진행되는 카페, 마을 행사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당까지, 모두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동주민센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더욱 기대된다. 

  이곳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출범식 

당시 현장 방문처로 제막식을 하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 우선, 담당 

건축가로서 사업 초기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축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도 

했지만, 기존 램프와 지하공간의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해 보였습니다. 노후도가 

은평구 내에서 1,2위를 다툴 정도였으니까요. 

제한된 예산 때문에 거창한 개념이나 방향성의 

제시보다는 가장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연결점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습니다.

  보기에 가장 열악한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건축가  활용도가 낮은 1층 주민공간과 

불편을 넘어 위험할 정도인 주출입구였습니다. 

또 한정된 공간에 추가 인원의 업무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민을 하다보니 단순히 내부 

공간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외부의 

통합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단 위치의 변경부터 부출입구 

설치까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건축가  처음에는 외부 계단의 일부만 

줄이는 소극적인 계획이었지만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현재의 계획안으로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주어진 기본 

예산으로는 민원실 개선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주민센터와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사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구청 차원에서 추가 예산투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말씀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공감과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해 

주세요.  

 

 건축가  주출입 계단을 옆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도로에서 1층 주민공간으로 직접 

연결되는 부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또 2층 

민원실로 연결되는 위험한 램프는 길이를 3배 

이상 늘려 최소한의 접근성을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램프는 길이가 계단 길이만큼 짧아 

아이들과 노약자에겐 다소 위험했어요. 1층 

주민공간은 창고 공간과 기존 도서관을 

조정하여 주민연결 공간의 핵심인 매바위 

북카페(도서관, 갤러리, 카페로 구성)를 

계획했습니다. 이 북카페는 마당으로 정비된 

외부공간으로 이어져 따로 또 같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합니다. 

   2층 민원실은 별도의 공간 확장없이 

인원만 충원된 것으로 압니다. 1층 

주민공간만큼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가  2층 민원실은 행정공간 

확대로 좁아지는 민원대기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복도를 제거하고, 민원대 앞에 셔터를 

설치하여 행정공간 보안도 가능하도록 

조정했어요. 동주민센터 개선에서 건축가의 

역할은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전체 공간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쓰임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건축가나 직원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 아닌 모두가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반영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응암3동은 그러한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가 

모두 좋았습니다. 

건축가 | 김재윤(플레인 건축사사무소)

동장 | 정동섭

프로그램 | 북카페,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312.39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폴리카보네이트

시공 | ㈜엠에스토건

준공 | 2016. 7

사진 | 타별사진관

Architect | Kim Jaeyun(Plain Architects)

Dong chief | Jung Dongseop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library

Improved area | 1F/2F-312.39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polycarbonate 

Construction | MS Construction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tabial studio 

변경 전 (위에서 아래로 1층 창고, 2층 민원실, 1층 출입구 

전면 계단)

2층 다이어그램

1층 다이어그램

은평구 | 응암2동 Eunpyeong-gu | Eungam 2-dong

interview인터뷰 

매바위 북카페, 
공동체의 새로운 가교 

New space of community;
“Maebawi” book cafe

Kim Jaeyun(Architect, Plain Architects)

Jung Dongseop(Eungam 2-dong chief )

Lee Dongseop(Eungam 2-dong manager)

김재윤(건축가, 플레인 건축사사무소)

정동섭(응암2동 동장)

이동섭(응암2동 팀장)

For the Eungam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main objective 

was to create a connection between 

administration and residents, and between 

residents and residents. Reflecting on its 

goal, an architect and public officials were 

enthusiastic and had good communication 

from the beginning. In the end, they made 

significant changes.

  The Eungam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so excited 

about having a launching 

ceremony for; the project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How did you feel about 

the project in the beginning as a 

main architect?

 Architect  This building was old, 

and the existing ramps, basement, and 

other parts of the building were in poor 

condition. To tell the truth, it was top 

ranked as the oldest building in Eunpyeong 

–gu. Because of the small budget, we put a 

priority on enhancing the poorest parts to 

use them efficiently and not focus on the 

giant concept of renovation. 

 Which part was the poorest?

 Architect  The residents’ space 

on the first floor was infrequently 

used and the main entry looked very 

dangerous. Also, a spacious work space 

to accommodate an increasing number 

of officials was needed. Therefore, we 

thought that a reorganization was essential 

to integrate the inside and outside rather 

than changing only the inside space.

  So, there was considerable 

renovation from shifting the stair 

location to building an additional 

entry. It must have been a tough 

decision.

 Architect  At first, we only planned 

to reduce a part of the stairs outside, 

but we totally changed them with full 

confidence. Like you said, it was not easy, 

but we made it with everyone’s buy-in and 

support.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specific changes?

 Architect  We shifted the main 

entry stairs, and created an additional 

entry connecting directly to the residents’ 

space from the street on the first floor. 

Also, the ramp, which was connected to 

the public service area on the second 

floor, was extended in length three times 

more to obtain easy accessibility. The 

residents’ space on the first floor, the 

storage space, and the existing library 

became a “Maebawi” book cafe(including 

library, gallery, and cafe) so that residents 

could gather together. This book cafe also 

connected to a garden outside and became 

another community area.

  There were increasing numbers of 

staff in the public service area on 

the second floor without creating 

extra space. How was it changed?     

 Architect  By enlarging the work 

space for public service, a waiting area 

on the second floor also needed to be 

extended. For this reason, the existing 

hallway was eliminated and a shutter was 

installed on the public service stations to 

create security for the work space.

 Dong manager  We made field 

surveys on other community service 

centers to see how we could improve the 

efficiency in space use and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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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특히 사무공간이나 민원대의 

배치에서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어요. 효율적인 

쓰임과 배치를 위해 여러 동주민센터를 

답사했고 지금의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깊고 높았던 민원대를 다시 제작해 주민들이 

편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직원 

증원으로 개인의 공간이 협소해지고 별도의 

직원 휴게실이 없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동주민센터가 변화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동장  오래된 동주민센터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리되고 깔끔하게 

변한만큼 사람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이전에도 

정기적인 모임 장소로 이용되던 주민공간이 

크게 개선되면서 사용은 더 늘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이용을 위해 1층 어린이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의 연계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또 주민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장소가 

되고자 저녁 시간이나 주말 공간 사용도 고려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가로서 사후 소회를 

밝혀 주신다면? 

 건축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청과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경험하며 평소 가지고 있던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깰 수 있었습니다. 

협소한 행정공간 자리 배치로 고민할 때 팀장 

자리도 일반 직원과 같은 크기로 하자고 

나섰던 팀장님이나, 최적의 민원대 형태를 

만들기 위해 민원 담당자와 함께 다른 동을 

견학하며 의견을 조율해 나가던 동장님의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늘 그렇듯 

만들어진 결과에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정된 예산과 짧은 공기 등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처음 생각했던 연결점 

역할의 주민센터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주계단 위치 변경으로 확보된 1층 출입구

북카페

Our new arrangement was a reflection 

of our previous field trips. The previous 

deep and high public service stations 

were redesigned for visitors’ convenience. 

However, it is a little disappointing having 

to minimize individual space and have no 

rest area for staff.   

  It has been a few months since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changed. What was the residents’ 

reaction?

 Dong chief  The residents were 

happy with the changes in a clean and 

organized face off, which were different 

from the past. The residents’ area used to 

be used as a meeting space for residents, 

but it became more popular with the 

improvements. We tried to find various 

utilizations for the children’s library on 

the first floor by providing programs, 

which collaborated with the public library 

of Eunpyeong-gu. Also, we considered it 

could be used at night or during weekends. 

We expect the Eungam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to always be an open space 

for residents.

 What is your final impression as 

an architect?

 Architect  I was really touched that 

the dong manager and the dong chief 

had harmony with their public officials 

and they were good listeners. The dong 

manager was willing to have the same 

size desk as the officials used when we 

discussed rearrangement of the work 

space. Also, the dong chief went on a field 

survey to organize a perfect public service 

team and mediated and accepted different 

opinions from others. As always, it is not 

easy to be completely satisfied with the 

results, but we were satisfied with what 

we planned and worked together to mak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s a center 

for residents even though we had a short 

construction period and a small budget. 

2층 민원실

다목적 주민공간으로 활용되는 북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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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 고은영(㈜가진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영환

프로그램 | 민원실

면적 | 지상 1층-252m2  

주요 마감재 | 수성페인트, 칼라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시공 | 미래빌드

준공 | 2016. 6.

사진 | 주용성

Architect | Ko Eunyoung(GAZIN Architects&Planners)

Dong chief | Lee Yeonghwa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52m2

Finishing materials | Water paint, color glass, 

polycarbonate

Construction | MIRAE Build

Completion | June 2016

Photo | Joo Yongseong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지상으로 올라오니 

여기저기서 낯선 중국어가 들린다. 중국어 

간판이 즐비한 상점가를 지나면 그곳에 

대림2동 주민센터가 있다. 좁은 도로 옆에 

자리 잡은 대림2동 주민센터는 그야말로 

동네의 사랑방이다. “막바지 공사 중일 때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온 주민이 깜짝 놀라며 ‘주민센터 이사 

갔어요?’라고 물었죠. 그 한 마디에 ‘찾동’의 

보람을 느꼈어요.” 누구든지 쉬었다 갈 수 

있는 주민센터, 쉽게 들어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동주민센터를 만들고 싶었다는 

건축가의 말처럼 인터뷰 내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다.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대림2동 

주민센터에서 화사한 공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영등포구는 1936년부터 ‘영등포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노후한 시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대림2동 주민센터의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건축가  저는 영등포구의 MP를 맡으며 

대림2동 주민센터를 함께 작업했기 때문에 

영등포구 전체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동네도 있지만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 많고 주민 간 편차도 큰 편이었어요. 

대림2동의 경우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인구가 

많고, 다문화가정도 많기 때문에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동네와 사뭇 다른 분위기와 특성 

때문에 설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동혁신팀장  대림2동은 앞서 말한 

것처럼 외국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친근감 있는 공간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축가  사실 초기에는 어떤 것을 

바꿔야겠다는 큰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 

계시던 동장님이 동주민센터를 구경시켜 

주면서 내부 도배를 새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화장실도 깨끗하다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지하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내부가 깨끗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 

사업의 취지는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작업한 계획안을 보고 

구청장님과 구청 팀장님,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일단 민원창구의 위치를 

이동하여 사람들의 동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민원업무는 크게 통합민원과 

복지민원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 통합민원 

파트가 앞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통합민원: 

혼인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발급 등). 

사실 통합민원 부분은 처리시간도 짧고 

상담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공간이 필요한 부분은 복지민원 

부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복지민원 

파트를 앞쪽으로 배치했습니다. 대신 민감한 

내용을 상담할 때 옆 사람이 신경 쓰이지 않게 

창구마다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이 칸막이는 

필요에 따라 업무 공간을 막아주는 파티션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 업무가 있을 때는 문을 

열어 칸막이가 있는 창구로 이용하고 상담 

업무가 없을 땐 문을 닫아 업무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동장  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개선사업이 끝난 뒤에 대림2동에 왔습니다. 

대림2동 주민센터는 기존의 주민센터와 

민원 창구의 배치가 다르고 동선도 달라서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웃음) 직원들도 

지금의 배치와 동선이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통합민원은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적은 반면에 

복지민원은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민원 쪽의 대기공간이 늘 

부족했었는데 이번 사업 이후에 대기공간이 

넓어져서 정말 좋습니다. 

평면 구성

영등포구 | 대림2동 Yeongdeungpo-gu | Daerim 2-dong

interview인터뷰 

낮에는 민원대기공간, 
밤에는 주민공유공간

“Public service area” 
during the day, 
“community space” at night

Ko Eunyoung(Architect, GAZIN 

Architects&Planners)

Cho Gyeonghui(Deputy director, dong 

innovation team of Yeongdeungpo-gu)

Lee Yeonghwan(Darim 2-dong chief )

Community link

변경 전

고은영(건축가, ㈜가진건축사사무소)

조경희(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개선사업 추진 총괄,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동혁신팀장)

이영환(대림2동 동장)

When exiting the Daerim subway station 

of Line 2, we could hear Chinese being 

spoken here and there. After passing 

shops with signs in Chinese, we found the 

Daerim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hich looked totally like a residents’ 

lounge located in the narrow streets. 

  What was the first impression of 

the Daerim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Architect  At first, it looked very 

old. I could look around the whole of 

Yeongdeungpo-gu because I was in charge 

as MP of Yeongdeungpo-gu and worked 

on the Daerim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as well. Even though there were 

some fancy regions, there were many 

regions in poor conditions and also big 

financial differences among the residents 

in Yeongdeungpo-gu. In the case of 

Daerim 2-dong, I felt like a stranger 

because there were more foreigner 

residents than domestic residents, and also 

a lot of multicultural families live there. 

  What kind of space did you think 

was needed and what was the 

main objective of the project? 

 Deputy director  There are many 

public service requests because of the 

number of foreigners in Daerim 2-dong. 

Therefore, we hoped that we could create 

a friendly space where the residents could 

gather and have fun.

 Architect  At first, we changed the 

flow of visitors by changing the location of 

the public service stations. There were two 

main public services i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n integrated public 

service and a welfare public service.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part dealing with 

marriage registration,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s, and registration documents, 

etc. is located in the front. This integrated 

public service does not take a long time 

and consultations are not required. So, 

space for the welfare public service was 

needed. Screens were built between each 

station to protect the residents’ privacy 

when being counseled. These screens also 

functioned as partitions to cover the work 

space when necessary. When counseling 

is provided, the screen is opened at the 

station, and the screen is drawn to provide 

work space to the officials when no 

counseling serice is provide. 

 Dong chief  The numbers of the 

residents seeking integrated public service 

are fewer than those looking for welfare 

service, however, there was no waiting 

area for the welfare service. After the 

project, we are pleased to have enough 

space for a waiting area. 

 Architect  The main transformation 

was to remove the front outer walls 

of the building and to install a folding 

door. Also, bright colors were used to 

make the space pleasant. The Seoul 

government had already designated an 

orange color for welfare public service 

and blue for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From the beginning, we made a decision 

to boldly use those colors. This region 

contains many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ers, so the colors were made 

by using a mosaic technique to express 

symbols of “coexistence” and “harmony.” 

The Chinese residents like an impressive 

red color. Also, the outer walls of the day 

care center, which is located next 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re in yellow. 

It was a harmonious color design. A 

folding door, which allows a space to be 

open, creates spaciousness.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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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  가장 큰 변화는 건물 전면의 

외벽을 철거하고 폴딩도어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사한 색을 과감하게 사용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지요. 서울시는 

복지민원은 주황색, 통합민원은 파랑색 이렇게 

정해 놓은 주조색이 있습니다. 계획 초기부터 

그 색상을 과감하게 사용하자고 생각했죠.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생’이나 ‘화합’을 상징할 수 있는 

모자이크 기법을 이용해 부담스럽지 않게 

색상을 표현했습니다. 붉은 계통의 화려한 

색상은 오히려 중국인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도 하고요. 동주민센터 바로 옆 건물이 

어린이집인데 그 건물의 외벽이 노란색입니다. 

사용한 색상과 잘 어울려서 화려한 색상을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폴딩도어는 

시각적으로 열려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어를 열어 외부공간과 연계해서 넓게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폴딩도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복지민원 창구를 

배치했습니다. 직원들도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업무를 할 수 있지요. 

 동혁신팀장  처음에 직원들은 외벽을 

없애고 큰 창을 내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치안이 걱정돼서 원래 있던 창에도 방범창을 

설치해 두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겠고요. 이곳이 바뀌고 난 

뒤에 재미난 일도 많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바뀐 공간에 화분을 놓거나 시계를 

걸거나 하는 사소한 일을 건축가에게 

물어보더라고요.(웃음) 아마 공간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겠지요.

  초기 계획과 달리 외벽을 허물고 

전체적인 배치를 바꾸는 등, 비교적 

많은 부분을 바꾸다보니 취합된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진행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건축가  사실 멀쩡한 벽을 허물고 

폴딩도어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의 

우려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구청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어요. 하지만 치안 문제는 동주민센터가 밝게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습니다. 최소한 

낮 시간에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의 사생활이 너무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복지민원을 

위해 이곳에 방문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입니다. 공간 특성상 열린 공간에서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던 파티션으로 창구 

사이를 분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장  사실 직원들의 업무 공간이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공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하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도 늘었지요. 영화 상영을 하는 날은 

낮에는 민원업무와 각종 사무업무를 처리하고 

밤늦게까지 주민들을 챙겨드립니다. 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건축가  직원들의 업무 공간이 좁아진 

것을 생각하면 직원들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처음엔 ‘Smart Working’을 생각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대신 간단하게 노트북을 

가지고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접 겪어보니 

아직 그 방법은 무리더라고요.(웃음) 주민 사용 

공간을 가장 먼저 생각하다보니 직원들의 

공간이 조금 좁아졌지만 다들 이해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분위기가 바뀐 만큼 동주민센터의 

역할이나 존재감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설계 이후 이곳은 주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시나요?

 동장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정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여기서 만나자고 약속하는 사람도 있고 볼 

일이 없어도 들어와서 잠시 쉬었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리동네 작은 영화관’을 열었습니다. 한쪽 

벽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민원 창구 앞의 대기 

공간에 의자를 놓고 영화를 틀어드렸더니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지금은 여러 

개의 자치분과를 신설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요. 날씨 좋은 계절이 되면 

복지상담 코너 앞 열린 공간

폴딩도어 설치로 외부공간과 연계



62 63

건축가가 제안했던 마켓이나 바자회 같은 

프로그램도 열고, 다양하고 재미난 일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동혁신팀장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업 덕분에 영등포구의 이미지도 

좋아졌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동주민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건축가  대림2동 주민센터의 콘셉트가 

‘WEEKEND PLAZA’였어요. 폴딩도어를 

열어서 거리로 공간을 확장하고 마켓이나 

벼룩시장 같은 활동적인 이벤트가 열리길 

바랐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네 영화관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1단계 사업의 ‘독산 극장’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다른 활동이 열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잘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민원 입구

행정업무 시간 이후 가변형 칸막이 문을 닫고 주민공유공간으로 활용 ©건축가 제공

by opening the folding door, the inside 

space can be used while being connected 

to the outside space. The folding door was 

installed facing the welfare public service 

stations. The public officials also work in 

the visibly open space. 

 Deputy director  The officials 

objected to the idea of installing a big 

window by removing the outer walls. This 

was because security grilles were installed 

on the existing windows for safety. That’s 

why we worried about it, but now, we are 

relieved. It also means that the atmosphere 

of the neighborhood has been changed. 

  Unlike the first plan, there were 

many changes such as removal 

of the outer walls, or overall 

rearrangement. We considered 

that it was difficult to incorporate 

all the ideas that were gathered. 

Did you have any complaints or 

episodes during the project?

 Architect  Based on the design plan 

or three-dimensional pictures, our plans 

appeared effective, but we couldn’t assume 

how it would work or be used in real 

life. We were worried and excited about 

the plan at the same time. Fortunately, 

the officials adjusted well to the new 

environment and the residents liked the 

changes. We all were satisfied with that. 

 Dong chief  We don’t have 

many complaints because the change 

was fantastic. However, it was a little 

disappointing that the work space for the 

officials became smaller. Also,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various newly added 

programs, we had more work. For a movie 

night, we work in the public service area 

and do paper work during the daytime, 

and then take care of the residents until 

late at night. We place the chairs and 

guide the residents. Of course, we clean up 

the space after the movie. We just thank 

all our hard working officials. It is the 

most rewarding thing as public officials to 

see the residents happy and to hear many 

expressions of thanks from them. 

 Architect  We are sorry for the 

inconvenient and smaller work space for 

the officials. At first, we thought about 

“smart working,” which means that rather 

than working at a desk officials can work 

everywhere without space limitation by 

carrying a laptop computer. However, it 

was an overwhelming plan. We thought 

of the space for the residents first, so 

the work space for the officials became 

smaller. For this, we really appreciate their 

understanding. 

  After the project, how does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function for the residents? Also, 

what else do you expec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o be?

 Dong chief  The residents us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s a space where 

they can rest. Sometimes residents meet 

each other in the center and others visit 

the center just to rest. In order to make the 

center useful, we opened the “Little Movie 

Theater In Our town.” The screen was 

installed on one of the side walls, and the 

chairs were placed in the waiting area in 

the public service section. When the movie 

was showing, the residents liked it very 

much. Now, we have established several 

local autonomous divisions and planned 

new programs. When the good seasons are 

coming, we are planning to hold various 

and fun programs, such as a flea market 

or bazaar as previously suggested by the 

architect.  

 Architect  The main concept of the 

project of the Daerim-2 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initially “WEEKEND 

PLAZA.” We hoped that the center would 

be extended to the street and hold a flea 

market or some active events by opening 

the folding door. We did think of the 

little movie theater as running now. The 

“Doksan Theater” from the first stage 

project was successful, so we planned 

to create a space where other various 

activities can take place. No matter what 

programs they run, it is a good thing to 

use the space for the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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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대역 3번 출구 바로 앞에는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자리잡고 있다. 공릉2동 

주민센터이다. 건물을 둘러보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할머니,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 친구와 함께 오는 

어머니들까지. 지하에는 극장이 있고 로비에는 

갤러리가 있는 ‘문화가 함께 하는 공릉2동 

주민센터’. 커피 향기가 나고 음악이 흐르는, 

도심 속의 오솔길 공릉2동 주민센터에 다녀왔다.

  노원구는 복지 수요가 높은 

행정구역입니다. 그중 공릉2동은 

어떤 동네인가요? 또 사업 전 공릉2동 

주민센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동장  공릉2동은 대동입니다. 면적으로 

따져보면 서울시 중구보다 넓지요. 우리 동에는 

육군사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대까지 대학이 4개나 있어서 면적이 무척 

넓습니다. 또 공릉2동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주민센터 

지하 극장에서 자살예방 교육이나 다른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동네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축가  처음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동주민센터의 위치가 너무 좋다는 

것이었어요. 보통의 동주민센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장소에 자리하고 

있기 마련인데, 이곳은 규모도 크고 위치도 

참 좋았습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대로변에 

자리잡고 있고, 청소년 시설과도 가깝고요. 

주민센터 자체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건물 

1층은 민원처리 공간으로 쓰이고, 지하 1층과 

2~3층은 문화센터처럼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규모가 큰 강당도 있었고요. 좋은 시설이 있어도 

안 쓰는 곳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쪽엔 

거리가 있고 옆쪽으로는 쌈지공원이 접해 

있는데도 막상 동주민센터 안에 들어오면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릉2동은 노원구의 다른 

동주민센터보다 시설이 노후되지도 않고, 

협소하지도 않은 주민센터입니다. 건물이 

오래되거나 좁으면 고쳐야 할 점이 

많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점을 찾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점을 

개선하고 싶으셨나요?

 건축가  우선 저렴한 재료로 고급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급스러운 공간은 최대한 단순하고 넉넉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입니다. 

미술관이나 호텔 로비처럼 익숙하면서도 

여유가 있는 공간이 넉넉한 공간이지요. 그런 

공간을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넉넉한 

공간을 만들되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재료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업무 데스크는 

높이를 조금 낮췄습니다. 기존 데스크는 높이가 

높아서 행정적인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민원인이 편하게 앉아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업무공간은 철저하게 보호받길 

바랐어요. 민원인과 마주보는 데스크는 

높이가 낮고 대기공간 사이에 경계가 없는 

공간이지만, 직원의 업무용 데스크는 민원인이 

접근할 수 없는 업무공간 뒤쪽으로 배치해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업무공간을 만들기엔 넉넉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직접 배치를 부탁드렸어요. 

업무공간은 충분하게 면적이 나오니까 직원들과 

상의해서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도면을 

그리겠다고 했죠.

 동장  도면이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을 땐 놀랐습니다. 출입문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외벽을 뜯고 새로운 

출입문을 낸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건축가의 1차 설명을 

듣고 나서 과연 MDF실을 옮길 수 있을지가 

가장 의문이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정리했던 전선인데, 이 전선을 전부 옮길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전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건축가가 된다고 했으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건축가 | 안종환(건축사사무소 안)

동장 | 장의백

프로그램 | 민원대기공간, 업무공간, 전시공간, 카페

개선 면적 | 지상 1층-554.67m2

주요 마감재 | PVC 타일, 석재타일,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시공 | 이아인 협동조합

준공 | 2016. 7

Architect | Ahn Jonghwan(An architects)  

Dong chief | Jang Uibaek

Program | Waiting area, working space, exhibition space, 

cafe

Improved area | 1F-554.67m2

Finishing materials | PVC tile, stone title, paint on GSB

Construction | ein cooperation 

Completion | July 2016

노원구 | 공릉2동 Nowon-gu | Gongneung 2-dong

interview인터뷰 

공릉 바이웨이 | 
우리 동네 작은 길

Gongneung byway | 
a small path in our 
neighborhood

안종환(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안)

장의백(공릉2동 동장)

Ahn Jonghwan(An architects)  

Jang Uibaek(Gongneung 2-dong chief )

Gongneung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hich serves as the residents' 

cultural space is located at exit 3 of the 

Hwarangdae subway station. While looking 

around the building, I noticed many 

people come and go, including an elderly 

lady with a walking cane, a mother with 

a child, and middle-aged ladies with their 

friends. Gongneung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is culture-friendly with its 

movie theater on the basement floor and 

a gallery in the lobby. It acts as a friendly 

pathway in the urban area which smells of 

coffee and where music plays.

  Nowon-gu residents’ demand 

for welfare services is high. 

What kind of neighborhood is 

Gongneung 2-dong within that 

district? What did you think of the 

Gongneung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before the project?

 Dong chief  The Gongneung 

2-dong is huge. The area of this region is 

bigger than Jung-gu in Seoul. Our region 

is large enough to contain the Korea 

Military Academy, Sahmyook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Seoul Women’s 

University. Also, there are a lot of seniors 

who live alone in Gongneung 2-dong. For 

them, we run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and other cultural programs at the theater 

in the basement. 

 Architect  We thought th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located 

in a good place. Because of size, most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are 

located in ambiguous places. However, the 

Gongneung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is big and placed in a good area. It 

is close to the subway station and youth 

facilities and also located in the avenues. 

In addition, its atmosphere was pleasant. 

The first floor was used for the public 

service area, and the basement and second 

and third floors were used as community 

culture centers. In addition, there was a big 

auditorium. The programs were running 

well in this community service center, 

even though some community service 

centers didn’t use programs well although 

they had good facilities. However, we felt 

crowded when we entered the building 

even though there were streets in front, 

and a small park next to the building. We 

thought vaguely that this could be a space 

in which people could go about freely with 

the right changes. 

  This center is not old or small 

compared to other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Nowon-gu. 

Which part did you want to 

improve?

 Architect  First, we wanted to 

create a luxurious space with affordable 

materials. When I think of a luxurious 

space, I think of a simple, spacious, and 

reasonable place people understand. 

We wanted to provide this space for the 

residents. Because of the limited budget, 

we were careful in choosing materials, 

but tried to make a spacious space. The 

public service stations were lowered, but 

the public officials complained about this 

change. Because of the tall heights of the 

former public service stations, they looked 

like a rigid and boring administration 

area. Also, we wanted the residents to 

feel comfortable sitting in the chairs 

when requesting the public service. At the 

same time, we wanted the work space to 

be protected. The public service stations 

were lower and had no separation from 

the waiting area for public service, but the 

work space, which was located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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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  실을 없애고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설계안의 예산을 저희끼리 내본 적이 

있습니다. 추가 예산에 대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 주어진 

예산을 훨씬 넘는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계획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살짝 부담감을 안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원래는 MDF실을 업무공간 

안쪽에 별도의 실을 만들어서 통째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와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벽체 뒤로 넣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결과적으로 1층 로비 벽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계획은 공용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시설은 넓은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행위가 일어나야 하는데 1층 로비 공간이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업무를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융통성 

있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고 

느꼈습니다.

 동장  새로 생긴 공용 공간을 주민들이 참 

좋아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커피를 사와서 노트북을 켜놓고 카페처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단체에서 

나와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건축가  지난 여름에 새로 생긴 출입문을 

열어두니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출입문 앞의 

쌈지공간과 그 옆 건물(청소년문화센터)과도 

적절히 어울리고요. 출입문 앞의 통로를 

갤러리로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전시를 

계속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무척 좋아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전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동장  갤러리에는 원래 의자를 놓지 

않기로 했는데, 주민대기공간이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짧게는 

2-3분, 길게는 10분 정도입니다. 원래 사용하던 

의자 대신 벤치 형태의 나무 의자를 갖다 놓게 

된 이유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없으셨나요? 

 건축가  공릉2동 주민센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협동조합 업체였는데 젊은 

분들이 일을 잘 해보려고 모인 곳이었죠. 

본인들의 이익 생각은 안하고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좋은 업체를 만나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원구는 이번 사업에서 석면 제거공사를 모두 

진행했어요. 공릉2동의 경우 석면이 없었는데, 

다른 동은 석면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석면 

제거 비용도 만만찮게 들었을 겁니다.  

 동장  시공업체에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건축가도 요구하는 것이 있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계속 추가되는 

것이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면 다음 번 현장 방문할 때 그 

요구사항을 꼭 들어주더라고요. 프로젝트가 

끝난 지금까지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층 평면도 | 변경 전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업무공간    2 민원대기실    3 특산물 판매시설    4 주민등록실

5 상담/회의실    6 다용도 방    7 쌈지공원    8 주민카페 

9 바이웨이(byway)  10 탈의실  11 MDF실   12 동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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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7

인접한 쌈지공원과 동주민센터를 연결하고, 연결공간에 갤러리 조성

주민카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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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과 연계된 쌈지공원 

민원공간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야말로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도 원활했던 것 같고, 찾동의 

취지처럼 많은 변화도 생긴 것 같습니다. 

사업 이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건축가  제가 작업한 게 모범사례가 

아니라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모범사례일 

겁니다. 공릉2동은 그야말로 동주민센터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요.(웃음) 

사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사무실 직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년에 또 하고 싶을 

정도로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 소통이 원활했던 주무관들 

덕분이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개념적이어서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건축 개념을 

설명하면 다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까요?” 하면서도, 설명을 

드리면 그럼 그렇게 하자고 힘을 실어 주셨어요. 

사실은 무리가 있는 계획이고 공사였는데 그 

덕분에 실현이 된 것 같습니다. 

 동장  개선사업 이후에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웃음)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높지만 그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최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분들이에요.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도 참 

좋아합니다. 주민센터에 들어오면서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고 확 바뀐 분위기에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니 앞으로 우리 동주민센터에 

더 개선할 점은 또 없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건물 입구 부분의 넓은 공간과 지하의 

복층공간도 잘 바꿔서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protected the privacy of the officials.

 Dong chief  We were surprised 

to hear the explanation of the design 

plan at first. This was because the main 

entrance was changed. It was shocking 

to hear how to create a new entrance by 

removing the outer wall. We were not sure 

it was possible. After listening to the first 

explanation from the architect, we doubted 

that the MDF room could be moved. Also, 

we worried that all the electrical wiring 

was not able to be changed because we 

already organized the wiring when the 

center was built. We asked an expert in 

electrical wiring what he thought. He said 

that it would work if the architect said it 

would. So, we thought we could make it 

and now it works well.

 Architect  We estimated the 

budget for creating the new entrance by 

eliminating the room by ourselves. We 

didn’t expect an excessive budget at that 

time. When estimating the budget, it had 

already exceeded the allotted amount. 

Anyway, we made a decision to describe 

our plan first, and if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our plan, we were willing to change it. 

However, they liked it very much. Another 

option was to create a common space. 

This was because interactions between 

people while drinking coffee usually 

happened in the spacious cultural spaces 

such as the lobby. However, the lobby was 

inconvenient to use because it was just a 

work space. Therefore, we thought that we 

needed to make a space everyone could 

use in many ways. 

 Dong chief  The residents like 

the newly created common space very 

much. The residents have a rest, the 

students drink coffee and study with 

their computers, and some groups have 

meetings in this area. 

 Architect  It feels very cool when 

the new entrance is open in the summer. 

It looked harmonious with the park in the 

front of the door, and the youth facilities 

next to the center. Also, it was a good idea 

to use the hallway as a gallery at the front 

of the entrance. It is not easy to hold an 

exhibition forever, but the residents like 

the space and they still have the exhibition 

so far.  

  What was the reaction after the 

project?

 Dong chief  After the project, the 

public officials have had a difficult time. 

Even though the employees were satisfied 

with the space improvement, they also 

needed to run many programs because of 

the project. There were about 30 public 

officials in the center at first. Then, the 

number of staff was decreased to 12.  

However, after the project, the number 

of staff was increased. Most of them are 

social welfare workers, not public officers. 

Also, it is fitted into the principle of 

the “Reaching Out” welfare policy. The 

residents like it.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surprised and appreciate the 

changes when entering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is is a good reaction. We 

have thought of other improvements 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at we can 

do after the project. We want to provide 

additional space by improving the large 

space around the main entrance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nd creating a 

split-level space in the b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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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동’ 프로젝트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의 재료와 가구를 

유지한 채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완결될 수도 없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해 갈 것이다. 완성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닌 앞으로 주민, 

직원 혹은 누구나 채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마감재나 

화려함보다는 주민공간(내부와 외부를 연결)을 

열어주고 장소(외부 휴게공간)를 만들었다. 아직 

덜 채운 듯한 현재는 앞으로 가구와 녹지공간의 

조성으로 천천히 시간을 음미하며 변화해 갈 

것이다. 

  콘셉트

-  협소한 대민공간을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경 

-  행정업무와 복지업무의 공간적 분리로 여유 

있는 대기 및 상담공간 확보

-  버려진 후정을 주민공간으로 개방하고, 

민원대기실과 연결하여 접근성 강화

We focused on creating a place where 

residents and staff have the opportunity 

to actively utilize its function, instead 

of making a complete output. Also, 

we created an exterior resting area by 

opening the common space(connecting 

interior and the exterior) rather than 

creating a fancy finish. Three key 

concepts were established; transforming 

the confined public space into a bright 

and pleasant space, securing relaxing 

amount of waiting/consultation 

space by separating welfare space 

with administration, and reinforcing 

accessibility by opening the abandoned 

backyard to the public.

동대문구 | 장안1동 Dongdaemun-gu | Jangan 1-dong

Opening the abandoned 
backyard to the public

건축가 | 박진아, 김종수(건축사사무소 아킴)

동장 | 김공일

프로그램 | 민원실, 후정

개선 면적 | 지상 1층-360m2

주요 마감재 | MDF 위 페인트, 자작나무 합판, 목재 데크 

시공 | ㈜에스엔제이에이디

준공 | 2016. 8.

Architect | Park Jina, Kim Jongsoo(Akim Architects)

Dong chief | Kim Kongil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back garden

Improved area | 1F-360m2

Finishing materials | Paint on MDF, birch plywood, wood 

deck

Construction | S&J AD

Completion | August 2016

버려진 후정을 주민공간으로 개방

1층 평면도 | 변경 전

변경 전 | 민원실변경 전 | 외부공간

민원실

1층 평면도 | 변경 후 

기존 주민센터

아일랜드 민원대 설치

후정과 연결
후정

공간 재배치, 후정과 연결

후정 데크 설치 및 컨테이너 활용

1 복지민원  2 행정민원  3 상담실  4 창고  5 작은 텃밭

6 컨테이너 부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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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1동 주민센터는 행정중심적인 공간배치와 

외부와 단절된 내부공간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주민센터의 모습이었다. 전방에 

홍제천 공원을 시원하게 바라보고 있고 

상층부에서는 인왕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보이는 절경을 가진 곳이지만 이러한 공간적, 

장소적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원공간은 좁고 답답했고 행정공간은 

주민들과 단절되고 어두웠다.

본 프로젝트는 보다 열려있고, 보다 쾌적한 

주민센터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했다. 사이트의 

장소적, 공간적 장점을 가장 잘 살리는 

방향에서 물리적, 시각적 개방감과 공간적 

쾌적함을 부여하고자 했다. 공공 프로젝트로서 

디자인 과정은 주민들과 주민센터 직원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발전되어 

서로가 만족하는 최선의 결과물을 완성해 갔다.

주차장과 사무집기로 막혀있던 전면부는 

홍제천으로 전면 개방하여 홍제천의 자연적 

흐름이 주민센터로 그대로 이어져 들어오도록 

했다. 주민들에게는 주민센터 앞마당에 평상 

같은 공간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들여다보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주민센터가 되도록 했다. 

이러한 공간적 흐름은 그대로 민원공간으로 

이어져 업무공간과 주민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내부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도록 했다. 바닥과 

천장, 가구 배치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이러한 

공간적 흐름을 표현했다. 막혀 있던 상층부 

주민공간은 인왕산 방면으로 활짝 열리면서 

내·외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개방감이 

극대화되도록 했다.

The project intended to provide physical 

and visual openness and spatial comfort 

in the direction of maximizing the site’s 

features and spatial advantages. The front 

part, which was blocked with parking lot 

and office equipment, was fully open to 

the Hongje stream so that the natural flow 

of the Hongje stream continues in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is spatial 

flow led directly to the public service 

space,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between work space and public space, 

and penetrating deep into the inside. The 

upper-floor resident's space, which was 

blocked, has now opened wide in the 

direction of Inwangsan Mountain, so that 

the utilization of inside and outdoor space 

was enhanced, maximizing the sense of 

openness.

서대문구 | 홍은1동 Seodaemun-gu | Hongeun 1-dong

Wooden flow, 
attracting the movement of 
nature

건축가 | 국형걸(이화여자대학교)

동장 | 강재홍

프로그램 | 민원실, 테라스

개선 면적 | 지상1층/지상 3층-181m2

시공 | 인터피아

준공 | 2016. 6.

Architect | Kook Hyounggul(Ewha Womans University)

Dong chief | Kang Jaeho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terrace

Improved area | 1F/3F-181m2

Construction | Interpia

Completion | June 2016

Wooden flow, 
자연의 흐름을 끌어들이다

민원실 | 변경 전 

민원실 안으로 그대로 이어져 들어오는 외부의 흐름

인왕산 방면으로 활짝 열린 상층부 주민공간

홍제천으로 개방된 전면부와 평상

외부공간 | 변경 전

1층 평면도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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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 상계5동

30년 된 상계5동 주민센터 건물은 비록 

낡고 오래되었지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끌벅적한 곳이다. 주민들은 부족한 

직원 업무공간을 걱정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꼼꼼하게 

챙긴다. 건축가는 오래된 시간만큼 따뜻한 

정(情)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을 연출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통해 사람냄새 나는 공간으로 

구현해 냈다. 특히 주민 커뮤니티 광장으로 

변모한 건물 전면 공간은 건축가가 관찰한 

도시적 맥락에 따라 동주민센터 중심의 

다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다. 

  상계5동 주민센터는 공간 배치 뿐만 

아니라 집기류 등 모든 것이 변화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건축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축가 원래 동주민센터 건물은 

분위기가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30년 동안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정리 못한 

물품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건물 자체는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건물이었죠. 

새롭게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현 상태에서 

불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하고 보행 및 동선을 

재정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레벨차를 이용하여 

소극장처럼 꾸민 전면 주차장이 

인상적입니다. 주민 커뮤니티 광장으로 

활용이 될 텐데요. 어떤 생각으로 계획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가  건물에서 시작되어 주변의 다른 

건물, 다른 프로그램, 다른 길이 연결되는, 

즉 도시적 맥락에서 새로운 관계가 연결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라인을 

바로 옆 횡단보도와 같은 색상, 같은 느낌으로 

이어주면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차장은  

접점이 되는 공간인 셈이죠. 주차장의 

점자블록도 비슷합니다. 점자블록으로 효과를 

주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에 앉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들은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건물 내부로 유입되며 선순환하게 

됩니다. 민원실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연계하는 주민들의 통행로가 되기도 하지요. 

 

  깔끔하게 정비된 공간 변화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건축가  색상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내부 

색상을 골라주기도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마무리가 좀 부족한 천장도 최근 유행하는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연상시킨다며 오히려 주민들은  

더욱 좋아합니다. 별다른 용무가 없어도 

대기공간, 주차장의 계단식 벤치, 커뮤니티 

카페 등에 들러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동주민센터 바로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이 주차장 벤치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동주민센터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구청에서도 버스정류장이 재정비된 것 같다며 

좋아합니다. 

 동장  지금은 정면 진입이지만 이전에는 

ㄱ자 형태로 돌아서 들어와야 했어요. 

정면부에 진입로를 재정비하고 주민 카페를 

부각시키면서 딱딱한 관공서의 느낌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계획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를 테면 예산 문제라든가.

 건축가  그보다 앞서 석면에 대한 우려가 

컸어요. 그것은 윤리적 문제와 관련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구청에서 석면 제거 비용을 

책정해 줘서 큰 문제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장  책정된 예산은 부족했지만 

노원구에서 추경 예산을 특별히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넉넉한 예산은 

아니어서 직원들에게 공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건축가 | 크리스티안 슈바이처 & 송률(SUPA Schweitzer Song)

동장 | 박상규

프로그램 | 민원실, 외부광장

개선 면적 | 지상-1층 211m2, 실외-127m2

주요 마감재 | 코어합판, 데코타일 

시공 | ㈜일촌나눔하우징

준공 | 2016. 7.

사진 | 진효숙

Architect | Christian Schweitzer & Song Ryul (SUPA 

Schweitzer Song)

Dong chief | Park Sangkyu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exterior square

Improved area | 1F -211m2, square-127m2

Finishing material | Plywood core, deco tile

Construction | Ilchon Nanum Housing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Chin Hyosook

인터뷰 

도시의 시작점이 된 주민 광장 

크리스티안 슈바이처 & 송률

(건축가, SUPA Schweitzer Song)

박상규(상계5동 동장)

Public architecture in urban context

Nowon-gu | Sanggye 5-dong

interview

The residents’ square becom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city

Christian Schweitzer & 

Song Ryul(Architect, SUPA Schweitzer Song)  

Park Sangkyu(Sanggye 5-dong chief )

Although the 30-year-old Sanggye 5-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is old and out 

of fashion, it is still frequented by many 

people. Residents worry that the officials do 

not have enough space to work in, and the 

officials take care of the residents' petitions 

meticulously. The architect was able to 

recreate the center as people-friendly 

and imbuing with warmth as old as time 

without any artificial design. The space 

located in front of the center 

that was turned into a square is 

allowing residents to form new 

and diverse connections that is in 

line with the urban context that 

the architect had observed.

  There are changes of office 

furniture and supplies as well 

as an arrangement of space. 

What did you think of the 

project in the beginning? 

  Architect  The atmosphere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complicated. 

Disorganized office supplies occupied 

much space because the officials have 

worked rotationally for 30 years. However, 

the building was well used. It was always 

crowded with many people. It was 

necessary to organize distracting supplies 

and smooth the flow rather than to create 

something new.

  The parking lot, which was 

created like a little theater by 

using different levels in front of 

the building, looks impressive. 

It assumed that the parking lot 

would be used as a residents’ 

community square. How did you 

plan this space?

 Architect  In the vein of the city, 

we thought that a new relationship was 

created by connecting a building to 

another building, to another program 

and to another street. For example, if the 

lines of the parking lot were connected 

to a cross walk, which was next to the 

parking lot, in the same color, the residents 

would move visually. Thus, the parking lot 

would be a point of contact. The braille 

blocks in the parking lot functioned in 

the same way. If there were the braille 

blocks, the residents definitely would sit on 

them. This phenomenon created another 

relationship and it entered the building 

and was circulated. The public service area 

functioned as a path for the residents to 

connect the main entry to the alternative 

entry.

  What was the reaction of 

the residents after the space 

improvement?

 Architect  The residents liked 

various colors. Also, they even chose the 

inside colors of the building. Because of 

the budget, the ceiling construction was 

not completed perfectly, but the ceiling 

reflected the fashionable industrial style, so 

the residents were satisfied with that. Even 

when the residents have no business in the 

center, they often visit and rest in the rest 

area, terraced benches in the parking lot, 

and a community cafe. In addition, people, 

who wait for the bus at the bus stop, often 

use the benches in the parking lot. The 

bus stop also becomes a point of contact 

by connecting 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Nowon-gu office is happy for 

the bus stop to be reorganized.

 Dong chief  Now, the residents enter 

the center directly, but the main entry was 

inconvenient because it used to be in an 

“L” shape. We heard that the appearance 

of boring and rigid public institutions was 



76 77

disappeared after improving the main 

entrance in front and emphasizing the 

residents’ cafe. 

 Were there any financial 

difficulties to fulfill the design? 

 Architect  Above all, we worried 

about asbestos. I think it is an ethical 

problem. Fortunately, the Nowon-gu office 

supported the asbestos removal cost, so we 

completed the construction without any 

difficulties. 

 Dong chief  The budget was 

lacking, but the Nowon-gu office allotted  

a supplementary budget. However, it was 

disappointing that we couldn’t provide 

enough space to staff because of the limited 

budget.  

  A good rapport between the 

architect and the administration 

usually results in good outcomes. 

How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chitect and the 

administrators in the center?

 Architect  As I told you before, the 

administrators believed in me without 

 Architect  There were various 

programs in the Sanggye 5-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but they were 

usually short term programs because of 

lack of spaces. We appreciated that the 

space improvement project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created the 

space. Therefore, it should be targeted 

on the residents’ convenience and their 

satisfaction. Also, the architect should 

respect the residents’ opinions and step 

back in designing the space.

 Dong chief  There are many 

collaborated activities in the new 

outside space. Probably, this could be 

used for the “Folk Flea Market”, which 

was connected to sisterhood cities and 

supported by particular organizations, or 

various community events planned by the 

residents’ council. There used to be many 

community events inside the center, not 

outside. We expect that the community 

center can accelerate diverse community 

activities so that they are prospered, and 

we hope the newly created space will act as 

a catalyst.

주민 커뮤니티 광장이 된 전면 공터. 입구 디자인 변경을 통한 동네 경관 개선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잇는 

주민들의 통행로이기도 한 민원실

시각적 연계

기존 방풍실을 주민카페로 계획

interference. Also, the administrators 

suggested good ideas and asked for my 

permission to change trivial things such 

as knobs and blinds so as not to interfere 

with the design concept. During the 

construction, the dong chief was replaced 

with a new one, but both of them supported 

me in many ways. 

 Dong chief  I was appointed as 

a new dong chief in the middle of the 

construction, so the senior officer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usually 

participated in the meetings and he 

informed me of suggested opinions. 

The architect and the administrators 

tried to respect each other. When the 

architect requested administrative help, 

we administrators tried to support in any 

way we could. We believed in the architect 

because he showed his passion to visit the 

construction site every day and even on 

weekends to check details.

  The main objective of the space 

improvement was considered th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led 

the residents to visit and supported 

enthusiastic residents’ community 

activities.

  건축가와 행정의 원활한 호흡이 좋은 

결과를 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계5동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건축가  앞서 언급한 석면 제거 문제도 

그렇고, 별다른 간섭없이 최대한 건축가를 믿어 

주었습니다. 거꾸로 행정 쪽에서 건축가에게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기도 했고, 문고리나 

블라인드 등 사소한 변화들도 건축가에게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가며 전체 콘셉트를 

해치지 않게 노력해 주었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 동장님이 바뀌었는데, 두 분 모두 

건축가를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동장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팀장이 의견수렴 과정에 주로 참여하였고, 

도출된 의견들을 제게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직원들과 건축가의 상호 존중 속에서 건축가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면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건축가 또한 평일 밤낮은 

물론 주말마다 수시로 현장에 들러 자재 

하나까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는 열정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더욱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동주민센터로 접근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돕는 

것이 개선의 목표인 듯합니다. 

 건축가  상계5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단발성으로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이후의 다른 행위들로 

이어질 만한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개선사업을 통해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공프로젝트는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축가는 

디자인의 범주 안에서 한걸음 물러나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동장  벌써 새로 만들어진 외부공간에서 

연계 활동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정 

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행사 혹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방도시와 연계한 풍물시장, 

자치위원회에서 계획하는 다양한 행사 등을 

지원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동주민센터 내부에서는 지역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었지만, 외부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등이 

자체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공간이 

일종의 촉진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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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 목3동

목3동 주민센터는 건축가의 세심한 주민의견 

수렴과 원활한 행정적 배려 속에서 설계자, 

동장, 직원,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 

사랑방으로 거듭났다.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고 

밝고 개방된 공간으로 변모한 이곳은 비밀이 

없다. 민원인과 공무원은 서로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복지 상담도 개방된 공간에서 

당당하게 이루어진다. 직원들의 업무 공간 역시 

보통 신장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계기로 이름과 나이, 가족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한 남성 거주자의 

가족을 30년 만에 찾아주었다는 훈훈한 미담도 

전해진다. 

  목3동 주민센터는 주민 공청회를 

비롯하여 유독 사전 의견 교환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요?

 건축가  이번 사업에서 건축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주민과 직원 

그리고 센터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방문자들 사이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중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입니다. 

‘모두를 위한 정답’은 없을지언정 갈등하고 

충돌하는 과정을 중간자로서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조율한다면 ‘바람직한 혜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죠. 사전 의견 교환 과정에서는 

“주민 활동은 활발한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등의 

의견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직원들은 “내부 

공간 활용성이 떨어진다”, “말이 주민 상담소지 

대부분 창고나 직원용 탕비실로 쓰인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쉼터, 마당, 내부 공간 

확장, 센터 내 프로그램과의 연계, 통합부스 

등의 아이디어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동장  이 과정에서 우리는 건축가의 

개념과 생각들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건축적인 부분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가가 어느 정도 리드해 주길 

원했고 실제로 건축가는 우리의 요구 사항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 이유라고 봅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골목들 사이에서 

동주민센터가 마치 사랑방과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건축가  최근 동주민센터는 행정업무 

중심에서 복지, 문화, 소통 중심의 지역 

공공재로서 역할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공간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적 맥락에서 읽어내고 

일련의 ‘마을생태계’를 조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바라보는 관점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진행할 때 주민 인터뷰와 

주민참여 토론 및 의견수렴, 행태 조사, 

지역공동체 현황조사 등의 지역 조사가 

대부분이었던 것도 계획의 단서를 지역에서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방이란 말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목3동 주민센터는 마을 일상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서 지역생활권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주민센터의 동측면은 

‘막다른 도로’이자 두 재래시장을 왕래하면서 

다양한 행태가 일어나는 주 보행가로입니다. 그  

건축가 | 허길수, 박경현(스튜디오 정미소)

동장 | 한영범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329.8m2(실내)/55m2(실외)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합판, 방킬라이, 부켈라

시공 | (주) 작품오늘

준공 | 2016. 7.

Public architecture in urban context

Yangcheon-gu | Mok 3-dong

Architect | Heo Gilsu, Park kyunghyun(design mill)

Dong chief | Han Yeongbeom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329.8m2(interior)/55m2(exterior)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bankilrai, burkella

Construction | Artwork, Now & Here. co

Completion | July 2016

interview인터뷰 

경계흐리기를 통한 
열린 공유공간

Sharing an open space by 
breaking barriers

주민대표자 아이디어 회의

커뮤니티 디자인 회의

 데이케어부스

산재되어 잇는 혈압기,민원발급기,팩스등을 시간대별 활용도와 

관리구역별로 통합배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다양화된 주민센터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관리구역별 통제모듈화

 실환경개선

 업무공간

 직원휴게/창고

맹실이었던 민원공간을 개선, 자연환기,채광등을 확보

 건강이음터 / 나눔은행

혈압기/ 제세동기등이 비치된 데이케어부스면으로 방문간호사민원

상담대를 인접시켜 활용도를 높이고, 내부홀부에 나눔은행(안내)을 

계획,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개설 

 진입캐노피/ 주민소호공간

센터내외부를 확장연결하는 녹화캐노피(덩굴)

전기,통신,빔프로젝트등을 확보하여 외부주민활동 지원

 주민마당/ 진입마당

인근 공원과 연결되어 활용도가 빈번한 

보행전용로와 연결하여 주민마당,진입마당 조성

‘동네공유거실’로서 다양한 주민활동과 문화행사의 장

 ‘눈을 마주치는’ 민원대

민원대를 ‘단순민원’과 ‘상담민원’을

시선을 마주하며 민원응대 할 수 있도록 계획 

 폴딩도어/ 스크린

민원공간을 외부주민마당으로 확장, 활용

스크린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주민활동지원  

자전거 및 휠체어보관소

24h
our

s Z
ONE

9am
 ~ 7p

m

ZONE

6am
 ~ 10

pm

ZONE

허길수(건축가, 스튜디오 정미소)

한영범(목3동 동장) 

Heo Gilsu(Architect, design mill)

Han Yeongbeom(Mok 3-dong chief )

경계의 소거와 확장 재구성(cluster)과 분절

elimination extention cluster & installation division & re-mix

There are no secrets in the open space 

with the breaking of barriers between 

inside and outside. People asking for 

public service and public officials have 

eye contact. Also, welfare counseling 

was conducted in the open space not in 

a secluded area. Through this project, a 

man, who didn’t remember his name, age, 

or even family members, found his family 

after 30 years. 

  The Mok 3-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held lots of 

meetings and public hearings to 

share ideas before starting the 

project. What were the major 

ideas?

 Architect  I remember many ideas 

from the residents, for example, no space 

for community activities and no rest area. 

Staff were not happy with the low use 

efficiency of the inside space. The inside 

spaces, including rooms for residents’ 

counseling were usually used for storages 

or preparation. I got ideas for the rest 

area, inside space extension, connecting 

programs in the center, and integrated 

booths from the meetings and public 

hearings. 

 Dong chief  For this project, staff 

including me tried to help the architect 

work smoothly without administrative 

problems. To tell the truth, my colleagues 

and I were not experts in architecture, 

so we wanted the architect to lead whole 

process. Fortunately, the architect was very 

enthusiastic about doing the project and 

we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s.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s expected to play a role as a 

residents’ lounge in an area of 

concentrated multiplex houses. 

How is it in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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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가로에 면한 전면 부지가 기존 설계에서는 

‘마을마당’으로 계획되었지만, 실제 공사에서 

주차장으로 수정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곳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공공공간으로 

다시 환원하는 동시에 민원실 내부로 

확장하여 개방성, 인지성, 접근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주민센터의 외부 

공간을 온전히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영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가로 중심의 다양한 

마을 일상, 참여문화행사, 주민 활동의 마당, 

쉬면서 머물 수 있는 툇마루 같은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골목 안에서 만나는 

하나의 풍경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동장  결과를 얘기하기에는 좀 빠르지만, 

목3동은 자원봉사 활동, 플리마켓 등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번 개선사업은 그런 활동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개방적이고 

접근이 쉬워지면서 훨씬 많은 주민들이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설계 방향에서 ‘경계흐리기’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콘셉트의 민원 공간이란 

평가도 들리는데요. 구체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가  외부는 기존의 경계를 소거하여 

주민 마당을 내부로 확장시켰습니다. 마치 

골목길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처럼 계획한 

것이지요. 내부는 현관과 홀이 면한 민원실 

경계에 데이케어부스(각종 민원지원기기들을 

통합한 부스)를 설치하였는데, 공간 구획을 

하는 도어를 부스 속에 숨겨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동선을 순환시키는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부스를 활용한 공간 구획은 ‘주민센터 

유니버셜디자인’을 고려한 것이었어요. 사업 

진행 초기에 “왜 우리는 민원상담을 하면서 

눈을 마주치기보다는 모니터 뒤편을 보며 

대화할까?”, “왜 별도의 상담실을 만들어 

구분지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게는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접근이 빠른 

민원대 중앙은 비교적 간단한 일반민원창구를 

두고, 양쪽 끝단에는 민원대를 살짝 돌려 

의자를 비치해 별도의 민원대를 계획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민원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지요.    

 동장  공무원은 모니터를, 민원인은 

앉아서 모니터의 뒷면을 응시하며 소통없이 

기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과 눈을 마주치며 

소통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업무를 

본다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신기하게도 현재까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복지 

쪽에서도 따로 구획된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구분없이 자연스럽게 구성된 지금이 

더 만족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소통을 중시하는 지역 주민들의 

선진화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곳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은 

어떤 부분의 변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나요?

 건축가  주민들의 생각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업무 이후 저녁 

시간대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넘어서 ‘찾아가고 싶은 동주민센터’가 되었다는 

동장님의 말씀에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조심스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장  예전 동주민센터는 폐쇄적이면서 

공간도 협소하고 무척 어두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폴딩도어를 개방하면 자연스럽게 

내외부가 소통되고, 내부도 훨씬 밝아집니다. 

개방적인 공간이 되면서 직원들의 마인드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민원인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의 경우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들을 주민센터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들을 구축하여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내용들도 필요하겠고요. 이제 

동주민센터는 단순히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전면 주차장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 쉬면서 머물 수 있는 툇마루 같은 장소로 활용

눈을 마주치는 민원대와 데이케어부스

 Architect  It is absolutely the 

residents’ lounge. It is not located in the 

avenues, but is placed deep inside the 

neighborhood and is surrounded by the 

multiplex houses. Unlike in other regions, 

the center is located at the center of 

residents’ houses and could be a focus for 

events happening in the neighborhood. 

Also, I wanted it to be a visible meeting 

spot in the alley. As a result, the outside 

area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s shared with the local community. I 

thought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not as a visible physical place, but as a 

spatialization, where a local group could 

shar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Dong chief  This is just the 

beginning stage of the project, so it is too 

early to expect the results. However, there 

are more local activities such as volunteer, 

and a flea market than in other regions. 

We were excited about creating spaces for 

these various local activities. Also, we are 

very happy to have an open and accessible 

community service center that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closed one, so more 

residents visi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main objective of breaking 

the barrier is distinctive. Also, it 

is praised as a new public service 

area. Could you tell us about it 

more specifically?

 Architect  For the area outside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e 

designed it so that the existing barrier 

was removed and the residents’ garden 

was extended into the center as if the 

alleys were continuously connected. For 

the inside of the center, at the boundary 

between a porch and a public service 

area, a booth, containing public service 

document machines, was planned to be 

built with a hidden door to distinguish 

spaces so that the barrier was diminished 

and flow of people worked well. The idea 

of a space design using booths came 

from considering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universal design”. When we went 

on a field survey to other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Yangcheon-gu, we were 

curious about why we had a conversation 

looking at the back side of the computer 

monitor instead of having eye contact 

with public officials. We also wondered 

that why we created separate consultation 

rooms to distinguish spaces. At the center 

of the public service stations, which was 

relatively easy to access, simple and easy 

public service requests were accepted. On 

the other hand, chairs were placed at both 

edges of the curved public service stations 

allowing eye contact for both the public 

service request and consultation.

 Dong chief  For most community 

service centers, public officials, who 

usually stared at a monitor screen, had 

passive interactions with visitors, who 

stared at the back of the monitor screen. 

However, in the new improved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residents, who are 

standing behind the counters of the public 

service stations, interact and have an eye 

contact with the public officials. Of course, 

it is not comfortable for residents to 

stand up when requesting public service. 

However, there have been no complaints 

about standing so far. We consider that 

this phenomenon is a reflection of the 

developed consciousness of residents 

who focused more on interactions than 

inconvenience.

  Which part of change do residents 

like most when they visi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Dong chief  The former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closed, narrow, and 

dark. However, when we open the folding 

door, it allows a connection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and it is bright. In 

the open space, staff became more open-

minded and have active interactions 

with the residents. In addition, our 

region has various communities in which 

residents participate spontaneously, but 

these communities were not based i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n order 

to attract residents to use to the center, 

we need to try establish cultural and art 

programs, which residents are intrigued 

with, rather than launch general programs. 

We hope that residents will visit the 

center not only to do their business 

such as obtaining residents’ registration 

documents, but also be attracted by 

expecting something exciting to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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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3동 주민센터는 생활권의 중심인 

성대시장 한가운데 자리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침 출근길에도, 저녁 찬거리를 사러 가는 

길에도, 시장길을 지날 때마다 주민센터를 

마주치게 된다. 일부러 찾아 나서야 하는 여느 

관공서와는 달리 그야말로 주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주민센터다. 

유휴공간에서 쌈지공원으로

상도3동 주민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 중이다 보니 주민센터 앞은 늘 

북적거린다. 오가는 사람도 많은데 입구에는 

온갖 프로그램 홍보물까지 잔뜩 붙어 있으니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하다. 출입문 옆에 자리한 

제법 큰 규모의 외부공간도 입구의 산만함에 

한몫을 거든다.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공간. 화단도 있고 벤치도 

있지만, 이 삭막한 공간에 앉아 쉬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전거와 청소 도구만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사실상 방치돼 있던 

셈이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먼저 휑하니 뚫려 있던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격자형의 목재 프레임이 

채워졌다. 프레임 사이에는 투명한 판을 

끼웠고, 그 뒤에 노란 조명을 삽입하거나 

푸른 식물을 심기도 했다. 햇빛조차 들지 

않던 회색빛 공간이 따스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목재 프레임은 얼핏 막힌 

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투명한 판이 끼워져 

있는 부분은 반 정도에 불과하다. 건축법상 

벽 전체를 막을 수 없었던 탓이다. 하지만 

반쪽짜리 벽도 삭막했던 외부공간을 아늑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다듬어진 공간에는 앉아 쉴 수 있는 벤치를 

마련했고 천장은 어닝으로 덮었으며, 가장 

안쪽은 단을 높여 간이 무대를 조성하기도 

했다. 

시장길과 맞닿은 외부공간의 특성을 살린 

덕분에 열린 관공서로서의 이미지는 한층 

더 강화됐다. 방치돼 있던 외부공간은 

쌈지공원으로 재탄생했고, 공원은 건물과 

도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거리의 일부로 

녹아들었다. 시장을 채우던 수많은 이야기는 

이제 쌈지공원으로 흘러들고 그 안에서 꽃을 

피운다. 우연한 만남이 생기고 이야기가 오가며 

이벤트가 발생하는, 살아 있는 공간이다. 

업무 중심적 공간에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개선사업’의 두 번째 

과제는 2층 민원실의 환경 개선이다. 민원실은 

크게 업무공간과 대기공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업무공간은 다시 민원팀과 복지팀, 

동장실, 상담실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기존 

민원실은 이러한 영역들이 혼재돼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공간 구획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했던 이유이다. 

새롭게 세운 공간 조닝의 기본 원칙은 ‘기능에 

따른 영역 구분’이다. 일차적으로는 업무공간과 

대기공간을 구분하고, 이차적으로는 

대민업무가 많은 순으로 팀별 업무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비된 공간은 

한눈에도 그 영역이 명확하게 인지된다. 

민원실에 들어서면 공간 전체를 가로지르는 

긴 책상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민원팀과 

복지팀의 업무영역인 이 책상은 민원실의 

영역을 구분하는 상징적인 축이다. 책상을 

기준으로 뒤쪽에는 직원들의 업무공간이, 

앞쪽에는 민원인 대기공간이 배치되기 

때문이다. 세심한 고민의 흔적은 업무공간에 

설치된 파티션에도 그대로 묻어난다. 목재 

프레임 사이에 투명판을 끼워 만든 파티션은 

좁은 업무공간을 구획하고 있지만, 답답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투명한 판이 빛을 

반사함으로써 더욱 밝은 느낌을 연출한다. 또한 

외부 쌈지공원 벽면에서도 반복되는 이 패턴은 

내외부에 통일감을 연출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민원실 절반을 주민에게 내주면서 협소했던 

대기공간도 대폭 개선됐다. 이곳에는 밝은색 

목재로 만든 책상과 책장을 들여놓고 

‘향기쉼터’라는 이름도 붙였다. 

* 이 글은 건축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건축가 | 현승헌(선랩건축사사무소)

동장 | 정혜옥

프로그램 | 외부 주민 쉼터, 2층 민원실, 지하 다목적 홀  

개선 면적 | 516.6m2

주요 마감재 | 스프러스 구조목,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아연도 각관

시공 | (주)새암(외부 주민 쉼터),아키테리어 금빛가람(민원실, 지하 

다목적 홀)

준공 | 2016. 7.

Revitalizing underused space 

Achitect | Hyun Seunghun(SUNLAB)

Dong chief | Jung Hyeok

Program | Rest space, public service area(2F), multi-

purpose hall(B1F)

Improved area | 516.65m2

Finishing materials | Spruce wood, polycarbonate panel

Construction | Se-am(rest space), architerior goldenriver

Completion | July 2016

Dongjak-gu | Sangdo 3-dong동작구 | 상도3동

사람 사는 이야기가 흐르는 
쌈지공원 

Pocket park, a venue of friendly 
conversation between neighbors 

1층 평면도 | 변경 전

1충 평면도 | 변경 후 

1 쌈지공원  2 내부홀  3 방풍실  4 하부 SUNKEN 

5 소공연장  6 외부홀  7 24시간 개방존

외부공간 | 변경 전

1

6

5

7

2

3 4

Sangdo 3-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is situated in the middle of Seongdae 

Market, the center of village life. The 

center is easily within the reach of local 

residents when they are on their way to 

work in the morning or to the market for 

groceries in the evening. Thanks to its 

convenient location, it is much closer to 

everyday life of local residents compared 

to its counterparts in other villages in less 

familiar locations. 

Empty piece of land turns into a 

community park

Since Sangdo 3-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always has a range of programs 

in operation, it is always crowded with 

people. In particular, its entrance was in a 

total chaos with numerous visitors going in 

and out and promotional items occupying 

the walls. The outdoor space next to the 

entrance adds even more distraction too. 

Although the center public officials did 

their best by laying a small flower bed and 

a bench here, it was no good when the 

place remains dark without much sunlight. 

In other words, it was a desolate place 

where no one wants to sit and spend time. 

It was actually an abandoned space where 

they would put cleaning tools and park 

bicycles.

Eventually, the entrance area went through 

the most change through the project. First 

of all, we put wooden grid frames to fill 

the vacant spaces between the pillars. 

Between the frames, we put transparent 

panels where we put yellow lights or set 

up some green plants. As a result, the 

grey space, which seemed practically 

deserted without much sunlight coming 

during the day, suddenly began to change 

into a friendlier place for visitors. While 

the wooden frames look like a wall, only 

half of them were embedded with the 

plastic panels. Although it was the best we 

could do because of the provisions in the 

construction act, the half-complete wall 

seems to serve its job with no problem by 

surrounding the desolate outdoor space. 

After covering the ceiling with an awning, 

laying several benches and founding a 

small stage inside, we managed to make 

the place look much better than before.

Thanks to our effort to upgrade its 

outdoor space adjacent to the market 

road, the center received a good boost 

for its image as a government office with 

great accessibility. With all the love for 

the change, they even named the space, 

Ssamji Park(meaning pocket park).

Blurring the boundary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city, the park became 

a familiar part of life for local residents. 

Now it serves as a venue for friendly 

communication between neighbors. It 

represents a living room for everyone, 

where people stop by to take a rest, meet 

friends, talk to each other, and entertain 

themselves with little events. 

Work-oriented Space Turns into More 

Friendly One for Visitors

The second task of the project was to 

upgrade the public service area on the 

second floor. The hall had two major 

parts; one where the public officials of 

the center work and another where the 

visitors wait for their turns. The former 

had two counters for Public Service Team 

and Welfare Team, the dong chief’s office, 

and a consultation room. And everything 

in the public service area were mixed up 

and aroused a sense of chaos, which was 

why we decided to do a complete overhaul 

on the space zoning here.

Main principle of the new space zoning 

was “dividing the sections based on their 

purposes”. First, we began by separating 

the work zone and the waiting zone.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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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쉼터 | 변경 후  ©주용성 Joo Yongseong 

we arranged the space for each team 

considering their priority in dealing with 

the residents directly, thereby maximizing 

the efficiency in space usage. These were 

what we had in mind to modify the space 

for the better.

As a result, we now have a well-organized 

set of spaces. When you enter the public 

service area, the first thing you’d see 

would be a long desk spanning across 

the room. It serves as a symbolic mark 

that separates the waiting zone and the 

work zone. The desk is occupied by Public 

Service Team and Welfare Team, since 

they have the most inquiries.

Partitions installed inside the work zone 

also represent another part that we 

put extra care for the finest detail too. 

Although the small work zone has been 

sectionalized by the partitions made of 

wooden frames with transparent panels 

inside, it does not look too stuffy. Rather, 

thanks to the lights reflected by the panels, 

the place looks much brighter than before. 

In addition, the idea of wooden framed 

partitions came from what we have done 

on the wall of Ssamji Park outside, which 

means that wooden framed partitions 

actually represent an important element 

in ensuring unity in and outside of the 

building. Also, we addressed the issues 

concerning the small room for visitors by 

allowing more room for them in the public 

service area. In fact, the waiting zone now 

accounts for nearly half of the hall. We 

brought desks and bookshelves made of 

light-colored woods here and named the 

place “Fragrant Rest Area”. 

* This article was written based on our 

interview with the archi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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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지공원에는 항상 주민분들이 

계시네요. 주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원래는 컴컴해서 굴속 같은 

공간이었어요. 화단이 있기는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화단 때문에 공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또 공원 면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벽으로 막아서도 안 되고 

화단도 없애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그곳을 개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결과적으로는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고 텃밭을 

공원 면적으로 인정받은 뒤에야 공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외부를 전부 벽으로 막으면 

안 된다는 문제는 프레임 사이를 비워내는 

디자인적 해법으로 풀어 주셨어요.

이 공간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니 

지나가던 주민분들이 종종 음료수도 사다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통해 주민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행복카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다행히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민원실은 대기공간도 넓어졌고 

그곳에서 쉬어 갈 수도 있으며 

interview인터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삭막한 

동네였습니다. 길에 쓰레기도 많았어요. 하지만 

곳곳에 장미를 심으면서 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했지요. 축제를 계기로 우리 동만의 

디자인을 만들고, 바닥에는 그 디자인이 들어간 

블록도 깔고 조명도 삽입해서 길도 정비했어요. 

이렇게 마을이 하나둘 바뀌는 모습을 보니 

주민들이 스스로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일은 직원들이 주도해서는 안되니까요. 

직원은 다른 곳으로 발령 받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시스템이 갖춰지는가 

하다가도 동장이 바뀌면 사라지기 일쑤에요. 

먼저 예시를 보이되,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일을 주도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 그게 바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층 민원실과 향기쉼터 ©주용성 Joo Yongseong 

정혜옥(상도3동 동장) Jung Hyeok(Sangdo 3-dong chief ) 

  There are always people 

hanging around the Ssamji 

Park. It looks like residents 

really love the place. Can 

you tell us about how people 

welcome the change in more 

detail?

 Dong chief  It was a dark, cave-

like space. We had a flower bed here, but 

it was more of a problem in our attempt 

to apply some changes here. The law 

recognized the place as a “park area”, and 

therefore it did not allow us to block the 

space with a wall or remove the flower 

bed either. However, we could not give 

up because improving the space was one 

of the objectives in the project. So we 

researched on the options and decided 

to relocate the park area to the roof by 

making a small vegetable garden there, 

thereby removing the legal restrictions in 

modifying the place. Also, our architect 

was clever enough to leave some space 

between the wooden frames so as to 

bypass the law which did not allow us to 

block the space with a wall.

The elderly are the biggest fans of Ssamji 

Park. In fact, they spend much time here 

together and their younger friends drop by 

the place to buy them something to drink. 

In hopes to see the place serve as a venue 

for local residents to appreciate simple 

happiness, we began to call it “Cafe of 

Happiness”. Fortunately, it seems to live up 

to its name well and we are glad about it. 

  For visitors, allowing more 

room for them in the public 

service area was a welcoming 

change. I am sure they’d be 

happy to be in the roomy 

waiting zone where they 

can take a rest while they 

are waiting for their turn. 

However, you had to move 

your office outside the hall to 

free up the space. How do you 

feel about the change? 

 Dong chief  Since we allowed 

more room for visitors, my staff are still 

suffering in the small work zone. However, 

they feel better about the change since it 

feels a bit bigger than it was after lowering 

the height of partitions and making them 

out of light-colored woods.

I didn’t mind the relocation of my office at 

all either. My priority was allowing more 

room for visitors from the first place. But 

I did have one request for the new office: 

making it accommodate as many guests 

as possible. Since I have about 150 to 200 

visitors a day on average, I wanted to allow 

more room for them even if that means 

minimizing the space for my desk. To this 

end, I even named the new office, “Room 

for Friendly Communication.” They did a 

great job in granting my request, and I am 

happy about the results.

  It looks like you have a lot of 

passionate residents willing 

to participate in town affairs. 

What’s your take on that?

 Dong chief   To be honest, it 

was one of the starkest towns I know 

of. Streets were not so clean back then. 

However, we began to plant flowers to 

hold festivals. It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us to design a unique logo of our own 

and repair the streets by laying blocks 

with the logo and putting more lights. 

Seeing the changes, our people began 

to have more interest in town affairs. I 

believe it is a great change in the right 

direction. Since our officials at the center 

have to leave when they are appointed to 

somewhere else, it is the local residents 

who should take the lead. In fact, there 

are too many promising systems that 

disappear when a head of the village is 

replaced by a new person. Therefore, I 

believe that it is our job to come up with 

an idea, lead by example, and train local 

residents to take the lead in the system in 

the end. 

업무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주민 입장에서는 무척 

반가운 변화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장실이 민원실 밖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업무에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주민에게 내어 준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공간은 여전히 협소해요. 

하지만 밝은 목재를 사용하고 파티션 높이를 

낮춘 덕분에 실제보다는 좀 더 넓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동장실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딱 한 가지 

요청 사항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둘러앉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루에도 

150~200분 정도가 동장실을 찾아와요.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니 제 

업무공간은 최소화하더라도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넓었으면 했지요. 그래서 이 방의 

이름도 도란도란 소통방이라고 지었습니다. 

저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소통방이 되었으니 

성공적인 변화 아닌가요.

  주민참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동네라는 인상이 드는데, 이 부분에 

2층 평면도 | 변경 전

2충 평면도 | 변경 후

1 복지지원팀  2 행정민원팀  3 민원대기공간  4 문서고

5 당직실  6 자원봉사센터  7 상담실  8 동장실  9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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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 천의영(경기대학교)

동장 | 최귀훈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397m2 

주요 마감재 | 목재, 금속, 유리

시공 | 이인씨앤아이

준공 | 2016. 7.

사진 | 주용성

Revitalizing underused space 

Architect | Chun Euiyoung(Kyonggi University)

Dong chief | Choi Gwihoo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397m2 

Finishing material | Wood, metal, glass

Construction | EINC&I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Joo Yongseong 

Seodaemun-gu | Hongje 3-dong서대문구 | 홍제3동

외부 테라스, 
소통의 장이 되다
The outdoor terrace becoming a 
place of communication

기존의 벽을 없애고 사용하지 않았던 외부 

테라스 공간을 민원실 공간으로 확장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기존 테라스 공간은 

활용도가 거의 없었는데 커튼 월을 설치하여 

내부화하여 넓은 카페공간을 마련했고, 계단형 

가구와 주방을 설치해 다용도로 사용하여 

활용도를 높이게 되었다. 

기존 공간의 통합과 분절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공간과 주민들의 카페공간이 같은 

공간에서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센터 

민원실이 탄생했다. 기존 사무기기와 

수납공간의 배치를 조정하여 업무 동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의 밀도를 재조정했다. 

주민센터 측에서도 버려진 테라스 공간을 북 

카페로 만들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The project proposes to create a place 

of communication where people gather 

by demolishing the existing wall and by 

expanding the public service area from 

securing the outdoor terrace. A curtain 

wall was installed in the existing terrace 

space to create a spacious cafe space, 

and a stepped-type furniture and kitchen 

were installed for multi- use. Through 

the integration and segmentation of the 

existing space, a new form of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created in which work 

spaces and residents' cafe spaces are 

shared in the same space.

1층 탑뷰 외부 투시도

테라스 공간을 활용한 북카페

업무 및 민원 공간

외부 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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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동 주민센터는 복지민원의 확장에 따른 

근무공간 확충과 주민에게 공간을 돌려준다는 

사업 본연의 의미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과제에서 출발했고, 결과적으로 내부의 

효율적인 공간 개선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구현해 냈다.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넓은 민원실, 밝고 열린 도서관 등 사람과 

건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멋진 공간에 대한 욕심보다 

직원과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에 

집중했던 건축가의 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신수동 주민센터는 1층에 어린이집을 

두고 전면의 넓은 계단을 통해 

2층 민원실로 접근하며 3층에 

주민이용시설이 있는 복합 용도의 

건물입니다. 한눈에 봐도 건물 자체가 

다른 곳과 달라 보이는데요. 건물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했나요?  

 건축가  우선 건물은 깔끔했고, 진입부의 

긴 계단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걱정도 있었죠. 건물을 살펴보면 

선적인 요소들도 화려하고, 각도도 다방면으로 

돌출되어 있어요. 실제로 계획하면서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건물에 

구획이 지나치게 많이 되어 있고, 구획된 

공간도 사용하기에는 면적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층은 복도 주변으로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복도가 어두워서 재료의 

마감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복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활용되지 못한 

점도 아쉬웠습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디자인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었나요?   

 건축가  복도 공간을 어떻게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민원실과 홀의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고민이 

첫 실마리가 되었죠. 결국 복지민원의 확장에 

따른 근무공간 확장과 주민에게 공간을 

돌려준다는 이 사업 본연의 의미를 만족시켜야 

하는 과제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장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이 주민센터를 폐쇄적인 

이미지로 바라봐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이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공간보다는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군데군데 배치되었으면 했어요.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공간 재배치를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한 점이 눈에 띕니다. 2층 민원실과 

입구 홀사이의 출입구를 없애면서 
건축가 | 전병욱(건축사사무소 이마)

동장 | 민옥례

프로그램 | 민원실, 북카페

개선 면적 | 지상 2층/지상 3층-772.32m2  

주요 마감재 | 석고보드 위 도장/인테리어필름, 무늬목 합판

시공 | ㈜디자인 디토

준공 | 2016. 8.

Efficient improvement through spatial 
replacement 

Architect | Jeon Byungwook(ima.A)

Dong chief | Min Okrye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book cafe

Improved area | 2F/3F-772.32m2  

Finishing materials | Paint/interior film on GSB, wood 

veneer  

Construction | Design Ditto

Completion | August 2016

마포구 | 신수동 Mapo-gu | Sinsu-dong

interview인터뷰 

공간의 
통합과 확장

Space integration
and expansion

3층 평면 구성2층 평면 구성

전병욱(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이마)

민옥례(신수동 동장)

이기연(신수동 주무관)

Jeon Byungwook(Architect, ima.A)

Min Okrye(Sinsu-dong chief )

Lee Giyeon(Officer in charge, Sinsu-dong)

The Sinsu-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needed more space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welfare officials and space for 

residents. The results were that minimum 

changes caused a maximum effect of 

improved inside space. 

  What was the first impression of 

the center? 

 Architect  The center was well 

built, so it was difficult to remodel and 

improve it. However, in this center, there 

were many sections, and limited space for 

each section. There were spaces around 

a hallway on the third floor, but they 

looked dark and useless, even though 

their finishing materials were in excellent 

condition.  

  How did you set the basic 

design goal in a building in this 

condition?

 Architect  There were two main 

concerns. The first one was how the 

hallway could be turned into a space for 

residents. The second one was how to 

integrate the public service area with the 

hall.

  What did you wish to improve as 

a user?

 Dong chief  We wanted to have 

small spaces to support various activities 

in which residents participated rather than 

have a big space. We thought that it was 

better to leave something if it was good, 

but, if something was not good, it was 

better to modify and improve it.

  Improvement through effective 

space rearrangement was obvious. 

By removing the entry between 

the public service area and the 

hall, the public service area was 

integrated so that work space and 

a waiting area for public service 

requests were extended. Also, 

by eliminating the existing wall 

in the library on the third floor, 

the library was extended into a 

spacious hallway and became an 

open and bright space.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specific points 

of remodeling?

 Architect  The center was well built, 

so there was no need to touch the ceiling, 

walls, and finishing. We focused instead 

on spaces to extend and to connect. For 

example, we extended the open library, 

which was located on the third floor, to 

the hallway by removing the wall. Also, 

we tried to provide public space such as 

a lobby in which people often interacted 

with the residents. This extended space 

was connected to the day care center, 

which had been isolated on the first floor. 

  As an architect, what else did you 

want to improve except space 

rearrangement? 

 Architect  There is one 

disappointing thing. In the publi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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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on the first floor, I wanted to add an 

architectural component like building a 

house within a house. However, frankly 

speaking, as an architect, I sometimes 

need to give up my desires a little. 

  Through this project, what 

has been changed in this 

neighborhood?  

 Dong chief  First, small activity 

groups became very enthusiastic. As you 

know, there was the day care center on the 

first floor, but there was no waiting space 

for parents to wait and rest around the 

community center. However, now the open 

library and the book cafe are functioning 

as the waiting area. Also, talented residents 

in the neighborhood voluntarily donate 

their talents twice a month. These are all 

positive effects of improvement. 

 Officer in charge  The previous 

auditorium room had a good lighting and 

sound system, so it was popular to rent 

the room to use them. However, after this 

project, it became even more popular. 

Now,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s 

always interactive with a happy virus. 

  What else should the project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ursue?

 Architect  Residents have different 

ideas. When establishing detailed plans, 

we wan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o 

mediate and coordinate different ideas. 

Also, even though the staff of Sinsu-dong 

were very supportive, I heard that was 

not always the case. Although we are all 

in different positions, we have the same 

goals.  If we try to do our best, it will lead 

to best results, and this project will work 

well. 

기존 민원실 출입구를 이동하여 개방감 있는 민원대기공간 조성

예산 범위 내 벽체 철거를 통한 마을 도서관 활성화

민원공간을 하나로 통합하여 직원공간과 

민원대기공간 모두를 이전보다 넓혔고, 

또 3층의 기존 도서실 벽체를 개방하여 

넓은 복도공간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밝은 빛이 스미는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열린 

도서관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리모델링 주안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가  기존 건물의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천장이나 벽, 마감 등은 굳이 손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점적으로 고민할 

부분은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확장, 연결 등에 

포커스를 맞췄죠. 조금 힘을 준 부분이라면, 

말씀하셨듯이 3층의 열린문고 벽을 허물어 

복도 공간까지 확장시키는, 즉 경계를 허무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민들과 접촉이 빈번한 곳에 

로비같은 공적인 공간을 배치하고자 한 것이죠. 

또 확장된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 복도로 

돌출된 천장을 구성했고 삼각형의 책상과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한 마루공간을 두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자 한 것인데, 

이렇게 확장된 공간들은 기존에 단절되어 

있던 1층의 어린이집과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공간을 

이용하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오고가고, 

곳곳에 앉아 머무는 그런 편안한 장면을 

상상했지요. 동장님도 동장실의 위치 이전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셨고요. 

 주무관  변화된 공간을 통해 지역 

인재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현재 신수동에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간을 기반으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결국 그런 분들이 모이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건축가로서 공간의 재배치 외에 다른 

것을 해 보고 싶은 욕심도 없진 않았을 

텐데요?

 건축가  사실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특히 1층 민원대기 공간에 일종의 건축적 

장치랄까? 집 속의 집 같은 느낌을 주고 싶기도 

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에서는 

건축가의 욕심을 조금 내려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로서 멋진 공간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을 이용하고 점유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으로 그들이 

만족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동장  주민 소모임이 활발해진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해요. 지역 음악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직능단체와 연계한 활동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죠. 1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지역 주민들이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센터 주변에는 아이들의 부모가 

잠깐이라도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전무해요. 

그러나 지금은 열린문고가 마치 북카페처럼 

그와 같은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재능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달에 

두 차례씩 재능기부도 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무관  강당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조명, 음향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기존에도 

대관업무가 활발했지만 공간 개선 이후 이용 

빈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근무시간이 연장될 

정도예요. 지금은 센터가 항상 시끌벅적 

활기찬데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건축가  사용자는 크게 근무자와 주민, 

두 그룹이에요. 직원들의 요구 사항은 근무 

공간의 개선으로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경우는 다르지요.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세부 계획에 들어갈 때는 

동주민센터에서 조율하여 종합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또 신수동의 

경우는 행정 관계자들과 호흡이 원활했지만 

간혹 불협화음 때문에 서로 힘든 곳도 

있었다고 해요. 각자 다른 위치에 있지만 같은 

의지를 갖고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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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와 ‘작은 도서관’은 공교롭게도 

같은 층에 인접해 있었다. 서로 창과 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공간은, 그러나 마치 

등을 돌리고 앉은 듯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탐문 결과, 시너지를 만들어야 했던 두 개의 

프로그램은 서로 불편한 상태로 공존하고 

있었다. 작은 예산을 오히려 더 줄여야 했던 

건축가의 눈에 이런 불편한 관계는 집중과 

선택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했다. 

어린이들이 모여 놀고 공부하는 공간과 

어른들이 모여 마을 일을 의논하는 공간이 

서로 연결된다면 모든 마을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사무공간의 

좌석 배치와 기자재들의 위치를 바꾸고 그 

사이사이 공간의 활용방안을 찾아내어 업무 

효율을 높여 주는 동시에 민원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평상과 

목재 루버의 가림벽으로 주민사랑방을 만들고, 

사랑방의 평상이 자연스럽게 ‘작은 도서관’으로 

연결되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의 역할을 

하게 했다. 공사 완료 후 도서관에서는 작은 

평상을 이용해 유아들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도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접이문과 

목재 루버 사이의 공간이 ‘주민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이어주며 마을 어귀의 정자 노릇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건축가 | 이재혁((주)에이디모베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성우

프로그램 | 민원실, 도서관

개선 면적 | 지상 2층-306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합판, 원목

준공 | 2016. 7.

Efficient improvement through spatial replacemen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nd 

“small library” were in uncomfortable 

conditions. The architect has developed 

this uncomfortable relationship into a 

good idea for concentration and selection. 

It improves the efficiency of work by 

changing the seating arrangement of work 

space and the relocation of equipment, and 

finding ways to utilize the space between 

the rooms. It also creates the community 

space for the residents with the blind walls 

of wooden louver and wooden platform 

bench so that the residents can relax 

comfortably. This bench naturally linked 

to the “small library”, which serves as a 

playground for children.

Architect | Yi Jaehyuk(admobe Architect)

Dong chief | Lee Seongu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library

Improved area | 2F-306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wood

Completion | July 2016

종로구 | 숭인1동 Jongno-gu | Sungin 1-dong

평상으로 잇는 민원실과 도서관 The public service area and 
library connected by wooden 
platform bench

2층 평면도 | 변경 전 

1 민원실  2 도서관  3 동장실  4 전산실

5 서고  6 동장실 및 회의실  7 탕비실  8 복지상담실

9 창고  10 주민사랑방

2층 평면도 | 변경 후

평상이 있는 도서관

목재 루버 가림벽으로 나뉜 민원실과 주민사랑방

민원실과 민원 서식대

1

1 210

6
7

989

2

3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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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위치한 기존 민원공간은 약 20명이 

근무하기에 빠듯한 공간이었다. 게다가 

상담실, 서버실, 숙직실 등 부속공간으로 

인해 더욱 협소해진 공간은 결과적으로 

민원공간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좁은 공간에 

진입공간, 민원대기공간과 민원 서식대의 

혼재는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근무자들에게도 

불편한 상황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공간에 약 30명의 근무공간 마련과, 명확한 

동선분리와 공간 분할을 통해 보다 쾌적한 

민원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였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매입 설치하여 충분한 

진입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사용빈도가 낮은 

숙직실을 없애고 상담실을 2층으로 옮겨 총 

30명, 3개 팀의 사무공간을 확보했고 주민센터 

뒷면 창고와 바로 연결되는 부출입구도 만들 

수 있었다. 2층으로 이전된 상담실에서는 

독립적이고 편안한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인들은 진입과 동시에 번호발급기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더 넓어진 민원공간 

안에서 필경대, 음수대, 홍보물 진열대, 

민원대기공간 등이 분명히 구획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다. 

거기다 선명한 색채 코디네이션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간 이미지를 개선했다.

건축가 | 신현보, 김도란, 류인근, 이서현(디자인밴드요앞 

건축사사무소)

동장 | 윤익중

프로그램 | 진입홀, 민원실, 복지상담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118m2  

주요 마감재 | 수성페인트, 필름지, 인조대리석, 비닐계 타일

시공 | 아이엠에스 인테리어 디자인㈜

준공 | 2016. 6.

감각적 색채 코디네이션을 통한 효율적 공간 이미지 연출

Efficient improvement through spatial replacement

The comfortable public service area was 

to be provided by improved circulation 

and space division. A sufficient space for 

entry was secured by installing automatic 

certificate issuers in a wall. In addition, the 

night duty room with low frequency of use 

was removed and the consultation room 

was moved to the second floor, ensuring 

a total of 30 officials, 3 divisions of office 

space, and a doorway that connects 

directly to storage located behind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independent and comfortable 

consultation is now possible in the 

consultation room which is relocated to 

the second floor.

The spatial image was efficiently changed  

by sensory color coordination.

Architect | Shin Hyun Bo, Kim Doran, Ryoo In Keun, Lee 

Seohyun(designband YOAP)

Dong chief | Yoon Ikjoong

Program | Entrance hall, public service area, welfare 

consultation room

Improved area | 1F/2F-118m2

Finishing material | Water paint, sheet film, imaitation 

marble, vinyl tile

Construction | i.m.s interior design

Completion | June 2016

은평구 | 응암3동 Eunpyeong-gu | Eungam 3-dong

색채 코디네이션을 통한 
공간 이미지 개선 
Improving spatial image by 
color coordination

무인민원발급기가 매입 설치된 진입 공간

1층 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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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 문턱에 주민들의 발길은 잦아지고 창 

밖의 풍경에 기다림의 지루함은 사라진다. 이제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던 이곳에서 머물기를 

원한다. 신대방1동 주민센터는 오래되고 

쓰임이 적었던 공간들을 모두 개선하여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주민들과 함께 

가꾸어 가는 중이다.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외부데크, 요리를 하는 주민카페,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마을문고. 새로워진 주민센터 

곳곳에서 주민들의 손길과 애정이 느껴진다.

  동네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사무소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만큼 변화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시작은 어땠나요?

 동장  신대방1동 주민센터는 37년을 

이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곳에서 주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동장이 되어 다시 왔을 때, 그때보다 시설만 

낙후되었을 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개선사업 소식을 듣고 이 

기회에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축가  사업 초기에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나이드신 분들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확신이 없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계획 과정에서는 

직원들도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장님이 결단을 내리시고 저에게 맡겨 주셔서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폴딩도어와 외부 

데크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나요?

 건축가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열린 이미지를 만드는 데 내외부의 

연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내부 민원대기공간은 물건들이 밖으로 나와 

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더욱 좁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벽을 허물고 폴딩도어를 설치했습니다.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니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이용도 자유로워져서 

시각적인 측면은 물론 실제 사용에서도 열린 

공간의 이미지가 됐습니다. 사실 폴딩도어 

부분의 바깥쪽은 쓰레기 수집장으로 활용되던 

자투리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어서 그 위치나 형태를 

봤을 때 데크를 설치하면 내부로부터 공간이 

확장되어 포켓파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동장  처음에 폴딩도어와 데크를 

제안받았을 때 걱정도 많았고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설득해 나가면서 

동의를 얻었고 지금은 모두가 좋아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주민에게 돌려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더 이상 

업무만 보고 돌아가는 주민센터가 아닌, 머물다 

가는 주민센터가 됐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대나무의 푸름도 좋고 이제 계절마다 바뀌는 

풍광이 기대됩니다. 주민들은 민원대기 시간이 

5분만 지나도 길다고 느끼는데, 폴딩도어를 

설치하고 나서는 기다림에 대한 불만이 

적어지고 업무를 본 후에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머물다 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내부에도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특히 

지하 1층의 카페가 인상적인데요.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을 카페로 바꾼 과정이 

궁금합니다. 

 동장  지하 1층은 최근까지 거의 창고로 

사용되었지만, 20년 전에는 직접 밥을 지어 

먹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처럼 직원들이 

이곳에서 식사도 하고 평소에는 주민들이 모여 

요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용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손주 돌보미 할머니들이 모여서 같이 반찬도 

만들고 작은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요리교실을 열 계획입니다. 

 건축가  지하 1층은 환풍기를 통해서 

약간의 환기만 될 뿐, 곰팡이로 가득했어요. 

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층과 연결되는 

외부 비상계단의 벽체를 철거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자연채광도 가능해지면서 쾌적한 

건축가 | 이지영(청주대학교)

동장 | 김미자

프로그램 | 민원실(1층), 주민카페(지하 1층), 마을문고(2층)

개선 면적 | 지하 1층/지상 1,2층-337m2

주요 마감재 | 구로철판, MDF 위 UV도장, 백페인트 글라스

시공 | (주)금빛가람

준공 | 2016. 7.

Providing space for rest and 
communication

Achitect | Lee Jiyoung(Cheongju University)

Dong chief | Kim Mija

Program | Public service area(1F), cafe(B1F), library(2F) 

Improved area | B1/1,2F-337m2

Finishing materials | HR steel plate, UV paint on MDF, 

back painted glass

Construction | goldenriver 

Completion | July 2016

동작구 | 신대방1동 Dongjak-gu | Sindaebang 1-dong

interview인터뷰 

오래 머무르고 싶은 
지역 주민의 쉼터

A residents’ rest area to stay 
longer

(왼쪽부터) 지하 1층/1층/2층 평면도 | 변경 전

(왼쪽부터) 지하 1층/1층/2층 평면도 | 변경 후 

이지영(건축가, 청주대학교) 

김미자(신대방1동 동장)

Lee Jiyoung(Architect, Cheongju University)

Kim Mija(Sindaebang 1-dong chief )

변경 전(위에서 아래로 자투리 공간, 지하 1층, 민원실)

The Sindaebang 1-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is growing with the residents as 

an open space by improving old and 

unused space. The center changed into 

an easy and comfortable atmosphere, 

and the residents often visit the center. 

Also, residents don’t feel bored seeing 

the beautiful scenery outside, so they 

want to stay rather than pass by. A space 

improvement i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such as the deck outside where 

residents rest, a residents’ cafe where 

residents cook, and a village library where 

moms and kids read books together, was 

supported by the residents.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looked old like it spent a long 

time with the neighborhood. It 

was considered that it would 

not be easy to change the old 

aged building. What was the 

beginning of the change?

 Dong chief  This building is 

37 years old. I worked here as an official 

twenty years ago, and I came back to this 

center as a dong chief. When I came back, 

the facilities in the building were old, but 

there was no change. When I found the 

space improvement project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I made a 

decision to change the center through the 

project. 

 Architect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it was hard to persuade 

the seniors and share opinions with the 

residents. Even officials doubted trying 

something and objected to the project. 

However, the dong chief decided to 

change the space and believed in me, so 

we made it. 

  The folding door and deck 

outside are distinctive. Why 

did you decide to create them?

 Architect  The main objective 

of the space improvement was to create 

an open space for the residents. In order 

to create a visually open space, the 

connection between inside and outside is 

important. The existing public service area 

looked crowded with a distracting and 

disorganized space. In order to improve 

the visual image, the wall was removed 

and a folding door was installed. The 

residents do not hesitate to enter and 

use the space freely. The space became a 

visible and open space in reality. Frankly 

speaking, the outside of the folding door 

was an extra space where the garbage 

dumping ground was. However, the space 

was not used effectively so that it could be 

extended from the inside by installing a 

deck to function as a pocket park.

 Dong chief  When we got 

suggestions about installing a dec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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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lding door, we were worried and had 

opposite opinions. However, we persuaded 

the residents and received their consent 

as time went by. Now everyone likes this 

space best. We heard many expressions 

of thanks that we provided a fresh and 

clean environment for the residents.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exists for 

residents to stay, behind long after they are 

done with their business. Now, we like to 

see the greenness of bamboos outside and 

expect different scenery outside whenever 

a new season comes. The residents used 

to feel bored when the waiting time was 

over five minutes, but after installing the 

folding door, they rarely complain and stay 

longer chatting with each other even after 

they finish their business. 

  There are many changes inside 

as well. In particular, the cafe 

in the basement is unique. We 

wonder about the process of 

changing the existing storage 

into a cafe. 

 Dong chief  The basement 

was used for storage until recently, and 

20 years ago it used to be a kitchen. 

We hoped this place would be a space 

in which staff have meals and residents 

could cook as it used to be in the past. 

Therefore, we requested the improvement 

of this space. The residents like this area 

and they ask how they can use the space. 

These days, the seniors who take care of 

their grandchildren, cook together or have 

a meeting in this area. We are planning to 

have a cooking class next year. 

 Architect  The basement was 

full of mold because of limited ventilation 

through a ventilator. In order to solve 

the ventilation problem, the wall of the 

emergency stairway outside, which was 

connected to the first floor, was removed. 

The basement became pleasant place with 

full natural sunlight. The village library 

placed on the second floor looked stuffy 

because the window was blocked and 

this was not used effectively because of 

the column. We hoped that it could be a 

practical space by opening the window 

and rearranging the inside. Based on the 

column, the bookshelves were placed on 

both sides so that residents, who were 

different ages from children to adults, 

could use them. The space was designed 

with both a silent library and an active 

room(Kids and Mom). The interior of the 

space for “Kids and Mom” was created 

as a playground that was composed of 

different levels by applying a low wooden 

bench concept which was built up from 

the bottom. We heard that there was an 

increasing number of users compared to 

before the improvement.

  The residents have enough 

space. How about the smaller 

space for officials?

 Dong chief  We needed to create 

work space for an increasing number 

of welfare officials. We focused on desk 

arrangement to use space effectively in 

a limited area. After all, we reduced the 

desk size and placed the desks as the 

staff yielded space to each other. Now, 

we are getting used to it. However, the 

space looks spacious and bright thanks to 

finishing with white paint. 

  It assumed that there were 

difficulties during construction 

because of the aged 

community service center.

 Architect  Of course, the 

building was very old so there were 

many problems and even difficulties with 

disagreements with a builder because 

of the duration of the construction 

and budget. The biggest problem was 

the basement construction. During 

construction, there was soil when 

removing the side wall of the stairway, 

which was considered an interior wall, in 

the basement. We had difficulties solving 

this problem, but after all, we finished by 

quick waterproofing seven times. 

 Dong chief  We talked about 

how it would be better to build a new 

center building rather than fix the old 

facilities.(Laughter) More than anything 

else, it was memorable how we persuaded 

residents who didn’t accept construction 

changes. We explained and showed how 

the construction worked well through 

meetings with 15 civic groups to develop 

a bond with the residents. However, now 

the residents are satisfied when using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residents using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spaces 

waiting for improvement are expected to 

be changed gradually. 

좁고 폐쇄적이었던 민원실의 확장

데크 | 자투리땅을 이용한 공간의 확장

서로 다른 책읽는 공간

닫힌 지하 공간에 빛과 바람을 들이다

환경이 됐습니다. 2층의 마을문고는 창문이 

가려져서 답답하고 기둥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주고 

내부를 다시 구성하면 실용적인 공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기둥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이용 가능한 책장으로 분리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숙한 독서공간(마을문고)과 

아이들이 책을 매개로 놀이를 하는 동적인 

공간(Kids & Mom)이 함께 배치된 셈이에요. 

‘Kids & Mom’ 내부는 평상 개념을 도입하여 

일부 바닥을 들어올렸고 이 단차를 이용한 

놀이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개선 전에 비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좁아진 직원 공간의 변화는 

어떤가요?

 동장  복지 쪽 직원이 늘어나면서 공간이 

훨씬 좁아진 것에 대응해야 했지요.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책상 

배치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책상 

크기를 줄여서 직원들끼리 조금씩 양보하며 

최종 배치를 하였고, 지금은 꽤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흰색 페인트로 마감한 덕분에 

시각적으로는 환하고 넓어진 느낌입니다.

 오래된 동주민센터라서 시공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건축가  낡은 건물이어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공사 기간과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와 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하공사였습니다. 공사 중 

실내 벽체라고 판단했던 지하 계단의 측벽을 

철거하는 순간 흙이 나왔던 건데요. 해결 

과정에서 난항은 있었지만 일곱 번의 급결 

방수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동장  낙후된 시설을 고치려고 하니 

손도 많이 가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신축을 

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웃음) 

무엇보다 공사 중에도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15개 단체 회의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도 보여주면서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던 과정이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사용률과 만족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져서 

아직 개선되지 못한 공간도 차츰 변화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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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언제든 방문해서 쉬거나 책도 

보고 일도 보는 공간을 생각했다. 커다란 

나무를 베어 낸 후 생기는 그루터기 같은 

것을 상상했다. 주민들이 언제나 쉴 수 있는 

마을 북카페 같은 곳이다.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해서 평면을 재배치하여 난점을 해결했다. 

가로공간을 세로로 분할하고 밀도 있게 

가구를 재배치했다. 수직 동선의 재배치도 

필요했다. 업무상 2층에 있어도 되는 곳은 

2층으로 재배치하고 2층에 감추어진 곳에 있던 

책은 1층의 북카페로 이동하여 마을문고를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모임도 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장소로도 사용하여 멀티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색감과 재료는 원목을 사용해 자연스런 

편안함을 주고자 했고 오래 사용할수록 정감이 

들도록 했다. 오래된 공간을 자연의 느낌으로 

조화를 꾀하고 인간 본연의 힐링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했다. 자연이 주는 위안과 

기능의 적절한 조화로 주민의 쉼터 같은 

공간을 주고자 했다.

건축가 | 이명희(주식회사 참공간디자인)

동장 | 박기붕

프로그램 | 주민공유공간, 업무공간 

개선 면적 | 551.67m2  

주요 마감재 | 홍송 가구, 천연페인트, 구로철판, STS

시공 | 명진건설

준공 | 2016. 8.

Providing space for rest and communication

The space where the residents could visit, 

relax, read books and take care of their 

businesses was planned to be created. 

Area which handled work that could 

be managed on the second floor were 

relocated to the upper floor. The books 

that were hidden on the second floor 

were moved to the book cafe on the first 

floor and it made a community library. It 

would be also used as a venue for various 

gatherings and communicating with 

residents. 

The space was created to provide the 

residents a shelter by using the natural 

wood and the harmony of functions.

Architect | Lee Myunghee(Charm Space Design)

Dong chief | Park Kiboong

Program | Community space, working space

Improved area | 551.67m2

Finishing material | Red fine, low VOC paint, HR steel 

plate, STS

Construction | Myungjin Construction

Completion | August 2016

동대문구 | 이문2동 Dongdaemun-gu | Imun 2-dong

원목 마감재가 주는 자연의 위안
Natural comfort with wood 
finishes

DN

UP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주민공유공간  2 민원실  3 업무공간  4 회의실/자원봉사 캠프  

5 복지 상담실  6 문서보관 및 창고  7 전산실  8 인감보관실

기존 민원대기공간을 나누어 주민공유공간(북카페)으로 조성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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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과 교류를 

원하는 주민들과 직원들이 업무공간뿐 아니라 

로비에서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마음대로 앉아 

쉬고 삼삼오오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어울림의 ‘장’으로 초대된다.

2. 사람과 공간이 어울리다

주민센터 방문인과 그들을 맞이하는 직원 

모두를 위한 편안함과 높은 업무 효율성,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연령층의 

주민을 위한 안락함과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공간은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는 

특별한 배치, 색채, 마감재로 표현되는 공간이 

된다. 

3. 공간과 공간이 어울리다

전면부를 증축하고 기존 출입구를 축소하여 

계획한 카페 및 대기공간, 기존 로비공간에 

신설된 마을카페, 그 카페의 일부를 공유하는 

복지창구, 그리고 방치되었던 뒤뜰 정원 모두가 

주민센터로부터 시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의 어울림을 만든다.

건축가 | 이세영(중앙대학교)

동장 | 김천식

프로그램 | 민원실, 복지카페

개선 면적 | 지상 1층-545.82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도장, 유리

시공 | ㈜아이에스오디건축사사무소

준공 | 2016. 6.

Providing space for rest and communication

Residents and officials are invited to the 

“Place" where they can freely meet and 

relax not only in the lobby but also in the 

work space. 

To provide comfort and convenience for 

both staff and residents, and visitors of all 

ages who use the welfare service center, 

each space is re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colors, and interior finishes. 

Cafes and waiting spaces, village cafes, 

welfare service area, and backyard gardens 

all create a place of harmony, which is 

visually and physically connected 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rchitect | Lee Saeyoung(Chung-ang University)

Dong chief | Kim Cheonsi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afe

Improved area | 1F-545.82m2

Finishing material | Birch plywood, paint, glass

Construction | iSOD Achitects+Associates

Completion | June 2016

영등포구 | 신길1동 Yeongdeungpo-gu | Singil 1-dong

특별한 배치, 색채, 마감재가 만드는 
어울림의 장
Harmony created by special 
arrangement, colors and finishes

변경 후 복지카페

로비(뒤뜰 입구)로비(민원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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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자연과 동양적인 

것에 대한 향수를 공간에 풀어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특정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도 추억과 향수를 일으키는 요소로 

공간을 통한 세대 간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을 기본적인 콘셉트로 잡았다. 이에 

더해 동주민센터라는 공간의 목적에 맞게 

자유로움과 편리함, 실용성이 공존하는 열린 

공간을 의도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효율적인 

동선을 확보하고 근무자를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리모델링을 넘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자 한 디자이너의 의도이자 

공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건축가 | 이용완(디자인아이에스엠)

동장 | 전영환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176m2

주요 마감재 | 홍송 원목, 고벽돌, 한지

시공 | dism21

준공 | 2016. 7.

사진 | 여인우

Providing space for rest and communication

The basic concept is to enable empathy 

among people who belong to different 

generations through the space as an 

element that brings memories and 

nostalgia to those who have never lived in 

a particular age. 

In addition to this, it intended an open 

space where freedom, convenience, and 

practicality coexis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community service center.

Architect | Lee Yongwan(Design ISM)

Dong chief | Jeon Yeonghwa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76m2

Finishing material | Red pine, vintage style brick, 

traditional korean paper

Construction | dism21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Yeo Inwoo

강동구 | 성내3동 Gangdong-gu | Seongnae 3-dong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
Spaces that create memories and 
nostalgia

고벽돌과 홍송 원목의 조화 

민원서식대

인터넷 정보방

파티션 뒤쪽의 건강100세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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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로구
	 Jongno-gu	

②	 동대문구	
	 Dongdaemun-gu	

③	 노원구		
	 Nowon-gu	

④	 은평구		
	 Eunpyeong-gu

⑤	 서대문구		
	 Seodaemun-gu

⑥	 마포구		
	 Mapo-gu

⑦	 양천구		
	 Yangcheon-gu

13개구	동별	사례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s

⑧	 강서구		
	 Gangseo-gu

⑨	 구로구	
	 Guro-gu

⑩	 영등포구		
	 Yeongdeungpo-gu	

⑪	 동작구			
	 Dongjak-gu	

⑫	 관악구		
	 Gwanak-gu	

⑬	 강동구		
	 Gangdong-gu	

③

①

④

②

⑬

⑤
⑥

⑦

⑨

⑩

⑪

⑫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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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이충기	Lee	Chungkee종로구
Jongno-gu

9_	 창신3동	

	 Changsin	3-dong

10_	숭인1동	

	 Sungin	1-dong

11_	숭인2동	

	 Sungin	2-dong

종로구는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7월 혜화동과 

창신2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금년 7월에는 17개 모든 동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업의 중심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방문 간호사 및 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증원하였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에서 듣고 귀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주민센터 공간 내 직원들의 업무 공간과 주민 공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공간 디자인 및 설계는 전문가인 공공 건축가와 함께 실제 사용할 

주민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함으로써 진정한 소통의 공간들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삼청동은 

청사 외부 공간과 내부 민원실을 연계하고 수목을 활용한 야외 벤치를 

조성하였으며, 숭인1동은 마을문고와 주민센터 민원 공간을 통합하여 

공간 활용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남동은 투명한 

폴딩도어를 동장실에 설치함으로써 업무공간뿐만 아니라 주민의 

사랑방으로 이용할 수 있게 재구성함으로써 3개동 모두 서울시 공간 

개선 모니터링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좋은 공공 공간이 탄생할 수 있기까지 매일 같이 현장을 

방문하며 열정적으로 공간 설계 및 공사 감독을 해주신 이충기 총괄 

MP님을 비롯한 10명의 서울시 공공 건축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공사 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감내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해 주신 동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주민들께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친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망 등 복지시스템이 

상당부분 잘 갖춰져 있으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공무원만의 

노력으로 이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지역 주민들의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통·반장님을 ‘복지 통·반장’으로 위촉하고 기존 통·반장의 역할에 

복지 살피미로의 역할을 추가함으로써,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주무관과 

함께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은 물론 민간 영역의 복지 전문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함께 

만드는 마을’,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 구성에 좋은 의견을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사업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공공건축가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주민 여러분에게 열린 공간으로 사랑받고,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 활동의 중심 거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Since starting the test run of its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in Hyehwa-dong and Changsin 

2-dong in 2015, by July of this year Jongno-gu expanded 

the project to all 17 dongs. Firstly, The number of visiting 

nurses and welfare officials was increased in order to 

run the welfare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work 

environment for the staff i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as well as the public spaces shared with the residents 

were efficiently reconfigured. The design and planning 

of the space was carried out only after gathering various 

feedback from the involved groups (i.e., the residents,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staff, and professional architects 

who specialize in public architecture) in order to create a 

genuine space for communication.

Although for the most part, Korea is currently well-

equipped in terms of its social welfare service network and 

welfare system for disadvantaged people, there are still 

people suffering around us because of certain blind spots 

that remain within the network. However, there is a limit 

to resolving these issues through just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

Therefore, by appointing village officials-who are most 

aware of the current affairs of the residents in the region-

as “village officials for social welfare”, and by adding the 

role of looking out for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to their 

responsibilities, we tried to resolve this problem of some 

people not getting covered by the welfare system. Through 

this, with the help from the village officials, not only were 

we able to act as a bridge connecting residents with the 

administration, but we were also able to realize the themes 

“Creating Community Together” and “Reaching Out 

Welfare” through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by taking on the professional welfare role 

of the private sector.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다.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transforms into 
a space visitors wants to come

김영종 | 종로구청장

Kim Youngjong | The mayor of Jongno-gu

1_	 청운효자동	

	 Cheongunhyoja-dong

2_	 삼청동	

	 Samcheong-dong

3_	 무악동	

	 Muak-dong

4_	 교남동	

	 Gyonam-dong

5_	 가회동	

	 Gahoe-dong

6_	 종로5,6가동	

	 Jongno	5,6ga-dong	

7_	 이화동	

	 Ihwa-dong

8_	 창신1동	

	 Changsin	1-dong

© 주용성 Joo Yo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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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자하문로 92

92, Jahamun-ro, Jongno-gu

종로구 삼청로 107

107, Samcheong-ro, Jongno-gu

모아주고	눈	맞추고	열려있는

1. 필요한 기능끼리 모으기 기존 동장실에 인감카드실과 수납창고를 계획하여 산재되어 있던 

물품들을 정리했고 업무공간과 민원공간 사이 유틸리티 공간에 사무기기들을 하나로 정리하여 

업무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2.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넓고 편안한 공간 만들기 추가된 

복지상담공간을 위해 기존의 “ㄴ”자 형태의 민원대를 “一”자 형태로 확장하여 민원대기공간을 

확보하고 분산되어 있던 민원기능을 기능별로 창가 쪽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중앙에 열린 

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3. 주민들이 오고 싶게 만드는 열린 

프로그램 제안하기 기존 창을 폴딩 도어로 변경하여 민원공간을 외부로 확장하고 그 연결공간에 

휴게공간(효자다실)을 두었다.

주민	쉼터가	된	공공예술

급격히 변화하는 삼청동의 모습에 조금은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이미지를 구상하고, 

외부인과의 관계(관광객 이용 80%, 주민 이용 20%)에서 주민센터의 대응 방법과 실제 주민센터 

이용고객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했다. 내·외부의 공간변화를 구상했으나 내부공간의 

개선이 조금 더 시급하여 내부공간 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도중에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작업하게 

되어 외부공간 일부는 서울문화재단 측에서 설계하여 조성했다. 주민센터 내부에 있던 폐쇄적인 

마을문고를 개방적인 공간으로 빼 외부로 열린 공간을 만들고, 복지상담실 신설과 잡다한 

서류들로 가득 찬 어두운 사무공간 레이아웃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공간구성 틀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관광이용객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구성했다.

Integrated,	eye	contact,	and	open

1. Integrate similar functions Distracting and disorganized items were organized in the room for 

the certifications of registered signet, and a storage area was created in the dong chief’s room. 

Also, the office machines were placed in the equipment room between the work space and public 

service area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work space.

2. Create a spacious and comfortable space for the handicapped and the seniors The existing 

public service stations in the form of an “L” shape were reconfigured into a line to create added 

welfare consultation space. A waiting area for public service was obtained and the decentralized 

functions of public service were relocated near the windows. As a result, an open space at the 

center of the public service area was created so that the handicapped and the seniors could have 

easy access. 

3. Proposed programs in which the residents participate The public service area was extended to 

the outside by replacing the existing window with a folding door. Also, the Hyoja cafe was created 

in the connected space. 

Public	art	which	became	the	residents’	shelter

The project focused on improving the interior space, an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FAC), a part of exterior space was designed by SFAC. The 

isolated community library located i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created the open space 

by bringing it outside and made it accessible. By changing the layout of dark office space filled 

with miscellaneous documents and establishing a new consultation room for welfare services, 

it created the space where it is actively approachable to the residents and travelers, breaking 

out from the existing spatial structure. 

건축가 | 권현정, 조준호(건축사사무소 디자인유니트 디엠)

동장 | 김오현

프로그램 | 민원실(1층) 

개선 면적 | 지상 1층-253.77m2 

주요 마감재 | 인테리어 시트, 인조대리석, 호마이카 

시공 | (주)디자인 창

준공 | 2016. 6.

건축가 | 김병옥(㈜기용건축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원식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170m2

주요 마감재 |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물갈기 후 

에폭시라이닝, 청고벽돌

시공 | ㈜건우아이디

준공 | 2016. 7.

청운효자동	
Cheongunhyoja-dong

삼청동	
Samcheong-dong

Architect | Kwon Hyunjong, Cho Junho(Design Unit 

DiEM)

Dong chief | Kim Ohyeo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53.77m2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 sheet, mock marble, 

formica

Construction | design CHANG

Completion | June 2016

Architect | Kim Byeongock(ubacguyon)

Dong chief | Lee Wonsi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170m2

Finishing materials | Water paint on GSB, epoxy 

coating after wet rubbing, vintage style brick

Construction | Geonu Interior Design

Completion | July 2016

변경 전

2

1
3

4

5

67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업무공간  2 민원대기공간  3 동장실  4 상담실  

5 효자다실  6 수납창고  7 인감카드실

(위) 대기공간

(아래) 효자다실

(아래) 공공미술프로젝트 “기농정” 대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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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송월길 154

154, Songwol-gil, Jongno-gu

종로구 통일로14길 36

36, Tongil-ro 14-gil, Jongno-gu

폴딩도어,	민원실과	공용	홀을	하나로

교남동 주민센터는 경희궁 서쪽 성곽 밖 촌락지와 돈의문 뉴타운이 만나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마을로, 역사문화 기행길과 서울 성곽길이 있어 주민 간 커뮤니티가 활발하여 누구나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했다. 동주민센터 민원 대기실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여 민원실과 공용 홀 공간이 하나로 연계되도록 민원실 출입문을 폴딩 도어로 계획하여 

시각적, 공간적 깊이를 더했다. 민원실 대기공간이 협소하지 않도록 민원대를 L자형으로 변경하여 

행정과 복지 대기공간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도록 했다. 어둡고 스티로폴로 커튼월을 막아 사용했던 

열악한 업무공간은 단열을 보강하고 자작나무로 마감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했고, 민원실 입구에 

위치한 동장실은 접이식 도어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자연적	소재의	적용으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분위기	창출

어둡고 차가운 로비  및 내부공간은 자연적 소재, 색채와 구조를 디자인에 적용하여 부드럽고 

안정적인 분위기로 바꾸고, 업무 공간은 효율적으로 공간을 재배치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 기존의 높은 민원대를 수정하여 민원인 쪽에 낮은 테이블을 달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동장실 기존 벽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8m 높이의 양면 수납장을 

배치하여 수납공간을 확보하면서 환기를 개선하였다. 직원공간은 복지와 행정관리팀으로 민원대와 

직각배치하면서 민원인과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OA기기 등 잡다한 기기를 분리수납하게 했다. 

이로써 깔끔하고 효율적인 공간 사용이 되도록 했다. 

Integrate	a	public	service	area	and	a	common	hall	by	installing	a	folding	door

The past and present coexist in Gyonam-dong. Everyone should have an easy access to the 

community center and interactions between residents should be active because there are paths 

tracing a trail around historic cultural spaces and castles in Seoul. The public service area i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needed to be extended to accommodate multifunctional works. 

To integrate the public service area and the common hall, the entry door of the public service 

area was replaced by a folding door to increase the spacious atmosphere. The poor conditions of 

the work with the outer walls insulated with styrofoam was improved by reinforcing the energy 

efficient insulation and finishing with birch plywood. The dong chief’s office, which was located at 

the entry of the public service area, had a folding door to allow resident’s easy access.

Creating	the	soft	and	stable	atmosphere	by	application	of	natural	materials

The dark and cold lobby and interior space are designed to apply natural materials, colors and 

structures to create a soft and stable atmosphere, while the work space is focused on efficiently 

reallocating space and improving the work efficiency. Moreover, by adjusting the previous high 

public service desk with a low table placed on the user’s side, it reduced the inconvenience of 

visitors. The ventilation was improved by removing the existing wall of the dong chief's office and 

installing a 1.8m-high, double-sided storage cabinet. The work space was arranged in a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welfare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nd public service desk, which led to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with residents.

건축가 | 강영란(아이디어5건축사사무소)

동장 | 공의택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326.11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시공 | ㈜브이엠팩토리

준공 | 2016. 7.

건축가 | 신춘규(씨지에스건축사사무소), 

이성란(건축사사무소 이건축연구소)

동장 | 송경희

프로그램 | 로비, 민원실

개선 면적 | 411.05m2

시공 | ㈜혜윰디자인건축

준공 | 2016. 7.

사진 | 주용성

교남동	
Gyonam-dong

무악동	
Muak-dong

Architect | Kang Youngran(IDEA5 Architects)

Dong chief | Kong Euitae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326.11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Construction | VM Factory

Completion | July 2016

Architect | Shin Chungyu(CGS Architecture), Lee 

Sungran(YI Architectrue & Interior Designlab) 

Dong chief | Song Gyeonghui

Program | Lobby,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411.05m2

Construction | Heyum Design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Joo Yongseong

1

2

3

4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대기공간   3 동장실/회의실   4 복지상담실
공간 구성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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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이화장길 33

33, Ihwajang-gil, Jongno-gu

마감재가	자아내는	안락하고	친근한	분위기	

기존의 사무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의 주민센터의 시설과 기능들을 주민 중심의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민원인이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공간을 

이용할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고 좁은 공간에 넘쳐나는 홍보물들과 물건들을 효율적으로 전시, 

수납할 수 있도록 자투리 공간을 활용했다. 이화동 풍경의 주를 이루는 붉은 벽돌을 가구와 벽 

곳곳에 배치하여 이화동의 특성을 드러나도록 하였고, 자작나무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더 안락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주민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했다.

A	cozy	and	friendly	atmosphere	inspired	by	finishing	materials

We focused on the rejuvena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hich used to be made up 

of boring and monotonous facilities and function, to a place based on the residents’ needs and 

suggestions. The flow plan was designed so the residents could use space efficiently and comfortably, 

and limited space was used to display and store many things. The furniture and red bricks, which 

created the atmosphere of Ihwa-dong, were placed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nter. Also, 

we tried to make the residents’ space cozy and friendly by using birch wood as the main material.

건축가 | 노경록(Z-LAB)

동장 | 이용호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170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고벽돌타일 

시공 | 한용IDC

준공 | 2016. 6.

사진 | 주용성

이화동	
Ihwa-dong

Architect | Roh Kyungrok(Z-LAB)

Dong chief | Lee Yongho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170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brick tile

Construction | Hanyong IDC

Completion | June 2016

Photo | Joo Yongseong

종로구 종로35가길 19

19, Jong-ro 35ga-gil, Jongno-gu

활력있는	색채로	공간	분위기	전환	

네 가지 원칙 민원실 곳곳에 놓여있는 홍보물, 적치물,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공간을 비워주고 동시에 보완할 장소들을 정리해 주는 것, 가구나 재료들을 재활용하여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공사 예산을 절감하는 것, 층별로 비활성화된 공간을 찾아 내서 민원실, 주민 

서비스공간, 업무공간과 연계된 각종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전체적으로 벽면의 

도장, 사인 그래픽, 바닥재 패턴 등을 활력있는 색채로 삽입하여 기존의 저채도, 저명도로 구성되어 

경직된 분위기의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 2층 숙직실을 4층으로 이동하여 직원용 휴게 

공간으로 조성했고, 짙은 갈색과 청색으로 조성된 민원실에 노란색 포인트 컬러 도장을 하고, 사인 

그래픽에도 동일한 색채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활력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했다.

Refresh	the	atmosphere	of	the	space	in	bright	colors

Four main principles  We designed the space to be bright overall. For example, systemically 

reorganizing brochures, pamphlets, and documents placed in the public service area to make the 

space neat; recycling furniture and materials to reduce trash; reducing the construction budget; 

effectively rearranging space according to function such as public service, residents’ convenience, 

and work space; bright colors painted on the walls, sign graphics, public service area, and floor 

patterns to enliven the atmosphere from former rigid and boring environment.

건축가 | 김선아((주)SAK건축사사무소)

동장 | 김진환 

프로그램 | 민원실(2층)/프로그램실(3층)/동대본부실(4층) 

개선 면적 | 지상 2층/지상 3층/지상 4층-382m2

주요 마감재 | 비닐페인트, 인테리어 필름, SST 등 

시공 | (주)디자인업

준공 | 2016. 6.

사진 | 주용성

종로	5,6가동	
Jongno 5,6ga-dong

Architect | Kim Seonah(Studio SAK Inc.)

Dong chief | Kim Jinhwa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2F)/program room(3F)/

reserve army of dong head office(4F)

Improved area | 2F/3F/4F-382m2

Finishing materials | Vinyl paint, interior film, SST 

Construction | Design UP Inc.

Completion | June 2016

Photo | Joo Yongseong

2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대기공간    3 상담실   4 엘레베이터 홀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업무공간  

3 상담실

4 대기공간

엘레베이터 홀 

1

2

2

3

1

2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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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지봉로 87

87, Jibong-ro, Jongno-gu

창신3동	
Changsin 3-dong 

종로구 지봉로 8-6

8-6, Jibong-ro, Jongno-gu

창신1동	
Changsin 1-dong 

나무	담장	위	예술	작품	

인테리어 우선 친근하고 까페같은 모습의 공간을 상상했다.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주민들의 

민원공간을 가급적 구분하도록 가벼운 벽을 만들었다. 현 건물의 천장고가 낮다고 생각하여 

천장면을 없애 공간이 더 개방적이고 시원하게 느껴지기를 희망했다. 

익스테리어 창신1동 주민센터는 재활용 센터에 가려서 인지성이 떨어졌다. 동청사의 인지성을 

높여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다. 재활용센터 맞은 편에는 칠이 벗겨진 담장이 있어, 산만하고 

지저분했다. 긴 진입부에 시각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성곽을 닮은 동청사의 담장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기존 동청사 앞마당에만 있었던 나무 루버와 통일하여 동청사로 가는 길로서 진입로를 

강조하였다. 나무 담장 위에는 유화수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창신동의 역사와 이미지를 담은 

예술작품을 설치하였다.

도서관	같은	동주민센터

우선 친근하고 도서관 같은 모습의 공간을 상상했다. 민원대기뿐만 아니라 편히 앉아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원했다. 기존 가구들이 창가에 쌓여 빛이 들어오지 않아 실내가 어두웠다. 

가구를 재배치하고 책을 보고 쉴 수 있는 가구를 계획하였다. 긴 진입로에는 가구와 같은 재질의 

갤러리월을 세워 통일감을 주었다. 공간이 더 밝고 따뜻하게 느껴지기를 희망했다.

Art	works	on	a	wooden	fence

Interior This project first imagined a friendly, cafe-like space. A light wall was created to separate 

the work space of staff and the public space of residents as much as possible. The ceiling height of 

the current building was low that it was best to get rid of the ceiling panel and make the space feel 

more open and cool. Exterior The building of the center was covered by the recycling center, which 

made it less recognizable. There were many opinions of residents asking to increase the positive 

percep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ith the fence that has a peeling paint on the opposite 

side of the recycling center, the place seemed scattered and dirty. The plan was to establish the 

fence at each entrance of the community center as a “Fortress Wall” which could make a visual 

effect. It emphasized the access road as a way 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by unifying with the 

wooden louver which existed only in the front yard. On the wooden fence, art works containing the 

history and image of Changsin-dong were installed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artist Yoo Hwasu.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s	a	library

The project first imagined a friendly, library-like space. The place had to be a space where people 

could sit and read books besides waiting their turn. The interior was dark because the furniture 

was piled up at the window and the light did not come in. The plan was to rearrange the furniture 

in a way that residents can read books in this space. In the long entry way, a gallery wall, made of 

the same materials as the furniture, was installed to give a sense of unity. The project hoped that 

residents would feel the space brighter and warmer.

건축가 | 정기정(유오에스건축사사무소(주))

동장 | 박정길

프로그램 | 민원실, 외부담장 

개선 면적 | 지상 1층-157.34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합판

시공 | (주)삼우에스디

준공 | 2016. 7.

건축가 | 정기정(유오에스건축사사무소(주))

동장 | 이금용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2층-352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합판

시공 | (주)명성기업

준공 | 2016. 7.

Architect | Jeong Gijung(UOS_aRCHITECTS) 

Dong chief | Park Jeonggil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fence

Improved area | 1F-157.34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Construction | samwoo sd Co.,Ltd.

Completion | July 2016

Architect | Jeong Gijung(UOS_aRCHITECTS) 

Dong chief | Lee Geumyo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2F-352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Construction | MyungSung Co.,Ltd.

Completion | July 2016

진입로 | 갤러리월

공공미술 프로젝트 “건설적인 드로잉_창신동”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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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로65길 10

10, Jong-ro 65-gil, Jongno-gu

종로구 지봉로 86

86, Jibong-ro, Jongno-gu

로비	내	설비벽	철거	후	공간	재배치	

공공건축물로서 최소한의 입구, 민원인 대기공간과 업무공간의 적정한 조닝과 개방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기존 민원실 입구 홀 한가운데 소화전과 전기배선이 있는 설비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왔을 때 쉽게 방향을 잃고 혼란을 주는 구조로 공공건축물의 로비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로구 내에서 민원인 내방객이 가장 많은 곳으로 혼잡한 

곳이었다. 설비벽의 철거 이전을 통한 적정 홀 크기 확보가 가장 시급하였으며, 적정 크기의 

대기공간과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배치를 고민했다. 한쪽 면에는 민원인 대기공간과 인터넷 

카페를 두고 업무공간과 민원상담 구역을 확연히 구분했으며 시각적 개방성을 위하여 PVC 

파이프로 칸막이 벽을 형성하여 대나무 숲과 같은 열린 행정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다.

평상으로	잇는	민원실과	도서관

같은 층에 인접한 ‘주민센터’와 ‘작은 도서관’은 서로 불편한 상태로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불편한 관계는 집중과 선택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했다. 아이들이 모여 놀고 공부하는 

공간과 어른들이 모여 마을 일을 의논하는 공간이 서로 연결된다면 모든 마을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진행되었다. 사무공간의 좌석 배치와 

기자재들의 위치를 바꾸고 그 사이사이 공간의 활용 방안을 찾아내어 업무 효율을 높여 주는 

동시에, 민원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평상과 목재 루버의 가림벽으로 

주민 사랑방을 만들고, 사랑방의 평상이 자연스럽게 ‘작은 도서관’으로 연결되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의 역할을 하게 했다. 접이문과 목재 루버 사이의 공간이 ‘주민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이어주며 마을 어귀의 정자 노릇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Space	rearrangement	after	removing	the	wall	in	the	lobby

At the center of the existing public service area, the wall containing an extinguisher and electric 

wirings blocked the space. Therefore, it confused people looking for directions when they entered 

the public service area from the stairways or the elevators. Also, this space was not used efficiently 

as the lobby of a public institution. Creating a spacious place was most important, so the architects 

removed one wall and built one in another place. Also, an extended waiting area and efficient 

arrangement of work space were crucial. There was a waiting area and an internet cafe for people 

requesting public service on one side. This distinguished the space between residents and for staff. 

To make an open space, the partition bars made of PVC pipe were built to look like a bamboo forest, 

which added to the open imag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nd	library	connected	by	wooden	platform	bench

The “public service area” and “small library” were in uncomfortable conditions. The architect 

has developed this uncomfortable relationship into a good idea for concentration and selection. 

It improves the efficiency of work by changing the seating arrangement of work space and 

the relocation of equipment, and finding ways to utilize the space between the rooms. It also 

creates the community space for the residents with the blind walls of wooden louver and 

wooden platform bench so that the residents can relax comfortably. This bench naturally linked 

to the “small library”, which serves as a playground for children.

건축가 | 김소라(서울시립대학교)

동장 | 권오선

프로그램 | 민원실

면적 | 지상 2층-257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구로철판, PVC 파이프

시공 | ㈜인오플랜

준공 | 2016. 6.

사진 | 전준하

건축가 | 이재혁((주)에이디모베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성우

프로그램 | 민원실, 도서관

개선 면적 | 지상 2층-306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합판, 원목

시공 | 아모스디자인

준공 | 2016. 7.

숭인2동
Sungin 2-dong

숭인1동
Sungin 1-dong

Architect | Kim Sora(University of Seoul)

Dong chief | Kwon Oseo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2F-257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hot rolled steel, 

PVC pipe

Construction | INO PLAN

Completion | June 2016

Photo | Jeon Junha

Architect | Yi Jaehyuk(admobe Architect)

Dong chief | Lee Seongu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library

Improved area | 2F-306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hard wood

Construction | Amos Design

Completion | July 2016

주민사랑방(위) 도서관

2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1 업무공간

2 민원대기공간

3 복지민원대기공간

4 숭인 대나무숲(인터넷카페)

(위) 대기공간

(아래) 로비

1

1

2 2

3

3

4

4

5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1 민원실    2 도서관    3 동장실 및 회의실  

4 복지상담실    5 주민사랑방

© 주용성 Joo Yo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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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	용신동	

	 Yongsin-dong

	2_	제기동	

	 Jegi-dong	

	3_	전농1동	

	 Jeonnong	1-dong

	4_	전농2동	

	 Jeonnong	2-dong

	5_	답십리2동	

	 Dapsimni	2-dong

	6_	장안1동	

	 Jangan	1-dong

	7_	장안2동	

	 Jangan	2-dong

	8_	청량리동	

	 Cheongnyangni-dong

MP	

김창균		Kim	Changgyun동대문구
Dongdaemun-gu

	9_	회기동	

	 Hoegi-dong

10_	휘경1동	

	 Hwigyeong	1-dong

11_	휘경2동	

	 Hwigyeong	2-dong

12_	이문1동	

	 Imun	1-dong

13_	이문2동	

	 Imun	2-dong

동대문구에는 다른 지자체에 없는 ‘보듬누리’라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듬다”와 “누리”가 합쳐진 말로 온 세상을 

보듬는다는 의미를 가진 이 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대문구만의 독특한 

복지공동체 모델로 ‘희망의 1대1 결연사업과 동 희망복지위원회’가 

융합된 사업입니다.

희망의 일대일 결연사업은 구청장부터 환경미화원까지 1,400여 

명의 전 공직자와 121개의 후원업체 및 1,370여 명의 후원자와 

차상위계층 등 2,800여 가구가 서로 결연을 맺어 수시로 안부를 묻고, 

고민과 아픔을 공유하며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제도이며, 동 

희망복지위원회는 지역복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중심의 복지 안전망으로써 복지사각을 없애기 위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공동체로 동대문구 전 14개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작되면서 보듬누리사업은 더 큰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답십리2동에서는 복지플래너와 동 

희망복지위원들이 합동으로 저소득어르신 50가구를 방문하여 

계절과일을 전달하고 주거 및 건강상태를 비롯한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최적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장안1동에서는 

복지플래너가 공과금 장기 체납으로 가스공급 중단 및 단전을 

통보받은 빈곤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장안1동 희망복지위원회를 통해 

체납 공과금을 긴급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보듬누리가 융합되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보듬누리는 복지와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제도로 기다리던 행정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추구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산업화 및 현대화 과정에서 

무너진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짧은 공기 등 어려운 여건에서 공간개선사업을 급하게 

추진함에 따라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남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보듬누리가 서울시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제도로 조기에 정착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다듬고 보완하겠습니다.

In Dongdaemun-gu, there is a special system called 

Bodeumnuri that is not available in other districts. 

A combination of the words “bodeumda”(care) and 

“nuri”(world), this project which means “caring for the 

whole world”, is an integrated project between the “1-on-

1 Relationship of Hope” project and the “Hope Welfare 

Committee of Dong”, which was created as a unique 

welfare community model for Dongdaemun-gu to 

overcome restraints in public funds via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nd remove blind spots that are still 

present within the welfare network.

Since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started, the ‘Bodeumnuri” project began to show 

a greater driving force. At Dapsimni 2-dong, the members 

of the “welfare team” and “Hope Welfare Committee of 

Dong” partnered to visit 50 homes of low-income elderly 

residents to send them seasonal fruits and evaluate their 

welfare needs by checking their housing and health 

conditions and thereby providing them with the most 

appropriate information. Also, at Jangan 1-dong, the 

“social welfare officials” tracked down poverty-stricken 

families who had their gas and electricity supply cut 

due to defaulting on utility payments, and have been 

continuously supporting them with emergency funds in 

regards to their overdue utility bills through the “Hope 

Welfare Committee of Dong”, and have also been 

providing housing environment renovation projects and 

disease prevention services as a long-term project. As 

such,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and 

“Bodeumnuri” have integrated efforts and are displaying a 

greater synergy effect.

We believe that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and “Bodeumnuri” will-as a revolutionary system 

that shifts the paradigms in welfare and administration-

promote itself as a crucial turning point to recover the 

sense of a regional community which has deteriorated 

due to commercialization and modernization, by replacing 

the passive administrative model with a proactive model 

that reaches out for a better welfare system that can 

autonomously resolve regional problems.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보듬누리사업의	시너지	효과
The synergy effect between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and “Bodeumnuri” project

유덕열 | 동대문구청장  

Yoo Deokyeol | The mayor of Dongdaemu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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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천호대로27길 35

35, Cheonho-daero 27-gil, Dongdaemun-gu

공간의	전면	재배치로	복지상담센터와	북카페	확보

업무공간에서 주민쉼터로 지역 특성상 단순 민원업무가 많아 비좁을 수밖에 없는 민원홀을 

재구성하여 주민 쉼터로서의 기능을 부여했다. 활용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한 열린문고(3층)를 

1층으로 이전하여 북카페로 재구성했다. 

복지센터-상담공간 확충 2층의 예비군동대를 3층으로 이전하고 기존 벽체를 철거하여 복지센터로 

재구성했다. 민원인을 위한 1:1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상담중심의 복지 

업무공간을 구성했다. 

수납공간 정리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서 어수선했던 수납장을 정리하고 창가에 낮은 서가를 

배치하여 수납공간 확충과 공간 정리를 꾀했다.  

Obtain	a	welfare	consultation	center	and	a	book	cafe	using	a	whole	space	arrangement

From work space to resident’s lounge Because of a lot of public service work, the public service 

area was always busy. For this reason, the public service area was reconstructed to add function 

as a resident’s lounge. Also, an inefficient open library, which was placed on the third floor, was 

moved and turned into a book cafe on the first floor. An enlarged welfare consultation center The 

team of reserve force on the second floor was moved to the third floor and the existing walls were 

removed to design the welfare consultation center. Consultation booths built in this space allowed 

visitors to have face-to face consultation. In addition, this work space was designed to be centered 

on consultation. Cleaned up storages The storage area, which was distracting and disorganized, was 

cleaned up. Moreover, lower bookshelves were placed under the windows to secure storage space 

and to organize the space.

용신동	
Yongsin-dong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민원실과 북카페

2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복지상담 부스 (아래) 2층 복도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복지상담   3 상담실

4 느리게 가는 우체통   5 벼룩시장 진열대
건축가 | 이용우(칸 도시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춘자

프로그램 | 민원실, 북카페(1층)/ 복지상담센터(2층)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339m2  

주요 마감재 | 강화유리, 수성페인트

시공 | ㈜에스엔제이 에이디

준공 | 2016. 8.

사진 | 주용성

Architect | Lee Yongwoo(CAAN Architects Co.,Ltd.)

Dong chief | Lee Chunja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book cafe, welfare 

consultation room 

Improved area | 1F/2F-339m2   

Finishing materials | Tempered glass, water paint

Construction | S&J AD Co.,Ltd

Completion | August 2016

Photo | Joo Yongseong

동대문구 약령시로 71

71, Yangnyeongsi-ro, Dongdaemun-gu

프로그램	논의에서	출발한	공간개선

이전의 주민센터들이 협소한 공간에 답답한 구조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반면 

제기동 주민센터는 노후된 시설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간의 개선에 대한 논의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발길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다. 민원 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1층에는 대기 시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벼룩시장용 사인보드와 진열대, 공구 대여를 위한 

전시대와 느리게 가는 우체통이 만들어졌다. 도서관과 행정실이 있는 2층은 복도 벽면을 활용해 

수납의자와 게시판, 사진보드 등이 설치되어 제기동의 소식을 게시하고 주민들의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언제든지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통해 자유로운 방식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Spatial	improvement	derived	from	program	discussion

Since the facilities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ere fairly new, the main discussion for Jegi-

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more focused on the program that would attract residents 

instead of spatial improvement. A signboard and display stand for the flea market, tool rent 

display stand, and a mailbox was installed, which would be used by the residents while they wait 

on the first floor. The storage chair, bulletin board, and a photograph board were installed in the 

corridor of the second floor, where the library and the administration office is located. Now, the 

residents will be able to communicate in multiple ways through these facilities. 

건축가 | 김동희(건축사사무소 케이디디에이치)

동장 | 안중회

프로그램 | 민원실(1층)/복도 및 행정실(2층)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405.10m2  

주요 마감재 | 스프러스 구조목, 미송 집성목

시공 | 주식회사 정진아이디

준공 | 2016. 7.

제기동
Jegi-dong

Architect | Kim Donghee(KDDH Architecture Co.)

Dong chief | Ahn Joonghoe

Program | Public service area(1F)/Corridor, office(2F)

Improved area | 1F/2F-405.10m2

Finishing materials | Spruce timber, glued laminated 

douglas fir

Construction | Jeongjin interior design

Completion | July 2016

1 민원실

2 북카페

3 복지상담 부스

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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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사가정로 137

137 Sagajeong-ro, Dongdaemun-gu

휴식공간이	된	유휴공간	

전농2동 주민센터는 동대문구 내에서도 가장 최근인 2005년도에 준공된 주민센터로서 

기능적으로 민원실 자체의 공간 규모는 작지 않았으나 불합리한 레이아웃으로 인해 공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민원대기공간이 협소하게 배치되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민원대기공간과 직원업무공간의 레이아웃을 새롭게 배치했으며, 

창고로 방치되어 있던 유휴공간을 철거하여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했다. 기존 주민센터의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따뜻한 느낌의 

목재를 사용해 주민들이 좀더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같은 민원실이지만 

지역주민을 생각한 이러한 배려들로 조성된 공간을 통해 동주민센터가 보다 더 주민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길 기대한다. 

From	an	abandoned	space	to	a	community	resting	area

The center lacked space utilization and had a small waiting area, due to the irrational layout. 

The layout of the waiting area and the working space was rearrang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e unused storage space was demolished and replaced with a bright and warm 

resting area for the visitors. The wood helped to set a warm tone to the space, which allowed 

the residents to visit more often.

건축가 | 이명호, 신현국(mlnp Architects)

동장 | 김윤기

프로그램 | 민원실(1층)/사무실(2층)

개선 면적 | 지상 1층/2층-541m2  

주요 마감재 | 라왕집성목, 구로철판, STS

시공 | 정진아이디

준공 | 2016. 6.

전농2동	
Jeonnong 2-dong

Architect | Lee Myungho, Shin Hyunkook(mlnp Architects)

Dong chief | Kim Yungi

Program | Public service area(1F)/working space(2F)

Improved area | 1F/2F-541m2

Finishing materials | Glued laminated lauan, HR Steel, STS

Construction | Jungjin ID

Completion | June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대기공간

1 민원실

2 대기공간 

3 업무공간

평상이 있는 민원실

복지민원실

2층 평면도 | 변경 후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9길 21

21, Seoulsiripdae-ro 9-gil, Dongdaemun-gu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	공유공간	

전농1동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고, 등록장애인, 저소득계층, 주거취약계층이 타 동에 비해 

많은 특성을 보인다. 이런 전농1동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공유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자연스럽게 옛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어르신들이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 꽃을 피우던 

모습이 연상되었고 전농1동 주민센터가 넓은 그늘을 주는 느티나무가 되어 준다면 소공원의 

녹지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맞춤형 휴식공간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평상형 정자에는 아이가 올라와 책을 보거나 뛰어 놀고 엄마는 아이 걱정 없이 필요한 

업무를 보고 옆에 계신 어르신은 손자, 손녀 같은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이렇게 지역 

커뮤니티 장치는 작동될 수 있지 않을까? 

Residents’	common	spac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ct

In Jeonnong 1-dong, there are many seniors, over 65 years old, the registered disabled, low-

income group, and vulnerable class. What should the residents’ common space look like to 

reflect the particularities of Jeonnong 1-dong? We thought of an imaginary scene in which 

seniors used to talk to their friends sitting in the bower under a Zelkova tree at the entry of the 

town. With this idea, we were convinced that the Jeonnong 1-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could be another Zelkova tree, which made a sufficiently large shade for senior people to rest 

as if lying on the grass in a small park. Let’s imagine that children read books and play, and 

the mothers do their business with no worry about their kids, and the seniors chat with the 

children. Don't you think that this community works well? 

건축가 | 홍양표(에이오씨건축사사무소)

동장 | 손재권

프로그램 | 1층/2층 민원실, 평상형 의자  

개선 면적 | 278.89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합판, 인조 대리석, 백페인트 글라스

시공 | 정진아이디

준공 | 2016. 7.

전농1동	
Jeonnong 1-dong

Architect | Hong Yangpyo(AOC architects)

Dong chief | Son Jaekwon

Program | 1F/2F public service area, wooden platform 

bench  

Improved area | 278.89m2

Finishing materilas | Birch plywood, mock marble, 

backpainted glass

Construction | Jeongjin Interior Design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통합민원창구   2 주민등록실   3 평상형정자 

4 복지민원   5 동장실   6 복지상담실

2층 평면도 | 변경 후

1

2

3

4

4

6

3

3 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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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한천로11길 18 

18, Hancheon-ro 11-gil, Dongdaemun-gu

백색공간을	목재의	아늑함으로	채우다		

주민센터 1층은 실내공간이 어둡고 민원창구, 사무실, 문서고 등의 많은 요소와 공간이 한눈에 

인지되어 실내가 복잡하고 실제보다 좁아 보인다. 복지민원창구는 출입구에서 인지가 어렵고 

대기공간이 없이 매우 좁다. 민원창구의 인지성을 높이고 주민 대기 공간을 확보하고 제한된 

면적에서 1.5배로 증원되는 직원의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했다. 주민들을 입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동선을 개선하고 대기공간은 음수대, 서가대, 필경대가 놓여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계획했다. 좁은 공간에서도 증원되는 팀원과 함께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을 배치했다. 전체적으로 공간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백색을 사용하여 밝은 실내공간으로 

만들고 주민공간은 목재를 사용하고 층고를 낮춰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Filling	white	space	with	cozy	wood

The main focus of the project was to secure the working space for the officials, which the 

numbers will increase by 1.5 times, within the limited area. This had to be done while raising 

visibility of the counter and creating extra waiting area as well. We improved the circulation by 

allowing the users to naturally come through the entrance, and transforming the waiting area 

into a pleasant resting area with a drinking fountain, a book shelf, and a writing station. The 

overall white tone created a bright interior space, while creating a warm and cozy community 

space using wood and lowering the ceiling.

건축가 | 구선주(구우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강희

프로그램 | 민원실, 문서고

개선 면적 | 1층-217.6m2/3층-11.01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수성페인트, 데코타일

시공 | ㈜명진컴퍼니

준공 | 2016. 7. 

답십리2동
Dapsimni 2-dong

Architect | Goo Sunju(gu.u architects)

Dong chief | Lee Kanghee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document room

Improved area | 1F-217.6m2/3F-11.01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wood, water paint, deco tile

Construction | Myoungjin Company

Completion | July 2016

변경 전 배치 변경 후 배치

철거벽체          자리배치          집기배치

동대문구 한천로18길 52

52, Hancheon-ro 18-gil, Dongdaemun-gu

사용자가	채워가는	공간	

‘찾동’ 프로젝트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의 재료와 가구를 

유지한 채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완결될 수도 없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해 갈 것이다. 완성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닌 앞으로 주민, 직원 혹은 

누구나 채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마감재나 화려함보다는 

주민공간(내부와 외부를 연결)을 열어주고 장소(외부 휴게공간)를 만들었다. 아직 덜 채운 듯한 

현재는 앞으로 가구와 녹지공간의 조성으로 천천히 시간을 음미하며 변화해 갈 것이다. 협소한 

대민공간을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고, 행정업무와 복지업무를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여유 있는 

대기 및 상담공간을 확보하며, 버려진 후정을 주민공간으로 개방, 민원대기실과 연결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세 가지 키워드를 세웠다.

Space	utilized	by	its	users

We focused on creating a place where residents and staff has the opportunity to actively utilize 

its function, instead of making a complete output. Also, we created an exterior resting area by 

opening the common space(connecting interior and the exterior) rather than creating a fancy 

finish. Three key concepts were established; transforming the confined public space into a 

bright and pleasant space, securing relaxing amount of waiting/consultation space by separating 

welfare space with administration, and reinforcing accessibility by opening the abandoned 

backyard to the public.

건축가 | 박진아, 김종수(건축사사무소 아킴)

동장 | 김공일

프로그램 | 민원실, 후정

개선 면적 | 지상 1층-360m2

주요 마감재 | MDF 위 페인트, 자작나무합판, 목재 데크 

시공 | ㈜에스엔제이에이디

준공 | 2016. 8.

장안1동
Jangan 1-dong

Architect | Park Jina, Kim Jongsoo(Akim Architects)

Dong chief | Kim Kongil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back garden

Improved area | 1F-360m2

Finishing materials | Paint on MDF, birch plywood, wood 

deck

Construction | S&J AD

Completion | August 2016

23

4

5

1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실    2 민원데스크    

3 업무공간 4 상담실    5 주민카페

주민카페

(아래) 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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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사가정로 230-1

230-1, Sagajeong-ro, Dongdaemun-gu

도시	지형을	활용한	개방형	열린	구조

유니버설 디자인이 기본요건이 되어가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지면에서 1미터를 올린 건물은 특별하게 

보인다. 그 1미터는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보이고 하부는 

수납이 가능한 창고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주민센터 

남측에 공영주차장이 있다. 공영주차장 설계 당시에 주민센터와 연결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1층 

평면과 외부공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왜 연결하지 못했을까? 주변 도시지형과 공공 건축물을 

활용한 개방형 열린 구조를 제안해 본다. 도시구조에 대해서 공공 건축물은 가능한 많은 접근로를 

만들고, 통과동선 상에 공공의 프로그램들이 위치해야 한다고 믿고 남측 담벼락을 허무는 계획을 

제안했다.

Open	structure	utilizing	urban	topography

The project began with the idea that the planned space, raised 1 meter from the ground, could 

be used as a space solely available for the residents. The lower part could serve as a storage 

space. The project proposes an open structure that utilizes the urban topography of surroundings 

and public buildings. Regarding the urban structure, it proposes that the public buildings should 

create as many access routes as possible, supporting that public programs should be located 

along the lines of people’s movement, and the south wall should be demolished.

건축가 | 양근보, 천호성(근보양 앤 파트너스)

동장 | 이용복

프로그램 | 민원실, 주민공유공간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3층-209m2  

주요 마감재 | 목재 디자인월, 인조잔디, VIP타일, 목재데크재

시공 | (주)에스앤제이에이디

준공 | 2016. 8.

장안2동
Jangan 2-dong

Architect | Yang Keunbo, Chun Hosung(Keunbo Yang and 

Partners)

Dong chief | Lee Yongbo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mmunity space

Improved area | 1F/3F-209m2

Finishing materials | Wood patterned wall panel, artificial 

turf, PVC tile, wood deck

Construction | S&JAD

Completion | August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대기공간    

3 주민공유공간    

4 상담실

동대문구 왕산로43다길 5

5, Wangsanro 43da-gil, Dongdaemun-gu

온실	같은	민원대기공간+주민공유공간	

기존의 청량리동 주민센터는 민원대기공간이 좁아 비좁게 활용되어 왔다. 또한 2층에 문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실이 있기는 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시성이 없어 특정한 목적 없이는 방문할 

가능성이 낮은 곳이었다. 따라서 1층 민원대기공간의 비좁은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유공간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창호 자리의 외벽을 헐어 그 곳에 주민공유공간을 조성했다. 마치 

온실 같은 공간으로 꾸며져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기다리며 책도 읽고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이 곳을 바라볼 때, 이 외부같은 내부 공간에서 벌어지는 

행위들과 그 너머로 보이는 민원업무공간이 이곳이 간판이 없이도 주민센터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랐다. 

Shared	community	space	+	public	waiting	space	like	greenhouse

In order to improve the cramped conditions of public waiting space on the first floor and to 

expand it into shared community space, the exterior wall of the existing window was demolished 

to create a community shared space. It was created as a greenhouse-like space, allowing 

residents to wait for their turns for public service, to read books, and to talk each other. Also it 

was our hope that without the help of a signboard people would be able to recognize the place 

as a community service center just by looking at the activities occurring inside which resembles 

outside space and by the public service area.

건축가 | 정이삭(에이코랩)

동장 | 유병택

프로그램 | 민원대기실, 출입구 및 계단

개선 면적 | 지상 1층-58.12m2

주요 마감재 | 내수합판 위 칠, 데코 타일

시공 | ㈜명진컴퍼니

준공 | 2016. 7.

(위) 변경 전(콘셉트)

(아래) 변경 후

청량리동
Cheongnyangni-dong

Architect | Chung Isak(a.co.lab)

Dong chief | Yu Byeongtaek

Program | Waiting hall, entrance and staircase

Improved area | 1F-58.12m2

Finishing materials | Paint on waterproof plywood, 

deco tile

Construction | MoungJin Company

Completion | July 2016

1

2

3

4

© 주용성 Joo Yo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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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3, Oedaeyeokdong-ro 6-gil, Dongdaemun-gu

부서별	색상	차이로	접근성	제고

2015년 사례를 통해 디자인과 주민공간이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부재 교체를 최소화해 환경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기조로 삼았다. 기존 책상, 의자, 문, 책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한의 공사로 벽체와 문을 공사했다. 2층은 민원인 대표와 주민센터 담당들과 

논의한 결과 새로운 배치로 하기로 했다. 민원 공간은 천장의 목재 루버와 목재의자로 편안함을 

주고 창가 쪽에는 유리창을 가리면서 어수선한 시설물을 가릴 수 있도록 아트월을 설치했다. 

행정(파랑), 복지(주황), 건강(녹색) 부서는 각각 색의 차이를 두어서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3층 도서관은 독서뿐 아니라 작은 강의나 소모임도 하고 있어서 공간이 필요했다. 

사용하지 않는 서고의 붙박이 책장을 뜯어내고 창문을 내어 공간을 밝게 했다.

Improving	accessibility	by	different	colors	in	the	departments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case study of 2015, design and residents' space were 

the most significant, but at the same time, the work efficiency should be maintained and the 

change of materials should be minimized. The public service space was designed to provide 

comfort with wood louvers of the ceiling and wooden chairs. An art wall was installed to cover 

the windows and untidy conditions. Administrative(blue), welfare(orange), and health(green) 

departments have different colors to make them easily accessible.

건축가 | 송혜경(지유건축사사무소)

동장 | 김용호

프로그램 | 민원실(2층)/도서관(3층)

개선 면적 | 지상 2층-404.93m2/지상 3층-343.90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데코타일, 수성페인트

시공 | (주)강호개발

준공 | 2016. 8.

사진 | 주용성

휘경1동	
Hwigyeong 1-dong

Architect | Song Haekyoung(Jiyou Architects)

Dong chief | Kim Yongho

Program | Public service area(2F)/library(3F)

Improved area | 2F-404.93m2/3F-343.90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deco tile, water paint

Construction | Gang Ho Development

Completion | August 2016

Photo | Joo Yongseong

동대문구 한천로 329

329, Hancheon-ro, Dongdaemun-gu

Securing	the	open	space	on	the	second	floor	as	an	office	space

The main concept was to secure working space by building a slab on the open space of the 

second floor. The construction included a floor extension, along with the interior construction. 

The slab structure on the second floor was formed with lightweight steel construction, which 

increased the operation efficiency and shortened the construction period. The glass partition was 

used on the first floor to visually divide the space in order to increase work efficiency.

건축가 | 이영호(LEE & A. 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재학

프로그램 | 민원실, 사무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308.45m2  

주요 마감재 | 투명강화유리, 무늬목 MDF, STS

시공 | 명진컴퍼니

준공 | 2016. 8.

휘경2동
Hwigyeong 2-dong

Architect | Lee Youngho(LEE & A. Architects)

Dong chief | Lee Jaeha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working space

Improved area | 1F/2F-308.45m2

Finishing materials | Transparent tempered glass, MDF, 

STS

Construction | Myungjin Company

Completion | August 2016

2층	오픈	공간을	업무공간으로	확보	

주요 개념은 2층 오픈 공간에 슬라브를 만들어 업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테리어 

공사뿐 아니라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증축공사도 포함되었다. 2층 슬라브 구조 작업을 위해 

1층 가설공사 시 기존 사무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작업을 진행하여 주중 

주민센터의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2층 슬라브 구조를 경량철골구조로 작업하여 

공기단축 및 작업능률을 증가시켰다. 습식공법에 비해 큰 층간 진동 및 층간 소음을 잡기 위해 

2중 바닥 완충재를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바닥마감 작업을 했다. 협소한 공간에 

업무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1층 또한 업무적 효율을 살릴 수 있게 공간을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요소로 유리 칸막이를 사용했다.

2층 사무공간 3D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민원데스크

3 복지팀 업무공간

4 행정 업무공간

(위) 2층 오픈 공간 | 변경 전

(아래) 2층 업무공간 | 변경 후

도서관 투시도

4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1

3

2

2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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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14-1

114-1, Oedaeyeokdong-ro, Dongdaemun-gu

동대문구 신이문로 27-5

27-5, Sinimun-ro, Dongdaemun-gu

숨은	공간의	발견	

이문1동 주민센터는 경원선 옆에 위치하고 있다. 민원실은 2층에 있으며 매우 어둡고 좁은 

상황이었다. 주민등록실, 동장실 등이 경원선 쪽 창문을 막고 있어 민원실은 더욱 답답했다. 

주민들은 민원실이 어둡고 좁아 민원실을 최대한 밝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직원은 좁더라도 

한 층에서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원선 쪽 창문이 막히지 않도록 

주민등록실과 동장실을 철거하고 숨어 있던 현관 캐노피를 외부 데크로 활용했다. 외부와 면해 

있지 않던 민원공간을 외부 데크와 접한 공유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예산이 적은 관계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주민공유공간과 외부 데크에 집중했다. 기존 물품은 최대한 활용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하였다.

원목	마감재가	주는	자연의	위안	

주민들이 언제든 방문해서 쉬거나 책도 보고 일도 보는 공간을 생각했다. 커다란 나무를 베어 낸 

후 생기는 그루터기 같은 것을 상상했다. 주민들이 언제나 쉴 수 있는 마을 북 카페 같은 곳이다.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해서 평면을 재배치하여 난점을 해결했다. 가로공간을 세로로 분할하고 밀도 

있게 가구를 재배치했다. 수직 동선의 재배치도 필요했다. 업무상 2층에 있어도 되는 곳은 2층으로 

재배치하고 2층에 감추어진 곳에 있던 책은 1층의 북 카페로 이동하여 마을문고를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모임도 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장소로도 사용하여 멀티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색감과 재료는, 원목을 사용해 자연스런 편안함과 정감이 들도록 했다. 자연이 주는 위안과 기능의 

적절한 조화로 주민의 쉼터 같은 공간을 주고자 했다.

Discovery	of	a	hidden	place	

The Imun 1-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is located near the Gyeongwon line. The public 

service area was located on the second floor and it was very dark and crowded. It looked more 

crowded because the residents’ registration document room and the dong chief’s room blocked 

the window, which faced the Gyeongwon line. The residents requested changes to brighten 

the public service area because of its darkness and crowdedness. The resident’s registration 

document room and the dong chief's room were removed so as not to cover the window toward 

the Gyeongwon line and the hidden canopy at the porch was used on the outside deck. The 

public service area, which used to be isolated from the outside, was connected to the outside 

deck and became a common space. Due to the low budget, we only focused on and created the 

common space for the residents and the outside deck. The previous office supplies were recycled 

and rearranged to obtain as much extra space as possible. 

Natural	comfort	with	wood	finishes

The space where the residents could visit, relax, read books and take care of their businesses 

was planned to be created. Areas which handled work that could be managed on the second 

floor were relocated to the upper floor. The books that were hidden on the second floor were 

moved to the book cafe on the first floor and it made a community library. It would be also used 

as a venue for various gatherings and communicating with residents. The space was created to 

provide the residents a shelter by using the natural wood and the harmony of functions.

건축가 | 신성진(두짓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진석

프로그램 | 민원실, 외부 데크

개선 면적 | 지상 2층-297.07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구로철판, STS

시공 | 명진컴퍼니

준공 | 2016. 7.

사진 | 주용성

건축가 | 이명희(주식회사 참공간디자인)

동장 | 박기붕

프로그램 | 주민공유공간, 업무공간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551.67m2  

주요 마감재 | 홍송 가구, 천연페인트, 구로철판, STS

시공 | 명진컴퍼니

준공 | 2016. 8.

이문1동
Imun 1-dong 

이문2동
Imun 2-dong

Architect | Shin Sungjin(doozit architects)

Dong chief | Lee Jinseo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deck

Improved area | 2F-297.07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HR steel plate, STS

Construction | Myungjin company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Joo Yongseong

Architect | Lee Myunghee(Charm Space Design)

Dong chief | Park Kiboong

Program | Community space, working space

Improved area | 1F/2F-551.67m2

Finishing material | Red fine, low VOC paint, HR steel 

plate, STS

Construction | Myungjin Company

Completion | August 2016

(위) 민원대기공간

(아래) 외부데크

1층 공간 구성 | 변경 전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1 주민공유공간   2 민원실   3 업무공간   4 상담실

주민공유공간-북 카페

2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민원실    3 복지팀 업무공간    

4 행정팀 업무공간    5 외부데크

1

2

3

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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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인 공간개선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이렇게 공간 백서를 발간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공간개선 사업으로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이 민원 행정을 보기 

위해서 잠시 찾아오는 곳이 아닌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공간 및 휴게 시설을 마련하여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을 준비하면서 헌법 정신에 따른 

사업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주권주의와 

봉사자인 공무원의 자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기반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인인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찾아오는 공간으로 동주민센터를 변화 

시키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공공건축가들과 첫 회의를 하면서 이러한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동주민센터는 민원 행정을 위한 공간이라는 일부 공무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면 바꾸어 질까하는 주민들의 고정관념은 

설계를 위한 의견 수렴 단계에서 어려움을 주었지만 다행히 

공공건축가분들과 동주민센터 직원, 그리고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원구 동주민센터는 대부분 

개청한지 25년된 건물로 당시 사용된 노후 건축 마감재의 제거가 

필요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 

인력 증원으로 인한 사무 공간이 필요하였지만, 주민들의 건강권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본격적인 공간개선 공사 전 구비 2억 

8천만 원을 추가 투입하여 노후 건축 마감재 제거 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가 편리한 공간, 그리고 주민이 

더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동주민센터가 행정을 위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주민 소통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보람찬 것은 

바로 동주민센터가 행정 편의적 공간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주민 

편의적 공간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원구는 구민과 

행정이 같이 어우러지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주민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신 

공공건축가와 공간개선 사업에 적극 지원해 준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At first, we thought th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space improvement project should be based on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Article 1,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Also, from Article 7, 

“All public officials shall be servants of the entire people 

and shall be responsible to the people” “The status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public officials shall be guaranteed 

as prescribed by the Act”. With respect to this, we tried 

to chang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so that the 

residents as owners could visit them and use them 

comfortably. We emphasized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when we had the first meeting with the architects and 

requested that they consider the residents’ opinions. To 

tell the truth, at first, it was difficult to change stereotypes 

by which some public officials thought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s a place for public service, and the 

residents doubted that their opinions were accepted. 

However, all worries vanished with interactions among the 

architects, the public officials, and the residents. 

But there was another problem. The Nowon-gu community 

service enter was a 25-year-old building since it has 

opened, and the removal of the old building’s finishing 

materials was not easy. However, additional 280 million 

KRW was allocated to the full-scale renovation work to 

remove the old building’s finishing materials before the 

construction process for spatial improvement actually 

starts. It had to be done in order to maintain the health 

of the residents and a pleasant environment, although 

the money had to be allocated to create the workspace 

for the increased number of visitors for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is created a convenient space for both 

users and visitors, and a space where residents can come 

to visit, breaking the stereotype that the center is a place 

for administration. This also rebuilt the community space 

which can become the center of communication for 

residents.

What was most rewarding about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was the fact th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transformed into resident-

friendly space, and not just providing convenience to the 

administrators. Nowon-gu will continue to do our best to 

create a village community where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live and work in harmony.

헌법	정신에	기반한	동주민센터	개선	사업
Changing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based on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김성환 | 노원구청장 

Kim Seonghwan | The mayor of Nowon-gu

MP	

이진욱	Lee	Jinwook노원구
Nowon-gu

1_	 월계1동	

	 Wolgye	1-dong

2_	 월계3동	

	 Wolgye	3-dong

3_	 공릉1동	

	 Gongneung	1-dong

4_	 공릉2동	

	 Gongneung	2-dong

5_	 하계2동	

	 Hagye	2-dong

6_	 중계본동	

	 Junggye	bon-dong

7_	 중계1동	

	 Junggye	1-dong

8_	 중계2,3동	

	 Junggye	2,3-dong

9_	 중계4동		

	 Junggye	4-dong

10_	상계3,4동	

	 Sanggye	3,4-dong

11_	상계5동	

	 Sanggye	5-dong

12_	상계6,7동	

	 Sanggye	6,7-dong

13_	상계8동	

	 Sanggye	8-dong

14_	상계9동	

	 Sanggye	9-dong

15_	상계10동	

	 Sanggye	10-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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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용성 Joo Yo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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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석계로 59

59, Seokgye-ro, Nowon-gu

원형의	놀이터,	원형의	아이덴티티	

민원대를 포함한 대민공간 전반에 대한 디자인이 요청되었으며 기존에 불편하게 옆으로 돌아서 

진입하던 주 진입로의 진입방식에 대한 변화, 어정쩡하게 버려진 원형 공간의 재해석 등이 

디자인의 시작점이 되었다. 기존의 주 진입로를 구획하는 창호 경계를 철거 후 재설정하여 막힌 

출입구로 인한 민원실의 답답함을 없애고 정면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자동문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분화되어 있던 민원실을 하나로 통합했다. 출입구 한쪽에 어정쩡하게 버려져 있던 원형 공간을 

기존 벽체와 어우러지는 필경대, 대기석 등의 원형 가구 디자인을 통해 월계1동만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전체적으로는 주진입로의 편의성과 원형의 놀이터처럼 해석된 

독특한 대기/주민휴게공간(Circular Identity)의 확보가 월계1동 디자인의 주된 성과라고 생각한다.

A	round	playground	and	the	circular	identity

We started the design plans with requests to improve a public service area including public 

service stations, replacing the uncomfortable main entry, and repurposing an abandoned 

circular area. On the one side of the main entry, the unused circular space was used as an area 

containing a public service stand, which harmonized with the existing walls, and a circular 

seating furniture design was placed in the waiting area. These changes brought a new circular 

identity to Wolgye 1-dong.

건축가 | 이지은(스와)

동장 | 천석봉

프로그램 | 민원실 및 대민공간

개선 면적 | 지상 1층-98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석고보드

시공 | 희망하우징

준공 | 2016. 7.

사진 | 주용성

월계1동	
Wolgye 1-dong

Architect | Lee Jieun(SSWA)

Dong chief | Cheon Seokbo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98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GSB

Construction | Heemanghousing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Joo Yongseong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대기/주민휴게공간   2 업무공간   3 상담실

노원구 마들로 57

57, Madeul-ro, Nowon-gu

70%이상의	아이디어로	사용자와	함께	100%를	만들다

건축가가 원하는 공간이 아닌 주민들이 바라는 공간을 실현하기 위해 “70%이상의 아이디어로 

사용자와 함께 100%를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찾아오는 

동주민센터’로 사용자들에게 항상 열린 “카페 같은” 주민센터를 만들고자 했다. 민원실 기둥에 

의한 답답한 공간, 공간별 영역 혼재에 따른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영역과 

사무영역의 조닝을 명확히 하고, 민원공간은 방풍실 세트백과 창고 철거로, 사무공간은 

수납공간의 설치로 공간사용의 효율성과 물리적 영역성을 확보했다. 영역별 색채계획을 통해 

민원영역은 따뜻한 나무색감을, 사무영역은 넓어 보이는 흰색을, 민원대 하부에는 물성이 강한 

청고벽돌로 마감했다. 주민센터의 기능은 계속 변화할 것이고 향후 민원이란 단어가 생소할 

정도로 주민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70%	of	an	idea	becomes	100%	at	completion	with	the	input	of	the	users

In order to for residents to create space, not architects, we created 100% of a space design with 

residents contributing over 70% of the ideas. As a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we tried to remodel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s an always open cafe for the residents. 

There were clear zones for the public service area and work space. Also, by setting the air room 

in the back and removing storages in the public service area, and making a storage area in the 

work space, an effectively used and physically spacious expanse was obtained. In addition, a 

color plan was implemented. The public service area was colored a cozy brown, the work space 

was white to looks spacious, and the area underneath the public service stations was laid with 

vintage style bricks.

건축가 | 김용만(㈜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연옥

프로그램 | 1층 주출입구, 업무 및 민원공간

개선 면적 | 지상 1층-155m2

주요 마감재 | 애쉬 집성판재, 청고벽돌, MDF위 무늬목 시트

시공 | ㈜인넨아키

준공 | 2016. 7.

월계3동	
Wolgye 3-dong

Architect | Kim Yongman(Junglim Architecture)

Dong chief | Lee Yeonok

Program | Main entrance, office,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155m2

Finishing materials | Ash laminated panel, vintage style 

brick, sliced veneer on MDF

Construction | INNENARCHI

Completion | July 2016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 카페

(위) 대기공간

(아래) 동 카페

1

2

3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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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동일로186길 3-24

3-24, Dongil-ro 186-gil, Nowon-gu

노원구 노원로1길 68

68, Nowon-ro 1-gil, Nowon-gu

다채로운	영역들_대민공간	차별화	전략

지나치게 높은 민원대를 포함한 대민공간 전반의 디자인과 좁고 불편한 복지상담공간을 

여유롭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해 달라는 요청을 전제로 계획 방향을 

설정했다. 이 전제 하에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영역들’로 대민공간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세웠다. 기존 동장실을 축소/이전하고 민원대의 방향과 민원대기공간을 

90도 회전함으로써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연계되면서도 각각의 독립된 영역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여유로운 대민공간이 확보되었으며,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별도의 영역이 있는 복지상담공간이 확보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민원실을 재배치하여 여유롭고 

주민친화적인 대민공간의 확보와 차별화된 복지상담 영역의 확보, 그리고 밝고 따뜻한 느낌의 

조율된 공간 등이 공릉1동 디자인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공릉	byway

공릉2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여러 문화·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인근에는 

청소년문화정보센터와 중학교, 작은 뒤뜰까지 있어 모든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풍부하게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복지시설이 수직으로 배치되고 순환되지 않는 한정된 

동선으로 인해 이런 인프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민센터 내부에 인근 

문화·복지시설 이용 주민들의 작은 흐름을 담당하는 BYWAY를 형성함으로써 주민센터가 

주민들 간의 친근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도록 했다. 주변 생활가로로 연결되는 이 

작은 가로는 전시회를 열거나 소규모 바자회를 여는 등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다. 이 가로는 

양 끝에 단절되었던 쌈지공원과 주민카페를 연결하여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된다.

Various	domains:	Differentiation	strategies	for	public	service	space

We planned a space with a request to improve the design of the public service area including the 

high public service stations. Also, we were requested to create a spacious and private area from 

the current small and uncomfortable welfare consultation area. We chose a differentiation strategy 

of fashioning the public service area as multiple areas containing different functions. The existing 

dong chief’s room was moved and reduced in size, and the public service stations and the waiting 

area for public service were rotated in 90 degrees. These changes connected different domains 

while maintaining independent space, so a spacious public service area was obtained and a welfare 

consultation area was created to be easily accessed and maintain the residents’ privacy.

Gongneung	byway

A Byway was created insid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for the residents, who used the cultural 

and welfare facilities.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s a space to create a friendly community 

between residents. In this Byway, which was connected to the streets outside, various events 

like exhibitions or small bazaars can be held. This Byway also connected the small park and the 

residents’ cafe, which were placed on each edge and became a center where the residents could 

interact with each other.

건축가 | 이지은(스와)

동장 | 홍표상

프로그램 | 민원실 및 대민공간

개선 면적 | 지상 2층-204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석고보드

시공 | 인넨아키

준공 | 2016. 7.

사진 | 주용성

건축가 | 안종환(건축사사무소 안)

동장 | 장의백

프로그램 | 민원대기공간, 업무공간, 전시공간, 카페

개선 면적 | 지상 1층-554.67m2

주요 마감 | PVC 타일, 석재타일,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시공 | 이아인 협동조합

준공 | 2016. 7.

사진 | 주용성

공릉1동	
Gongneung 1-dong

공릉2동	
Gongneung 2-dong

Architect | Lee Jieun(SSWA)

Dong chief | Hong Pyosa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2F-204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gypsum board

Construction | Innenarchi

Completion | July 2015

Photo | Joo Yongseong

Architect | Ahn Jonghwan(Ahn Architects)  

Dong chief | Jang Uibaek

Program | Waiting area, working space, exhibition space, 

cafe

Improved area | 1F-554.67m2

Finishing materials | PVC tile, stone tile, water paint on 

GSB

Construction | ein cooperation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Joo Yongseong

2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휴게/상담실   4 동장실

(위) 민원대기공간

(아래) 복지상담

(위) 1층 공간 구성 | 변경 전

(아래)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작은가로 | 전시공간

작은가로 | 전시공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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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계로 143

143, Junggye-ro, Nowon-gu 

모두에게	열린	베리어	프리	지향		

모든 주민들이 언제나 환영 받고 주민센터의 열린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설계의 가장 큰 목표였다. 전면부에 밝고 쾌적한 휴게 및 대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건축적 장치, 공간의 사용 등에 

복합적인 기능 및 성격을 부여했다. 새로 배치된 서비스 구역의 벽을 두껍게 벽감으로 공간화시켜 

분산되어 있는 장비들을 집중 수납했다. 민원대기공간은 휴게벤치 및 서고를 설치하고, 민원서식대 

및 테이블을 통합하거나 잡지꽂이 등의 수납공간과 테이블을 통합하여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과 대화, 교류, 접촉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대기공간 및 로비 주변은 최대한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열린 주민센터를 지향하고자 했다.

Barrier-free	space	for	everyone

We aimed to create a space and an atmosphere in which visitors were welcomed and were 

provided with welfare service from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n the front, in order to 

create a clean rest and waiting area, we tried to make the working space as efficient as possible.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had multi-functional uses and character. The wall in the newly 

created service space was thickened and became a new storage space, in which the distracting 

equipment was stored. In the waiting space of the public service area, we placed a bench for 

resting and bookshelves so that various activities, conversation, and interaction could occur 

in the same place by integrating the public service station, other tables, and magazine racks. 

Also, we applied as much of a barrier-free design as possible for the waiting area and the lobby. 

Ultimately, we aimed for an open community service center for everyone. 

건축가 | 윤정원(서울시립대)

동장 | 유봉상

프로그램 | 민원실, 휴게공간 

개선 면적 | 238.7m2  

주요 마감재 | LPM, 백페인티드유리, UV도장, 인조대리석

시공 | 인넨아키(인테리어), 내일퍼렉스(가구)

준공 | 2016. 7.

중계본동
Junggye bon-dong 

Architect | Yoon Jungwon(University of Seoul)

Dong chief | Yoo Bongsa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rest area

Improved area | 238.7m2  

Finishing materials | LPM, back-painted glass, UV coating, 

mock marble

Construction | Innenarchi(interior), Naeilfurex(furniture)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상담실

노원구 공릉로55길 88

88, Gongneung-ro 55-gil, Nowon-gu

3개의	상자로	이루어진	주민-민원-사무	영역

주민센터의 문턱을 낮추어 주민들이 쉴 공간 부족을 해소하며, 민원업무와 사무업무 사이의 

경계가 정돈되지 않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 목표였다. 기존의 공간구성을 재배치하여 

상자 안의 상자 개념으로 재구성했다. 3개의 상자로 겹겹이 재구성되어 주민이 민원업무뿐 

아니라 머무르고 쉴 수 있는 카페 같은 공간, 충원된 복지업무 인원을 수용하여 민원업무대가 

늘어났으면서도 문턱을 더 낮춘 민원업무공간, 민원으로부터는 한 발짝 떨어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겹겹이 쌓인 3개의 공간을 제안했다. 각각 고유한 영역을 구획하면서도 동시에 

상호 관계에 따라 인접해야 하는 기능끼리는 인접하여 다른 영역 간의 교류 또한 활성화되도록 

의도했다. 3개의 상자로 이루어진 주민-민원-사무에 이르는 각각의 영역은 녹색, 노란, 연노랑 등 

고유한 색상으로 추가적인 영역성을 확보한다.

Three	boxes:	residents,	public	service,	and	work	space

The existing space was redesigned as a concept of a box in a box. We proposed three layered 

spaces like a cafe, in which the residents stay and rest, the public service area with easy and 

convenient access, and a work space where the staff can concentrate. The spaces having 

complementary functions were placed next to each other to share. The three boxes composed of 

the residents, public service, and work were in green, yellow, and light yellow so that they ha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space. 

건축가 | 남정민(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장 | 박정숙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06m2  

주요 마감재 | 철판 위 도장, 석고보드 위 도장

시공 | 신성산업

준공 | 2016. 7.

하계2동	
Hagye 2-dong

Architect | Nam Jungmin(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Dong chief | Park Jeongsu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06m2

Finishing materials | Paint on steel plate, paint on GSB

Construction | Sinsung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주민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주민휴게실   4 민원공간

1

3 2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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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한글비석로 279

279, Hangeulbiseok-ro, Nowon-gu

카페	같은	주민센터

중계1동 사무소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복잡한 가구 배치와 창고 같은 

실내 공간…….

가구를 재배치하고 공간의 넓은 느낌을 제공했다. 직원 업무공간을 정리하여 

휴게공간으로 조정했다. 주민 대기공간을 밝고 넓은 공간감으로 카페 같은 

주민센터를 만들어 주민들의 만남의 공간이 되도록 했다. 적정 예산에 적정 공간을 

만들어 제공한 프로젝트였다. 

A	cafe-like	community	service	center	

Junggye 1-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a relatively large space, but had a 

complicated furniture placement and a storage-like interior space. The furniture was 

rearranged to give the feeling of spaciousness. The work space was rearranged and adjusted 

to a resting area. With a bright and roomy space, the waiting area became a cafe-like 

space to create a place where residents can meet each other. It was a project that spent 

reasonable budget to create a reasonable space.

건축가 | 김영순((주)에이플러스건축사사무소)

동장 | 김성민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32m2  

주요 마감재 | 데코 타일, 인테리어필름, 부빙가 집성목

시공 | ㈜희망하우징 

준공 | 2016. 7.

사진 | 주용성

중계1동	
Junggye 1-dong

Architect | Kim Youngsun(A+Architecure)

Dong chief | Kim Seongmi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32m2

Finishing materials | Deco tile, interior film, glued 

laminated bubinga 

Construction | Heemang housing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Joo Yonseong

노원구 덕릉로 859

859, Deogneun-ro, Nowon-gu

업무공간	개선으로	원활한	민원	서비스	기대		

주민센터와 여러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을 다 수렴하기 어렵고 제한된 공사비 때문에 도움을 

주신 어르신들에게 많은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하지만 주민센터 직원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얻은 결론은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다소 해소시키거나 여유로움을 

주면 근무 여건이 좋아지면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민원 

서비스의 원활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이것을 설계의 콘셉트 방향으로 정했다. 

기존 숙직실을 없애고 문서고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공간을 확보했다. 기존 공간의 통합과 

분절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공간과 수납공간, 동주민을 위한 조그만 대화공간, 상담실, 탕비실 

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좀 더 여유로운 주민센터가 탄생할 수 있었다.

Expect	smooth	public	service	by	improving	work	space

The main objective of the space design was for officials to create a free and comfortable work 

space, and create interactive distance for communicating with the residents. The existing 

night-duty room was eliminated and the document room was moved to obtain space. Through 

integration and separation of the existing space, work space and storage for officials, a small 

rest area for the residents, a consultation room, and a preparation room were made. 

건축가 | 이기학(대건종합건축사사무소)

동장 | 곽효열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80m2  

주요 마감재 | 친환경 수성페인트, 비닐계 타일

시공 | 해창뜰 인테리어

준공 | 2016. 7.

상계3,4동
Sanggye 3,4-dong 

Architect | Lee Kihag(Daekun Architects & Engineers)

Dong chief | Gwak Hyoyeol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80m2

Finishing materials | Low VOC water paint, vinyl tile 

flooring

Construction | Sun window garden interior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업무공간   3 상담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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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한글비석로 434

434, Hangeulbiseok-ro, Nowon-gu

주차장을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자연스러우며 활발한 방문이 가능하고 여러 주민 행사의 적극적 중심점이 되는 

주민센터가 되기를 목표했다. 세부 리모델링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주출입구를 이전하고 기존 

방풍실을 주민카페로 계획하여 입구 부분을 강조한다. 2. 평상 시 주차장으로 쓰는 공터를 주민 

커뮤니티 센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주출입구 앞에 장애인 경사로와 계단식 좌석을 계획한다. 

3.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연계하는 통행로로서 민원실을 유도한다. 4. 민원실 양쪽 벽면에 

수납장을 설치한다.  5. 낮은 천장과 협소한 공간감을 개선하기 위해 노출형 천장으로 시공한다. 

그 결과 주출입구 이전으로 내부 공간이 외부와 직접 연결되면서 훨씬 넓어지고 밝아진 

공간감으로 민원실의 업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방문 주민들의 활발한 교류가 형성되었다.

From	a	parking	lot	to	a	cultural	space

The details of remodeling are as below. 1. Move the main entry and emphasize the entry by 

replacing the existing air room to the residents’ cafe. 2. Plan a slope for the handicapped and 

tiers of seating in front of the main entry in order to use the parking lot as the residents’ 

community center. 3. Lead the residents to the public service area through the path 

connected to the main entry and the alternative entry. 4. Install storage on both sides of 

the walls in the public service area. 5. Build an exposed ceiling to reduce the appearance of 

crowdedness and a low ceiling

건축가 | 크리스티안 슈바이처, 송률(SUPA Schweitzer Song)

동장 | 박상규

프로그램 | 민원실, 외부광장

개선 면적 | 지상 1층-211m2/실외-127m2 

주요 마감재 | 코어합판, 데코타일 

시공 | ㈜일촌나눔하우징

준공 | 2016. 7.

사진 | 진효숙

상계5동
Sanggye 5-dong

Architect | Christian Schweitzer, Song Ryul(SUPA 

Schweitzer Song)

Dong chief | Park Sangkyu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exterior square

Improved area | 1F-211m2/square-127m2 

Finishing material | Plywood core, deco tile

Construction | Ilchon Nanum Housing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Chin Hyosook

1층 평면도 | 변경 전

상계8동
Sanggye 8-dong

노원구 동일로227길 97

97, Dongil-ro 227-gil, Nowon-gu

작은	공간	넓게	사용하기

서류를 떼러 가는 장소 정도로 인식되어 오던 기존의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찾아가고 싶은 

주민 자치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상계8동 주민센터는 탁구장, 작은 도서관 등이 활성화 되어 

있고 회의실은 주민들의 다양한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민원실은 좁은 공간에서도 

직원들과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함께 기쁨으로 대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좁은 곳은 좁게 넓은 곳은 넓게” 민원대가 일자 형태여서 입구 쪽 근무자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변화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기존 대기공간은 넓이가 애매해서 아예 조금 뒤로 밀어 

공간을 확보했다. 안쪽 휴게 공간은 민원대기공간으로 친근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Using	small	space	generously

The space has been transformed into a community space that people want to visit. Although 

the space is a bit tight, the public service area became a space where the officials and residents 

can pleasantly face each other. The service desk was in a straight line, and the officials working 

near the entrance had to feel the temperature change during the summer and winter. The 

existing waiting area, which had an ambiguous area, was pushed back to secure some space. 

The resting area inside became a familiar waiting area.

건축가 | 김도현(종합건축사사무소 대왕씨앤씨)

동장 | 안태유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16m2  

주요 마감재 | 데코 타일, 인테리어필름, 부빙가 집성목

시공 | ㈜희망하우징 

준공 | 2016. 7.

Architect | Kim Dohyun(DW CNC Architecture)

Dong chief | Ahn Taeyu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16m2

Finishing materials | Deco tile, interior film, glued 

laminated bubinga 

Construction | Heemang housing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업무공간   3 커뮤니티 카페   4 커뮤니티 광장

1

2
3

4

커뮤니티 광장

(위) 변경 전

(아래) 변경 후 | © 주용성 Joo Yongseong

© 주용성 Joo Yo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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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gye 9-dong

노원구 한글비석로 487

487, Hangeulbiseok-ro, Nowon-gu

투명한	경계_Wall	Organizer

정리되지 않은 기존 업무환경을 개선하면서 새로 책상 4개의 공간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숙제였다. 적은 공사비와 평일에는 업무와 공사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의 해결책으로 

‘Wall Organizer’를 제시했다. 업무공간과 민원공간을 구분하는 칸막이 역할과 수납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벽체(Wall Organizer)는 적절히 비워져서 서로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투명한 경계이기도 하다. 활기찬 민원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knife edge의 낮은 천장을 

선형 조명과 함께 사용했다. 출입구에서 사선으로 읽히게 바닥 패턴을 넣고 사각형 바닥타일을 

엇갈려 시공함으로써 저렴한 아스타일 바닥재의 새로운 시공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시간이 흘러 

때가 타서 줄눈 색깔이 짙어지면 더욱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

Transparent	boundary_Wall	Organizer

The “Wall Organizer” was proposed so as to work within a limited budget and not to interrupt 

work space because of the construction. The “Wall Organizer” is a transparent barrier to function 

as a partition bar to distinguish between work space and the public service area, as well as for 

storage. In order to make an energetic public service area, a lower ceiling with a knife-edge was 

used with a linear lighting. Also, we tried a new construction strategy by using cheap asphalt tile 

as a floor material. 

건축가 | 박종혁(서울과학기술대학교, PNK Architects)

동장 | 장태종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03m2

주요마감자재 | 철판, 무늬목 합판, 석고보드 위 페인트

시공 | 일촌나눔하우징(주)

준공 | 2016. 7.

Architect | Park Jonghyuk(Seoul Nat'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PNK Architects)

Dong chief | Chang Taejo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03m2

Finishing materials | Steel plate, sliced veneer plywood, 

paint on GBS

Construction | Ilchon Nanum Housing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행정업무공간   3 복지업무공간   4 상담실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민원데스크   3 업무공간   4 상담실

노원구 노원로 530

530, Nowon-ro, Nowon-gu

민원공간과	업무공간의	독립성	확보	

네 가지 주안점으로 공간설계의 방향을 정했다. 첫째, 주민공간과 직원용 사무공간의 분리. 

뒤편의 사무공간 중간 위치에 파티션 수납장을 두어 민원인과 직원들이 각자 본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원들의 수납공간 또한 개선이 되도록 설계했다. 둘째,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확충이다. 주민들이 개별업무를 보러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 확충을 우선시했다. 셋째, 사회복지사 2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 확충이다. 기존의 

주민등록실 전체를 철거해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모빌렉에 보관되어 있던 주민등록증과 

인감은 지상 1층과 지하 1층의 창고/문서고에 앵글을 제작 설치해 나누어 옮겨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마음과 눈이 편안한 공간에 주안점을 두었다.

Independence	for	public	service	area	and	work	space

There were four objectives for the space design. First, it was a separation between spaces for 

visitors and those for staff. By locating a storage cabinet in the middle of the work space, visitors 

and staff were able to focus on their business. Also, the storage space for staff was improved. 

Second, an enlarged waiting area was the top priority. This was for residents who visited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nd waited for their individual business. Third, a work space for two 

social welfare officials needed to be created. The residents’ registration document room was 

removed to secure extra space. Also, residents’ IDs and certificates of signet, which were stored on 

the existing mobile rack, were placed on the angle racks in the storage room on the first floor and 

in the document room in the basement. At last, a comfortable atmosphere of space was obtained.

건축가 | 조영철(㈜디자인파일)

동장 | 송재득

프로그램 | 민원실, 상담실

면적 | 지상 1층-152.73m2

주요 마감재 | 라미네이트, 인조대리석, 자작나무, 필름지, 

데코타일

시공 | 해창뜰

준공 | 2016. 7.

상계10동
Sanggye 10-dong

Architect | Cho Youngchul(Design File Inc.)

Dong chief | Song Jaedeuk

Program | Public service center, consultation room

Total area | 1F-152.73m2

Finishing materials | Laminate, artificial marble, birch 

plywood, deco-tile

Construction | Sun window garden interior

Completion | July 2016

(위) 파티션 수납장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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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현	Yoon	Seunghyun은평구
Eunpyeong-gu

1_	 녹번동	

	 Nokbeon-dong

2_	 불광1동	

	 Bulgwang	1-dong

3_	 불광2동	

	 Bulgwang	2-dong

4_	 갈현2동	

	 Galhyeon	2-dong	

5_	 구산동	

	 Gusan-dong

6_	 대조동	

	 Daejo-dong

7_	 응암1동	

	 Eungam	1-dong

8_	 응암2동	

	 Eungam	2-dong

9_	 응암3동	

	 Eungam	3-dong

10_	신사1동	

	 Sinsa	1-dong

11_	신사2동	

	 Sinsa	2-dong

12_	증산동

	 Jeungsan-dong	

13_	수색동	

	 Susaek-dong

14_	진관동	

	 Jingwan-dong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기존의 신청 위주의 복지에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의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의 

이 사업이 어려운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확신이 들어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중에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보건, 마을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지만, 동주민센터를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동주민센터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여주듯 오래되고 

좁고 낙후된 곳이 많은 편입니다. 어느 동은 리모델링이 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 곳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확 바뀐 다른 구의 사례를 보고 우리 구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를 만들어 보자는 욕심이 생겨 

시의 보조금 외에 우리구의 예산도 보태어 사업을 시행하였고,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자평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출범식 이후 우리 구의 14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이곳이 내가 전에 알고 있던 동주민센터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동은 마치 은행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어느 동은 주민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청소년들이 쉬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동주민센터가 달라진 

만큼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표정이 바뀌었고, 이는 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간이 바뀐 것으로 주민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공간개선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으며, 공간개선에 도움을 주신 윤승현 MP를 비롯한 참여 

건축가분들과 공무원, 동주민센터 개선에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While there are many other important projects within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other than welfare, such as public health, recreating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s a community space for 

residents are also an important project.

Reflecting its underfunded situation, many areas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our gu are old and derelict. 

Some Community Service Centers required facility repairs, 

not to even speak of a need for remodeling. After seeing 

examples of other districts that underwent a complete 

makeover, this opportunity also drove us to seek a new 

Community Service Center that could satisfy its residents. 

Carrying out this project throug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city as well as from the budget from our gu, we believe 

that we have achieved a somewhat satisfactory result.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on July 18, 2016, after having visited the 

14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our gu, we couldn’t 

believe that these Community Service Centers were the 

same ones that we had known before. Some Community 

Service Centers were tidy and well-kept, reminiscent of 

a bank, while other Community Centers featured a space 

for its residents to gather and rest, and even youth were 

spotted taking a break there. As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changed, the spirits of the staff were also lifted, 

which brought about a significant upgrade in terms of 

quality of service towards the residents. The faces of the 

residents were changed just from a change of space. One 

couldn’t help but admire the effect that an improvement 

of space had brought about.

사랑방	역할의	동주민센터	
Community Space, “Sarangbang” 

김우영 | 은평구청장

Kim Wuyeong | The mayor of Eunpyeong-gu

© 주용성 Joo Yo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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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은평로 195

195, Eunpyeong-ro, Eunpyeong-gu

은평구 진흥로15길 10

10, Jinheung-ro 15-gil, Eunpyeong-gu

행정시스템	변화를	반영한	공간의	재구성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에게는 각종 민원과 복지, 휴게의 공간인 한편, 공무원들에게는 업무의 

공간이기도 하다. 주민들에게는 공간의 사용편의나 쾌적함 등이 주안점이지만, 공무원에게는 

매일 출근하는 직장으로서 업무효율이나, 공간의 확충이 주요한 고려사항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프로젝트 명에 걸맞게 동장실까지 포함한 모든 공간을 행정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간을 재구성했다. 특히 민원인들과 직원이 만나는 접점인 민원데스크를 분리하고 그 

성격을 확연히 드러나게 했다. 오랜 시간 동안 즉흥적으로 덧대온 기물들을 정리하고 그 크기나 

위치 등이 일관성이 없는 사인이나 픽토그램을 최소한으로 하여 민원인들이 대기실에 들어왔을 

때 정말 필요한 사인만 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했다.

차음성이	확보된	상담	공간과	높고	밝은	민원실

불광 1동은 설문조사를 통해 총 172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다. 강의실, 휴식공간, 민원실, 

컴퓨터교실 등 복지시설의 확충 요구 등이 있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주민센터 직원들과 

주민의 요구사항은 선별적으로 반영될 수 밖에 없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1층 민원공간에 집중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1층 상담실 공간의 상담자 프라이버시와 

차음성 확보를 위해 목재 마감을 하고, 민원실 부분 낮은 천장을 오픈시켜 높고 밝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하였다. 공사 중 노출 천장 마감에 익숙치 않은 직원들과 주민들의 민원으로 

루버를 추가 설치 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Space	remodeling	reflecting	a	change	in	an	administrative	system

With the concept of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every space, including the dong 

chief’s office, was redesigned to reflect an administrative system change. The public service 

stations where people ask public officials for public service were separated to make them more 

visible. The temporary and extemporary arrangements of facilities were cleaned up and distracting 

size or location of signs and pictograms were minimized. Now, when people are looking for public 

service and walk into the public service area, they can identify the service they are seeking. 

Sound	insulated	consultation	space	and	a	high/bright	public	service	area

Only a selected amount of requests of the officials and residents could be met due to limited 

budget.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project, the construction mainly took place on the public 

service area on the first floor. Wood finish was applied for the consultation space on the first floor 

to secure privacy and sound insulation, and the ceiling of the public service space was opened to 

create a brighter space.

건축가 | 박관주(태아건축)

동장 | 유세영

프로그램 | 민원실, 복지상담실, 동장실, 서고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341.54m2

주요 마감재 | OSB합판, 필름

시공 | (주)더아너스

준공 | 2016. 7.

사진 | 주용성

건축가 | 안우성(온고당)

동장 | 서정신

프로그램 | 민원실(1층) 

시공 | (주)인하우즈

준공 | 2016. 7.

상담실

녹번동
Nokbeon-dong

불광1동
Bulgwang 1-dong

Architect | Park Kwanjoo(TAARCHITECTS)

Dong chief | Yoo Seyeo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welfare consultation room, 

office of dong chief, document room

Improved area | 1F/2F-314.54m2

Finishing materials | OSB, Sheet film

Construction | The Honors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Joo Yongseong

Architect | Ahn Woosung(ONGODANG ARCHITECTS)

Dong chief | Seo Jeongsi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1F) 

Construction | Inhauz

Completion | July 2016

2층 평면도 | 변경 후  

민원 데스크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행정민원창구   2 복지민원창구   3 상담실   4 동장실   

5 서고   6 업무공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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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연서로41길 16

16, Yeonseo-ro 41-gil, Eunpyeong-gu

더하기와	빼기_밝고	긍정적인	공간	만들기

은평구 주민센터 중 가장 낙후된 건물인 불광2동 주민센터는 팀별 효율적 공간 구성 및 직원과 

주민동선의 최적화를 목표로 했다.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체력단련실을 철거하여 1층 전체와 2층 

공간을 부분 확보한 후, 복지팀과 통합민원팀을 각각 배치했다. 입구공간 증축을 계획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채광을 늘려 주민센터가 밝고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양쪽으로 

분리된 민원실이 고립되지 않도록 개방성이 극대화된 주민쉼터공간은 외부환경과 함께 

일상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 주민 행사 시, 접이식 유리문을 열어 내 외부 공간을 연결할 

수 있다. 진입동선에 직각으로 맞이하던 민원대의 방향을 바꾸어, 동선은 짧되 공간사용의 

효율을 높인 주민쉼터 공간을 확보했고 업무공간과의 분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업무시간 

이외에 주민들의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을 높였다.

Addition	and	removal:	Make	a	bright	and	positive	space

The Bulgwang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the oldest building in Eunpyeong-gu, so we 

aimed to improve the arrangement for an effective space for each work team and enhance the flow 

of visitors. We removed the gym, which was not used frequently, and opened up all the space on 

the first floor and some of the space on the second floor. In these extra spaces, both a welfare team 

and an integrated public service team were placed. By enlarging the entry, increasing accessibility, 

and letting in natural sunshine, we tried to make the center bright and positive. The rest area for 

the residents, with large windows and a doorway to the outside creating an open space with an 

exterior environment, were embraced by the separated public service areas on both sides so that 

it did not look isolated and could be used in many ways. When there are community events, the 

space inside and outside can be connected by opening the folding glass door.

건축가 | 성주은(연세대학교), 오픈플러스

동장 | 백정완

프로그램 | 민원실, 화장실(지상 1층)/사무실(지상 2층)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402m2  

주요 마감재 | 갈바강판 위 페인트마감(외장), 자작나무(내장)

시공 | 백림종합건설

준공 | 2016. 8.

사진 | 오픈플러스 

불광2동	
Bulgwang 2-dong

Architect | Sung Jooeun(Yonsei University), Openplus 

Architects

Dong chief | Paek Jungwa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1F)/Office(2F)

Improved area | 1F/2F-402m2

Finishing materials | Galvanized steel plate/paint(exterior), 

birch plywood(interior)

Construction | Backlim

Completion | August 2016

Photo | Openplus Architects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복지민원실   2 상담실   3 주민쉼터   4 행정민원실

5 인감보관실

복지민원실

1

2

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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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연서로27길 31-6

31-6, Yeonseo-ro 27-gil, Eunpyeong-gu

머무르고	싶은,	소통하는	마을	사랑방

사용자 조사에 따른 개선점 분석의 결과는 명확했다. “민원인 대기공간과 상담공간의 부족” 기존 

책상 크기를 축소하고 일부 부서를 2층으로 분할하여 생긴 여유영역은 민원인에게 주어졌다.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선의 한끝에는 서비스별로 분할 배치된 상담공간들이 있다. 

각각의 공간들은 영역을 강조하는 색과 조명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상담의 정도마다 차등된 

차폐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파티션과 책상을 배치했다.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면서도 민원인과 

행정인 간의 편안한 소통이 가능한 예술창작마을의 “사랑방”이 되도록 기존 공간을 재조직하는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갈현2동 주민들에게 돌려준 공간들이 ‘머무르고 싶은, 소통하는 

마을사랑방’으로서 기능하길 바란다.

Want	to	stay	and	interact	in	a	residents’	lounge

The existing work desks were downsized and parts of the public service teams were moved to the 

second floor so that there was extra waiting space for public service. There are consultation spaces, 

able to seen from the lobby and divided according to service. Each space is divided with colors and 

lighting which emphasized its function. Also, these spaces have different levels of counseling, so 

partition bars and desks were placed to define each boundary. We focused the design of the existing 

space to create an artistic residents’ lounge encouraging interaction between residents and staff as 

well as to be an efficient work place. 

건축가 | 김정한(에이탑건축사사무소)

동장 | 한규동

프로그램 | 민원실, 마을문고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352.75m2 

주요 마감재 | 스틸, L.P.M, 폴리카보네이트

시공 | ㈜인하우즈

준공 | 2016. 7.

갈현2동	
Galhyeon 2-dong

Architect | Kim Junghan(ATOP Design Lab)

Dong chief | Han Gyudo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library

Improved area | 1F/2F-352.75m2

Finishing materials | Steel, L.P.M, polycarbonate

Construction | Inhauz

Completion | July 2016

2층 평면도 | 변경 후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복지상담실   3 마을문고   4 업무공간

대기공간

1

2

43

은평구 갈현로17길 10

10, Galhyeon-ro 17-gil, Eunpyeon-gu

로비의	‘책사랑방’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	구현

주민들의 생활중심으로서의 역할과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장소 만들기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주민생활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민원실과 로비와의 연계-책과 정보제공을 

위한 장소로서-와 민원실의 주민 대기공간에 있는 여러 가구와 홍보물들을 다목적 벽의 설치로 

통합하고자 했다. 로비의 북카페 책장들은 몇 가지 모듈의 조합 방법에 따라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위해서 민원, 복지기능들을 위한 공간이 2층에서 

확충되었고 수납가구들의 배치를 정리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기존 가구 색을 밝은 회색으로 

칠해 칼라코드를 단순화하여 내부 분위기를 정돈하고자 했으나 예산 문제로 기존 가구의 위치 

조정으로만 그친 것은 아쉬운 점이다.

Establish	the	residents’	community	area	as	a	book	lounge	in	the	lobby		

We wanted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o be used by residents, so the public service area 

was connected to the lobby. By building multifunctional walls, the lobby, providing information 

and books, was integrated with a waiting area in the public service area and shared furniture, 

brochures, and pamphlets. The book shelves in the book cafe located in the lobby could be 

rearranged to accommodate different atmospheres. For an efficient working environment, the 

space for public service and welfare was moved to the second floor and enlarged by rearranging 

storage furniture.

건축가 | 오섬훈(㈜건축사사무소어반엑스)

동장 | 김종환

프로그램 | 민원실, 책사랑방, 사무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313.38m2  

주요 마감재 | 인테리어필름, 수성페인트, 인조대리석

시공 | 아이엠에스 인테리어 디자인㈜

준공 | 2016. 7.

사진 | 주용성

구산동	
Gusan-dong

Architect | Oh Seomhoon(Urban Ex)

Dong chief | Kim Jongwha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library, office

Improved area | 1F/2F-313.38m2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 film, water paint, mock 

marble

Construction | i.m.s interior design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Joo Yongseog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책사랑방   3 업무공간

2층 평면도 | 변경 후 

책사랑방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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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백련산로 179

179, Baengnyeonsan-ro, Eunpyeong-gu

영역과	소통을	강조한	공간	구성	

기존 응암1동 주민센터 민원실은 숙직실, 자료실(전산실), 문서고, 복지상담실이 산재되어 

사무공간의 직원 동선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민원대기 공간도 협소하고 통로를 겸한 구조인 

까닭에 방문자는 편안할 수 없고 쫓기듯 차례를 기다리는 불편한 자리였다. 더구나 사무공간과 

일체형으로 되어 직접 주민과 상시 접촉이 불필요한 직원의 업무 분위기도 어수선했다. 공간의 

성격을 정숙한 사무공간(직원과 직원의 소통), 상담과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카운터(주민과 직원의 

소통), 도란도란 담소가 있는 민원대기 홀(주민과 주민의 소통)로 구분하였으며, 복지상담실 등 

서비스공간을 한쪽으로 집중하여 동선을 간명하게 처리했다. 실내 바탕색인 백색과 대비되는 

내림천장과 포인트 월의 노랑색은 공간의 영역을 강조한다.

Space	design	focusing	on	domain	and	interaction

We divided spaces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such as silent work space(interactions among 

staff), public service stations and consultation(interactions between residents and staff), and 

a cheerful waiting area for public services(interactions among residents). Also, a welfare 

consultation room and other service areas were placed in the same section so that the flow of 

people went smoothly. A lowered ceiling, which was opposite with the interior in white color, 

and a yellow point wall emphasized the space separation. 

건축가 | 최남석(건축사사무소 미래환경)

동장 | 강창성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44.55m2

주요 마감재 | 석고보드 위 비닐페인트, 갈바륨강판 위 

조합페인트, 데코타일

시공 | (주)더아너스

준공 | 2016. 6.

응암1동	
Eungam 1-dong

Architect | Choi Namseok(21nec)

Dong chief | Kang Changseo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44.55m2

Finishing materials | Vinyl paint on GSB, ready mixed 

paint on galvalume steel sheet, deco tile

Construction | The Honors

Completion | June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통합민원실   2 복지민원실   3 민원대기공간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1

3

2

은평구 백련산로 100

100, Baengnyeonsan-ro, Eunpyeong-gu

유휴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선

주민센터가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을 서로 이어주는 연결점이 되었으면 했다. 이를 위해 접근성 

향상과 주민공간 확보가 필요했고, 행정공간도 늘려야 했다. 2층 민원실로 연결되는 주 출입 

계단과 램프를 다시 만드는 것이 계획의 출발이었다. 이를 통해 접근성 향상은 물론, 도로에서의 

부출입구 신설과 방치됐던 1층 주민공간의 환경 개선도 가능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주민공간인 

매바위 북카페는 도서관, 갤러리, 카페로 구성했다. 2층 민원실은 눈높이를 맞춘 대민서비스가 

가능한 민원대 구성과 업무공간 확보, 에너지절감에 주력했다.

Turning	the	space	abandoned	into	the	community	space

The goal was to mak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s a connecting point which links the 

administration to residents and residents to residents. To achieve this, it was necessary to 

improve accessibility, secure the community space, and increase the administrative service area. 

It was the start of the plan to rebuild the main entrance stairs and ramp which connect to the 

public service area on the second floor. This not only improved accessibility by establishing the 

second entrance from the roads, but also improved the environment of community space on the 

first floor which has been abandoned. The newly created community space, Maebawi book cafe, 

consists of a library, gallery and cafe. The public service area on the second floor was focused on 

making public service desk where people can get service at their eye level, having work space, 

and saving energy.

건축가 | 김재윤(플레인 건축사사무소)

동장 | 정동섭

프로그램 | 북카페,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312.39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폴리카보네이트

시공 | ㈜엠에스토건

준공 | 2016. 7.

사진 | 주용성

응암2동	
Eungam 2-dong

Architect | Kim Jaeyun(plain architects)

Dong chief | Jung Dongseop

Program | Book cafe,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F-312.39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polycarbonate

Construction | MS Construction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Joo Yongseong

매바위 북카페

개선된 출입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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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광천길 410-17

410-17, Bulgwangcheon-gil, Eunpyeong-gu

동선	분리와	공간	분할로	찾은	쾌적한	민원	공간

좁은 공간에 진입공간, 민원대기공간과 민원작성대의 혼재는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근무자들도 

불편했다. 이런 공간에 약 30명의 근무공간 마련과 명확한 동선분리와 공간 분할을 통해 보다 

쾌적한 민원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표였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매입 설치하여 충분한 진입공간을 

확보했다. 사용빈도가 낮은 숙직실을 없애고 상담실을 2층으로 옮겨 늘어날 인원의 업무공간을 

확보했다. 2층으로 옮긴 상담실에서는 독립적이고 편안한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인들은 

진입과 동시에 번호발급기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넓어진 민원공간에서 필경대, 음수대, 홍보물 

진열대, 민원대기공간 등이 분명히 구획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다. 

거기다 선명한 색채 코디네이션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간 이미지를 개선했다.

Pleasant	public	service	area	with	improved	circulation	and	space	division

The comfortable public service area was to be provided by improved circulation and space 

division. A sufficient space for entry was secured by installing automatic certificate issuers 

in a wall. In addition, the night duty room with low frequency of use was removed and the 

consultation room was moved to the second floor, ensuring a total of 30 officials, 3 divisions 

of office space, and a doorway that connects directly to storage located behind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independent and comfortable consultation is now possible in the counseling 

room which is relocated to the second floor.

건축가 | 신현보, 김도란, 류인근, 이서현(디자인밴드요앞 

건축사사무소)

동장 | 윤익중

프로그램 | 진입홀, 민원실, 복지상담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118m2  

주요 마감재 | 수성페인트, 필름지, 인조대리석, 비닐계 타일

시공 | 아이엠에스 인테리어 디자인㈜

준공 | 2016. 6.

Architect | Shin Hyunbo, Kim Doran, Ryoo Inkeun, Lee 

Seohyun(Design band YOAP)

Dong chief | Yoon Ikjoong

Program | Entrance hall, public service area, welfare 

consultation room

Improved area | 1F/2F-118m2

Finishing material | Water paint, sheet film, mock marble, 

vinyl tile

Construction | i.m.s interior design

Completion | June 2016

응암3동	
Eungam 3-dong

1 3

4
2

1 민원대기공간

2 민원데스크

3 업무공간

4 서류작성대

은평구 은평로2길 2

2, Eunpyeong-ro 2-gil, Eunpyeong-gu

상상과	흥미를	유발하는	공간

신사1동 주민센터는 완공된 지 그리 오래지 않은 건축물이다. 현장방문조사 결과에 기초해 필요 없이 

큰 홀은 줄이고 필요한 대민공간을 넓히는 공간 조율작업을 먼저 했다. 주민센터는 개인과 공공의 

접선지역이다. 개별화된 공공공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개별화된 공공의 공간들은 전혀 

딱딱하지 않은 공간, 업무공간인지 문화공간인지 이분법적이지 않는 공간, 기능적 합리성보다는 

서로에게 말을 걸고 두리번거리게 만들고 상상하게 만드는 이런 공간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유하듯 

떠있는 천장은 전체적으로는 수평적, 무중력적 매스감에 부정형의 자유롭고 길고 가벼운 기운의 

날개짓을 상상하게 하였다. 단면 사이사이에 조명과 에어컨 등을 계획하여 심미성과 기능성을 

복합적으로 취하고 있다. 자유로운 날개짓에서 조금이나마 개별화된 상상과 흥미를 유발하길 바란다.

Space	evoking	imagination	and	interes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s a space to embrace both private and public work. Separated public 

space has an important role. Each public space should be a comfortable and friendly place in which 

people freely talk to each other, not just focusing on its public function. Also, this space doesn’t 

need to be exactly divided into work space and cultural spaces. The ceiling that seems to float in 

mid-air with its horizontal, zero-gravity mass evoked imagination of unstructured, free, long, and 

light movement of the wings. Lighting and air-conditioning units were placed between the cross-

sections to serve both aesthetic and functional purposes.

건축가 | 신창훈(운생동건축사사무소)

동장 | 남우현

프로그램 | 민원실(1층)/컴퓨터실(2층)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194.52m2  

주요 마감재 | 파티클보드

시공 | 더아너스

준공 | 2016. 7.

신사1동
Sinsa 1-dong

Architect | Shin Changhoon(Unsangdong Architects 

Cooperation)

Dong chief | Nam Uhyeo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1F)/computer room(2F)

Improved area | 1F/2F-194.52m2

Finishing materials | Particle board

Construction | The Honors

Completion | July 2016

2층 평면도 | 변경 후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휴게데크   3 복지상담실

4 복지팀 업무공간   5 행정팀 업무공간

5

1
3

4

2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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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증산로15길 47

47, Jeungsan-ro 15-gil, Eunpyeong-gu

자연채광이	스미는	온화한	민원공간

신사2동 주민센터는 준공한 지 5년 정도 된 건물로 대부분 시설은 깨끗했다. 늘어나는 

직원에 비해 민원실이 작아 직원 및 민원인들의 쾌적한 공간 확보가 최우선이었다. 사무공간 

재배치와 벽체를 이동하여 불필요한 공간을 과감하게 없애고 민원실로 통합하여 업무공간과 

민원공간을 확보하고, 탁 트인 민원대기실을 지역공공시설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외벽이었던 부분의 열 손실을 고려해 유리 루버를 설치해 단열 및 부드러운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했다. 

A	cozy	public	service	area	with	full	of	natural	sunlight

The Sinsa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built about five years ago, so most of the facilities 

were clean. Because of the small public service area and increasing number of welfare officials, a 

clean and fresh space was needed for both staff and residents. By rearranging the work space and 

moving walls, useless space was removed. This new space extended as the public service center to 

contain both work space and a public service area. Also, the waiting area for public service became 

an open residents’ lounge making use of the public facilities. An outer wall was replaced with a 

glass louver to increase energy efficiency and let in natural sunlight.

건축가 | 신석순(석영건축사사무소)

동장 | 유재영

프로그램 | 업무공간, 민원대기공간

개선 면적 | 지상 1층-147m2  

주요 마감재 | 필름지, 수성페인트, 스틸 각파이프

시공 | ㈜인하우즈

준공 | 2016. 6.

신사2동	
Sinsa 2-dong

Architect | Shin Seoksoon(Seokyoung Architecture)

Dong chief | Yu Jaeyoung

Program | Workspace, waiting area

Improved area | 1F-147m2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 film, water paint, steel tube

Construction | Inhauz

Completion | June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유리루버

1

2

은평구 은평로 195

195, Eunpyeong-ro, Eunpyeong-gu

주민을	위한	공간적	구심점_카페와	공중정원

증산동 주민센터는 가용공간이 적고 수직으로 분리되어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적 구심점이 없다는 점이었다. 주민들은 행정업무만 보고 돌아갔고 

자연스러운 모임은 제한적이었다. 주출입 방식을 변경하고 안 쓰던 공간을 내부로 편입하고 2층을 

민원인을 위한 주민카페로 리모델링하여 동사무와 주민교류가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확장된 3층의 사무실도 공간이 충분치 않으므로 외부 데크를 활용한 주민공간을 계획했다. 

외부 데크로의 접근을 위해 기존 커튼월 일부를 철거하고 여기에 내부 대기공간을 연결하여 만든 

공중정원을 제안했다. 공중정원은 예산관계상 내년 추가 공사할 예정이다. 완공 후 주민들은 

물론이고 직원 간의 교류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대와 만족도가 높고 항상 사람이 

붐비는 장면을 보는 것은 건축가의 큰 보람이다.

Space	for	residents:	cafe	and	a	public	garden

The Jeungsan-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small and uncomfortable to use because of 

a vertical space design. What is worse, there was no space for residents. The main entry was 

redesigned and unused space was integrated inside. Also, a cafe for residents was remodeled 

so that they could have interaction with the public service area on the second floor. The 

extended work space on the third floor was not enough, so other space for residents was 

created by using the deck outside. In order to access to the deck, some parts of the existing 

curtain wall were removed and a public garden, which would be connected to the waiting area 

inside, was planned to be built next year because of budget constraints.

건축가 | 김동현(세종대학교)

동장 | 하영호

프로그램 | 민원실, 주민카페, 공중정원

개선 면적 | 지상 2층/지상 3층-254.77m2

시공 | 디자인후

준공 | 2016. 7.

증산동	
Jeungsan-dong

Architect | Kim Donghyun(Sejong University)

Dong chief | Ha Youngho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mmunity cafe, sky garden

Improved area | 2F/3F-254.77m2

Construction | Design who

Completion | July 2016

2층 평면도 | 변경 후 

1 행정민원실   2 주민카페   3 복지민원실   4 공중정원

5 주민힐링센터

주민카페

민원실

3층 평면도 | 변경 후 

1
2

3

4

5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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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은평터널로 27 

27, Eunpyeong tunnel-ro, Eunpyeong-gu

영역의	재배치와	새롭게	제작된	가구

프로그램은 크게 민원영역과 사무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사무영역에서는 다시 팀별로 나눌 

수 있는 구성으로 길게 배치했다. 민원영역은 홀에서 들어오면 바로 대면할 수 있는 배치를 

택했고 구석에 있던 행정민원영역을 전면으로 배치해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 했다. 

복지영역은 안쪽으로 배치해 민원인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이 줄면서 

이전의 민원대는 철거를 결정했으며 민원대와 필경대 그리고 민원인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새롭게 제작했다. 민원영역과 사무영역에 적절한 높이 가구와 기기를 배치해 서로의 

영역을 구분지으면서도 민원인들이 진입할 때 시야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했다. 

Rearrangement	of	space	and	newly	created	furniture

The program divided the space largely into two-public service area and the office area. The 

layout of the office area was quite long so that it could be easily subdivided into teams. The 

public service area was the first thing residents saw when entering from the hall, and the 

administrative service area that used to be in the corner was relocated to the front to reduce 

any inconvenience the residents may have. The welfare service area was pushed back to a more 

secluded area to respect the privacy of visitors. Because of the reduced space, the decision 

was made to eliminate the existing public service desks, and new ones as well as writing desks 

and chairs for residents were newly built. Furniture and appliances of appropriate height were 

placed between the public service area and the office area to mark them and at the same time 

allow the visitors to feel the space is wide open upon entering.

건축가 | 서준혁((주)건축사사무소 인터커드)

동장 | 임태수

프로그램 | 주민공유공간

개선 면적 | 164.4m2 

주요 마감재 | 무늬목, 인조대리석, 수성페인트 

시공 | 공정건축협동조합

준공 | 2016. 7.

수색동
Susaek-dong

Architect | Suh Joonhyeok(Interkerd Architects)

Dong chief | Lim Taesu

Program | Community space

Improved area | 164.4m2 

Finishing materials | Veneer, mock marble, water paint

Construction | Gong Jung Architecture Cooperative

Completion | July 2016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상담실

4 숙직실

1

2

3

4

은평구 진관2로 31

31, Jingwan 2-ro, Eunpyeong-gu

공간의	분리와	새로운	공간의	활용

진관동 주민센터는 업무공간과 민원인의 공간이 혼재되어 있었고, 2층의 오픈 공간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공간의 분리와 새로운 공간의 활용이 주된 목표였다.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민원데스크를 제작하여 업무 공간과 민원인의 공간을 

분리하여 민원인의 쉬운 접근과 업무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2층의 오픈된 공간은 기존 

구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학목재인 PSL을 사용하여 중목구조 공법을 적용했다. 그 

공간의 하부는 민원대기공간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상부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열린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계획했다. 새로운 민원데스크의 제작으로 협소해진 내부공간의 

확보를 위해 기존의 방풍실은 캐노피 구조를 활용하여 외부로 확장, 이전 설치했다.

Space	separation	and	new	space	us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use of space, new public service stations were 

designed. Also, by separating the work space and the public service area, each space had easy 

accessibility and privacy. To minimize the load of the existing structure, an open space on the 

second floor was created using a heavy timber structure made of PSL(engineering timber). 

Underneath, the space was extended and used as a waiting area for public service and the top 

of the space was to be used as an open library, which led to residents’ participation. The new 

public service stations made the inner space small, so to overcome the tightness of the space, 

the existing air room was moved to outside under an overhanging roof. 

건축가 | 강승희(노바건축사사무소)

동장 | 정춘택

프로그램 | 민원실, 열린도서관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251.45m2

주요 마감재 | 편백나무, 강마루, 갈바륨강판, LPM+인조대리석 

가구

시공 | 거화도시건설주식회사

준공 | 2016. 6.

진관동
Jingwan-dong

Architect | Kang Seunghee(Studio-nova)

Dong chief | Chung Chuntae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library

Improved area | 1F/2F-251.45m2

Finishing materials | Cypress, HPL flooring, galvalume 

steel sheet, LPM+mock marble furniture

Construction | GUHWA Co.,Ltd.

Completion | June 2016

2층 평면도 | 변경 후 

민원대기공간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통합민원실   2 민원대기공간   3 열린도서관   4 인터넷 코너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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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충현동	

	 Chunghyeon-dong

2_	 북아현동	

	 Bugahyeon-dong

3_	 신촌동	

	 Sinchon-dong

4_	 홍제1동	

	 Hongje	1-dong	

5_	 홍제2동	

	 Hongje	2-dong

6_	 홍제3동	

	 Hongje	3-dong

7_	 홍은1동	

	 Hongeun	1-dong	

8_	 홍은2동	

	 Hongeun	2-dong	

MP	

천의영	Chun	Euiyoung서대문구
Seodaemun-gu

9_	 남가좌2동	

	 Namgajwa	2-dong

10_	북가좌2동	

	 Bukgajwa	2-dong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간개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서대문구 MP인 천의영 교수가 찾아와 동주민센터 내 주민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직원 업무공간이 더 협소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우리 구 ‘동복지허브화사업’의 

확장판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대신 

주민과 동주민센터 직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동별 공간개선위원회가 구성되고, 성과발표회도 진행되며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 동주민센터는 노후화되어 수리를 

요하는 부분도 많았을 뿐 아니라 공간 또한 협소한 실정이었는데, 

업무공간과 주민편의공간이 적절하게 조화된 중간결과를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서대문 동복지허브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달라진 제도에 맞춰 우리 업무공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을 통하여 

주민여러분과 직원들, 우리 서대문 가족들께 여러 의미로 찾고 싶은 

동주민센터를 선사해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확보한 예산을 초과하는 사업비였습니다. 일단 

공간개선 성과발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2개동을 선정하여 

해당 동주민센터는 발표 내용 그대로 사업을 완성하고, 나머지 

동주민센터는 주민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차차 실행가능한 부분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7월 1일, 동주민센터를 돌며 작은 준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간 애써주신 천의영 교수님, 동별 담당건축가, 주민들과 함께 

공간개선이 진행된 동주민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부족한 예산, 

한정된 공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가 쉽지 않은 사업이었으나 그 결과물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구청장을 반기는 주민들에 둘러싸여 고맙다는 이야기도 듣고, 

계속해서 더 좋게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이 마지막 한 

동(洞)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그 안을 채울 복지가 더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모두 함께 개선한 새로운 동주민센터에서, 따뜻한 

복지나눔이 무수하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It was said that the spatial improvement is going on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s. Professor 

Chun Euiyoung of Seodaemun-gu MP, came to visit the 

community center and needed to secure space for the 

residents and therefore, the workspace for staff may be 

uncomfortably narrow. There were a lot of worries ahead, 

but I have pledged to cooperate with that since I think 

it is essential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community center, which is an extension of our former 

“Welfare Center hub project”. Instead, I did not forget to 

ask for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and the staff 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space improvement committee for each dong was 

selected and project presentations were held. Most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needed to be remodeled 

because they were old and did not have enough space. 

Despite this, the outcomes of harmoniously improving 

space to create both work space and residents’ areas were 

surprising. However, we worried about exceeding the fixed 

budgets. During the space improvement presentation, 

we chose two excellent dong and had them stick to the 

original project plan. Also, for the rest of the dong, we 

decided to put the priorities of residents into their plans 

and implement in a phased approach.

We participated in a small ceremony for project 

completion by visiting each center on July, 1, 2016.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limited budgets, space, and 

different ideas, which were not easy to integrate and share, 

but the results were amazing. We received many thanks 

from the residents and acknowledged their wishes to have 

continuously improved space. 

공간개선도	주민과	함께!	복지도	주민과	함께!
Everything for residents: Space improvement and welfare

문석진 | 서대문구청장

Mun Seokjin | The mayor of Seodaemun-gu

1

2

3

4
5

6

7

8

9

10

© 주용성 Joo Yo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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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아현로22길 38

38, Bugahyeon-ro 22-gil, Seodaemun-gu

열린	공간으로	얻는	소통의	제고	

행정→복지, 단절된 공간→열린 공간, 혼잡한 공간→이용이 쉬운 공간, 소통의 부재→소통의 

활성화. 기존 충현동 주민센터의 출입구, 대기장소나 민원창구는 게시판 및 PC, 민원발급기 

등으로 협소, 혼잡하였고 공간은 전반적으로 어두웠다. 우선 이러한 문제점부터 개선하고자 

했다. 출입구를 확장하여 대기공간을 확보했고, 통합되어 있는 민원 창구를 양방향으로 배치하여 

민원과 복지업무를 분리함으로써 민원개선과 여유공간 등을 마련했다. 가구는 업무동선에 

유리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배치했고 하얀색의 페인트로 벽 마감을 하여 밝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변공간을 만들어 주민 상담이나 직원들의 회의공간을 마련했다.

Enhanced	interaction	obtained	from	open	space	

In the previous Chunghyeon-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 the entrance, waiting area, and 

public service stations were crowded because of bulletin boards, PCs, and the public service 

document issuing machine, and there was not enough light inside.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main entry was extended and a roomier waiting area was obtained.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stations were placed in both directions so that the welfare service and public service 

could be divided. This resulted in extra space for the residents and they were happy. The office 

furniture was rearranged to increase efficiency and allow a smoother flow of people. The wall was 

painted white creating a cheerful and joyful atmosphere. In addition, an alterable space was added 

for residents to have consultation or staff to have meetings.

건축가 | 김상헌(건축사사무소 광명)

동장 | 윤상구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147.44m2

주요 마감재 | 친환경수성페인트, PVC타일

시공 | 송지건설주식회사, 천웅기연주식회사

준공 | 2016. 7.

충현동	
Chunghyeon-dong 

Architect | Kim Sangheon(Architects Gwangmyeong)

Dong chief | Yoon Sanggu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147.44m2

Finishing materials | Low VOC paint, PVC tile

Construction | Song-JI Construction, Chungwoong 

Corporation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전 

서대문구 북아현로 24

24, Bugahyeon-ro, Seodaemun-gu

절제를	통한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의	공간	

북아현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편이어서 지상 1층 민원공간은 항상 복잡하고 

부산스러운 분위기였다. 기존 주출입구를 민원실 중간지점으로 이동하고 자동문을 설치했다. 

기존 출입구 방풍실 면적이 민원실로 유입되어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되었다. 상담할 

공간이 없던 터라 그곳에 상담실과 자동민원발급기를 배치했다. 대기공간을 소통의 공간으로 

색다르고 차별화된 공간으로 설계했고, 심플하면서 독립된 공간을 두어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깨끗하고 좋은 업무환경을 위해 민원공간을 흰색으로 하고 우드와 

포인트 칼라를 적용했다.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을 주기 위해 많은 재료와 색상을 절제하였다. 

동장실은 다목적실로 분리하여 주민과 직원간의 회의나 협의할 곳을 마련하여 좁은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A	neat	and	tidy	space	with	moderation

The main entrance was moved to the middle point of community service center and the automatic 

door was installed. The existing vestibule has been combined with the community service space; 

therefore, the space can be used for other purposes. The consultation room and an automatic 

certificate issuer were placed. In order to create a neat and tidy working environment, the public 

service area was painted with white color and finished with wood. Many other materials and colors 

were restrained to give a simple and neat sense.

건축가 | 태인성(INEX A.I건축디자인연구소)

동장 | 이동익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21.1m2  

주요 마감재 | 집성목, 수성페인트 SST, 유리, 인테리어 필름

시공 | 심플디자인㈜

준공 | 2016. 7.

사진 | 주용성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복지민원   3 행정민원   4 상담실

상담실

북아현동	
Bugahyeon-dong

Architect | Tai Insung(INEX A.I)

Dong chief | Lee Dongi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21.1m2

Finishing materials | Solid EGP, water paint, SST, clear 

glass, interior film

Construction | Simple design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Joo Yongseong

1

2

3

1

2

34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행정민원    2 복지민원   3 민원대기공간    4 회의공간

4

회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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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통일로34길 27 

27, Tongil-ro 34-gil, Seodaemun-gu

서대문구 세검정로4길 32

32, Segeomjeong-ro 4-gil, Seodaemun-gu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	재배치		

청사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을 재배치하는 제안으로, 우선 1층의 비좁고 복잡한 

동선의 불편함을 없애고 개방된 홀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공간을 분리하여 원활한 민원 및 상담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부서별 공간을 1층과 2층으로 분리하여 1층의 복잡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업무공간은 2층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이 되도록 

하였다. 작은 도서관과 북카페 공간은 불합리한 동선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답답하고 무거웠던 기존 관공서의 모습에서 주민 커뮤니티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밝은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이 모든 과정은 사용자 참여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외부	테라스,	소통의	장이	되다.		

기존의 벽을 없애고 사용하지 않던 외부 테라스 공간에 커튼월을 설치하여 내부화하여 넓은 

카페공간을 마련하고 계단형 가구와 주방을 설치해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 주민들이 비좁은 

민원실로 인하여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직원들도 좀더 쾌적한 공간을 요구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외부 테라스를 내부공간으로 만들었다. 주민들과 직원들이 함께 할 충분한 공간이 생기면 

주민들과의 소통과 대화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숙직실을 없애고 동장실을 2층으로 

이동하여 복지상담실을 마련했다. 기존 공간의 통합과 분절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공간과 

주민들의 카페공간이 같은 공간에서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센터 민원실이 탄생했다. 

기존 사무기기와 수납공간의 배치를 조정하여 업무 동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의 밀도를 

재조정했다.

Space	rearrangement	using	extra	area

The main concern of the project was to rearrange space to incorporate idle space. Each team was 

divided and placed separately on the first and second floors. The crowded work space environment 

was improved on the first floor and the extra space on the second floor was used effectively to 

provide a new clean work space. A congested flow of people around a small library and a book 

cafe was improved to create an interactive space which residents could use freely.

This community service center building became a bright cultural space and it was released from 

the existing dark and heavy mood of a public institution. This whole process was accomplished 

with the residents through the residents’ participation program. 

The	outdoor	terrace	becoming	a	place	of	communication

The project proposes to create a place of communication where people gather by demolishing 

the existing wall and by expanding the public service area from securing the outdoor terrace. 

A curtain wall was installed in the existing terrace space to create a spacious cafe space, and 

a stepped-type furniture and kitchen were installed for multi-use. Through the integration and 

segmentation of the existing space, a new form of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created in 

which work spaces and residents' cafe spaces are shared in the same space.

건축사 | 박인권(건축사사무소 아크21) 

동장 | 김길록

프로그램 | 업무공간, 홀(1층)/북카페, 주민사랑방(2층) 

개선 면적 | 지상 1층-205.11m2/지상 2층-205.11m2

주요 마감재 | 인테리어필름, 데코타일 

시공 | ㈜이인씨앤아이 

준공 | 2016. 7. 

건축가 | 천의영(경기대학교)

동장 | 최귀훈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397m2  

주요 마감재 | 목재, 금속, 유리

시공 | (주)이인씨앤아이

준공 | 2016. 7.

홍제2동	
Hongje 2-dong 

홍제3동	
Hongje 3-dong

Architect | Park Innguan(Architecture Design ARK21)

Dong chief | Kim Gillok

Program | Workplace, hall(1F)/book cafe, community 

room(2F) 

Improved area | 1F-205.11m2/2F-205.11m2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 film, deco tile

Construction | EIN C&I

Completion | July 2016

Architect | Chun Euiyoung(Kyonggi University)

Dong chief | Choi Gwihoo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397m2

Finishing materials | Wood, metal, glass

Construction | EIN C&I

Completion | July 2016

(위) 변경 전 외관 

(아래) 변경 후 외관 | 커튼윌  

북카페

작은도서관

1
2

3

4

5

2층 평면도 | 변경 후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복지민원   2 행정민원   3 상담실   4 작은도서관   5 북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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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334, Moraenae-ro, Seodaemun-gu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5

85, Hongeunjungang-ro, Seodaemun-gu

＋－	÷	×	마음을	잇는	사칙	연산

주민을 위해 일하는 복지인력은 더하고(+), 공공기관의 권위는 빼고(-), 주민을 위한 공간은 

나눔(÷)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주민과의 소통은 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공간에 담았다. 기존에 어수선하고 정리 안 된 자리를 정돈하고 수납공간을 확보하여 밖으로 

나온 지저분한 문서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하였고, 입구를 어둡게 막고 있던 주민등록보관실과 

상담실의 위치를 재배치하여 동선을 간결하게 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확보했다. 새로 배치되는 인원이 12명으로 많아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직원들의 배려로 작은 공간이나마 주민들이 휴식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고 기존의 폐쇄적이고 불합리했던 배치에서 탈피하여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열린 공간의 

주민센터로 거듭나게 되었다.

Wooden	Flow,	자연의	흐름을	끌어들이다

전방에는 홍제천 공원이, 상층부에서는 인왕산이 펼쳐져 보이는 공간적, 장소적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해 민원공간은 좁고 답답하며 행정공간은 주민들과 단절되고 어두웠다. 사이트의 

장소적, 공간적 장점을 잘 살리는 방향에서 물리적, 시각적 개방감과 공간적 쾌적함을 부여하고자 

했다. 주차장과 사무집기로 막혀있던 전면부는 홍제천으로 전면 개방하여 홍제천의 자연적 흐름이 

주민센터로 그대로 이어지고, 앞마당에는 평상 같은 공간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들여다보고 

들어오고 싶게 만들었다. 이 흐름은 민원공간으로도 이어져 업무공간과 주민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깊숙이 침투해 들어간다. 바닥과 천장, 가구배치는 서로 조화하며 이러한 공간적 흐름을 표현한다. 

막혀 있던 상층부 주민공간은 인왕산 방면으로 활짝 열어 내·외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개방감의 극대화를 꾀했다.

The	fundamental	arithmetic	operations	(＋－	÷	×	)	connecting	minds

We hoped the new space would become an addition (+) of welfare officials working for 

residents, subtracting (-) the authoritarianism of a public institution, sharing (÷) space for 

residents, and multiplying (×) interactions between residents and staff. The existing distracting 

and disorganized spaces were rearranged and more storage space was obtained in which to 

store documents. The residents’ registration document room and a consultation room, which 

used to block the entry, were redesigned to provide a smoother flow of people and provide a 

rest area for visitors at the same time. 

Wooden	flow,	attracting	the	movement	of	nature

The project intended to provide physical and visual openness and spatial comfort in the direction 

of maximizing the site’s features and spatial advantages. The front part, which was blocked with 

parking lot and office equipment, was fully open to the Hongje stream so that the natural flow of 

the Hongje stream continues in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is spatial flow led directly to 

the public service space,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between work space and public space, and 

penetrating deep into the inside. The upper-floor resident’s space, which was blocked, has now 

opened wide in the direction of Inwangsan Mountain, so that the utilization of inside and outdoor 

space was enhanced, maximizing the sense of openness.

건축가 | 오숙경(에이엔오 건축사사무소)

동장 | 김홍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10m2  

주요 마감재 | 고무나무, 갈바륨강판 

시공 | 주식회사 미래가

준공 | 2016. 7.

건축가 | 국형걸(이화여자대학교)

동장 | 강재홍

프로그램 | 민원실, 테라스

개선 면적 | 지상1층/지상 3층-181m2

시공 | 인터피아

준공 | 2016. 6.

홍은2동	
Hongeun 2-dong

홍은1동	
Hongeun 1-dong

Architect | Oh Sookkyoung(ANOArchitects)

Dong chief | Kim Ho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10m2  

Finishing materials | Gum wood, galvalume steel sheets

Construction | Miraega co., ltd.

Completion | July 2016

Architect | Kook Hyounggul(Ewha Womans University)

Dong chief | Kang Jaeho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terrace

Improved area | 1F/3F-181m2

Construction | Interpia

Completion | June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주민 휴게실   2 행정민원   3 복지상담   4 주민등록보관실

5 상담실

(위) 전면부

(아래) 상층부 테라스

5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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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응암로1길 10

10, Eungam-ro 1-gil, Seodaemun-gu

서대문구 증가로10길 28

28, Jeungga-ro 10-gil, Seodaemun-gu

열린	행정,	민주적	소통

소통은 민원인을 대하는 기존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주민센터에서 직원 책상 옆에 앉아 

민원업무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번 계획의 출발점을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찾아보려 했다. 열린 행정이란 민원인과 눈을 마주하고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구조에 있다. 

이런 모습을 닮은 책상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배치 계획은 기존 일반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이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열린 평면으로 계획했다. 기존의 행정과 

민원영역이 분리되어 있던 것에서 민원의 영역을 행정의 영역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주민이 

단순한 민원처리 대상이 아닌 주인이 될 수 있다. 주민과 민원 업무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평등한 공간을 강조했다.

다양한	방향으로	모두가	만나는	커뮤니티	아일랜드

1 ,2층에 분산된 대민 및 행정영역에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공간을 늘리는 것이 직원과 

주민 모두 동의한 첫 번째 계획의 방향이었고 복지인력을 늘리는 행정방향에 맞춰 좁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용면적을 넓히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였다. 1층에는 최소한의 

주민등록보관실만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 대민업무공간과 주민대기공간으로 구획하고 

2층에는 직원들의 사무행정공간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확보하여 회의실, 창고 등도 간소하게 

마련했다. 이러한 공간성격의 이원화 과정인 “Concentration”과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진 1층에 일방향적인 창구형식이 아닌, 주민과 직원, 주민과 주민이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Communication Island”라는 키워드를 설정했다.

Open	administration,	democratic	interactio

We looked at how staff welcomed visitors. One aim of open administration is for public 

officials to have eye contact with visitors and share their feelings. We began to make public 

service stations reflecting this concep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hich was focused on 

administrative work, became an open space in which residents exerted their rights. The public 

service area totally embraced the administrative area without a division so that residents were 

considered owners of the center and were no longer treated as only subjects for public service. 

We focused on the equal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so they could have 

direct interaction.

Concentration	&	Communication	island

The minimum space of residents’ registration room is provided on the first floor. All of the 

remaining spaces are divided into the public service area and visitors’ waiting area. The 

administrative office space for staff is rather compact and the frugal spaces for meeting room 

and storage could be arranged on the second floor. The two key words have been determined 

for this project. They are “Concentration”, which is a dualization process of space’s character, 

and “Communication Island”, which forms a layout that promotes meetings between residents 

and officials, residents and other residents, and various people rather than a one-way window 

form on the first floor.

건축가 | 홍영애, 정영섭(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

동장 | 김용오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15.51m2  

주요 마감재 | 코어합판, LPM가구,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시공 | 마인플래닝

준공 | 2016. 7.

건축가 | 이정민(건축사사무소 하우)

동장 | 오경찬

프로그램 | 민원실, 직원사무실

개선 면적 | 지상1층/지상 2층-216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합판, 수성페인트

시공 | 아시아 주식회사, 마인플래닝

준공 | 2016. 7.

one-way wall

communication 

island

북가좌2동	
Bukgajwa 2-dong

Architect | Hong Youngae, Chung Youngsub(architects 

office moldproject)

Dong chief | Kim Yongo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15.51m2 

Finishing materials | Core plywood, LPM furniture, paint 

on GSB 

Construction | Mine Planning

Completion | July 2016

Architect | Lee Jeongmin(Architecture Office HOW)

Dong chief | Oh Gyeongcha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working space

Improved area | 1F/2F-216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water paint

Construction | Asia, Mine Planning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민원데스크   3 업무공간

책상 모듈

커뮤니케이션 아일랜드

1층 평면도 | 변경 전 

남가좌2동	
Namgajwa 2-dong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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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공덕동	

	 Gongdeok-dong

2_	 도화동	

	 Dohwa-dong

3_	 용강동	

	 Yonggang-dong

4_	 대흥동	

	 Daeheung-dong

5_	 염리동	

	 Yeomni-dong

6_	 신수동	

	 Sinsu-dong

7_	 서강동	

	 Seogang-dong

8_	 서교동	

	 Seogyo-dong

MP	

김상길	Kim	Sanggil마포구
Mapo-gu

9_	 망원1동	

	 Mangwon	1-dong

10_	망원2동	

	 Mangwon	2-dong

11_	연남동	

	 Yeonnam-dong

12_	성산2동	

	 Seongsan	2-dong

벽을 트고 담장을 허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열린 행정인 것이지요.

신수동 주민센터 2층에 작은 마을문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복도 쪽 벽을 트고 문을 없앴더니 복도와 함께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경계가 없어진 거지요. 방과 복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변화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책만 꽂혀있던 

공간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른들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놀기도 합니다. 열린 

공간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문고 이름도 ‘열린 마을문고’라고 

지었습니다. 

동마다 청사 여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가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아이디어 회의를 했습니다. 각자의 동 여건에 꼭 

맞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동은 배치안 수정을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기존 공간에 늘어나는 복지인력을 위한 업무공간과 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자투리 공간을 찾아내고, 그래도 부족하면 동장실을 

줄이고...

한여름 무더위 속에 공공건축가 분들과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땀과 

노력 덕에 동주민센터 공간은 이제 훨씬 깨끗하고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다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드웨어에 불과할 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좁은 청사에서 자투리 공간을 찾아내어 주민들과 함께 할 공간을 

만들어 냈듯이 행정 일선에서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사명일 것입니다.

끝으로, 한여름 무더위 속에 공간개선 사업을 위해 땀 흘린 

공공건축가와 관련 부서, 동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People will come to visit if walls and barriers are broken. 

This is an open administration. There was a small village 

library on the second floor in the Sinsu-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This became a new space extended into 

a hallway by removing the wall facing the hallway, and 

the door. There was no longer a boundary which used 

to divide the room and the hallway into separate areas, 

and now it has become a place where others can share 

because of the changes. The former library was used for 

storing books. However, now, the residents come, the 

seniors rest, and children read books or play with their 

moms. It became an open space, therefore it is called an 

“open village library.” Because of the different situations 

and needs 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had, we, the 

architects and public officials, had many meetings to 

incorporate the residents’ ideas as much as we could and 

to create the necessary space for each center. We changed 

our layout plans over ten times.

It was not easy to create new areas for work spaces for 

the increasing numbers of welfare officials, and for the 

residents by using the existing area. If there was not extra 

space, we tried to find a spare place. Also, we minimized 

the size of the dong chief’s offic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became cleaner and a residents-friendly space 

thanks to hard working architects and the staff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even on very hot summer 

days. However, this just changed the appearance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Now, the sincere purpose of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has just 

started.

벽을	트고,	담장을	허물다
Break walls and barriers

박홍섭 | 마포구청장 

Park Hongseop | The mayor of Mapo-g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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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만리재옛길 84

84, Mallijaeyeot-gil, Mapo-gu

대면	방식의	다양화와	동주민센터의	공공성	확장		

주된 개념은 대면 방식의 다양화와 외부 소활동을 지원하는 주민 평상을 계획하여 동주민센터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민원대를 통합민원, 복지상담, 건강상담 등 대면 목적에 따라 

개방성이 다른 세 개의 반개방형semi-open type으로 디자인했다. 통합민원대는 비교적 많이 

열고, 복지상담 민원대는 공무원과 주민이 마주할 수 있는 같은 레벨의 상판에 3개의 면을 

프레임화시켜서 충분한 편안함과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마당에 오래된 나무가 

있지만 지나가는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민원대기공간과 전면 마당 사이에 있는 고정창을 

폴딩도어로 계획하여 민원대기공간의 협소함을 보완함과 동시에 외부 데크에서 자연과 함께 대기 

및 담소, 휴식, 바자회, 작은 음악회 등의 활동들이 가능한, 주민 간의 다양한 소활동을 지원하는 

작지만 알찬 공공마당이 될 수 있도록 조성했다.

Diversification	of	face-to-face	methods	and	expansion	of	publicness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main concept was to diversify the face-to-face methods and expand the publicness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by establishing the low wooden bench for residents to support outdoor 

small activities. It was designed as three shapes of semi-open type with different openness 

depending on the purposes of the meetings such as civil affairs, welfare consultation, and health 

consultation. The fixed window between the public service space and the front yard is planned as a 

folding door to enhance the narrow space of the public service space. The public deck can be used 

for activities such as chatting, having a break, bazaars and small concerts.

건축가 | 김진숙(공명건축사사무소)

동장 | 양회웅 

프로그램 | 민원실, 주민공유공간

개선 면적 | 지상 1층-235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방킬라이 목재, 데코타일

시공 | (주)디자인디토 어소시에이츠

준공 | 2016. 7.

사진 | 타별사진관

공덕동
Gongdeok-dong

Architect | Kim Jinsook(Gongmyung Architectural & Urban 

Design)

Dong chief | Yang Hoewoo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mmunity space

Improved area | 1F-235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bankirai wood, deco 

tile

Construction | DESIGNDITTO ASSOCIATES INC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tabial studio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행정민원 대기공간

2 행정민원창구

3 복지민원 대기공간

4 복지민원 창구

5 주민휴게공간 

행정민원 대기공간(아래) 외부데크

마포구 도화길 37

37, Dohwa-gil, Mapo-gu

밝고	따뜻한	공간	

2012년 준공된 지상 4층의 도화동 주민센터는 추가되는 복지 1개팀의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주민시설(3층 마을문고, 자원봉사자실, 자치위원실)을 이용했다. 사용한 지 오래 되지 않은 

청사의 시설물들은 철거 후 되도록 재활용하여 기존 시설들에 약간의 위치 변화만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존 마감재질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했다. 청사 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아졌으며 주민들과 주민센터 관계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마을문고의 위치로, 기존 복도의 한쪽에 서가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2층의 외부 잔디마당을 활용하여 제대로 갖추어진 마을문고가 

마련되어 또 다른 주민사랑방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Bright	and	cozy	space

The Dohwa-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built as a four-story building in 2012. However, 

the existing facilities(a village library on the third floor, a volunteer room, and community council) 

were used to create a room to add a welfare team. Some equipment and materials in the fairly 

new community service center were removed and recycled. With a little variation in space use, 

we tried to keep the quality of the original finishing materials. Overall, the atmosphere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brightened, and the residents and staff were satisfied. Nevertheless, 

the residents are not happy with the location of the village library, which was placed at the edge 

of the existing corridor, and is inconvenient. We hope, as the residents wished, the perfect library 

will be placed in a perfect place in the grass garden outside on the second floor and it will become 

another residents’ lounge.

건축가 | 임인옥(건축사사무소 다린)

동장 | 이철희

프로그램 | 민원실(1층)/행정업무공간, 자원봉사자실 등(3층)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3층-275m2  

주요 마감재 | 대리석(크리마마필), 애쉬집성목, 펀칭메탈

시공 | ㈜공간추계

준공 | 2016. 6.

사진 | 타별사진관

도화동	
Dohwa-dong

Architect | Im Inok(DARIN Architects)

Dong chief | Lee Cheolhui

Program | Public service area(1F)/administration office, 

volunteers’ room(3F) 

Improved area | 1F/3F-275m2 

Finishing materials | Marble(cream marfil), glued 

laminated timber(ash), punching metal  

Construction | Space Choogye

Completion | June 2016 

Photo | tabial studio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복지민원창구

2 행정민원창구

3 민원대기공간

4 복지상담실

5 업무공간

6 자원봉사자실

7 마을문고

8 동장실

3층 평면도 | 변경 후 자원봉사자실

마을문고

민원대기공간

3

4

1

5

2

5

6

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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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신촌로26길 10

10, Sinchon-ro 26-gil, Mapo-gu

라이트	플랫폼

대흥동 주민센터의 추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분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다. 플랫폼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가구-플랫폼을 

설계했다. 흰색 인조대리석으로 마감된 기존 민원창구는 상부에 설치한 흰색 캐노피와 함께 

시각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이를 통해 크게 업무공간과 대기공간이 구분된다. 동시에 상부 

캐노피에 설치된 조명은 이 영역구분을 더욱 명확히 한다. 상부 캐노피는 대기공간의 일부를 

지나 필경대와 하나로 연결되어 민원창구로서의 역할-플랫폼이 대기공간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가진다. 보이는 벽 동장실과 복지상담실 및 마을건강센터의 기존 벽을 허물고 유리와 세로 루버로 

공간을 구획하여 시각적으로 하나의 업무공간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각각의 구획된 공간이 

업무공간이면서 동시에 민원대기공간과는 시각적으로 분리된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Light	platform

In order to create extra space in the Daeheung community service center, a system which 

effectively defined a limited space was needed. Platform which is an architectural concept to 

create separate spaces to distinguish different functions, was designed. The existing public service 

counters, finished with white imitation marble, were visually symmetrical with the white lowered 

ceiling above. This working space and the waiting area, as well as the lighting on the lowered 

ceiling made each space distinct. The lowered ceiling went through from the waiting area and the 

public service stand so that it appeared to be an integrated space. The platform, functioning like 

available public service counters, also looked like an enlarged waiting area. 

Visible wall The walls of the dong chief’s room, welfare consultation room, and health center were 

removed and the space designed as an integrated work space by using glass and vertical louvers. 

Each designed work space was separate from the waiting area.

건축가 | 강진구(IMA건축사사무소)

동장 | 한두호

프로그램 | 민원실, 주민공간

개선 면적 | 지상 1층-265.89m2  

주요 마감재 | 목재, 강화유리, 갈바

시공 | ㈜아키텍건설

준공 | 2016. 7.

사진 | 타별사진관

대흥동
Daeheung-dong

Architect | Kang Jingoo(IMA Architecture)

Dong chief | Han Duho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mmunity space 

Improved area | 1F-265.89m2  

Finishing materials | Wood, tempered glass, galvalume

Construction | Architec Co.,Ltd.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tabial studio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행정민원 대기공간   2 행정민원대   3 복지민원대

4 복지상담실   5 마을건강센터   6 동장실 및 회의실

(위) 유리와 루버로 구획한 상담실

(아래) 민원 대기공간

마포구 토정로31길 31

31, Tojeong-ro 31-gil, Mapo-gu

작지만	큰	변화

동주민센터라는 시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목적을 가졌음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의자, 테이블 및 신발장 등의 디테일한 부분은 동주민센터가 신축된 

지 오래지 않은 것에 비해 적잖이 부족했다.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여 

기본적인 가구, 의자와 테이블, 컴퓨터 책상 등과 같이 작지만 크게 신경 쓰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공간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제한된 

예산 내에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고자 직원휴게실 유리공사, 민원실 관련 집기류, 다목적 강당 

신발장, ‘삼개나루 공유센터’ 공간개선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작지만 큰 변화를 추구했다.

Small	changes	but	maximized	benefit

In order to meet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public service, the project focused on making efforts 

to achieve the space improvement project by improving the small but important factors such 

as basic furniture including chairs, tables, and computer desks. To maximize the effect within 

a limited budget, efforts have been made to create small but big changes through glazing work 

at staff lounge, providing equipment related to the public service area, placing shoe racks at the 

multipurpose hall, and improving the spatial conditions of “Samgaenaru sharing center”.

건축가 | 이근식(LKSA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국환

프로그램 | 공유센터, 직원휴게실, 다목적강당 앞, 민원실

개선 면적 | 353.65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MDF 등

시공 | 주식회사 두레아키텍

준공 | 2016. 6.

용강동	
Yonggang-dong

Architect | Lee Keunsik(LKSA Architecture)

Dong chief | Lee Kukhwan

Program | Sharing corner, staff lounge, multipurpose hall,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353.65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MDF

Construction | Doole Design

Completion | June 2016

민원대기공간

다목적강당 앞 신발장

2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행정민원창구   3 복지민원창구

4 복지상담실   5 직원 휴게실   6 공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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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숭문길 14

14, Sungmun-gil, Mapo-gu

마포구 독막로 192

192, Dongmak-ro, Mapo-gu

오픈	천장의	친환경공간	만들기

염리동 주민센터는 23년 동안 주민을 위해 달려왔다. 찾동의 프로젝트로 늘어나는 6명의 

복지담당직원들의 자리를 합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만들기가 첫 번째 목표였고, 주민들이 

편하고 아름답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그 다음 목표였다. 지원 예산이 

충분치 않아 주민들을 위한 외부 데크 쉼터와 폴딩 도어는 만들지 못했지만, 석면철거로 남은 

천장공간을 이용해 책상 위치에 최적화된 조명을 설치했고 정형화를 탈피하여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열린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주민센터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전면의 넓은 계단을 통해 접근하는 2층에는 민원실이, 3층에는 

주민이용시설이 있는 복합 용도의 건물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분리되어 있던 공간들의 통합을 

통한 개방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2층 민원실은 입구홀과 통합하여 

직원공간과 민원대기공간 모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곡선형의 민원대와 대기공간의 

선형을 통해 공간의 흐름을 나타내고자 했다. 3층 마을문고는 기존 벽체를 제거하여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삼각형의 책상과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한 마루공간을 두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이렇게 확장된 공간들은 기존에 

단절되어 있던 1층의 어린이집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Creating	an	eco-friendly	space	with	an	open	ceiling

The first objective was to create a space for additional 6 welfare officials in a reasonably limited 

space. The next goal was to make it easier for residents to use the beautiful space. Because 

of the insufficient budget, the outdoor deck shelter and folding door for residents could not 

be provided. However, the optimized illumination was installed on the desk at the ceiling 

space which had some free space from asbestos demolition and this improved the residents’ 

satisfaction by avoiding the stereotypical design.

Community	Service	Center	as	a	stage	of	the	open	community

In the limited space, the openness was secur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separated spaces and 

they were able to be utilized in an efficient way. The public service area on the second floor was 

integrated with the entrance hall to obtain sufficient space for both the officials and the visitors' 

waiting area. The curved shape of public service desk and linear shape of waiting area were 

intended to represent the flow of space. The community library on the third floor was turned into 

an open library space by removing the wall. These expanded spaces, having a tight connection 

with the previously disconnected daycare center on the first floor, provide a place where more 

residents can stay longer.

건축가 | 최창규(로에 건축사사무소), 황수용(LIFE 건축사사무소)

동장 | 도대오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52.72m2  

주요 마감재 | 친환경페인트, 디럭스 타일

시공 | ㈜비엠글로벌산업

준공 | 2016. 7.

사진 | 타별사진관

(위) 복지민원창구 (위) 입구 홀

(아래) 마을문고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행정민원창구   3 복지민원창구   4 업무공간

건축가 | 전병욱(건축사사무소 이마)

동장 | 민옥례

프로그램 | 민원실, 북카페

개선 면적 | 지상 2층/지상 3층-772.32m2

주요 마감재 | 석고보드 위 도장/인테리어필름, 무늬목 합판

시공 | ㈜디자인 디토

준공 | 2016. 8.

사진 | 주용성

염리동	
Yeomni-dong

신수동	
Sinsu-dong

Architect | Choi Changkyu(rohe Architects),   

Hwang Sooyong(LIFE Architects)

Dong chief | Do Daeo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52.72m2

Finishing materials | Low VOC paint, astile

Construction | BM global Industry Co. Ltd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tabial studio

Architect | Jeon Byungwook(ima.A)

Dong chief | Min Okrye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book cafe

Improved area | 2F/3F-772.32m2

Finishing material | Painting or Interior film on GSB, 

sliced veneer plywood

Construction | Design Ditto

Completion | August 2016

Photo | Joo Yo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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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동교로15길 7

7, Donggyo-ro 15-gil, Mapo-gu

마포구 독막로 165

165, Dongmak-ro, Mapo-gu

밝고	따듯한	느낌의	자작나무	공간

복지민원팀의 인원 추가로 부득이하게 주민편의시설이 축소돼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대신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 후면에 있던 북카페와 마을문고를 전면에 배치함으로 편의시설 

이용에 편리를 꾀했다. 또한 행정사무실과 동장실을 인접 배치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인테리어의 주재료는 자작나무와 백색페인트를 사용하여 밝고 따뜻한 느낌의 공간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2층의 북카페/마을문고는 전면 창쪽으로 약간 높은 책상을 만들어 책을 읽는 

이들에게 밝고 시야가 열려있는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책상 상부에 책장을 만들어 책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2층 행정사무공간은 민원공간과 사무공간의 공간적 구분을 위하여 

자작나무 가벽을 설치함으로써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데	모여	어우러지다

공공의 장소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서강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목적에 

따라 주어진 시간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주요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모든 영역은 서로 

침해하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을 형성하도록 

설계한다. 방문하는 이들의 자유로운 접근, 침해되지 않는 각각의 목적, 직원들 간의 소통을 

최적화를 모아, 한데 어우러짐이 연출되는 공간이다.

Space	that	feels	bright	and	cozy	because	of	birch	wood

Because it was necessary to add welfare team, the residents’ facilities were downsized. However, a 

book cafe and a village library, which had been placed in the back, were moved to the front so that 

residents could easily use them. Also, an administrative office and the dong chief’s office were next 

to each other to increase work efficiency. The main interior materials were birch wood and white 

paint so that a bright and cozy space was created. We placed higher desks facing the windows to 

provide book readers more bright and open space in the book cafe and the village library on the 

second floor. In addition, a book shelf was built onto the desk to provide more storage space for 

books. In order to distinguish between spaces for work and those for public service on the second 

floor, a free-standing birch wood wall was built. This furnished privacy between visitors and staff. 

Get	together	and	be	in	harmony

Public place should be utilized in a multifaceted way and meet the main requirements for visitors 

who are present at a given time, based on the purposes of visiting the Seogang-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All areas are designed to form a space that is consistent and efficient, while 

establishing a non-intrusive relationship. It is a space where all get together and be harmonized 

as it is optimized by free access by visitors, with each different, non-intrusive purpose, and 

communication between officials. 

건축가 | 변정석(건축사사무소 레드박스)

동장 | 안종진

프로그램 | 민원실, 업무공간, 북카페, 마을문고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584.83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석고보드 위 페인트

시공 | ㈜디자인디토

준공 | 2016. 6.

사진 | 타별사진관

건축가 | 스티븐 장(INDI INT)

동장 | 양승열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 일부-265.33m2

주요 마감재 | 도장

시공 | (주)디자인디토

준공 | 2016. 7.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행정민원창구   2 복지민원창구   3 업무공간   4 상담실

서교동	
Seogyo-dong

서강동	
Seogang-dong

Architect | Byeon Jungseok(Red Box Architects)

Dong chief | An Jongji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office, book cafe, library

Improved area |1F/2F-584.83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paint on GSB

Construction | Design Ditto 

Completion | June 2016

Photo | tabial studio

Architect | Steven H. Chang(INDI INT)

Dong chief | Yang Seungyeol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F -265.33m2

Finishing materials | Paint

Cconstruction | Design Ditto

Completion | July 2016

2층 평면도 | 변경 후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행정민원창구   3 복지상담실

4 복지민원창구   5 마을문고   6 행정사무공간

마을문고

(위) 복지민원창구

(아래) 행정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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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won 1-dong

경쾌함을	담다	

민원인이 편안하게 동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과 팀별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기존의 직선적인 민원상담 테이블에 변화를 주는 것에서 출발했다. 민원실 내부의 휴게실과 

주민등록실을 철거하여 민원실과 늘어나는 복지팀, 행정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며 

외부에 있던 건강센터를 민원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자리에 직원 휴게실을 두어 각자의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했다. 기존 사무기기와 수납공간의 배치를 조정하여 업무 

동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의 밀도를 재조정했다. 문고의 책꽂이와 평상과 같은 좌식 가구는 

빨강, 파랑, 녹색 등 경쾌한 색깔의 스툴과 함께 주민들이 새로워진 공간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With	Cheerfulness

The staff lounge and residents' registration room in the public service area were replaced 

by the welfare service room and administrative service room which required more space. 

The health center located in a different place was moved into the public service area and 

the staff lounge was set up in the place, all spaces function independently. By modifying the 

arrangement of office equipment and storage space, the work efficiency was improved and the 

density of space could be readjusted. Along with delightfully colored stools in red, blue, and 

green, the furniture such as bookshelves and wooden platform bench encouraged the residents 

to get close to the new space.

건축가 | 김영한(건축사사무소 Dosim)

동장 | 반경호

프로그램 | 민원실, 복지팀, 행정팀, 건강센터, 복지상담실, 

1층 외부 데크

개선 면적 | 지상 1층-342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방부목

시공 | 서연건축

준공 | 2016. 7.

Architect | Kim Younghan(Dosim Architects)

Dong chief | Ban Gyeongho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working space, welfare 

consultation room, external deck

Improved area | 1F-342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preservative treated 

wood

Construction | Seoyun Architecture

Completion | July 2016

마포구 새나래9길 23

23, Saenarae 9-gil, Mapo-gu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복지민원창구   3 행정민원창구

4 건강센터   5 복지상담실

성산2동	
Seongsan 2-dong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22

22, World Cup buk-ro 30-gil, Mapo-gu

복지팀의	원활한	민원	업무에	초점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개념에 맞게 충원되는 복지팀 인원의 원활한 민원 

업무와 향후 주민센터 복지팀의 업무방향에 맞는 업무공간 구성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민원실 

대부분의 공간을 복지팀에 할애해야 했고 그에 따라 행정 장비실, 공부보관실의 축소와 통합민원 

자리의 재배치가 필요하였으며 마을 건강센터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했다. 또한 복지민원은 

대부분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항이나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많으므로 동주민센터의 

요구사항에 따라 복지팀의 업무공간은 칸막이 칸으로 분리하여 민원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자 했다. 

Focusing	on	the	public	service	of	the	welfare	team

The main objective of the project was to create work space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welfare 

team, which was based on the concept of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so that the 

welfare officials could work effectively. Also, the space was designed to fit the work goal of the 

welfare team i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Most space of the public service area was allotted 

to the welfare team. In addition, the space of an equipment room and a public document room 

needed to be minimized, and the public service station needed to be rearranged. The village health 

center was moved to another spot. Moreover,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requested that the 

welfare work space be divided by partition bars to ensure users’ privacy so that the residents felt 

comfortable. 

건축가 | 박기석(미가건축사사무소)

동장 | 박한호

프로그램 | 민원실

주요 마감재 | 우드패널, LPM 마감 

시공 | 서연건축

준공 | 2016. 6.

Architect | Park Giseok(Miga Architects)

Dong chief | Park Hanho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Finishing materials | Wood panel, LPM 

Construction | Seoyun Architecture

Completion | June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통합민원창구   3 복지민원창구   

4 복지상담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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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목1동	

	 Mok	1-dong

2_	 목3동	

	 Mok	3-dong

3_	 목4동	

	 Mok	4-dong

4_	 신월1동	

	 Sinwol	1-dong

5_	 신월2동	

	 Sinwol	2-dong

6_	 신월3동	

	 Sinwol	3-dong

7_	 신월5동	

	 Sinwol	5-dong

8_	 신월7동	

	 Sinwol	7-dong

MP	

조남호		Cho	Namho양천구
Yangcheon-gu

9_	 신정1동	

	 Sinjeong	1-dong

10_	신정2동	

	 Sinjeong	2-dong

11_	신정3동	

	 Sinjeong	3-dong

12_	신정6동	

	 Sinjeong	6-dong

13_	신정7동	

	 Sinjeong	7-dong

신월4동 주민센터에 들어서면 작은 커피숍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지난 1월, 동주민센터 빈 공간을 활용하여 만든 어울림카페인데, 

동주민센터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이 작은 공간은 나른한 

오후가 되면 항상 주민들로 가득 찹니다. 한쪽에선 바리스타 자격을 

가진 어르신들이 커피를 만들고, 여기에서 모인 수익금은 지역을 위해 

쓰입니다.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커피를 즐기는 주민들의 

도란거림으로 북적이는 곳, 신월4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채우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난 2월, 13명의 건축가들이 양천구를 찾았습니다. 동주민센터를 

변신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양천구 18개 동주민센터를 둘러 본 

건축가들은 하나같이 ‘딱 관공서의 모습’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딱딱하고 사무적인 공간이란 얘기였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였을까요. 그 뒤, 쉴 새 없는 고민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목3동 주민센터 설계를 담당한 

어느 소장님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할수록 고민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 쉽진 않았을 탓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롯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동 주민센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끔 마찰이 있었던 설계안들이 끝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6월 

초 완성되면서 비로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난관은 

존재했습니다. 동주민센터 업무는 계속되어야 했기에 오직 주말에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짐을 싸서 

옮기고 월요일 이른 아침에 다시 짐을 푸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던 

고생을 이어가던 그 때, 그렇게 모두의 고민과 노력이 쌓여 양천의 

동주민센터들이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소통을 강조했던 목3동은 폴딩도어를 이용하여 앞마당을 

야외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완전 열린 공간으로의 변신이었습니다. 

신월5동은 로비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보완한 것입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던 동주민센터 옆에 꽃을 심고 의자를 놓아 

주민쉼터를 제공한 신정7동 주민센터도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주민을 위한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서로 ‘다른’ 공간을 만들어 낸 것이 현재 양천구 동주민센터의 

모습입니다.

공간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조직의 변화도 시작됐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800여 명을 4명의 직원이 관리하던 신월3동 

주민센터에는 새내기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충원됐습니다.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당장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했던 직원들에게 맡은 

바 업무를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공간과 조직의 

변화 이후,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거나 호통을 치는 주민들이 현저히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휴일도 

Last February, 13 architects visited Yangcheon-gu in order 

to transform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The architects said that all eighteen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Yangcheon-gu looked exactly like traditional 

public institutions. This meant that they looked boring, 

monotonous, and like general work spaces. 

The residents started active discussions after recognizing 

the necessity for change. We designed spaces only for 

residents and by residents. 

At last, a remodeling of the centers was started at 

the beginning of June after constant interactions and 

discussions about design plans that not everyone could 

agree on. The Mok 3-dong focused on interaction, 

therefore, an outside space was created in a front yard 

by installing a folding door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It was absolutely changed into an open space. 

In the Sinwol 5-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lobby was redesigned to provide a space for residents to 

watch movies, which relieved the lack of cultural space 

mentioned by residents. Next to the Sinjeong 7-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there was a lot of garbage piled 

up. In this area, the garbage was removed and flower beds 

and benches were added, so the residents were satisfied 

with this change. 

All these changes reflect the objectives of the Yangcheon-

gu aims, which are the “same” purposes for residents, and 

“different” spac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t 

local characteristics. 

주민을	위하는	‘같은’	마음으로,	

특성을	반영한	서로	‘다른’	공간으로		
“Same” wishes for residents, “different” spaces 
reflecting characteristics

김수영 | 양천구청장

Kim Suyoung | The mayor of Yangcheo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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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하고 열정적으로 뛰어주신 건축가분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밤낮없이 공사해주신 시공사, 

그리고 우리 구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직원들 노고 덕에 양천구 

동주민센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 주용성 Joo Yo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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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서로 192

192, Mokdongseo-ro, Yangcheon-gu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나길 55

55, Mokdongjungangnam-ro 16na-gil, Yangcheon-gu

커뮤니티를	위한	무대

목1동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여 주민센터의 존재와 역할을 알리고 또한 마을 커뮤니티시설로서 

민원업무가 아니더라도 찾아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를 심어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원활한 민원업무를 위해 좁은 민원실 내부공간을 확장하였고 아이덴티티 부여를 위해 낡은 

입구부분에 표정을 주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수직 텃밭의 설치로 주민센터 마당에서 

공동식사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했으나, 동 주민과 직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주민센터 

전면에 위치한 주차장과 화단을 활용한 커뮤니티 주민무대를 계획했다. 이 무대는 주민들의 

표현과 소통의 장으로서 주민센터의 역할이 확장되도록 할 것이다. 

도시적	맥락과	공공	공간

공공 공간으로서 외부영역 건물 전면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공공공간으로 다시 

환원하는 동시에 민원실내부로 확장하여 개방성, 인지성, 접근성을 높인다. 

공공 공간으로서 내부영역 우리는 충원될 복지, 보건직 추가인원의 업무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원실의 실환경을 나쁘게한 요소들을 소거, 수정, 재조합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영역을 제외한 민원영역과 상담영역, 대기영역을 균질하게 구성하되, 특성화된 공간이 

요구되는 복지상담영역과 의료상담영역, 개인적인 영역들은 내부동선과 실의 구성을 깊게하여 

계획하였다.

Setting	for	the	community

By affirming its presence and roles, we tried to give a special identity 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hich not only provided public service but also a space for the community. Therefore, the 

narrow public service area was extended and the old entry had a new identity with the original 

architectural feeling. A setting for the community was designed by using a parking lot and flower 

beds in the front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e hope this setting will be an important space 

in which residents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Urban	context	and	public	space

Outdoor area as a public space We converted “the fronts of building” back into a public space for 

the local community while extending it to the inside of the public service area in order to enhance 

openness, recognition, and accessibility of the center. 

Indoor area as a public space While securing working space for additional staff members, we 

modified the factors that deteriorated the condition of the public service area. In the process of 

this modification, the balance between each area such as the public service area, the consultation 

area, and the waiting area became proportionable and the service that requires privacy such as 

consultation area for welfare and medicine was arranged to be located in a deep corner. 

건축가 | 서상하, 임민지(키오스크피오피 건축)

동장 | 김성진

프로그램 | 민원실(내부), 커뮤니티무대(외부)

개선 면적 | 지상 1층-230.7m2

시공 | 효심안전진단

준공 | 2016. 6.

사진 | 김혁준

건축가 | 허길수, 박경현(스튜디오 精美所)

동장 | 한영범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329.8m2(실내)/55m2(실외)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합판, 방킬라이, 부켈라

시공 | (주) 작품오늘

준공 | 2016. 7.

목1동
Mok 1-dong

목3동
Mok 3-dong

Architect | Suh Sangha, Lim Minji(kyoskpop architects)

Dong chief | Kim Seongji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terrace

Improved area | 1F-230.7m2

Construction | Hyosim Safety Diagnosis Engineering 

Co.,Ltd.

Completion | June 2016

Photo | Kim Hyeokjun

Architect | Heo Gilsu, Park kyunghyun(design mill)

Dong chief | Han Yeongbeom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329.8m2(interior)/55m2(exterior)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bankilrai, burkella

Construction | Artwork, Now & Here. co.

Completion | July 2016

동선 유도 표시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주민등록보관실    5 창고    6 데이케어부스

7 열린주민마당

(위) 주민마당

(아래) 데이케어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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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부 커뮤니티 주민무대



192 193

양천구 곰달래로1길 38

38, Gomdallae-ro 1-gil, Yangcheon-gu

친숙한	벽과	계단식	정원

복지취약계층이 많은 신월1동 주민센터는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찾아온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곳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할 공간이 필요했다. 우선 눈높이에 맞고 집중적인 대화가 가능한 ‘친숙한 벽’을 설치하여 

독립적인 민원회의실과 민원대기공간을 계획했다. 이것은 복지민원이 많은 민원실 내부에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또 20년 이상 노후화된 신월1동 주민센터 건물은 

주도로에 부출입구가 위치하는데, 이 부출입구를 개선하여 주민센터의 인지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전면도로의 버려진 화단은 계단식 정원으로 만들어 주민 쉼터로 재활용했다. 

Familiar	walls	and	a	terraced	garden

We designed an independent public service meeting room and a public service waiting area by 

building a “familiar wall” so that people could have an intensive conversation. This also blocked 

the distractions of the public service area. The Sinwol 1-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built 

over twenty years ago and was beginning to show its age. In addition, there was a separate entry 

on the main street. We improved this alternative entry so that residents recognized the presence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nd abandoned flower beds were revived into a terraced garden 

functioning as a residents’ lounge.

건축가 | 이주영(지오아키텍처)

동장 | 오수곤

프로그램 | 민원실(1층)/동장실(2층)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332m2  

주요 마감재 | 티크 집성목

시공 | 우리CNS

준공 | 2016. 8.

계단식 정원

신월1동
Sinwol 1-dong

Architect | Lee Juyoung(G/O Architecture)

Dong chief | Oh Sugo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1F)/Dong chief s̓ room(2F) 

Improved area | 1F/2F-332m2

Finishing materials | Teak glulam  

Construction | Wooree CNS

Completion | August 2016

기존 철거 설치 공간 재배치

양천구 중앙로53길 47

47, Jungang-ro 53-gil, Yangcheon-gu

벽을	허문	세	개의	모퉁이	공간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소통이다. 신월2동 주민센터의 첫인상은 소통하는 주민센터와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었다. 좁은 업무 및 민원공간은 주민센터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소통을 

단절시켰으며 다소 어지러운 업무공간의 배치는 주민들과 소통하기에 너무나도 여유가 없어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의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동장실을 2층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였다. 기존 사무기기와 수납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업무 동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그 외에 공공화장실, 상담실 및 민원 작성대와 같은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을 새롭게 계획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주민센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Three	corner	spaces	that	tore	down	the	wall

This project began from communication. Due to the narrow workspace and public service area, the 

entrance of the center caused the disconnection of communication. Moreover, the arrangement 

of untidy work space seemed to say the center could not afford to communicate with residents. 

Available space was created by moving the dong chief’s office to the second floor. The office 

equipment and storage space were rearranged to plan the space to increase the work efficiency and 

to communicate. By newly planning the spaces that are used by residents such as public toilets, 

consultation rooms, and public service desk, it is expected to have a convenient and comfortable 

community service center.

건축가 | 오승준(SIMPLEX)

동장 | 지영인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1층-259.56m2

주요 마감재 | 큐블럭 ,UV하이그로시

시공 | 포코건설 주식회사

준공 | 2016. 8.

신월2동
Sinwol 2-dong

Architect | Oh Seungjoon(SIMPLEX)

Dong chief | Ji Yeongi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59.56m2

Finishing materials | Q Block, UV High glossy

Construction | POCO construction

Completion | August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상담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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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5

5, Nambusunhwan-ro 54-gil, Yangcheon-gu

찾아오고	싶은	우리동네	명소

기존의 민원실은 민원인을 위한 대기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민원대가 ㄷ자로 배치되어 

있어 대기할 때 안정감이 부족했다. 또 복지상담실은 창고와 탕비실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변경안의 첫 번째 목표는 민원휴게공간과 대기공간, 복지상담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직원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우선 민원대를 ㅡ자로 만들어 방문하고자 

하는 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복지상담실과 필경대, 휴게공간을 한 공간에 두어 

편안한 문화 공간으로 구성했다. 휴게공간 옆에는 여러 가지 홍보 책자를 살펴볼 수 있도록 

벽면을 활용한 전시용 가구를 설치했다. 또한 탕비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직원의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A	famous	spot	people	will	visit

The main objective of improvement was to obtain public service resting and waiting areas, and 

a welfare consultation room. A second objective was to provide a room for staff to rest. First, 

the public service stations were set up in the form of a line so that visitors could recognize each 

function. Also, the consultation room and public service stand were placed in the same place to 

create a comfortable cultural space. Next to the rest area, a wall display was used to show various 

brochures and pamphlets. In addition, a preparation room was created and used as a resting area 

for staff. 

건축가 | 김경희, 이응락(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동장 | 김상국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22.08m2

주요 마감재 | 인테리어필름, 인조대리석, PVC타일 수성페인트

시공 | 리노디자인빌드

준공 | 2016. 6.

신월3동
Sinwol 3-dong

Architect | Kim Kyunghee, Lee Eungrak(modo architect 

office)

Dong chief | Kim Sanggu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22.08m2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 film, mock marble, PVC tile, 

water paint

Construction | RENO D&B

Completion | June 2016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신월5동
Sinwol 5-dong

Orange	hall

The previous public service desk was removed to integrate the public service area whose space 

was not used effectively and the waiting area which was spacious but disorderly. To each side 

of the lounging area that extended to the innermost dong chief’s office, public service areas 

were created to integrate the whole community service center as one space. A multi-purpose 

screen was installed on the wall of the dong chief's office. Storage space was installed in 

between walls or service desks and public service area in order to create more comfortable 

work environment. Small meeting place created in the lobby provides residents space to relax 

and feel comfort, and the disordered billboards and signs were organized by setting up separate 

structures.

오렌지	홀

규모에 비해 좁은 민원실과 넓지만 어수선한 민원대기실을 통합하여 각각의 용도가 아닌 서로 

소통하는 동주민센터를 만들고자 했다. 주민센터 공간을 2개로 분리했던 기존의 민원대를 

철거하고 출입구에서부터 가장 안쪽의 동장실로 이어지도록 설치한 라운지를 중심으로 양쪽에 

민원실을 배치하여 주민센터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했다. 동장실 벽면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동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실은 행정팀과 

복지팀으로 나누어 배치하여 충원되는 인원의 자리를 확보했다. 벽 및 민원대와 민원실 사이에 

수납장을 설치해 수납공간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한 근무 환경이 되도록 했다. 로비엔 작은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무질서한 광고판 및 안내판들은 

독립된 구조물을 제작하여 정리했다.

건축가 | 이기옥(필립건축)

동장 | 최성덕

프로그램 | 민원실, 로비

개선 면적 | 지상 1층-323.05m2

주요 마감재 | MDF, 코어합판

시공 | 리노디자인빌드

준공 | 2016. 7.

사진 | 권민호 

Architect | Lee Kiok(PHILLIP ARCHITECTS)

Dong chief | Choi Seongdeo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lobby 

Improved area | 1F-323.05m2

Finishing materials | MDF, core plywood

Construction | RENO D&B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Kwon Minho

양천구 화곡로4길 10

10, Hwagok-ro 4-gil, Yangcheon-gu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업무공간   3 상담실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다목적라운지(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주민등록실   5 상담실   6 휴게실   7 로비

1

2

3

4

6

5

7

1

3

2



196 197신월7동
Sinwol 7-dong

Modular	office

The premise of the design was to use the module that could be 100% utilized even whe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ill be newly built. The minimum size of the cube, which is about the 

size of paper documents, was determined, and the cube was able to create a desk, a bookcase, or 

a sitting space. The cube is made up of wood and colored as white, and some flower pots could be 

placed. The cubes can be provided to peoples in new combinations of form in new building. In the 

community shared space on the second floor, the airplane observation platform was proposed to 

provide residents a fun space which can be only found in Sinwol 7-dong, taking advantage of the 

bad conditions for the area where airplanes pass by.

모듈러	오피스

양천구 신월7동의 주민센터는 평범한 주택지의 작은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주민들은 

쉽게 이곳을 찾아오고 또 쉬어가기도 한다. 설계의 전제는 새로운 주민센터가 지어졌을 때에도 

100퍼센트 활용이 가능하도록 모듈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서류만한 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큐브 형태를 선정하고 큐브들을 모아서 붙이면 책상도 되고 책장도 되고 앉는 공간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큐브는 나무와 백색으로 구성하였고 일부에는 화분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의 주민센터에서 사용되는 큐브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조합으로도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2층의 주민공간에는 비행기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대를 설계했다. 비행지구에 걸쳐있는 

좋지 않은 주변조건을 활용하여 신월7동만의 재미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건축가 | 심희준,박수정(건축공방)

동장 | 채영암

프로그램 | 민원실, 주민공유공간

개선 면적 | 지상1층/지상2층-300.50m2

시공 | 크레디아

준공 | 2016. 6.

Architect | Sim Heejun, Park Sujeong(ArchiWorkshop) 

Dong chief | Chae Yeongam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mmunity space

Improved area | 1F/2F-300.50m2

Construction | Credia

Completion | June 2016

양천구 남부순환로70길 16-3

16-3, Nambusunhwan-ro 70-gil, Yangcheon-gu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양천구 중앙로32길 1

1, Jungang-ro 32-gil, Yangcheon-gu

공간	재정비를	통한	나눔의	주민센터

주민 대기공간과 외부 공지를 정비하여 장난감 플리마켓 기능을 갖는 주민센터를 계획했다. 이는 

기존 희망 장난감 도서관과 연계를 고려했다. 민원실 내부에 분산 비치되어 있는 서식대, 게시판, 

책꽃이, 컴퓨터, 혈압측정기, 무인발급기 등을 다중기능의 가구(POLY)로 모아 배치함으로써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더불어 플리마켓 등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외부공간의 게시판과 휴게의자를 통합 계획하여 주민센터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친근한 

이미지가 되도록 했다. 또한 간이설치형 폴리를 만들어 4층의 희망 장난감 도서관과 연계한 

장난감 플리마켓을 열 수 있게 했는데, 이로써 민원과 행정의 중심 공간에서 마을 커뮤니티 

중심공간으로의 변화를 꾀했다.

A	sharable	community	service	center	through	remodeled	space

We designed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ith a functioning flea market specializing in toys 

by remodeling the waiting area and extra space outside. The extra space outside also became 

a rest area with a bulletin board and chairs so residents who were passing by on the street or 

waiting at the bus stop could sit down. This provided a sense of friendliness as a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In addition, a simply built folly housing the flea market 

specializing in toys was opened connected to the “Hope Toy Library” on the fourth floor. 

Therefor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became a space focusing on the residents’ community 

and not based solely on public service and other work space.

건축가 | 강인철(㈜가아건축사사무소)

동장 | 박종균

프로그램 | 민원실, 주민 쉼터공간

개선 면적 | 지상 1층-369.38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구로철판, STS

시공 | 우리씨엔에스㈜

준공 | 2016. 6.

신정1동
Sinjeong 1-dong

Architect | Kang Inchul(Ga.A Architects)

Dong chief | Park Jonggyu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rest space 

Improved area | 1F-369.38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HR steel plate, STS

Construction | Wooree CNS

Completion | June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자료실   5 상담실

1

34

2

5

Modular System + Green

사무공간

자료실

탕비실

상담실

민원공간

출입구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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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동로 154

154, Mokdongdong-ro, Yangcheon-gu

편안한	이웃	만남의	아일랜드	공간

옆을 돌아 볼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마음 속에는 맘 편히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고 누가 나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동네에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 같다. 

순번을 기다리다 모르는 사람과 우연히 신문의 같은 페이지를 읽고 있다거나, 어쩌다 보니 

옆 사람의 다리를 툭 건드려 겸연쩍은 웃음과 함께 말 한마디를 건낼 수 있는 그런 곳 말이다. 

동주민센터 중앙에 작은 아일랜드 공간을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조우를 기대해 보았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신문을 보고 안부를 묻고 사람들을 구경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업무를 보러 온 사람에게도, 그냥 우연히 들른 

사람에게도 편안한 공간, 그냥 보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그런 동주민센터면 좋겠다.

Comfortable	meeting	at	an	island	space

These days, people want to be relaxed away from a busy life so that they can take care of 

each other in their town. For this reason, we designed a small island space at the center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e expect that people who work at the center, who visit this island to 

do business, or who rest, feel welcomed and comfortable. We also hop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s cheerful and pleasant.

건축가 | 국현아(건축사사무소 케이아크)

동장 | 서승석

프로그램 | 민원실, 주민자치공간

개선 면적 | 지하 1층/지상 1층-284.19m2

시공 | 태광엔지니어링(주)

준공 | 2016. 7.

신정2동
Sinjeong 2-dong

Architect | Kook Hyunah(K.ARCH)

Dong chief | Seo Seungseo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mmunity space

Improved area | B1F/1F-284.19m2

Construction | TAE KWANG ENG Construction Co.Ltd

Completion | July 2016

양천구 중앙로 209

209, Jungang-ro, Yangcheon-gu

주민과	소통하는	통합의	공간

신정3동 주민센터의 민원실은 전체적으로 시각적 통합성이 낮았기 때문에 통합성을 주는 것을 

디자인 개념으로 잡았다. 기존의 재료마감 색은 톤이 짙은 밤색 등 다운되어 있어서 넓은 창으로 

햇빛이 많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명도나 채도가 

높은 재료색인 단풍나무색과 초록색 등으로 바꾸어 주었다. 기존의 곡면 통합민원대는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직선으로 정리해 주었고 주민복지 지원업무를 위한 면적은 

더욱 넓혀서 배치했다. 기존 주민등록실의 과다한 면적을 줄여서 이전에 없었던 주민들을 위한 

대기공간을 하나의 영역으로 확보하였는데 이로써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보다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다.

Residents	interacting	with	integrated	space	

The existing finishing materials were deep brown color, so the whole atmosphere looked 

depressed even though there was full sunshine through a big window. Therefore, brighter colors 

such as yellow, red and green were adopted. The existing curved public service stations used 

space inefficiently, so they were changed to a straight line. Also, the space for welfare service 

was extended. The old spacious residents’ registration document room was downsized to provide 

visitors with a new waiting area.

건축가 | 조현이(큐빅디자인연구소)

동장 | 김봉섭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410.35m2

주요 마감재 | 지정 무늬목, 지정 도장 

시공 | 애드원 스마트

준공 | 2016. 7.

신정3동
Sinjeong 3-dong

Architect | Cho Hyunie(CUBIC DESIGN INSTITUE)

Dong chief | Kim Bongseop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410.35m2

Finishing materials | Sliced veneer, paint

Construction | Adone Smart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실   2 통합민원

3 복지민원

민원실 입구 홀 민원대기공간 | 아일랜드 공간

1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주민등록실

5 창고

1

2

3
4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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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서로 353

353, Mokdongseo-ro, Yangcheon-gu

주민	편의와	건강돌봄	공간	개선

신정6동 주민센터는 높은 민원대를 낮춰 민원인과 눈높이를 맞추며 소통하고 이용이 편리한 

주민센터를 만들겠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협소하고 이용에 불편한 민원인 대기공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대를 변경하고 사무기기와 직원의 좌석 배치 등을 조정하면서 사무공간 일부를 

할애하여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던 옥상 물탱크실을 활용하여 서고로 사용하고, 직원 

증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좌석을 배치했다. 민원대 및 필경대를 무늬목으로 제작하여 

편안하고 아늑한 이미지를 구현했으며 민원실의 구석에 있어서 인지도가 낮고 이용이 불편했던 

평생건강검진센터의 공간과 이미지를 개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 누구나가 편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Space	improvement	for	residents’	convenience	and	health	

The main objective of renewing the Sinjeong 6-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to lower 

the high public service stations so that residents had eye contact and could interact with public 

officials. Office machines and seating arrangements were adjusted and new space was obtained by 

dividing the work spaces. Also, an unused water tank room on the roof was used as a document 

room, and extra seats were arranged to provide face to face service. The health center, which was 

located deep inside the public service area, was now more noticeable and more often used. 

건축가 | 이형만(명작종합건축사사무소)

동장 | 임성화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53m2

주요 마감재 | 친환경 수성 페인트, 데코타일, 무늬목

시공 | ㈜유준건축디자인

준공 | 2016. 8.

신정6동
Sinjeong 6-dong

Architect | Lee Houngman(Myeongjak Architect)

Dong chief | Lim Seonghwa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53m2

Finishing materials | Low VOC paint, deco tile, sliced 

veneer

Construction | U.JUN

Completion | August 2016

양천구 목동동로 37

37, Mokdongdong-ro, Yangcheon-gu

소통의	길을	열다

이 주민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간 확보였는데 내부 공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내·외부를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건축의 본질부터 접근해야 했다. 건물 옆 넓은 녹지공간이 

실마리가 되었고 건물 벽을 허물어 그 공간을 끌어들였다. 기존 창문에 새로운 출입구를 만들면서 

업무 및 민원공간의 레이아웃을 변경했다. 건물의 정면을 바꿔 출입동선 및 내부 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했으며 훌륭한 채광 및 조망도 가질 수 있었다. 좁은 업무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실과 동장실의 칸막이 벽을 허물어 면적을 늘리고 수납장을 설치했다. 민원공간에는 

우물천장을 설치하여 수직 공간을 확보하고 전반적으로 흰색계통을 사용하여 공간의 밀도를 

재조정했다. 녹지공간은 앞마당이자 사람들을 맞이하는 넓은 뜰이 됐다. 그곳이 지역주민과 

주민센터가 가꾸어 나가는 궁극적 커뮤니티 공간이자 주민 참여적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Open	interaction

Inspired by a green zone next to the building, a wall of the building was removed and the green 

space was absorbed. A new entry was added to the existing window and the work space layout and 

public service areas were changed. Remodeling the facade of the building effectively improved 

the access flow and the flow inside. Also, this change allowed more sunlight into the building and 

provided a view. The grassy area became a front yard and a courtyard at the same time. We hope 

that this green space becomes an interactive area in which residents and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participate together. 

건축가 | 홍사원(한섬종합건축사사무소)

동장 | 김진복

프로그램 | 민원실, 옥외공간

개선 면적 | 지상 1층-249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구로철판, STS

시공 | 다해건설

준공 | 2016. 7.

신정7동
Sinjeong 7-dong

Architect | Hong Sawon(Hanssum architects)

Dong chief | Kim Jinbo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terrace

Improved area | 1F-249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HR steel plate, STS

Construction | Dahae Construction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주민등록실    

5 복지상담실   6 새로운 출입구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주민등록실    

5 복지상담실   6 평생건강관리센터   7 서고 및 탕비실

8 숙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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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진		Lee	Sojin

오종수		Oh	Jongsoo강서구
Gangseo-gu

1_	 염창동	

	 Yeomchang-dong		

2_	 등촌1동	

	 Deungchon	1-dong

3_	 등촌2동	

	 Deungchon	2-dong

13_	가양1동	

	 Gayang	1-dong

14_	가양2동	

	 Gayang	2-dong

15_	가양3동	

	 Gayang	3-dong

16_	발산1동	

	 Balsan	1-dong

17_	공항동		

	 Gonghang-dong

18_	방화1동	

	 Banghwa	1-dong

19_	방화2동	

	 Banghwa	2-dong

20_방화3동	

	 Banghwa	3-dong

2015년 9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에 선정된 이후 

사업전반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복지와 주민 공동체 회복의 중심단위로 변화하기 위한 

공간의 개선이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복지대상자를 돌보고 

있는데 반해 동청사가 노후하고 비좁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초 

공간개선의 기본방향이 20개 동별 7~8명의 인력 충원에 따른 근무 

장소확보가 우선 중점이 되어야 했으며, 공간 부족으로 복지 상담실과 

주민 공유공간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동별 공공건축가가 지정되고 주민과 건축가와 직원이 

기획·설계 단계부터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결과물인 기본설계 

보고회를 마치자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를 시행한 자치구의 사례보다 나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동별 공간개선사업을 완료하고 2016년 7월 1일 작은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강서구 20개 동주민센터는 기계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던 곳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인력충원에 따른 업무공간 마련은 물론 복지상담창구와 상담실을 

개선하였으며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테라스형과 야외개방형 

카페, 로비쉼터 등을 조성하고 각기 특색에 맞는 명칭을 붙여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주민들에게 공간을 

돌려드렸습니다.

특히 공항동은 주민 공유공간으로 소셜스페이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마당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폴딩도어가 설치된 카페 형태의 공간을 

조성하여 항상 주민에게 개방된 아늑하고 푸근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공간개선 공사는 마무리 되었지만 앞으로도 열린 공유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공간으로 활용토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추진 중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청사 면적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무공간을 이원화하거나 근무공간이 더욱 협소해진 동도 있었으며, 

예산부족으로 당초 계획했던 공간개선의 일부를 실시하지 못한 동도 

있었지만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서로 불신하며 모두가 힘든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들은 서로 만나 소통하고 마을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기대어 

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동주민센터가 더 많은 주민이 찾아와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돌보는 지역 공동체의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과정과 공간의 사용에 따른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여 최대한 

주민활용도를 높여 찾아가고 싶은 동주민센터로 만들어주신 

공공건축가님들과,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설계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사 중 힘든 환경에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Despite having the second highest number of people 

receiving welfare among gu in Seoul, many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Gangseo-gu are old and 

small. Therefore, the first priority of the spatial renovation 

was expanding the working space of each office in 20 

centers to cater to seven to eight new members, and 

thus the problem of how to set apart space for welfare 

consultation rooms and public space for residents was an 

issue that had to be confronted due to the lack of space.

However, after the public architects had been specified 

for each center, and when the briefing of the initial 

plans—which were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s between 

residents, the architect, and the staff from the planning 

and designing stage—was finished, the outline of the 

project slowly began to manifest, and along with it the 

confidence to make better use of space than the initial 

application of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at the district despite its unfavorable conditions.

As the spatial renovation project for each neighborhood 

ended with a small ceremony held on July 1, 2016, the 20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Gangseo-gu transformed 

from places where administrative work was being done 

mechanically into a warm and comfortable spaces. 

Work space was prepared in response to an increase in 

staff, counters and rooms for welfare consultation were 

improved, and leftover spaces were maximally utilized by 

turning them into cafe's equipped with terraces, outdoor 

cafe's, and resting places in lobbies appropriately named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 feature—these spaces 

were returned to the residents by making them public and 

open to anyone.

Although the project has finished, in order to more 

efficiently use the open public space in the future, more 

promotions will be conducted along with surveys to 

discover and match the spaces with various programs and 

events that fit the features of the community.

만남과	소통	그리고	연대의	공간으로
A Space for meeting, communication and sdolidarity

노현송 | 강서구청장

Ro Hyunsong | The mayor of Gangse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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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	 등촌3동	

	 Deungchon	3-dong

5_	 화곡본동	

	 Hwagok	bon-dong

6_	 화곡1동	

	 Hwagok	1-dong

7_	 화곡2동	

	 Hwagok	2-dong

8_	 화곡3동	

	 Hwagok	3-dong

9_	 화곡4동	

	 Hwagok	4-dong

10_	화곡6동	

	 Hwagok	6-dong

11_	화곡8동	

	 Hwagok	8-dong

12_	우장산동	

	 Ujangsan-dong

© 권민호 Kwon 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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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양천로67가길 63

63, Yangcheon-ro 67ga-gil, Gangseo-gu

아늑한	대기공간		

2006년에 준공된 염창동 주민센터는 제대로 활용 안되고 있는 공용공간들의 효율적인 

활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복지 담당 직원들의 자리를 위해 민원실의 재배치가 불가피했고, 이 

기회에 민원실에 정면으로 있던 일자형 민원대를 옆으로 모아 ㄷ자 형태로 바꾸어 더 아늑한 

대기공간을 만들었다. 1층 홀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던 화장실문 앞에 가구화된 가림막을 

설치하고 무인 민원발급기 및 건강검진코너를 배치했다. 2층 홀 역시 화장실 앞에 차폐공간을 

두어 넓은 홀을 화장실과 분리하고 알림판 및 사인 등을 디자인하여 통일감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2층 홀에 면한 53m2의 테라스 공간으로, 실외기와 국기게양대만 

있고 방치된 듯한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데크를 깔고 화단 조성, 파라솔 및 야외 가구를 

배치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정원을 조성했다.

Cozy	waiting	area

The main objective of the project was to use the space effectively. The public service station 

in a straight line was switched to the form of  ‘ㄷ’ so that a cozy waiting area was created. The 

biggest transformation was that a new terrace, which was about 53m2 on the second floor, was 

created and an abandoned area, where only air conditioner outdoor unit and a flagpole were 

placed, became a mini garden that everyone could use by installing a deck, adding outside 

furniture and an umbrella, and building flower beds. 

건축가 | 이소진(아뜰리에 리옹 서울)

동장 | 장병천

프로그램 | 민원실, 홀(1층,2층)/테라스(2층)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420m2  

주요 마감재 | 석고보드 위 페인트 

시공 | ㈜더 아너스

준공 | 2016. 6.

염창동	
Yeomchang-dong  

Architect | Lee Sojin(Ateliers Lion Seoul)

Dong chief | Jang Byeongcheo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hall(1F, 2F)/terrace(2F)

Improved area | 1F/2F-420m2

Finishing materials | Paint on GSB

Construction | The Honors. co. ltd

Completion | June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상담실

4 주민등록실   5 서고   6 숙직실   7 탕비실

(위) 탕비실

(아래) 2층 테라스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로비

강서구 공항대로53가길 55

55, Gonghang-daero 53ga-gil, Ganseo-gu

찾아가는	복지,	찾고	싶은	주민센터

추가 업무 공간 확보와 노후화된 민원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개선하여 마을의 

사랑방처럼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민원대기공간의 주 

마감재료인 자작나무 합판을 로비까지 연장하여 출입구부터 실내까지 연속성 및 확장성을 

부여했다. 민원 대기공간을 자작나무합판 마감재로 하여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박공 

천장으로 높은 개방감과 밝은 조도를 확보했다. 민원대는 마주보고 앉아서 할 수 있게 대칭형 

책상으로 계획하고, 가구를 모듈화하여 창구별 업무구분이 명확하게 인지되도록 계획했다. 

복지창구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듈 사이 칸막이를 설치했다. 업무공간은 기존 

가구를 재배열하는 것 만으로도 팀별 레이아웃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수납공간 마련과 

이동동선을 넓히도록 계획했다. 

Visiting	welfare,	want	to	visi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e aimed to creat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o be a residents’ lounge which residents 

wanted to visit. Birch plywood, the main finishing material of the public service space, was 

connected to the lobby to provide a sense of connection and expansion from the main entry 

to the inside. Also, birch plywood was used to make the waiting area cozy and create openness 

and brightness by building a gabled ceiling. For the welfare service area, the partition bars 

were installed between modules to protect the residents’ privacy. 

건축가 | 김정임(서로 아키텍츠)

동장 | 이동식

프로그램 | 민원실, 동대본부 

개선 면적 | 지상 1층-180m2/옥상층-54.6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시공 | 아키텍건설

준공 | 2016. 7.

등촌1동	
Deungchon 1-dong

Architect | Kim Jungim(Seoro Architects)

Dong chief | Lee Dongsi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reserved army office

Improved area | 1F-180m2/Rooftop-54.6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Construction | Architech

Completion |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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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등촌로 143

143, Deungchon-ro, Gangseo-gu

기둥이	활용된	민원	테이블

1980년에 준공된 건물로 많이 노후되어 민원실의 환경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했다.  

주민등록실을 축소 이동하여 오픈 공간을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민원실을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기존 16명이 꽉차게 쓰던 공간에 총 22명의 

업무공간을 확보했다. 민원 테이블을 기둥 위치까지 이동하여 공간의 활용에 방해물로 

생각되던 기둥을 민원 테이블과 일체화하여 업무공간과 대기공간의 명확한 경계로 만들어주고 

민원 테이블이 특별한 조형성을 띠도록 했다.  파란색 사물함과 서류작성대 등 용도와 공간을 

고려한 제작가구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되 단순한 바탕의 공간에 가구가 조형성을 주도록 

의도했다. 민원 대기공간 한가운데에 놓인 보라색 원형 벤치는 연노란색의 민원데스크와 

어울려 산뜻한 휴게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진다.

The	public	service	station	using	pillars

The Deungchon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built in 1980, the building was old and the 

public service area environment had to be changed. The residents’ registration document room 

was minimized and moved to another place. This open place was made in the form of a square 

shape so that the public service area became effective and flexible with enough space, which was 

not enough to accommodate sixteen officials in the past, to accommodate twenty-two officials. 

The public service station was moved to the location of pillars, which were considered an 

obstacle for space use, and an integration between the public service station and the pillars made 

work space and the waiting area distinctive, and the station took on a sculptural appearance.

건축가 | 김효영(김효영 건축사사무소)

동장 | 정영숙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167.6m2  

주요 마감재 | 수성페인트, 인테리어 필름, PVC 타일

시공 | 세일건설

준공 | 2016. 6.

등촌2동
Deungchon 2-dong

Architect | Kim Hyoyoung(KimHyoYoung Architects)

Dong chief | Jeong Youngsu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167.6m2

Finishing materials | Water paint, interior film, PVC tile

Construction | Seil Construction

Completion | June 2016 

강서구 초록마을로5길 29

29, Chorongmaeul-ro 5-gil, Gangseo-gu

집중화를	통한	효율적	공간	배치	

계획의 주 방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사의 업무공간과 상담공간을 확보하고, 민원 

데스크를 집중화하여 동선으로 소비되는 공간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민원데스크 상부 천장을 

낮추어 업무공간과 민원인 대기공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시야를 차단하여 안정감을 갖도록 

했다. 민원실의 대기공간은 간접조명 방식을 적용하고 민원인 대기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화장실 진입부에 홀을 만들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의 대기공간을 연출했다. 주민센터 입구 

좌측 편에 등나무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과 도서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등나무 사이로 비추는 빛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 속에서 

주민센터가 지역주민들을 배려하려는 인상을 갖게 한다.

Efficient	space	arrangement	by	concentration

The main objective of this plan was to add work stations and a consultation space for a constantly 

increasing number of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to minimize time and space wasted in moving 

about by concentrating work stations in the public service area. In addition, in the public service 

area, the ceiling above the work stations was lowered in order to distinguish between the waiting 

area and work spaces and to provide privacy by blocking the view. Indirect lighting was adopted in 

the waiting area in the public service space and a hall was created in front of the restroom, which 

was in direct line from the waiting room, so this area had a more comfortable atmosphere. On 

the left side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entry, a rest area under a wisteria tree was created 

as a lounge for residents and children who visited the library. Seeing the residents talking in the 

sunshine filtering through the wisteria tre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ppeared to have been 

established for its residents’ convenience.

건축가 | 김수영(㈜숨비건축사사무소)

동장 | 유태곤

프로그램 | 업무공간 및 민원실, 등나무 쉼터

개선 면적 | 지상 1층-372m2

주요 마감재 | 석고보드, ST

시공 | ㈜아키텍건설

준공 | 2016. 6.

화곡본동	
Hwagok bon-dong

Architect | Kim Sooyoung(su:mvie architects)

Dong chief | Yoo Taego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rest area 

Improved area | 1F-372m2 

Finishing materials | GSB, ST

Construction | Architec

Completion | June 2016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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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주민등록실  4 상담실

5 문서고  6 탕비실  7 창고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주민등록실

5 사회복지상담실  6 전산실  7 야외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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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곰달래로 79

79, Gomdallae-ro, Gangseo-gu

공간	재배치와	민원데스크의	통합	

1층 공간 부족으로 2층 창고를 동장실로 탈바꿈시키고 1층 기존 동장실은 업무공간으로 바꿨다. 

대회의실의 대기공간으로 쓰이던 전실을 일부 활용하여 기존에 없었던 숙직실을 만들고 1층에 

있던 상담실을 옮겨왔다. 두 개로 나뉘어 있던 민원데스크를 큰 ‘ㄷ’자 형태 하나로 통합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공간적인 여유를 만들었다. 복지민원데스크로 막혀있던 남측을 개방하여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게 되고 여기에 쾌적한 민원대기공간을 배치했다. 동시에 민원대기공간이 남측 

코너에 자리하면서 기존에 문제가 되던 동선 꼬임현상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경험 

있는 지역 시공사 선정 후 시공방법과 일정에 대한 사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계획된 시간 

안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

Space	rearrangement	and	integration	of	the	public	service	station

The storage on the second floor was changed into the dong chief’s office and the existing dong 

chief’s office on the first floor was transformed into a work space. The part of the waiting room in 

the conference room was changed as a night-duty room and the consultation room, which was on 

the first floor, was moved in this space. The two separated public service stations were integrated 

in the form of ‘ㄷ’ so that the work efficiency was increased and spaciousness was obtained. The 

waiting area for public service was created on the south side, which was blocked by public service 

stations. It was open and had sunlight and ventilation. At the same time, the location of the 

waiting area soothed the flow which was a distracting problem.

건축가 | 김민석(노션 아키텍쳐)

동장 | 정영익

프로그램 | 행정민원실, 업무실, 동장실, 상담실, 회의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176m2/지상 2층-62m2

주요 마감재 | 석고보드 위 도장, 데코타일

시공 | 세일건설

준공 | 2016. 6.

화곡1동	
Hwagok 1-dong

Architect | Kim Minseok(Notion Architecture)

Dong chief | Jeong Youngik

Program | Office, dong chief’s room, consultation room, 

meeting room

Improved area | 1F-176m2/2F-62m2

Finishing materials | Paint on GSB, deco tile

Construction | Se-il construction

Completion | June 2016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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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곰달래로37길 13

13, Gomdallae-ro 37-gil, Gangseo-gu

동선의	효율화

화곡2동 주민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협소한 민원 대기공간, 정리되지 않은 동선이었다. 

직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보안상 공간 분리가 필요한 주민등록실이 탕비실로 가는 

동선에 노출되어 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러 차례 협의 결과 민원실 공간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고, 주민등록실의 공간분리계획은 추가예산으로 가능했다. 낡고 무거운 

출입문을 교체하고 동선을 방해했던 서식대는 적합한 위치에 설치했다. 부족했던 대기공간은 

벽면에 벤치를 설치해 넓게 확보했으며 진부해 보였던 민원대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보충하고 

업무공간과 민원인공간을 분리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게시판의 신설, 

민원실 사인 계획을 통해 확실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Efficiency	circulation

The main request of staff was to improve the flow from the residents’ registration document 

room, which required security, to the preparation room. After several meetings, we made it a 

priority to improve the public service area, and a plan to separate the residents’ registration 

document room was possible with added money. The old and heavy entry door was replaced 

and the public service form stand, which interrupted the flow of people, was replaced in a 

proper place. The lack of a waiting area was overcome by installing benches on the walls and 

the boring looking public service station was reformed to supplement a lack of storage and to 

distinguish between work space and the public service area. 

건축가 | 조재원(㈜공일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원희

프로그램 | 민원실, 주민등록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01.45m2  

주요 마감재 | 나왕합판 위 오일 스테인, MDF 위 필름

시공 | 디자인펌

준공 | 2016. 7.

화곡2동	
Hwagok 2-dong 

Architect | Cho Jaewon(0_1 Studio)

Dong chief | Lee Wonhee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resident registration room

Improved area | 1F-201.45m2

Finishing materials | Oil stain on a lauan plywood, film 

sheet on a MDF

Construction | Designfirm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주민등록실  4 커뮤니티 공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주민등록실  4 서고 및 숙직실

5 탕비실

(아래) 민원대기공간 

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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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서로33가길 37

37, Gangseo-ro 33ga-gil, Gangseo-gu

가구를	이용한	공간	구획과	사무공간의	재배치

좁지 않은 공간인데도 민원실 전체를 가로지르는 곡선형 민원데스크는 공간 분할이 효율적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흩어져 자리잡고 있던 책상 배치는 민원실의 넓은 면을 더욱 애매하게 만들었다.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비로소 3개 팀이 앉을 공간이 생겼고 그 사이에 낭비되는 

공간은 단 하나도 없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 주었다. 민원실과 사무실을 나누는 높이 1,100mm의 

기존 수납장은 6개가 일렬로 서 있지만 눈높이에서의 시야가 확보되므로 전혀 좁아 보이지 

않는다. 업무공간의 배치와 경계가 불명확한 탓에 근무자와 민원인의 동선이 뒤엉켜있던 민원실은 

민원대기공간을 ㄷ자로 둘러싸는 배치를 통해 동선을 구분하도록 설계했다. ㄷ자로 둘러싸여 자칫 

답답할 수 있는 민원실을 밝은 톤의 연두색으로 전체적인 색감을 조정해 공간감을 준다.

Space	arrangement	using	furniture	and	relocation	of	work	space

The planning of Hwagok 3-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first established with the 

rearrangement of space. Only three divisions had space to sit and there was certainly no space 

being wasted. The existing 1,100mm height of six cabinets which divide the office and the public 

service area have been lined in a row, but it does not seem to be narrow at all because the view is 

maintained at eye level. The public service area is designed to separate circulation lines through 

arrangements that surround the waiting room space in a ‘ㄷ’ shape.

건축가│유종수(코어건축사사무소)

동장│이명열

프로그램│민원실

개선 면적│지상 1층-193.81m2

주요 마감재│ MDF 위 페인트, 갈바륨 위 페인트

시공│이현디자인그룹

준공│2016. 6.

사진 | 권민호

화곡3동
Hwagok 3-dong

Architect│U Zongxoo(CoRe architects)

Dong chief | Lee Myeongyeol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193.81m2

Finishing materials | Paint on MDF/Galvalume

Construction | EHYUN design group

Completion | June 2016

Photo | Kwon Minho

강서구 곰달래로57가길 26

26, Gomdallae-ro 57ga-gil, Gangseo-gu

황금	물결을	모티브로	삼은	소프트한	경계	

화곡4동 주민센터는 비교적 시설 및 공간 여유가 있는 환경으로 복지팀 6명 증원에 대한 

업무공간 확보와 상담실 및 주민 편의 관련시설을 확충했다. 곡식이 있어가는 모습이 황금 

물결을 이룬다는 화곡동의 유래에서 디자인 모티브로 삼아 소프트한 경계를 두어 민원인과 

친밀감을 극대화했고, 기존에 민원인이 서서 업무를 봐야 했지만 의자를 두어 편의성을 

높였다. 계단 하부 공간에는 카페 같은 독립적인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민원대를 곡선으로 

만들어 직선보다 긴 대면길이를 확보했다. 좌우에 출입구를 연계해 저작거리 같이 소통을 

위한 열린 마당을 조성했다.

A	soft	border	with	golden	wave	motifs

The Hwagok 4-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secured the expanded work space for six 

additional welfare officials and expanded the facilities for consultation room and residentsʼ 

convenience. The name Hwagok originates from the meaning “ripening grains form a golden 

ripple.” The design motif from the village name was used to maximize the intimacy with 

residents by establishing soft boundaries. The residents previously had to stand, but chairs 

were palced to provide convenience. An independent consultation space such as a cafe was 

created in the lower space of the stairs, and with the public service desk in a curved line, it 

created more contact surface than a straight line.

건축가 | 홍재승(메조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동장 | 오광수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29m2  

주요 마감재 | 인조대리석, LPM보드, 아연도금철판

시공 | 화이트 대흥 

준공 | 2016. 8.

화곡4동	
Hwagok 4-dong

Architect | Hong Jaeseung(Mezzo partners Architects)

Dong chief | Oh Kwangsoo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29m2

Finishing materials | Mock marble, LPM board, galvanized 

steel sheet

Construction | White DaeHeung

Completion | August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1 problem 3 divide section2 remove 4 arrange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상담실  4 전산실     5 창고

상담실

1
2

1

3

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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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우현로 32 

32, Uhyeon-ro, Gangseo-gu

친환경적이고	자연스러운	민원실

지역주민들을 환영하는 공간으로 연출하는 것이 주요 개념이다. 1층 외부 사인을 교체하고 황량한 

로비는 동을 상징화한 삼각형 휴게공간을 산뜻한 연두색과 개나리 색으로 연출하여 머무르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2층 주 출입구는 부드럽고 환한 주민센터로 개선하고자 녹색의 문주를 세우고 

출입이 여유롭게 내부에 강화도어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더했다. 기존 민원대 높이를 낮추고 

그 위에 마감을 새롭게 하여 의자를 배치해 눈높이에 맞추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를 개방과 차폐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상담공간 파티션과 재배치된 업무공간 

일부와 숙직실의 파티션에 활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주었다. 민원실과 대기공간에 자작나무 

마감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연출하여 주민들에게 한결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An	eco-friendly	and	natural	space	made	with	bright	materials

The outside signs on the first floor were replaced and a bleak lobby was changed into a rest area in 

the shape of triangle, which symbolized the neighborhood, with light green and yellow colors. At 

the main entry on the second floor, a green gatepost was built and a tempered glass door was built 

for free access and to create openness. The existing public service stations were lowered and used 

new finishing materials were so officials and visitors had eye contact. Partition bars, made of semi-

transparent polycarbonate, were able to open and close in the consultation room, work space, and a 

night-duty room and united the design. Birch plywood was used as a finishing material for the public 

service area and the waiting area to create an eco-friendly and natural space. 

건축가 | 송은아(디자인 크닐)

동장 | 조상연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216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시공 | ㈜아키텍건설

준공 | 2016. 7.

우장산동	
Ujangsan-dong

Architect | Song Euna(design KNILL)

Dong chief | Cho Sangyeo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F-216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Construction | Architec

Completion | July 2016

강서구 곰달래로25길 45

45, Gomdallae-ro 25-gil, Gangseo-gu

작은	영화관이	있는	공간	

화곡8동 주민센터는 1984년에 완공된 건물로, 낡고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없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어둡고 답답한 느낌이었다. 기존의 주민등록실과 수위실을 개선하여 민원실 공간을 

넓히고, ‘ㄱ’자였던 민원대를 ‘ㅡ’자 형으로 재배치했다. 민원실의 전면창호를 교체하여 밝고 환한 

분위기로 개선했고, 민원실 동선과 주민공간 동선을 별도로 분리했다. 통로처럼 쓰였던 홀을 넓혀 

휴일에는 작은 영화관으로 활용하거나 모임장소로 쓸 수 있는 주민공간으로 꾸몄다. 양곡창고로 

쓰던 공간은 주민공간과 더불어 작은 도서관 겸 카페테리아를 설치하도록 계획했다. 창고를 새로 

구획하여 비품정리를 위한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직원 휴게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직원복지 

향상을 꾀했다. 방치된 공간을 찾아서 새롭게 꾸미고 개선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작지만 넓게 

사용하도록 계획했다.

Space	with	small	movie	theater	

The existing residents’ registration documents room and the security office were improved to 

extend the public service area. The public service stations in the form of an “ㄱ” shape were 

reconfigured into a straight line. The windows and doors in the public service area were replaced 

to make the space bright and light. The flow of the public service area and the residents’ space 

was separated. The hall, which was used as an alley, was extended to provide residents’ space for 

a small movie theater on weekends or a meeting place. The space, which was used as a granary, 

was planned to be a little library and a cafe. New storage was created to store office supplies.

건축가 | 윤승지(규빗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광석

프로그램 | 민원실, 주민활용공간, 카페테리아

개선 면적 | 지상 1층-282.90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수성페인트, 비닐계타일

시공 | 더 아너스

준공 | 2016. 6.

화곡8동	
Hwagok 8-dong

Architect | Yun Seungji(Architects Group Cubit)

Dong chief | Lee Kwangseo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mmunity space, cafeteria

Improved area | 1F-282.90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water paint, vinyl tile

Construction | The Honors

Completion | June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공용 및 휴게공간  4 주민편의공간

공용 및 휴게공간

1층 평면도 | 변경 후

1층 로비 휴게공간

2층 평면도 | 변경 후

1 로비   2 민원대기공간  3 업무공간  4 주민등록실  5 탕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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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허준로 30

30, Heojun-ro, Gangseo-gu

목재	루버를	이용한	로비	환경	개선

2008년 준공되어 다른 곳에 비해 환경이 양호한 편이나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로비공간이 

제대로 활용 안되고 있다는 판단에 진입 로비공간 위주로 최소화된 계획을 했다. 좌측 벽면에 

수직 루버를 설치하여 전시공간으로 이용하고 수직 루버를 천장으로 내부 대기공간까지 

연결하여 동선을 유도했다. 석재, 알루미늄, 유리 등 기존 마감재의 다소 차갑고 경직된 느낌을 

완화하고자 목재 루버로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주민들이 언제든 들러 잠시 쉬거나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전면 개방된 로비 일부에 두어 로비와 업무공간의 중간영역의 

역할을 한다. 복지상담공간의 벽을 유리로 바꿔 시야와 개방감을 주고 숙직실 취침공간 확보, 

사용하지 않는 팬코일 박스 공간의 수납공간화, 칸막이의 효율적 배치로 새로 구성된 팀을 

수용하고 별도 회의 공간을 확보했다.

Lobby	improvement	by	using	a	wooden	louver

This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built in 2008, so the overall building condition was good. 

However, the residents said that the lobby was not used well so minimal space improvement 

around the lobby was planned. On the left side, a vertical louver was built to create an exhibition 

space and the wooden louver was connected from the ceiling to the inside waiting area to 

smooth the flow. The space, where residents always rest and comfortably wait, was placed in the 

open lobby and it also functioned to distinguish between work space and the lobby. The walls of 

the welfare consultation space were replaced with glass to provide a view and openness. 

건축가 | 오종수(㈜앤드건축사사무소)

동장 | 김남식

프로그램 | 로비 및 민원 대기공간

개선 면적 | 지상 3층/지하 1층-335.55m2  

주요 마감재 | 목재 루버

시공 | ㈜아키텍건설

준공 | 2016. 6.

가양1동
Gayang 1-dong

Architect | Oh Jongsoo(aandd-architecture and design lab)

Dong chief | Kim Namsik

Program | Lobby, waiting area

Improved area | 3F/B1F-335.55m2

Finishing materials | Wooden louver

Construction | Architec

Completion | 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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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 변경 후

로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주민등록실  4 복지상담실

5 전산실  6 탕비실  7 탈의실  8 상황대기실  9 로비

1 민원대기공간  2 민원편의공간  3 주민사랑방  4 업무공간

5 상담실  6 직원휴게실

강서구 강서로47길 54

54, Gangseo-ro 47-gil, Gangseo-gu

주민을	위한	두	개의	코너공간

발산1동 주민센터의 민원실은 주민들의 휴게공간과 민원 편의공간이 부족했으며 업무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15년 전에 준공된 건물로 실내 마감재 또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선 2층에 창고를 신설하고 기존 주민등록실을 축소하여 업무공간을 

확보했고 복지상담실을 추가 설치할 수 있었다. 민원 대기공간의 양쪽 코너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주민사랑방과 주민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코너를 만들어 편리한 복지 

및 업무공간이 되도록 했다. 비즈니스 코너에는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복사기, 

팩스, 컴퓨터 등을 비치했다.

Two	spaces	at	a	corner	for	residents

There was a lack of resting areas and convenience rooms for residents at the public service area 

in the Balsan 1-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so it was difficult to find a proper space to 

work. Also, it was revealed that it was built 15 years ago and the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were 

worn out. First, a storage area was created by downsizing the existing residents’ registration 

document room so that working space and a consultation room for welfare officials were 

obtained. At two corners of the waiting area for public service, a lounge where visitors could rest 

and a business section for residents to work were created. These areas became useful welfare 

and working spaces and residents were encouraged to use the fax, copy machine and computer 

placed in the business section for their convenience. 

건축가 | 조민석(단아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준호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307.35m2

주요 마감재 |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시공 | 아키텍 건설

준공 | 2016. 6.

발산1동
Balsan 1-dong

Architect | Cho Minsuk(dana architects)

Dong chief | Lee Junho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307.35m2

Main finishing | Paint on GSB 

Construction | Architec

Completion | June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복지상담실 (위) 민원편의공간

(아래) 주민사랑방

6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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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허준로 93

93, Heojun-ro, Gangseo-gu

복지,	상담,	민원	처리에	최적화된	공간

열린 주민센터, 그리고 누구나 와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시작했다. 

주민들에게 복지와 상담 그리고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하는 

데 주안을 두었으며,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로비까지 확장하고 민원대기 공간의 일부를 

업무공간으로 확보하면서 복지상담 민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복지민원 창구를 6곳을 

추가하여 계획했다. ‘ㄱ’자형 민원대로 디자인하여 업무공간과 공공공간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주민 상담공간을 주민센터의 입구 쪽으로 배치하여 접근을 쉽게 했으며, 직원들의 휴게 및 

회의 공간을 확보했다. 주 재료는 자작나무 합판과 밝은 톤의 재료와 조명을 사용해 민원공간을 

따뜻하게 보여 이곳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Optimized	space	for	welfare,	consultation	and	public	service

The project focuses on providing the optimized space for efficient work process of welfare, 

consultation and public service to residents. The space for residents has been expanded to 

the lobby and secured part of the waiting space. It also planned to establish six additional 

counters for welfare service. It was designed to distinguish the areas of work space and public 

space, and it facilitated an easy access by locating the consultation space at the entrance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Lastly, it also provides the resting and meeting space for public 

officials.

건축가 | 강제용(이데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_ IDEEAA)

동장 | 김진학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354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합판, 칼라유리, 불투명유리, 시트지

시공 | ㈜비엠글로벌산업

준공 | 2016. 7.

가양2동	
Gayang 2-dong

Architect | Kang Jeyong(IDEEAA)

Dong chief | Kim Jinha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354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color glass, opaque 

glass, sheet film

Construction | BM Global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주민등록실  4 자료실  5 상담실

6 건강 이음실  7 로비  8 탕비실  9 직원 휴게실  10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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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개봉2동	

	 Gaebong	2-dong

2_	 개봉3동	

	 Gaebong	3-dong

3_	 고척1동	

	 Gocheok	1-dong

4_	 고척2동	

	 Gocheok	2-dong

5_	 구로1동	

	 Guro	1-dong

6_	 구로4동	

	 Guro	4-dong

7_	 구로5동	

	 Guro	5-dong

8_	 수궁동	

	 Sugung-dong

MP	

한형우	Han	Hyungwoo구로구
Guro-gu

9_	 신도림동	

	 Sindorim-dong

10_	오류2동	

	 Oryu	2-dong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찼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의 시작이 기억납니다. 설계기획안 보고회.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건축가들의 아이디어가 첫선을 보였던 이 보고회에는, 구로구 

부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고민해왔던 각 청사의 크고 

작은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감각이 공간의 혁신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희망은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평범함 속의 

실용성을 추구하는 주민 의견과 빠듯한 예산의 제약 속에서 

아이디어들은 하나 둘 쓰러져갔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예산의 두 배를 

넘어서는 난감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저와 담당부서, 동장이 나서서 

한 달이 넘도록 수없이 대화하고 고민하고 나서야 간신히 설계안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겨우 한 달간 짧은 주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사 또한 그야말로 

진풍경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철거를 하고 일요일에 마감을 완료하는 

빠듯한 일정 탓에 야간 공사는 비일비재했고, 문제가 생기는 날이면 

직원들이 현장을 감독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밤을 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아침 업무개시를 앞두고 민원대의 전기나 통신이 

가동되지 않아 긴급복구를 기다리며 직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풍경은 이 전쟁의 정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말의 어느 날, 거짓말 같이 공사가 끝났습니다. 어제의 

전쟁은 언제였냐는 듯, 동주민센터들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새로운 

업무를 맞이할 준비를 말끔하게 끝내고 있었습니다. 비좁고 어두웠던 

민원실은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었고,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아늑한 공유공간이 동마다 준비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공간들은 

주민들에게 복지행정의 틀을 새로이 뒤바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동별 개소식 일정계획을 보고해 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과정들을 떠올려 보면, 개소식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 준 주민 여러분과 참여건축가와 동 직원들이 

주인공이었고, 그들의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굳이 저를 초청해주어, 손님으로서 찾아간 한 개소식에서, 

저는 주민과 건축가와 공무원이 어우러진 한 폭의 풍경화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옛 집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가운데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한 아담한 

마을문고. 마을문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대나무와 큐블럭이 어우러진 

유려하고 세련된 작은 뒷마당. 뒷마당 가득히 모여 어울려 노래하고 

연주하는 주민들과 아이들과 공무원들. 그 미소의 숲 속에서 모두가 

마음을 모아 건축가에게 전달하는 감사패.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고민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얻어낸 것은, 소통 그리고 

공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씨앗으로부터, 지금 구로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두 번째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I remember how the beginnings of the spatial renovation 

project for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s” 

were filled with expectation and hope. At the briefing for 

the project where the opinions of residents and the ideas 

of the participating architects were presented for the first 

time, issues of diverse magnitudes and their solutions 

which I had been contemplating since my term as the 

deputy head of Guro-gu were being raised, and creative 

ideas were exchanged to revolutionize the space in 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However, these expectations and hopes were only the 

beginning of a battle. Facing opposition from residents 

who sought practicality from normalcy along with financial 

restraints, these ideas began to collapse one by one. There 

was even an unfortunate case when the construction costs 

were over two times the original budget. It was only after I, 

along with the responsible department and the dong chief, 

had gathered to discuss and brainstorm for over a month 

that we could finalize the design plan.

The construction, which was carried out on weekends 

for a month, was in a word ridiculous. Because of the 

tight schedule in which the demolition work had to be 

carried out on Saturdays and completed by Sundays, night 

work was very common. Furthermore, when there was a 

problem the staff had to stay overnight in order to analyze 

the situation and take proper measures. The sight of staff 

waiting restlessly for emergency backup on mornings 

when the public service process could not begin because 

electricity or communication was not working was the 

worst nightmare.

However, one day during the second half of June, the 

construction had ended like a dream. As if the battle had 

been completely forgotte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were immaculately finished awaiting their new duties 

under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The crowded and dark public service area turned 

into bright and pleasant places, and cozy public spaces for 

residents were made available in every dong. These new 

spaces were enough to plant expectations and hope in its 

residents towards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Welfare Service” which was about to change the 

structure of welfare administration.

‘공간’을	짓고,	‘공감’을	얻다
Create “space”, gain “sympathy”

이성 | 구로구청장

Lee Sung | The mayor of Gur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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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개봉로16가길 17

17, Gaebong-ro 16ga-gil, Guro-gu

구로구 개봉로3길 47-5

47-5, Gaebong-ro 3-gil, Guro-gu

밝고	개방적인	참여	공간	제안

관리되지 않은 전면 주차장과 조경으로 인해 유인 요소가 부족한 외부공간은 휴게 쉼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부는 밝고 개방적인 참여의 공간으로 제안하여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기를 

기대했다. 민원실은 산재한 벽면수납장을 별도의 서고로 통합하여 개방감을 제공하고, 낮은 석면 

천장은 철거 후 노출 루버 천장으로 변경했다. 민원 공간은 독립적인 카페형 좌석으로 확장하고 

대면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했다. 지하층은 다목적 프로그램실로 확대 운영하고 커뮤니티 존으로 

활성화되도록 폐쇄된 미사용 계단실과 직접 연결하여 안전과 편의를 제공했다. 환기시설 

불량으로 인한 냄새를 제어하기 위해 드라이에리어와 창호를 개선하고, 실내소음을 줄이기 위한 

타공 흡음벽을 후면에 설치했다. 옥외 목재테라스는 이웃과 친근하게 인사하고 기다리는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별관	리모델링을	동시에	진행	

개봉3동 주민자치센터의 환경개선은 인접한 대지에 위치한 별관 리모델링도 같이 한다. 본관 

민원공간의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것 외에 본관과 별관의 새로운 쓰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두 건물 사이의 빈 공간을 본관 

민원실과 별관의 주민자치공간을 연결하는 중정으로 전환한다. 약 1m의 높이 차를 극복하기 

위해 램프와 계단을 이용해서 중정의 일부를 점유하고 램프, 건물의 외벽 중정의 바닥이 하나의 

공간으로 인지되도록 적벽돌로 마감했다. 본관과 별관 1층의 폴딩도어를 열면 중정을 매개로 

양쪽이 한 공간으로 연결된다. 두 건물을 이어주는 외부 공간을 통해서 민원업무와 주민들의 

자치 활동이 좀더 새로운 공간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Suggesting	bright	and	participatory	open	space

The outside space was expected to convey the message of a resting place, and the interior was 

to suggest a bright and open space for participation to be a beacon of the community. The 

public service area integrated the scattered wall cabinets into separate shelves to provide a sense 

of openness, and the lower asbestos ceiling was changed to the exposed louver ceiling after 

demolition. The public service area was converted into an independent cafe-type seating area 

and secured a space for a face-to-face meeting. The basement was extended to the multi-purpose 

hall and provided safety and convenience by connecting directly to the unused staircase that was 

closed to activate as a community zone. We hope that the outdoor wood terrace will be a good 

place to greet and wait for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ir neighbors.

Remodeling	annex	simultaneously

The environment improvement of the Gaebong 3-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is accompanied 

by remodeling of an annex located on the adjacent site. The vacant space between the two 

buildings used as the parking lot is transformed into the courtyard that connects the public service 

area of the main building and the community space of the annex. In order to overcome the height 

of about 1m, the part of the courtyard is occupied by using ramps and stairs, and it is finished 

with red bricks so that the floor of the outer wall of the building could be recognized as one space. 

When the folding door on the first floor of the main building and the annex opens, both sides will 

be connected to one space through the courtyard. It is expected that the public service works and 

residents’ activities will be developed in a new space through the external space that connects the 

two buildings.

건축가 | 전영식(시경건축사사무소)

동장 | 손용길

프로그램 | 민원실, 테라스, 지하 프로그램실 

개선 면적 | 지하층/지상 1층-467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미송, 합성 목재데크

시공 | ㈜우성포인트

준공 | 2016. 6.

사진 | 권민호

건축가 | 강예린, 이치훈, 이재원(건축사사무소 SoA)

동장 | 유영직

프로그램 | 민원실, 주민 자치공간

면적 | 지상 3층-572m2  

주요 마감재 | 벽돌타일

준공 | 2017. 4. 예정

개봉2동	
Gaebong 2-dong

개봉3동	
Gaebong 3-dong

Architect | Jeon Youngsik(Timescape Architects)

Dong chief | Son Yonggil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terrace, multipurpose 

hall(B1F) 

Improved area | B1F/1F-467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douglas fir, 

synthetic wood deck

Construction | Woosung Point co, ltd.

Completion | June 2016

Photo | Kwon Minho

Architect | Kang Yerin, Lee Chihoon, 

Lee Jawoen(SoA Architects)

Dong chief | Yoo Yeongji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mmunity space 

Area | 3F-572m2

Finishing materials | Brick tile

Completion | Scheduled in Aprill 2017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업무공간   3 복지상담실   4 테라스

(위) 테라스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통함민원창구   3 복지민원창구

4 찾동팀 업무공간   5 다목적실   6 주민쉼터   7 중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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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중앙로15길 22

22, Jungang-ro 15-gil, Guro-gu

문화공간이	된	주민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위한 리모델링의 특징은 기존 민원과 행정위주의 공간구성에서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위한 공간으로의 변화이다. 주민센터의 민원사무기능을 유지하면서 

복지상담기능, 주민소통공간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주민센터를 사무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 공간의 정체성을 변형시키는 문제에 접하게 된다. 

이를 위해 딱딱하고 일률적인 레이아웃에서 좀 더 편안하고 여유 있는 공간을 시도했고 

사무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흐트러진 공간을 제시했다. 기능에 따라 두 

개로 나눠진 곡선의 리셉션을 사용했고 은은한 빛의 사선조명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변화시켰다. 간단한 변화지만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단순한 민원처리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주민들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Community	Service	Center	as	a	cultural	space

Since the programs for a two-way communication such as welfare service, social space for 

residents, and others have been added, while maintaining the public service func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center was exposed to the issue of transforming the identity 

of space from the work space to the cultural space. Considering this, a more comfortable 

and spacious space in a hard, uniform layout was created and a properly spaced room 

without compromising the office function could be presented. Depending on the functions, 

the reception desk of two curved lines could be used. The subdued light also changed the 

atmosphere of space.

건축가 | 허서구(원도시건축), 박석희(네츄럴시퀀스 

건축사사무소)

동장 | 손용식

프로그램 | 민원실, 서고

개선 면적 | 지상 1층-179.4m2  

주요 마감재 | 텍스타일, V.P도장

시공 | ㈜왕인건설

준공 | 2016. 6.

고척2동
Gocheok 2-dong

Architect | Heo Seogu(WONDOSHI ARCHITECTS 

GROUP.LTD), Park Seokhee(Natural Sequence Architects)

Dong chief | Son Yongsi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document room

Improved area | 1F-179.4m2

Finishing materials | Textile, vinyl paint

Construction | Wangin Construction

Completion | June 2016

구로구 구로동로28길 94

94, Gurodong-ro 28-gil, Guro-gu

창문과	턱을	낮춰	개방감	확보	

사업 취지에 맞춰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열려있는 주민센터로 계획하였다. 노후화된 주출입구 

부분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눈높이보다 높게 배치되어 있던 창문과 턱을 

낮추어 개방감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는 열려있는 주민센터를, 내부 직원들에게는 쾌적함을 

제공했다. 늘어난 직원의 업무공간 확보로 인해 발생된 자리 재배치와 수납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벽면을 활용한 전체 수납책장과 낮은 수납장을 배치하여 공간을 

재구획하고 민원공간과 업무공간을 분리하여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동안 의자에 앉아 마을문고의 신간을 볼 수 있도록 책 

수납이 동시에 가능한 수납형 소파를 제작하여 홀에 배치했다. 

Lower	windows	and	sills	to	secure	opennes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project, it was planned to be a friendly and open 

community service center for residents. The deteriorated main entrance was improved for the 

accessibility of residents. The windows and sills which were placed higher than the eye level 

were lowered to secure the openness for residents, providing comfort to officials. Sofas with 

bookshelves underneath were built and placed in the hall so residents could read new books 

from the community library while waiting for their turn.

건축가 | 윤여진(마스아키디자인)

동장 | 현상오

프로그램 | 민원실, 업무공간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198.35m2

주요 마감재 | 페인트, PVC 타일

시공 | 창림종합개발

준공 | 2016. 7.

구로4동
Guro 4-dong

Architect | Youn Yeojin(math+archi+design)

Dong chief | Hyeon Sangoh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working space

Improved area | 1F/2F-198.35m2

Finishing materials | Paint, PVC tile

Construction | Changlim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통합민원창구   

3 상담실

민원대기공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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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66, Gurojungang-ro 28-gil, Guro-gu

구로구 오리로15길 32

32, Ori-ro 15-gil, Guro-gu

업무	종료	후에도	사용	가능한	주민자치공간	

구로5동 주민센터는 보건소, 치안센터가 있는 주민복합시설의 2층에 위치한다. 향후 치안센터 

이전과 보건소 위치 이동 후 문화교실이 옮겨가면 그 자리를 본격적인 마을 도서관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의 마을도서관은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비좁은 공간 

안에 책장으로 막혀있던 기존 마을도서관 공간을 주민공간으로 바꾸고 민원공간과 사이에는 

폴딩도어를 달아 업무 종료 후에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공간은 기존 

사무기기 및 가구를 재배치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새로 디자인한 민원대는 자작나무 및 

구로강판으로 마감하여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분위기를 내고자 했고 전체 주조는 나무색으로 

하여 친근감을 부여했다. 주출입구 앞에 구로의 상징인 노인 이미지를 형상화한 타공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설물의	효과적인	재활용

민원실 업무 공간의 낡은 가구를 보수하고 동선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주민 상담 

공간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되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1차 목적이었다. 

바닥재료 일부는 정리가 안 되어 복합적으로 비효율적인 설비를 효율적으로 재정돈하여 

설치하고 내외부 사인들이 잘 보이도록 교체 및 보강하였다. 또 실제 주민들의 행정 업무 

동선과 대기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구 및 서비스 시설을 교체 정돈했다. 수납과 관리가 

비효율적이었던 잉여공간은 주민과 직원의 휴게 공간으로 전환하여 소통과 휴식할 수 있게 했다. 

마감재와 동선, 효과적인 재활용 등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생동감 있게 바뀌었으며 카페는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은 공간으로 평가되었다.

Residents'	community	space	available	after	the	center	closes

The existing community library, which was blocked with bookshelves in the cramped space, was 

converted into a community space, and a folding door was installed between that and the civic 

space so that residents could freely use it after the center closes. The newly designed community 

zone was finished with birch and HR steel plate to give a refined yet neat atmosphere. A perforated 

plate symbolizing the image of the elderly, which is the symbol of Guro-gu, was installed in front 

of the main entrance to give small pleasures to the residents.

Effective	recycling	of	the	existing	facilities

The first objective of the space improvement was to create a consultation room and recycle the 

existing facilities. Inefficient facilities were replaced. The inside and outside signs were replaced 

and redesigned to be noticeable. The extra space, which was not used and managed ineffectively, 

became a rest area where officials and residents could always rest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건축가 | 천장환(경희대학교 건축학과), 이현덕(SPDL)

동장 | 박병길

프로그램 | 민원실, 주민자치공간

개선 면적 | 지상 2층-220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구로철판

시공 | 삼봉디자인

준공 | 2016. 7.

(위) 주민공간과 민원실 사이 폴딩도어 개방

(아래) 폴딩도어를 닫아 업무 종료 후에도 주민공간 이용

디자인 | 조은란(신한대학교)

동장 | 노창덕

프로그램 | 민원실, 복지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89m2  

주요 마감재 | 데코타일, 인조대리석, 시트필름

시공 | 아이에스디자인

준공 | 2016. 6.

구로5동
Guro 5-dong

수궁동
Sugung-dong

Achitect | Cheon Janghwan(Kyunghee Univ.), 

Lee Hyunduk(SPDL)

Dong chief | Park Byeonggil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mmunity space

Improved area | 2F-220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HR steel plate

Construction | Sambong Design

Completion | July 2016

Architect | Jo Eunran(Sinhan Univ.)

Dong chief | Noh Changdeo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welfare cousultion space

Improved area | 1F-289m2

Finishing materials | Deco tile, mock marble, sheet film

Construction | ISDEZIGN GROUP

Completion | June 2016

2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민원창구   3 업무공간   4 민원대   

5 마을도서관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주민카페

주민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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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오류로 45

45, Oryu-ro, Guro-gu

구로구 신도림로 40

40, Sindorim-ro, Guro-gu

도시재생을	위한	작은	실천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한 기존 도서관 자리에 복지팀 충원을 위한 업무공간을 만들고, 옆 대지에 

위치하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비워진 건물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였다. 앞으로 증축과 

개축 계획이 있는 오류2동 주민센터는 민원실 리모델링을 최소한으로 했다. 비워진 건물의 

내부는 잘게 나눠진 연와조를 그대로 활용하여 책장으로 둘러싸인 작은 문고가 제안되었다. 

수년 전 화재로 건물이 없어지고 방치되어온 빈 공간은 작은 도서관의 뒷마당이자 마을의 

쉼터로 제공되었다. 그리고 홀블럭을 이용한 연속된 벽은 빈집과 빈터를 하나로 연결한다. 길이 

50미터에 이르는 이 연속된 벽은 내외부의 여러 공간을 연결하는 동시에 동사무소로 이르는 

새로운 샛길을 유도한다. 

층별	소규모	개선으로	더	나은	환경	제공

신도림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은 1층, 3층, 4층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며 각 실의 기능을 

보완하여 주민과 직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했다. 1층 인감대장 보관실을 개선하여 복지인력 

증원에 따른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기존 및 신설 사물함을 활용하여 개인사물과 서류를 함께 

정리하였다. 그와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했다. 3층은 

활용하지 않는 마을기업 공간을 강당 준비실로 바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분리했으며 

강당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리성을 제공했다. 4층 휴게실 공간은 벽체를 철거하여 좁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였고 항상 열려있는 개방된 공간으로서 

주민공유공간 확보 및 소규모 회합 또는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했으며, 

앞으로 시행될 옥상조경사업과의 연계성도 고려했다.

Small	actions	to	practice	urban	renewal

The working space for the welfare team was created in the library on the second floor, and a 

vacant building located an adjacent land to on the side of the building was used as a small library.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of Oryu 2-dong, which has plans to expand and renovate in the 

future, achieved minimum level of renovation. The empty space, which was destroyed by fire a 

few years ago, was provided as a backyard for a small library and as a village shelter. Moreover, 

consecutive walls using hole blocks connect the vacant house and the vacant space together.

Provide	a	better	environment	with	minimal	improvement	on	each	floor

The space improvement project of the Sindorim-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implemented 

on the first, third, and fourth floor in small size. Each space was reinforced to provide better 

environment to officials and residents. The room of the certificates of signet on the first floor was 

remodeled to work space to accommodate increasing numbers of welfare officials. The unused 

village company space on the third floor was changed to a preparation room of the auditorium so 

that official space and private space were divided. The walls of the rest area on the fourth floor 

were removed not to overlap the different flow. The rest area, therefore, was improved as an 

always open space. 

건축가 | 김원진(이미지 내러티브 웍스)

동장 | 김상재

프로그램 | 도서관 

개선 면적 | 지상 1층-40m2

주요 마감재 | 홀블럭, 페인트, MDF, 쇄석

시공 | 솔로몬 KC 종합건설

준공 | 2016. 7.

건축가 | 조성각(부영건축사사무소)

동장 | 김구현

프로그램 | 복지상담공간, 강당 준비실, 휴게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9.2m2/지상 3층-38.2m2/지상 

4층-39.6m2

주요 마감재 | 스테인리스 스틸, 합판 위 무늬목 시트지, 

비닐 타일

시공 | (주)원영시스템

준공 | 2016. 7.

오류2동	
Oryu 2-dong

신도림동	
Sindorim-dong

Achitect | Kim Wonjin(Image Narrative Works)

Dong chief | Kim Sangjae

Program | Library 

Improved area | 1F-40m2

Finishing materials | Hole block, paint, MDF, crushed 

stones

Construction | solomon KC Construction Co.,ltd

Completion | July 2016

Architect | Cho Sunggag(Buyoung Architects)

Dong chief | Kim Guhyeon

Program | Welfare consultation space, preparation space, 

staff lounge

Improved area | 1F-9.2m2/3F-38.2m2/4F-39.6m2

Finishing materials | SST, sliced veneer plywood, vinyl 

tile

Construction | WONYEUNG SYSTEM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대기실   2 행정업무공간   3 복지업무공간   4 복지상담실
민원실

1층 평면도 | 변경 전 

휴게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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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영등포본동	

	 Yeongdeungpo	bon-dong

2_	 영등포동	

	 Yeongdeungpo-dong

3_	 여의동	

	 Yeoui-dong

4_	 당산1동	

	 Dangsan	1-dong

5_	 당산2동	

	 Dangsan	2-dong

6_	 도림동	

	 Dorim-dong

7_	 문래동	

	 Mullae-dong

8_	 양평1동	

	 Yangpyeong	1-dong

9_	 양평2동	

	 Yangpyeong	2-dong

영등포구
Yeongdeungpo-gu

10_	신길1동	

	 Singil	1-dong

11_	신길3동	

	 Singil	3-dong

12_	신길4동	

	 Singil	4-dong

13_	신길5동	

	 Singil	5-dong

14_	신길6동	

	 Singil	6-dong

15_	신길7동	

	 Singil	7-dong

16_	대림1동	

	 Daerim	1-dong

17_	대림2동	

	 Daerim	2-dong

18_	대림3동	

	 Daerim	3-dong

MP	

고은영		Ko	Eunyoung

올해 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동주민센터 공간부터 확 바꾼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문득 제가 처음 

구청장으로 취임했던 6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구청장 취임 일성으로 

2층 깊숙한 곳에 있던 동장실을 주민과 항상 대면할 수 있는 1층으로 

이전하고, 남는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사랑방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존 동장실 위치에서는 주민들이 동장을 스스럼없이 

찾아가 만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동장실을 과감하게 

옮긴 후부터 동주민센터는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감히 자부하건대 영등포구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씨앗은 이미 6년 전부터 싹을 틔었던 것입니다.

다만, 금년부터 시작된 공간개선 사업은 과거의 동장실 이전보다 

규모면에서 동별 평균 5~6명의 인력이 증가되는 등 기존 직원 

업무공간과 주민 대기공간을 원점에서부터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인력증원을 미리 예상하고 작년에 신축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늘어난 인력을 수용하고 복지상담실을 

만들고 주민공유공간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전면적 공간 재배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2011년부터 임산부를 포함한 여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전 동의 직원휴게실을 개선하였는데 이번에 

공간개선을 하면서 좀 더 산뜻하게 정비할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게다가 신축한 지 30년 이상 되는 노후 청사가 많아 내부 인테리어 

공사뿐만 아니라 낡은 외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 공사도 병행해야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신축이나 증축도 아닌 내부 리모델링 설계를 위해 서울시에서 

건축가까지 붙여 준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좀 생소한 느낌도 있었으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를 시행한 자치구의 공간개선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구라고 해서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월초 총괄기획가로 지정된 고은영 건축가를 처음 면담할 

때, 우리 구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의 기본 방향은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건축 디자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면담에서 다소 어려운 숙제를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건축가님들은 처음에 우리가 기대한 

바를 충족해 주었습니다. 특히 대림2동의 경우 답답한 외벽과 창문을 

과감히 철거하고 전면에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탁 트인 개방감을 

확보함으로써 마치 시중의 커피전문점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근처를 지나가던 주민이 현장에 나와 있던 건축가에게 

“여기 동사무소 이사갔어요?”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관공서가 가진 권위적 이미지를 상당 부분 벗어나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한편, 공간개선 이후 주민들에게 돌려준 여유 공간은 각 동 여건을 

반영하여 독거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거나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언제든 자연스럽게 들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가 되는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각각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제 

동주민센터는 더 이상 민원처리만을 위해 방문하는 소극적 공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 긴 시간 동안 본업을 제쳐두고 동주민센터에서 

영등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의	변화
A change of space improves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Yeongdeungpo-gu

조길형 | 영등포구청장

Jo Gilhyeong | The mayor of Yeongdeungpo-gu

살다시피 하며 작품을 만들어 주신 열여섯 분의 건축가들과, 

공사 중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동청사를 지켜주고 전보다 다소 

좁아진 공간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준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The spatial improvement project which started this year 

was a huge project in terms of its scale compared to 

the relocation of the chief’s office in the past. It had to 

reconstruct the workspace for staff and waiting space for 

the residents from the origin because it has increased to 

an average of 5~6 manpower. Expecting the increase in 

workforce, the city needs to accommodate the increased 

number of people, create an office for welfare services, 

and create a new community space in the places except 

for the building that was newly built last year. On the 

other hand, since 2011, we have made improvements to 

all staff’ rest rooms so that all women including pregnant 

women can relax. It requested that the space be improved 

while maintaining a cleaner environment. In addition, 

there are many old buildings which are more than 30 

years old, so there are many places where we need to do 

repair work for old external facilities as well as internal 

interior construction.

When I first heard tha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s assigning a dedicated architect for interior remodeling 

design, and not even a new construction or an expansion 

project, I was a bit doubtful. But when I saw the best 

practices of other gu from the first stage project of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I became 

confident that we could do a good job.

When we had the first meeting with an architect, Ko 

Eunyoung, in the beginning of January, we emphasized the 

characteristics of our regions and that the main objective 

of space improvement for our community service centers 

was to embrace a neglected class of residents including 

multicultural families. After finishing this project, extra 

spaces for residents were created to fit their needs such 

as a healthcare center, which took care of the seniors who 

lived alone, and community common spaces, in which the 

residents could visit to chat or see movies freely and at 

ease. Now,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have become 

more active places where residents meet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not just visit for their public service 

req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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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로61길 17 

17, Singil-ro 61-gil, Yeongdeungpo-gu

효율적인	업무공간	배치

영등포본동 주민센터는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으로 인해 업무공간이 1층, 

2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복지민원 상담의 확대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활하지 

못한 통풍을 해결하기 위해 창고, 인감실과 복도를 개방하여 공간을 확장하고 효율적인 

업무공간 배치를 했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은 직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주민센터의 모습을 찾아간다.

Effective	work	space	arrangement

Even though the Yeongdeungpo bon-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spacious, the work 

space was placed both on the first floor and the second floor because of the number of officials. 

Also, more space was needed for increased welfare consultation. In order to improve ineffective 

ventilation, the signet document room and the hallway were open and extended, so an effective 

work space was arranged. All the officials would solve the problems the space improvement 

project caused and mak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nteractive and energetic.

건축가 | 이걸주((주)이지에이앤씨)

동장 | 백택현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330.57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구로파이프 

시공 | (주)이지에이앤씨

준공 | 2016. 7.

영등포본동
Yeongdeungpo bon-dong

Architect | Lee geoljoo(EG A&C)

Dong chief | Baek Tackhyeo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330.57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HR steel pipe

Construction | EG A&C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업무공간   3 상담실   4 동장실   5 직원휴게실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

124, Gukjegeumyung-ro, Yeongdeungpo-gu

경계찾기,	조각	공간	활용하기

여의동은 업무시설 밀집지역으로 일시에 많은 민원이 몰리는 지역이다. 이때는 민원공간과 

업무공간의 영역 구분이 희미해 서로 뒤섞이기 십상이었고, 민원인 공간조차도 동선에 극심한 

혼란스러움이 있었다. 이에 우선 동선과 영역을 분리하는 것에서 개선의 첫 실마리를 찾았는데, 

그러면서도 공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않도록 유의했다. 시선이 트이는 수직루버를 활용해 시야는 

틔우며 공간은 구분짓고 그 경계를 오갈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구분과 개방의 오묘한 경계를 

넘나들도록 계획했다. 2층은 문서고를 이동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이 공간을 주민들이 모이는 

사랑방으로 기획했다. 또 3층은 개방된 홀이 통로이자 주민 교류 공간으로 쓰이는 것에 착안하여 

이곳에 의자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아이들은 이곳에서 엄마와 책을 보고, 지나던 주민들은 

의자에 잠시 앉아 쉬어가기도 한다.   

Define	the	boundary,	use	pieces	of	space	

The Yeoui-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had vague divisions, which confused between the 

public service area and the work space. The first improvement was to distinguish sections and the 

flow of people. We designed the space by using a vertical louver so that it looked spacious and 

created extra space, which allowed people to go back and forth across the boundary. It functioned 

as both openness and classification. The document room was moved and the room was repurposed 

as a resident’s lounge on the second floor. Also, chairs were placed in the open hall on the third 

floor which functioned as a hallway and residents’ interactive space.

건축가 | 이병희(고도건축사사무소)

동장 | 박화선

프로그램 | 민원실, 홀

개선 면적 | 지상 2층-220m2/지상 3층-70m2

주요 마감재 | 강화유리, 미라클글라스, 인테리어필름, 알루미늄 

파이프

시공 | ㈜서비테코

준공 | 2016. 6.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주민사랑방

5 문서고

6 오픈카페

여의동
Yeoui-dong 

Architect | Lee Byeonghee(godo architecture firm)

Dong chief | Park Hwaseo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hall

Improved area | 2F-220m2/3F-70m2

Finishing materials | Tempered glass, miracle glass, 

interior film, aluminium pipe

Construction | seobi deco co.,ltd.

Completion | June 2016

2층 평면도 | 변경 후 

민원대기공간

오픈 카페

3층 평면도 | 변경 후 

1

2

2

3

4

1

2

3

5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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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양산로23길 11

11, Yangsan-ro 23-gil, Yeongdeungpo-gu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복지	공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민원실 영역과 프라이버시 및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이 필요한 

복지 영역을 구분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공간을 활용하였다. 복지직원의 증원을 고려하고 민원팀과 

행정팀, 복지팀, 파트타임근무자 등이 상호 소외되지 않고 업무 유대가 되도록 공간을 통합하여 

설계했다. 사무기기, 수납공간과 업무동선의 효율을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했다. 민원실에는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낮은 소파와 의자를 배치했다. 

Welfare	consultation	space	considering	privacy

There was a space between the public service area, where residents go to request public service, 

and the welfare area, which protected the residents’ privacy and where residents go to ask for 

home visit service. The work space was integrated with a public service team, an administration 

team, a welfare team, and part-time workers to share and to have a bond among teams, as 

well as to take the increasing numbers of officials into consideration. The space was planned to 

accommodate office machines, storage, and the flow of work. The lower sofa and chairs were 

placed in the public service area for residents to feel cozy and comfortable. 

건축가 | 이태신(태신건축사사무소)

동장 | 안대환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385m2

주요 마감재 | 나무, STS

시공 | ㈜디자인리즈

준공 | 2016. 8.

당산1동
Dangsan 1-dong

Architect | Lee Taeshin(Taeshin Architects)

Dong chief | An Daehwa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385m2

Finishing materials | Wood, STS

Construction |Design leeds corporation 

Completion | August 2016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행정민원   3 복지민원   4 상담실   

5 직원휴게실

민원대기공간

영등포구 도영로7길 10

10, Doyeong-ro 7-gil, Yeongdeungpo-gu

소통이	시작되는	공간

균형 계획 초기의 주요 이슈는 업무공간과 주민공간의 비율이었다. 비효율적 공간을 재구성하여 

축소하고 동장석을 주민공간 내로 배치하여 늘 자리를 지키는 직원이나 가끔 오는 주민들도 

유쾌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쓰임새 민원인이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별도의 상담석과 상담실을 마련하고 창고로 쓰던 휴게실을 이동시켜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했다. 벤치 하부도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무공간 배치로 

쓰임새의 기본에 충실한 방안을 제안했다. 소통 민원대를 낮춰 대민업무 과정상의 경계를 낮추고 

낮은 소파에 앉아 커피 한 잔 즐기며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가 되었다. 주민카페와 주민 대화실을 

포함하는 목재 프레임은 이 장소가 주민들이 주체가되는 공간임을 규정해 준다. 

Space	where	interaction	starts	

Balance We redesigned and minimized inefficient space, and incorporated the dong chief’s room 

into the residents’ area so that public officials and residents would have a pleasant space. 

Use New consultation seats and rooms were installed. In addition, the rest area, which used to be 

a storage room, was moved to allow sunshine and ventilation. The area underneath the benches 

was used as storage and a basic and efficient space use was suggested through a simulation. 

Interaction The public service stations were lowered and the barriers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residents during public service requests were minimized. This resulted in a pleasant space to 

have tea or to share information while sitting on the sofa.

건축가 | 이인기, 김지윤(㈜포럼디앤피)

동장 | 진정래

프로그램 | 민원실, 주민카페, 상담실, 휴게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36m2  

주요 마감재 | 강화마루, 친환경 수성페인트, 인조대리석

시공 | ㈜제이엠

준공 | 2016. 8.

도림동
Dorim-dong

Architect | Lee Inki, Kim Jiyun(Forum D&P)

Dong chief | Jin Jeongrae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afe, consultation room, rest 

area

Improved area | 1F-236m2

Finishing materials | Laminate flooring, low VOC water 

paint, mock marble

Construction | JM Design

Completion | August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주민등록실

5 서고 및 직원휴게실   6 주민카페

상담실

5

6

4

3

21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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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영등포로11길 12

12, Yeongdeungpo-ro 11-gil, Yeongdeungpo-gu

비움을	통한	질적	공간의	확보	

복지수요에 대한 사회복지인력을 위한 공간 확보와 주민 배려라는 두 가지 과제로 이곳은 

양보다는 질적인 공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사용자인 공무원과 그 공간의 

주인인 주민들에 대한 배려의 조화가 가장 중요했다. 공간의 확보에 있어서 비움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의 비움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는 

가구들과 영역별 재배치로 공간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밝은 톤의 자작나무 합판과 백색 유리의 

산뜻함에 짙은 색상의 안내판과 바닥 마감으로 무게를 더해 공간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벽으로 

막혀 있던 부분은 백색 유리로 교체되고 찾동 로고가 재구성된 그래픽이 더해져 찾동 사업의 

결과임을 은유적으로 말해준다. 이로써 주민센터의 아이덴티티를 높여 주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Obtain	a	qualitative	space	through	uncrowdedness

Emphasis was placed on the quality of space, not securing spacious lot because this community 

service center aimed to create areas for the increasing numbers of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for 

the residents. To create the space, uncrowdedness wa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efficient 

use of spaces was redesigned and the disorganized furniture was replaced based on function to 

increase space quality. A wall that blocked the space was replaced with a white glass and a graphic 

of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attached to it. As a resul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has a new identity and has become a residents-friendly space.

건축가 | 김호경(티지티코리아일사공구건축사사무소㈜)

동장 | 나성남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137.26m2

주요 마감재 | 패턴칼라강판, PVC타일, 강화유리

시공 | 서우디자인

준공 | 2016. 7.

양평1동
Yangpyeong 1-dong

Architect | Kim Hogeyong(TGTKorea1409 Architects 

Co,.Ltd.)

Dong chief | Na Seongnam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137.26m2

Finishing materials | Patterned color steel sheet, PVC tile, 

tempered glass

Construction | SEOWOO DESIGN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상담실   5 휴게실

영등포구 문래로28길 15

15, Mullae-ro 28-gil, Yeongdeungpo-gu

모두의	공간

문래동 주민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개선사항은 복지팀의 증원으로 19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 총 수용가능인원이었다. 증원된 인원을 수용하면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센터를 

만들기 위하여 민원창구 및 업무공간을 재배치하고, 실로 구획된 문서고의 벽을 허물어 

공간절약형 문서수납장과 복지상담공간을 마련했다. 재배치된 민원창구에는 ‘DESIGN WALL’을 

설치하여 주민대기 공간에 안정감을 주고, 업무시간 이후 창구를 닫고 주민들의 카페 및 취미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민들에게 답답함을 주던 민원창구와 출입문 사이에 있던 

벽체를 제거하고 폴딩 도어를 설치하여 공간 활용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개방적이고 다기능적인 

주민대기공간으로 계획했다.

Space	for	all

To accommodate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from 19 to 29 and to creat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hich could reach the residents, the public service counter and work space were 

rearranged. Moreover, the welfare consultation area and space-saving document cabinets were 

provided by breaking down the wall of document storage. The “DESIGN WALL” was installed 

at the relocated service desk to provide a sense of stability, and after business hours, the service 

desk were closed so that it could be used as a cafe and social space for residents. An open, 

multifunctional waiting area is created by removing the wall between the service desk and 

entrance and installing a folding door.

건축가 | 김기중(건축사사무소 가로)

동장 | 권배현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53.79m2  

주요 마감재 | MDF, 준내수합판

시공 | 디앤지 인테리어

준공 | 2016. 6.

문래동
Mullae-dong

Architect | Kim Kijoong(KARO Architects)

Dong chief | Kwon Baehyeo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53.79m2

Finishing materials | MDF, waterproof plywood T2

Construction | Design And Graphics

Completion | June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문서고

5 직원휴게실   6 복지상담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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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5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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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24-5, Yeongdeungpo-ro 84-gil, Yeongdeungpo-gu

특별한	배치,	색채,	마감재가	만드는	어울림의	장

1.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다 

주민센터 방문객, 복지관 이용자, 그리고 이웃과 교류를 원하는 주민들과 직원들이 업무공간뿐 

아니라 로비에서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쉬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어울림의 ‘장’이 된다.

2. 사람과 공간이 어울리다 

방문객과 직원을 위한 편안함과 높은 업무 효율성,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연령층의 

주민을 위한 안락함과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각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특별한 

배치, 색채, 마감재로 표현된다.

3. 공간과 공간이 어울리다 

전면부를 증축하고 기존 출입구를 축소하여 만든 카페 및 대기공간, 기존 로비공간에 

신설된 마을카페와 복지창구, 방치되었던 뒤뜰 정원 모두가 주민센터로부터 시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들의 어울림을 만든다.

The	place	of	harmony	created	by	special	arrangement,	colors	and	finishes

1. Residents and officials are invited to the “Place” where they can freely meet and relax not 

only in the lobby but also in the work space. 

2. To provide comfort and convenience for both staff and residents, and visitors of all ages who 

use the welfare service center, each space is re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colors, and 

interior finishes. 

3. Cafes and waiting spaces, village cafes, welfare service counter, and backyard gardens all 

create a place of harmony, which is visually and physically connected 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건축가 | 이세영(중앙대학교)

동장 | 김천식

프로그램 | 민원실, 복지카페

개선 면적 | 지상 1층-545.82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도장, 유리

시공 | ㈜아이에스오디건축사사무소

준공 | 2016. 6.

사진 | 권민호

신길1동
Singil 1-dong

Architect | Lee Saeyoung(Chung-ang Univ)

Dong chief | Kim Cheonsi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afe

Improved area | 1F-545.82m2

Finishing material | Birch plywood, paint, glass

Construction | iSOD Achitects+Associates

Completion | June 2016

Photo | Kwon Minho

영등포구 신길로41라길 13-8

13-8, Singil-ro 41ra-gil, Yeongdeungpo-gu

주민교류와	소통을	위한	플랫폼_사랑방과	갤러리		

버려진 공간을 찾아 개선하고 편의와 업무효율을 위해 공간을 균등하게 재분배하고자 했다. 그 

시작은 동선이었다. 기존 곡선 민원대를 평행선으로 계획해 통합민원과 복지업무를 분리배치하고 

일부 천장고를 높여 공간감을 확장시켰다. 주민대화 공간인 ‘주민사랑방’과 ‘동장실’은 민원실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소통 거리를 최소화했다. 증원에 대응하고자 주민등록실은 축소하고 문서용 

모빌렉을 지하 문서고에 이전 설치했다. 직원 휴게실을 계획했으며 업무용 가구 및 민원용 가구를 

교체하여 민원대기와 상담실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했다. 주출입홀과 계단실은 

갤러리로 계획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이야기 및 정보제공의 장으로 활용했다. 자연 속 

공간 연출을 위해 자작나무와 초록색, 라임색 등으로 숨을 불어넣었다. 

A	platform	for	the	residents’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s:	A	residents’	lounge	and	a	

gallery

The existing curved public service stations were changed into a straight line so that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and welfare work could be divided. Also, part of the ceiling was lifted to extend 

the sense of space. The community room, which was a space for residents’ interactions, and the 

dong chief’s room were located next to each other to minimize the interaction distance. In order 

to accommodate increasing numbers of welfare officials, the area of the residents’ document 

registration room was reduced and the mobile rack for document was moved to the document 

room in the basement. A rest area for public officials was planned and furniture for workers and 

the residents were replaced to give more room in the waiting area for public service and the 

consultation rooms. The main entry and the stairways were planned as a gallery, which improved 

the center’s appearance, and residents could interact there. To reinforce the natural image, birch 

plywood and colors like green and lime were used.

건축가 | 오희명(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

동장 | 조경화

프로그램 | 민원실, 상담실, 주민사랑방, 표정갤러리

개선 면적 | 지상 1층-237.29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고무나무, 친환경페인트, 강화/망입유리

시공 | ㈜이지에이앤씨

준공 | 2016. 7.

신길3동
Singil 3-dong

Architect | Oh Heemyung(Archive Architects)

Dong chief | Cho Gyeonghwa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nsultation room, 

community room, gallery 

Improved area | 1F-237.29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tempered/wired glass, 

gum wood, low VOC paint 

Construction | EG A&C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회의실

5 직원복지실   6 복지상담실   7 창고   8 로비 라운지

(아래) 로비 라운지

5
6

7

8

4

3 2

2
1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문서고

5 락커 및 탕비실   6 직원휴게실   7 주민사랑방

8 상담실   9 자원봉사공간

(아래) 주 출입홀 갤러리

5

6

7

8

9

4

3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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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대방천로 169

169, Daebangcheon-ro, Yeongdeungpo-gu

미술관	가는	길_소통의	공간으로

신길6동 주민센터 공간개선의 설계주안점은 내외부를 연계한 동네 커뮤니티 공간 및 열린 

공간으로 확장하여 주민들에게 소통하는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복지팀과 

상담실 및 주민공유공간을 위한 공간구성을 목표로 했다. 우선 주민등록실을 이동시켜 민원실의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민원과 복지민원을 나누어 업무공간을 계획하고 상담실에 

넓은 민원 대기공간을 배치했다. 일부 벽과 창문을 철거하고 유휴공간으로 버려졌던 외부공간에 

데크를 설치해 민원대기실과 연계하여 공간 확장을 연출했다. 새로 설치된 등나무 및 파고라의 

연계는 공원의 확장으로 이어졌고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 소통하는 공간을 선사했다. 장애인 

경사로는 너비 확장 및 난간을 설치했고 진입계단 부분에 난간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했다.

On	the	way	to	the	art	gallery:	To	the	interactive	space

The main objective of the space improvement for the Singil 6-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to connect to the neighborhood community and extend to the open space so that residents 

had an interactive area. The space design was implemented by removing part of the walls and 

windows and a deck outside was built to connect with the public service area. Rattan trees 

were planted and a pergola enlarged the park, which became an open and interactive space for 

the residents. The width of the handicapped ramp was extended and a handrail was built. A 

handrail was also built at the entry stairway for the safety of the residents.

건축가 | 채순화(건축사사무소 유피이엠)

동장 | 유원식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149.57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인조대리석, 무늬목시트

시공 | 미래빌드(인테리어), 한성디자인(가구)

준공 | 2016. 7.

신길6동
Singil 6-dong

Architect | Chaee Soonhwa(Architecture UPEM)

Dong chief | Yoo Wonsi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149.57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mock marble, slice 

veneer

Construction | Miraebuild(Interior), Hansung 

desing(Furniture)

Completion | July 2016

영등포구 도림로 264

264, Dorim-ro, Yeongdeungpo-gu

주민	참여로	완성된	주민의	공간

신길5동 주민센터는 설계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공간으로 재설계한 경우이다. 

이곳의 주된 디자인 과제는 사무공간은 유지하면서 주민을 위한 새로운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대기공간은 상담실 때문에 협소할 뿐만 아니라 창문이 가려져 있어서 매우 

어두웠다. 이에 상담실은 사무공간 안쪽으로 옮기고 벽은 제거함으로써 보다 넓은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했다. 또 주민등록실은 축소하고 주민사랑방 및 외부 데크를 만들어 

대기공간부터 연속되는 열린 주민센터를 만들고자 했다. 관공서의 건조한 이미지를 덜기 위해 

전체적으로 자작나무와 밝은 회색으로 내부를 감쌌다. 대기공간 뒤쪽의 자작나무 루버로 

디자인된 선반에 작은 화분을 함께 배치해 싱그럽고 친근한 주민 공간을 제시하고자 했다.

The	residents’	space	was	completed	with	their	participation

The Singil 5-dong was remodeled from the beginning as a space for residents with their 

participation. The main concern for the design of this center was to keep the work space and 

create a new waiting area for the residents. The former waiting room was small because the space 

was shared with the consultation room and the window was blocked so the area was dark. The 

counseling room was moved to the inside and the wall was removed so the residents could have a 

more spacious waiting area. 

건축가 | 이용주(이용주건축스튜디오)

동장 | 김애영

프로그램 | 민원실, 외부공간

개선 면적 | 지상 1층-236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시공 | 유준건축

준공 | 2016. 7.

신길5동
Singil 5-dong

Architect | Lee Yongju(Yong Ju Lee Architecture)

Dong chief | Kim Aeyeo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exterior space

Improved area | 1F-236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Construction | Ujun Architecture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주민등록실

5 직원휴게실  6 상담실   7 주민사랑방   8 외부데크

5

6

7
4

3

21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실   2 복지팀   3 동장실   4 주민등록실

5 직원휴게실   6 상담실   7 외부데크

(위) 복지상담창구

(아래) 외부 데크

5 6

7

4

3

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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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디지털로 441

441, Digital-ro, Yeongdeungpo-gu

주민교류와	소통을	위한	플랫폼

복잡한 주민센터 내부에 적절한 질서를 부여하여 공간을 정돈하고 쉽게 소통이 가능한 개방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수납 기능을 갖는 벽을 이용했다. 민원창구와 업무공간 사이에 배치된 이 

벽은 두 공간을 구별 짓는 공간적 켜를 형성한다. 부분적으로 열린 틈은 이동을 위한 통로가 

되면서 안팎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동장실은 주민센터 전체를 관할하면서 주민 공용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인다. 업무공간은 외부와 분리되어 업무 효율이 높고 

혼잡스러운 것들은 가려져 정돈된 느낌을 준다. 벽 사이의 개구부는 풍부한 공간감을 부여한다. 

새로 만들어진 전면 창은 보다 강한 외부와의 연계성을 만든다. 진출입구의 개선으로 내외부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외부 주차장과 녹지공간은 보다 적극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A	platform	for	the	residents’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s	

A wall that also functioned as storage was placed between the public service area and the work 

space to distinguish these two areas and create an interactive and open space. There was a 

partially open gap and it was used as a path for people to go back and forth, and also played the 

role of filter between inside and outside. This gap provided enough sense of space. The newly 

built window made a tighter connection with the outside. The improvement of the main entry 

harmon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side and outside. Also, a grassy space and a parking lot 

outside were more useful.

건축가 | 석정호(HOGA Architecture)

동장 | 김형진

프로그램 | 민원실, 진입공간, 외부 휴게공간

개선 면적 | 지상 1층-174m2

주요 마감재 | 석고보드 위 도장, 갈바, 철골 구조물

시공 | INTOEX

준공 | 2016. 7.

대림1동
Daerim 1-dong

Architect | Seok Jeongho(HOGA Architecture)

Dong chief | Kim Hyeongji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entrance area, rest 

space(exterior)

Improved area | 1F-174m2

Finishing materials | Paint on GSB, galvalume, steel 

structure

Construction | INTOEX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복지행정팀   3 동장실   4 서고

5 복지상담실   6 여직원 휴게실

(위) 민원대기공간

(아래) 외부 녹지공간 | © 권민호 Kwon Minho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0

10, Yeouidaebang-ro 43-gil, Yeongdeungpo-gu

폴딩도어를	설치한	가변적	주민대화공간

신길7동 주민센터 본 건물은 경사가 심한 삼각형의 대지를 활용해서 설계됐다. 그래서 민원실은 

3층에 위치하고 민원실을 포함한 주요 공간은 삼각형의 평면 내에서 실과 가구가 구성되어 

있다. 계획은 이와 같은 평면 내에 자리잡고 있는 내부공간의 배치와 가구들을 정비해서 공간의 

개방감을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가장 안쪽에 위치해 항상 동장실을 

거쳐가야 했던 주민대화실을 민원실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재배치하고 벽을 전면 폴딩도어로 

처리하여 개방적이며 가변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직원휴게 및 숙직공간을 창고 안쪽에 새로 

구성하고 기존 공간은 축소해 유리문이 있는 상담실로 변화시켰다. 민원서식대를 벽쪽으로 

이동시키고 대기실 중앙에 낮은 소파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늘려 주민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추가했다.

Altering	residents’	communication	space	by	installing	a	folding	door

The public service area of the Singil 7-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located on the third 

floor. The main space, including the public service area, was defined by facilities and furniture 

in a triangle-shaped floor plan. The main objective of the improvement was to open the space 

by rearranging and reorganizing the furniture. The resident’s communication room, which was 

located deep inside next to the dong chief’s room, was redesigned to be more easily accessible to 

the public service area. Also, it became an open and alterable space by replacing the wall with a 

folding door. The public service form stand was attached to the wall, and lower sofas were situated 

at the center of the waiting area to add to the openness.

건축가 | 김택빈(E_SCAPE건축사사무소), 장용순(홍익대학교)

동장 | 홍운기

프로그램 | 민원실, 상담실 및 주민대화공간

개선 면적 | 지상 3층-263.15m2

주요 마감재 | 패턴칼라강판, PVC타일, 강화유리

시공 | 2H Designworks

준공 | 2016. 7.

신길7동
Singil 7-dong

Architect | Kim Taekbin(E_SCAPE Architects), Chang 

Yongsoon(Hongik Univ.)

Dong chief | Hong Ungi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nsultation room, 

community room

Improved area | 3F-263.15m2

Finishing materials | Patterned color steel sheet, PVC tile, 

tempered glass

Construction | 2H Designworks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주민등록실

5 직원회의공간   6 서고   7 직원휴게실   8 상담실  

9 주민대화실   10 창고

(위) 주민대화실

5

6

7

8

9
10

4

3

2 1
5

6
4

3

2

1

© 권민호 Kwon 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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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대림로23길 25

25, Deaerim-ro 23-gil, Yeongdeungpo-gu

낮에는	주민카페	밤에는	영화관

깨끗한데 뭘 더 한다고……? 동장님은 도배도 하고 화장실도 개선해서 깨끗하다고 했다. 그러나 

청사는 매우 복잡하고 이국적인 거리와 무겁고 단단한 벽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벽을 철거하고 

조경 나무의 키를 낮추어 외벽을 유리로 마감하려 했을 때 주민들이 돌이라도 던지면 어떡하냐고 

주민센터 측은 우려했지만 벽을 철거하고 유리 폴딩 도어를 설치한 후에 주민들의 시원하고 

좋다는 평에 위험하다는 소리는 자취를 감추고 적극 협조해 주었다. 전면 유리벽과 복지상담 코너 

사이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낮에는 주민들의 만남의 공간으로, 가변형의 칸막이 문을 닫으면 

영화상영 등 여러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책의 복지뿐 아니라 공간의 복지가 체험 

가능한 동네의 활력이 되어 주민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The	residents’	cafe	in	the	daytime,	the	movie	theater	at	night

There was an open space between the glass wall and the consultation area. This space is used in 

many ways, for example, as a meeting room and a movie theater by closing a changeable partition 

door.  It became an interactive space in which residents experienced the space of welfare as well 

as welfare policy.

건축가 | 고은영(㈜가진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영환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52m2  

주요 마감재 | 수성페인트, 칼라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시공 | 미래빌드

준공 | 2016. 6.

대림2동
Daerim 2-dong

Architect | Ko Eunyoung(GAZIN Architects&Planners)

Dong chief | Lee Yunghwa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52m2

Finishing materials | Water paint, color glass, polycarbonate

Construction | Mirae Build

Completion | June 2016

영등포구 대림로 197

197, Daerim-ro, Yeongdeungpo-gu

최대한	넓고	밝고	환하게

대림3동 주민센터는 내외부가 많이 노후화됐고 증축으로 인해 처음 설계도면과 치수가 많이 

달랐다. 천장 안 설비가 복잡해 천장고를 최소한으로 높일 수밖에 없었다. 면적 또한 직원 수에 

비해 상당히 좁아 직원들과 의논하여 우선 주민등록실 철거로 내부공간을 확보했다. 전면 

가운데 있던 출입구와 램프를 좌측으로 이동하고 전면 벽을 철거하여 넓은 유리창과 외부 

데크를 만들었다. 이로써 주민공간을 마련하고 공간이 확장되어 보이도록 했다. 좁은 공간과 

낮은 천장에는 수직적인 강조색을 사용해 최대한 밝고 환하게 색채계획을 했으며 사인계획을 

하여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전체가 하나로 느껴질 수 있도록 했다. 

Open,	bright,	as	much	light	as	possible

Equipment was tangled in the ceiling in the Daerim 3-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so we 

could not raise the ceiling too high. Because of limited work space to accommodate many public 

officials, we deliberated about it with them and finally removed the residents’ registration room 

to create inside space. The entry and ramp located at the center were moved to the left side and 

the front wall was removed and a big window was installed and a deck was built outside. The 

area for residents looked spacious. For the small space and lower ceiling, we planned a brighter 

and lighter vertical color design. Also, the sign design was integrated to unify the whole space.

건축가 | 이옥화(HOM건축사사무소)

동장 | 강정훈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74.31m2

주요 마감재 | 칼라강판, 목재타공보드, 페인트

시공 | 미래빌드

준공 | 2016. 6.

사진 | 김제영

대림3동
Daerim 3-dong

Architect | Lee Okhwa(HOM Architecture)

Dong chief | Kang Jeonghu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74.31m2

Finishing materials | Color steel sheet, perforated wood 

board, paint 

Construction | Mirae Build

Completion | June 2016

Photo | Kim Jeyoung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1층 평면도 | 변경 후 

(위) 복지상담코너

(아래) 전면 녹지공간 확대

복지민원공간 및 다문화 활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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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노량진1동	

	 Noryangjin	1-dong

2_	 노량진2동	

	 Noryangjin	2-dong

3_	 상도2동	

	 Sangdo	2-dong

4_	 상도3동	

	 Sangdo	3-dong

5_	 상도4동	

	 Sangdo	4-dong

6_	 흑석동	

	 Heukseok-dong

7_	 사당1동	

	 Sadang	1-dong

8_	 사당2동	

	 Sadang	2-dong

MP	

김용미		Kim	Yongmi동작구
Dongjak-gu

9_	 사당3동	

	 Sadang	3-dong

10_	사당4동	

	 Sadang	4-dong

11_	사당5동	

	 Sadang	5-dong

12_	신대방1동	

	 Sindaebang	1-dong

13_	신대방2동	

	 Sindaebang	2-dong

동작구는 한강의 남북을 잇는 노들나루를 중심으로 일찍이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현재에도 여전히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이 위치해 

있어 수많은 내·외국인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3개의 대학이 

있는 교육도시이자 국립현충원, 사육신 역사공원이 있는 충효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동작구에 있는 15개 동주민센터 중 건립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동주민센터는 9개소로, 시설이 매우 노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사업을 통해 

열악한 시설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시행 전에는 이렇게 낡은 공간이 과연 짧은 시간 동안 

주민중심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과 동장, 동직원, 그리고 전문 

건축가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하여 사무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직원들은 흔쾌히 감수하였고, 민원 공백을 줄이기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며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휴일도 없이 일하는 

동장과 직원들, 건축가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주민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구 동주민센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도3동 주민센터는 실외1층 조경공간에 주민쉼터와 

문화공연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흑석동 주민센터는 2층에 아담한 북카페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당2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공간을 확대하여 2층에 커뮤니티 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대방1동 주민센터는 2층에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키즈맘 카페를 만들고 지하에는 공유부엌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 간 

활발한 소통과 관계망 형성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동주민센터 역시 각 동의 특성에 맞게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공간 변화는  단순한 공간 변화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 

함께 만드는 마을” 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동주민센터가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심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 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을 위하여 참여해 주신 

건축가분들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서울시 관계자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행복	공간으로	동주민센터의	변화
A change i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nto a space for 
residents’ happiness

이창우 | 동작구청장

Lee Changwoo | The mayor of Dongjak-gu

Nine out of fifteen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Dongjak-

gu were built over twenty years ago, so some of the 

residents had difficulty in using the centers because of 

their age. Through this project, we expected that the 

poor conditions of the centers would be improved. In 

the Sangdo 3-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a rest area 

for residents outside in the garden on the first floor and 

a performance room were created so the residents were 

happy with the changes. 

In the Heukseok-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a cozy 

book cafe on the second floor was fashioned for the 

residents to use comfortably and freely. In the Sadang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a community hall was 

made by enlarging the residents’ area on the second floor. 

In the Sindaebang 1-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a 

Kids & Mom cafe, in which children and moms spend 

time together, was established on the second floor. 

Also, a sharing kitchen was added so that the residents 

could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have meetings in the 

basement. Other community service centers which were 

not mentioned in this were also improved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the resi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changes and uses. 

There is a saying that “a good beginning is half the battl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s undergoing not simply 

a spatial change, but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the 

project of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as 

saying “the welfare services reaching out to you and the 

village that we all make together”.

We hope th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rom which the residents can begin to solve 

the problems the neighborhoods will face and improve 

their neighborhoods through these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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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용성 Joo Yo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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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승배기로19길 48

48, Jangseungbaegi-ro 19-gil, Dongjak-gu

노량진2동	
Noryangjin 2-dong

행위와	변화에	자유로운	공공	공간	구축	

분절된 공간을 최소화하여 행위와 변화에 자유로운 공공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기존의 북카페, 

휴게실, 민원실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다양한 행위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변화를 도모했다. 

기능상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주민등록실, 상담실, 전산실을 적벽돌 이미지월 후면에 숨겼으며, 

그 외의 기능은 구획이 없이 모호하고 위계가 없는 넓은 공간으로 확장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민원실은 근무시간 외에는 청소년 도서실의 

기능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투시형 셔터를 민원대 상부에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으며, 민원용 가구들은 공간구획의 디자인 요소로 역할함과 동시에 야간에는 독서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주민센터는 커뮤니티의 중심공간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Public	space	implementation	free	for	programs	and	change

In order to reduce separated space, we tried to create free public space for programs and 

change. The existing book cafe, a rest area, and a public service space was integrated to create a 

multifunctional space in which various programs could run. The residents’ registration document 

room, a consultation room, and a computer room were placed behind the wall attached with a 

red brick image, also the rest of the area, which had no boundary, was extended as a spacious 

expanse so that this space could be used for different functions.  

건축가 | 윤희진(경기대학교)

동장 | 허중회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91.64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합판, 적벽돌, 강화유리

시공 | (주)유준건축디자인

준공 | 2016. 7.

Architect | Yun Heejin(Kyonggi University)

Dong chief | Heo Junghoe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91.64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iywood, red brick, tempered 

glass

Construction | U.JUN design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북카페/민원실   2 업무공간   3 상담실   4 스터디룸

5 주민등록실   6 증축부

북카페/민원대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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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동작구 상도로 211

211, Sangdo-ro, Dongjak-gu

소통,	나눔,	열림의	따뜻한	공간

기존 상도2동 주민센터는 민원대기공간과 근무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나 효율적이지 못한 

동선계획으로 민원대기공간에서 근무자와 민원인의 동선이 충돌되어 왔다. 민원 안내데스크를 

재배치하여 동선의 흐름을 원활하도록 계획했고, ㄴ자로 디자인하여 추가 배치된 근무자들의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활용되지 않았던 틈새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근무공간을 

개선했다. 2층 마을문고는 문화교육 강의를 기다리는 동적인 공간이자 주민들이 독서를 즐기는 

정적인 공간으로, 이런 모순 때문에 하나의 넓은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이 

공간을 나누어 독서를 즐기는 정적인 공간과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소통하는 동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이용하지 않고 책장으로 막아두었던 창호를 개방하고 낮은 책장을 다수 배치함으로써 

빛의 유입과 환기를 원활하게 하여 공간을 개선했다. 

Cozy	space	for	interaction,	sharing,	and	openness		

The previous Sangdo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divided into a waiting area and work 

space. However, there was a constant distracting flow of people between visitors and staff because of 

an inefficient flow plan. The information desk for public service was rearranged for a smoother flow 

of people and the new work space for staff was placed in the form of an “L”. Extra space was used 

as storage to improve the work space. The village library on the second floor was used by residents 

not only as an active space to wait before cultural lectures, but also as a silent area in which to read 

books. The two different uses of the library reduced the ability of residents to employ its functions 

harmoniously and hindered its availability. Therefore, this library was divided into spaces to read 

books or to interact with each other. The window, which was blocked by cabinets and not in use, 

was uncovered. Several low cabinets were placed under the window, and the space was improved by 

sunlight and ventilation. 

건축가 | 이홍식(건축사사무소 아키포럼)

동장 | 방극내

프로그램 | 민원실, 주민소통공간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259.60m2  

주요 마감재 | 목재, 인테리어마감 필름

시공 | ㈜엔탑디자인

준공 | 2016. 7.

상도2동	
Sangdo 2-dong

Architect | Lee Hongsig(ARCHIFORUM)

Dong chief | Bang Geuknae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rest &community room  

Improved area | 1F/2F-259.60m2 

Finishing materials | Wood, interior film

Construction | Ntop design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상담실   3 마을문고   4 자치회의실

2층 평면도 | 변경 후 

마을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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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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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성대로2길 11 

11, Seongdae-ro 2-gil, Dongjak-gu

유휴공간의	활용	

상도3동 주민센터는 성대시장 내에 위치하는 장소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주요한 

소통창구로 활용되는 주민공용공간이다. 기존에 방치되고 있던 1층의 포켓공간을 주민에게 

적극적인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쉼터와 이벤트공간을 일원화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층 민원공간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공간 조닝 개선을 

위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포켓쉼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 정도에 따라 팀별 배치를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Revive	extra	space	

The abandoned pocket space on the first floor became a rest and event area, which allowed the 

residents to use this open and positive space freely depending on its use. The public service area 

was remodeled to provide a rest area for the residents by improving ineffective space, and to 

increase work efficiency by rearranging the teams depending on their degree of interaction with 

the residents. 

건축가 | 현승헌(선랩건축사사무소)

동장 | 정혜옥

프로그램 | 외부 주민쉼터, 2층 민원실, 지하 다목적 홀  

개선 면적 | 516.65m2 

주요 마감재 | 스프러스 구조목,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아연도 

각관

시공 | (주)새암(외부 주민 쉼터),아키테리어 금빛가람(민원실, 

지하 다목적 홀)

준공 | 2016. 7.

상도3동	
Sangdo 3-dong

Achitect | Hyun Seunghun(SUNLAB)

Dong chief | Jung Hyeok

Program | Rest space/public service area(2F)/multi-

purpose hall(B1F)

Improved area | 516.65m2

Finishing materials | Spruce wood, polycarbonate panel

Construction | Se-am(rest space), architerior goldenriver

Completion | July 2016

2층 공간조닝 | 변경 후

주민 쉼터

2층 공간조닝 | 변경 전 

동작구 성대로29길 53

53, Seongdae-ro 29-gil, Dongjak-gu

소통과	경계

민원대기공간과 업무공간을 천장 디자인의 구분을 통해 영역을 구분하고 좁은 업무공간에서 

3차원적 여유로운 공간감으로 시각적 확장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개념이다. 민원대기실은 

공간이 좁지만 주민이 밝고 행복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모듈화된 의자 구성으로 가변적 

공간을 구성했으며, 자작나무와 인테리어 필름을 사용하여 따뜻한 느낌의 공간으로 계획했다. 

민원실에는 직원의 증가로 인해 협소해지는 공간감을 높은 천장고를 통해 시원함을 제공했다. 

또한 민원실의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민원대기실 천장을 흡음목재보드로 계획했으며, 일반 

민원과 복지민원 공간 분리를 통해 이동 동선을 분리하여 편리함을 추구했다.

Interaction	and	boundary

The main objective of the space improvement was to make a division between the public service 

area and work space by using a distinguishing ceiling design, also to provide visible spaciousness 

for the crowded work space through a three-dimensional space sense. The public service area 

became a changeable space arranging by seating where visitors could wait comfortably even 

though the space was crowded. In addition, this area was planned to be a cozy space with the use 

of birch plywood and interior films. The public service area, which had become more crowded 

because of increasing numbers of officials, was given a high ceiling so that it looked spacious. 

건축가 | 곽은선(이에스건축이앤지 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상성

프로그램 | 민원실, 민원대기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134.28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인테리어 필름, 친환경 수성페인트

시공 | (주)희망하우징

준공 | 2016. 6.

상도4동	
Sangdo 4-dong

Architect | Kwak Eunsun(ES ARCHITECT & ENGINEER)

Dong chief | Lee Sangseo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waiting hall

Improved area | 1F-134.28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interior film, low VOC 

paint

Construction | Heemanghousing Inc

Completion | June 2016

상담실 칸막이

1층 평면도 |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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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흑석한강로 11

11, Heukseokhangang-ro, Dongjak-gu

화이트	&	브라운

흑석동 주민센터의 사업은 1층 민원실과 2층 북카페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민원실에서 꼭 필요한 

것은 증원될 8명의 직원이 사용할 업무책상 자리와 대민창구를 만드는 것이었고, 기존의 가구 

배치 변경을 최소화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부족한 공간이 부출입구 축소로 확보되었고, 

가구들의 간격 재조정, 접수대 가구와 싸인물 리폼 등의 방법으로 최소의 개입과 비용으로 

기능적이고 미적인 조화에 이르게 되었다.

북카페에서 희망사항은 회의실이 전체공간과 연결되면서 필요시 구분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고 

예산은 전체 면적에 비해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폴딩도어가 두 공간 사이에 설치되었고, 

쉬트지 사용, 목공공사 최소화 등으로 저렴하고 신속하게 시공되었다. 단순한 공간이지만 

천장재를 걷어내면서 얻어진 높은 천장고, 모자이크 바닥타일, 등기구와 오크 가구 등에서 

고유함과 따뜻함이 있는 곳이 되었다.

White	and	brown

The lack of space was remedied by minimizing an alternative entry. By rearranging furniture and 

recycling the public service form stand and signs, the space became a functional and beautiful 

place with a minimum budget and improvement. It was requested that the book cafe be connected 

to the meeting room and to all the space, and be separated when necessary. Because of a limited 

budget, a folding door was installed between these two spaces. Although it was a simple space, 

it became a cozy and distinctive area by removing the ceiling materials and adding mosaic floor 

tiles, and furniture made of rattan and oak.

건축가 | 최성희(최-페레이라 건축)

동장 | 김현호

프로그램 | 민원실, 북카페

개선 면적 | 지상 1층-180m2/지상 2층-139m2

주요 마감재 | 필름지, 타일, 무늬목, 도장

시공 | (주)희망하우징

준공 | 2016. 7.

흑석동	
Heukseok-dong

Architect | Chae Songhee(CHAE-PEREIRA architects)

Dong chief | Kim Hyeonho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book cafe

Improved area | 1F-180m2/2F-139m2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 film, tile, sliced veneer, paint

Construction | Heemanghousing Inc.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업무공간   3 북카페   4 회의실

(위) 북카페

(아래) 회의실

2층 평면도 | 변경 후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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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동작대로29길 52

52, Dongjak-daero 29-gil, Dongjak-gu

열린	공간으로	지속가능성을	탐하다

1층은 유기적인 영역분리로 열린 공간을 형성하여 밝고 환한 민원실을 만들고, 입구를 향해 

분절되어 있던 사무공간과 대기공간을 유기적으로 재배치했다. 기존 원형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채광이 유입되는 쾌적하고 넓은 민원 대기공간을 조성하고, 상담인원 증원계획에 따른 

합리적 대민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길쭉한 평면을 이용한 행정팀 대민공간과 복지상담 

대민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연속시켜 분리와 통합된 형식을 취했다. 2층은 예산 부족으로 기존 

낙후된 인테리어 구조물만 철거하고 가구를 재배치하여 채광이 잘되는 공간구성을 하며 기존 

바닥재료를 재생하여 공공기관 건물의 다른 방식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했다. 정교한 디테일로 

천연 자작나무 합판과 스테인리스스틸 수퍼미러, 백색 코리안을 사용하여 고급화를 꾀하며 

부분적으로 산뜻한 그린 색을 건축적으로 사용하여 경쾌한 실내분위기를 조성했다.

Explore	the	sustainability	of	open	space

The public service area was renovated as an open and bright space with systemic separations on 

the first floor. Also, the work spaces, which faced the entry and the waiting area, were rearranged 

systemically. The waiting area was designed as a clean and spacious space full of natural light 

by utilizing the existing circular space. In addition, becaus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welfare 

officials, reasonable space for public service work was required. The work area for public service 

was designed as a long and flat space, and the space for consultation was designed differently. 

Even though they were separate spaces, they looked integrated. Due to a low budget, the aged 

interior structures were removed and the furniture was rearranged to make space with sunlight. 

Also, the existing floor materials were recycled and pursued a different kind of sustainability from 

other traditional public service buildings. By using elaborate details with natural birch plywood, a 

stainless steel super mirror, and white Corian, the space looked luxurious and cheerful in a green 

color. 

건축가 | 전성은((주)전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동장 | 김형엽

프로그램 | 민원실(1층)/주민자치회관(2층)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238.55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스테인리스스틸 수퍼미러, 강화유리, 

테라조 재생바닥 

시공 | (주)주성건축

준공 | 2016. 7.

사당2동	
Sadang 2-dong

Architect | Chun Eun(Chun Architects)

Dong chief | Kim Hyeongyeop

Program | Public service area(1F)/community center(2F)

Improved area | 1F/2F-238.55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SST super mirror, 

tempered glass, terazzo recycled floor

Construction | Joosung Architecture co.ltd

Completion | July 2016 

2층 주민자치회관

3
4

2 1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

28, Dongjak-daero 17-gil, Dongjak-gu

작은	변화가	만드는	새로운	공간	

사당1동 민원실에는 마을의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개방된 작은 도서관이 들어있다. 하지만 어둡고 

답답한, 멈추어 버린 공간의 느낌이었다.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주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덧붙여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했다. 아이들에게 도서관이라는 것은 밝고 편안한 이미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실내를 획일적이고 답답하게 만드는 기존의 파티션들과 

주변에 어지럽게 정리되지 않은 색상과 가구들을 걷어냈다. 그리고 민원실과 도서관의 구성은 

가구를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했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넓고 정돈된 실내 

느낌을 줄 수 있었다. 밝고 아름다운 공간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돌려주어 그들의 

마음속 또한 편안하고 밝아지길 기대해 본다.

New	space	by	a	small	change

The Sadang 1-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has a small library that is open to children and 

residents. However, it looked like a dark, tight, and dead-end space. We discussed how to design 

the space on the basis of the small library, reflecting the ideas and opinions of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For children, the library should embrace a bright and comfortable atmosphere. In light 

of this, we eliminated the existing partition bars, which made the space uniform and tight, and 

removed the desks and tables that looked disorganized and distracting. The new public service 

area and the library were designed based on the furniture arrangement so that these areas looked 

spacious and neat. We expect that children and seniors will feel cozy and comfortable in these 

beautiful and bright spaces.

건축가 | 정수진(S.I.E건축사사무소)

동장 | 유재문

프로그램 | 민원실, 도서관, 대기공간

개선 면적 | 지상 2층-243m2/지상 3층-9m2

주요 마감재 | 수성페인트, 미송 루버

시공 | 태인건설

준공 | 2016. 7. 

사당1동
Sadang 1-dong

Architect | Jung Sujin(S.I.E Architecture)

Dong chief | Yoo Jaemu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library, waiting hall  

Improved area | 2F-243m2/3F-9m2

Finishing materials | Paint, douglas-fir louver

Construction | Taein construction

Completion | July 2016

(위) 작은도서관

(아래) 민원대기공간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대기공간   2 행정민원데스크   3 복지민원데스크

4 복지상담실  

© 권민호 Kwon Minho

© 권민호 Kwon Minho

복지창구 
추가신설

루버 설치

도서관 
가구 변화

수직 루버

민원실 
가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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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당로16아길 6

6, Sadang-ro 16a-gil, Dongjak-gu

문서고	확장의	힘

사업의 주요 목적은 현재도 협소한 민원실 공간에 추가될 4명의 상담직원 공간과 상담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민원대기공간의 확보였다. 먼저 기존 문서고를 

지하로 이동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내부 깊숙이 자리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담실을 

민원대기공간과 연계시켜 개방된 공간으로 통합하며 효율성을 높였다. 직원 증원에 대응해야 

했던 업무공간은 자리배치를 변경하고 기존 사무기기와 수납공간의 배치를 조정하여 동선과 

업무 동선의 효율성을 높여 공간의 밀도를 재조정했다. 민원대기공간을 확장했고 고정식 

스툴을 벽면에 설치하여 주민이 새로워진 공간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주민센터 측에서도 이전에 협소했던 공간이 쾌적하게 변경되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Powerful	extension	of	the	document	room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was to establish spaces for four additional welfare officials and 

a waiting area in a public service area, and an additional consultation room. First, the material 

from the existing document room was moved to the basement to make more space. Also, the 

consultation room, which was difficult to access because of its location deep inside, was connected 

to the waiting area so it became a more open and effective space. The working stations were 

rearranged to add more officials. Also, the existing office machines and storage area were replaced. 

These created an effective flow in a crowded space. The waiting area for public service was 

extended and visitors waited in the friendly new space sitting on fixed stools on the wall.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said that the resi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clean and comfortable 

space which used to be limited.

건축가 | 여만구(㈜에이아이디건축사사무소)

동장 | 최병철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145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합판, 페인트글라스, STS

시공 | ㈜희망하우징

준공 | 2016. 7.

사당4동	
Sadang 4-dong

Architect | Yeo Mangu(AID Architects & Interior Design)

Dong chief | Choi Byeongcheol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145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paint glass, STS

Construction | Heemanghousing Inc.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상담실

3 업무공간

4 민원대기공간

1층 평면도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3

4
2

1

동작구 사당로17길 86

86, Sadang-ro 17-gil, Dongjak-gu

小	·	疏	·	所		작지만	트인	공간

- 주민과 소통하며, 원활한 업무 진행이 가능한 열려 있는 민원 업무공간 계획

- 도시 풍경과 조우,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계획

- 지역주민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도서공간 계획 

Small	but	open	space

- Open public service space which allows officials to interact with visitors, and to work smoothly

- Open space for eco-friendly, and interactive with residents

- A library in which residents rest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건축가 | 박세희(지안건축사사무소)

동장 |  최환봉

프로그램 | 민원실, 로비

개선 면적 | 지상 1층-293.1m2

시공 | ㈜다임에이앤아이

준공 | 2016. 7.

사당3동	
Sadang 3-dong

Architect | Park Sehui(zian architecture)

Dong chief | Choi Hwanbo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lobby  

Improved area | 1F-293.1m2

Construction | diam architecture & interiors co., ltd

Completion | July 2016

(위) 대기공간

(아래) 복지상담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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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대방길 72

72, Sindaebang-gil, Dongjak-gu

자투리땅을	이용한	공간의	확장

업무공간으로서의 주민센터를 마을의 사랑방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건물 외부의 쓰레기 

수집장으로 활용되던 빈 자투리 공간에 민원실과 연결되는 외부데크를 설치하여 도로에 면한 

“POCKET PARK” 형태의 주민쉼터로 만들었다. 민원실은 벽체를 철거하여 개방감을 확보함과 

동시에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외부데크와 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습기 차고 

곰팡이 냄새로 가득하던 지하 창고는 외부 비상계단의 벽체를 철거하여 자연채광,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주민카페로 디자인했다. 2층 도서실은 정숙한 독서공간(마을문고)과 

아이들이 책을 매개로 놀이를 하는 동적인 공간(Kids & Mom)을 함께 배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음이 전달되지 않지만 상호 시각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디자인의 서가로 

구성했다. 

Expansion	of	space	utilizing	leftover	space

This area, which used to be considered as a working space was promoted as a residents’ lounge 

to improve a Community Service Center. Extra space outside the building which was used as a 

garbage dumping ground was connected to the public service area by building an exterior deck. 

This space was turned into a rest area facing the street in the form of a pocket park. The public 

service area became a more open space by eliminating a wall and installing a folding door so 

that it could be linked to the deck outside. The basement, which used be humid and filled with 

a moldy odor, was designed into a community cafe which received natural light and ventilation 

by the removal of the wall of an emergency staircase. On the second floor, a space designed with 

both a silent library and an active room “KIDS and MOM” in which kids could play with books 

was planned. In this way, the space was designed in a library style in which people could see each 

other, but not be bothered by noise. 

건축가 | 이지영(청주대학교)

동장 | 김미자

프로그램 | 민원실(1층)/주민카페(지하 1층)/마을문고(2층)

개선 면적 | 지하 1층/지상 1, 2층-337m2

주요 마감재 | 구로철판, MDF위 UV도장, 백페인트 글라스 

시공 | (주)금빛가람

준공 | 2016. 7.

사진 | 권민호

(위) 마을문고

(아래) Kids & Mom

폴딩도어로 연결한 외부데크

민원실 

신대방1동	
Sindaebang 1-dong

Achitect | Lee Jiyoung(Cheongju University)

Dong chief | Kim Mija

Program | Public service area(1F)/cafe(B1F)/library(2F) 

Improved area | B1/1,2F-337m2

Finishing materials | HR steel plate, UV paint on MDF, 

back Painted Glass

Construction | goldenriver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Kwon Minho

동작구 사당로2가길 219 

219, Sadang-ro 2ga-gil, Dongjak-gu

주민과	시간을	나누는	공간

사당5동 주민센터는 공원 옆에 위치하고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동사무소, 3층은 주민공동시설이 

있었다. 불편한 진입과정이 가장 큰 문제로 보였으나 예산과 프로젝트의 취지를 고려해 내부환경 

개선에 집중했다. 가급적 기존의 시설들을 잘 이용하고 새로 추가되는 복지행정 인원을 위한 

카운터를 설치하고 상담과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집중했다.

계획안이 만들어진 후 2회에 걸친 주민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후 

계획안은 무빙월이 추가되어 주말과 업무 외 시간은 카운터를 닫고 주민들이 창의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다듬어 나갔고 창호 프레임은 모두 백색 시트로 감싸기로 했다. 대단한 

환경은 아니지만 소박하고 깨끗한 환경이 됐다는 점에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한다.

Space	shared	by	public	and	residents

The Sadang 5-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is located next to a park. There is a daycare 

center on the first floor, community office on the second floor, and public facilities on the third 

floor. Although inconvenient entry was the biggest problem, the decision was made to focus on 

improving the inner space in order to work within the budget and to respect the principle of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Efforts were made to use as much existing 

facilities as possible, to install counters for the newly recruited welfare officials, and integrate 

consultation and office work smoothly. During the community briefing held twice after the proposal 

was made, we were able to listen to specific requests and opinions. The proposal was changed in 

that a moving wall, designed so that residents could utilize the inner space creatively during non-

business hours and on weekends, was added. All the frames for doors and windows were to be 

wrapped in white sheets. It is a pleasure to make it a neat and clean environment although it is not 

a great milieu.

건축가 | 박인수(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동장 | 문정주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2층-139.83m2

주요 마감재 | 석고보드, 큐블럭, 미송합판, 인조대리석

시공 | ㈜임건축

준공 | 2016. 7.

사당5동	
Sadang 5-dong

Architect | Park Insoo(PARKiz architects)

Dong chief | Moon Jeongju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2F-139.83m2

Finishing materials | GSB, Q-block, douglas fir plywood, 

imitation marble 

Construction | LIM ARCHITECTURE

Completion | July 2016

평면도 | 변경 후 

1 대기 및 휴게공간   2 주민 도서코너   3 대민업무공간   

4 상담실   5 업무공간   6 문서보관실

무빙윌

대기 및 휴게 공간

600

3
5

4

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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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유	Park	Jeyu	

우의정	Woo	Euijung관악구
Gwanak-gu

1_	 보라매동	

	 Boramae-dong

2_	 은천동	

	 Euncheon-dong

3_	 성현동	

	 Seonghyeon-dong

4_	 중앙동	

	 Jungang-dong

5_	 청림동	

	 Cheongnim-dong

6_	 행운동	

	 Haengun-dong

7_	 청룡동	

	 Cheongnyong-dong

8_	 낙성대동	

	 Nakseongdae-dong

9_	 인헌동	

	 Inheon-dong

10_	남현동	

	 Namhyeon-dong

11_	신림동	

	 Sillim-dong

12_	신사동	

	 Sinsa-dong

13_	조원동	

	 Jowon-dong

14_	미성동	

	 Miseong-dong

15_	난곡동	

	 Nangok-dong

16_	난향동	

	 Nanhyang-dong

17_	서원동	

	 Seowon-dong

18_	신원동	

	 Sinwon-dong

19_	서림동

	 Seorim-dong

20_삼성동	

	 Samseong-dong

21_대학동	

	 Daehak-dong

51만 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2016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관악구는 21개 동주민센터가 공간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고, 사회복지직 등 127명의 직원을 신규로 배치하여 

마을·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 공간개선은 노후한 청사가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민 누구나 편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친근한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주민, 직원들이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주민편의 공간을 확충하는 등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인한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공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마을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주민중심의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위기가정을 보살피는 일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 모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열린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민 누구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갑시다.

동주민센터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Thus began the transforma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유종필 | 관악구청장

Yoo Jongpil | The mayor of Gwanak-gu

Under the expectations and hope of 510,000 residents,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began from 

July 2016. For this project, Gwanak-gu went through an 

extensive spatial renovation process for 21 Centers, and 

is actively initiating its town-welfare projects by newly 

placing 127 of its staff in areas such as social welfare and 

others. Spatial renovation for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difficult-while there were many derelict offices, funds 

were limited-but with numerous meetings with public 

architects, residents and staff, the efficiency of the spaces 

was improved (e.g., expansion of space for resident’s 

amenities) so that they may be friendly place of meeting 

and communication for the residents. However, the 

real transformation resulting from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was not merely one 

regarding a change in space, but the establishment of 

a resident-centered administration in which the public 

officials reach out towards the residents, resolve their 

demands for welfare, and recover the ecosystem of the 

town community. Thus began the transforma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Village officials,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town communities 

are discussing the pending issues in the region with public 

officials and the residents from the region, and projects are 

being actively engaged to look after crisis-stricken homes 

that are awaiting assistance from the welfare system. To 

harvest the fruits of these changes,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sector is most important, and 

I would like to invite everyone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to 

create a pleasant town community for al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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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봉천로33나길  30

30, Bongcheon-ro 33na-gil, Gwanak-gu

관악구 봉천로 279-8

279-8, Bongcheon-ro, Gwanak-gu

주민	휴게실을	품은	주민센터

2층 민원실로 접근하는 동선은 계단과 엘리베이터이지만 서로 분리되어 ‘ㄴ’자의 좁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고 민원실 내부로 들어와서도 복도와 평행한 긴 홀과 민원대가 주민을 

맞이하고 있었다. 딱딱한 배치의 민원실은 업무처리만을 위한 공간이었으며 주민들간 또는 

주민과 직원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다. 긴 복도를 막아 

내부 홀의 폭을 넓혀 좀더 아늑한 공간과 주민들이 편히 기다리면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실로 만들었다. 민원대의 형태도 대기실을 감싸는 곡선 형태로 변경했다. 복지팀의 

상담공간을 출입구에 근접 배치했고 프라이버스를 위해 낮은 칸막이를 설치했다. 복도를 막아 

생긴 포켓공간에는 혈압측정기, PC 등을 배치했고 각종 홍보물을 전시하는 가구와 수납장을 

만들었다.

공감하는	공간

장소를 둘러싼 여러 팩터를 모으고 그것들의 관계를 검토하고 느리게 관찰하면서 미세한 균형을 

읽어내는 것이 ‘찾동’ 공간설계에서 건축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사용자 미팅, 주민설명회를 통해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고자 노력했으며, 

현장 디자인감리를 통해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1.  실내 디자인은 강약을 조절하여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서는 정도의 분위기로 

계획했다.

2. 기존에 있던 라운드형 공간의 특성을 살려 쉼터 같은 대기공간으로 조성했다.

3. 나날이 늘어가는 설비 및 기자재에 대비하여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4. 내부 공간은 수많은 게시물에 어울리는 흰색 배경이 되도록 계획했다.

5. 입구에는 칠판 게시판을 설치하여 사용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매개체가 되도록 했다.

Public	service	center	with	public	lounge

The stiffly arranged public service area with a long hall and desk, which also was connected to 

the staircase and the elevator that was separated by an ‘L’ shaped narrow corridor, wasn’t the 

best space that can spark communication. The public service area was transformed into a space 

where residents can check various information while waiting comfortably by blocking the long 

corridor and widening the width of the interior hall. The form of the service desk was changed 

to a curved shape which wrapped the waiting room. The welfare consultation space was placed 

near the entrance, and used a lower partition for privacy.

A	sympathetic	space

We attempted to read the delicate balance by gathering various factors, examining their 

relationships, and slowly observing them.

1. Interior should be planned in a friendly and comfortable manner, with balanced dynamics.

2. Vitalize the existing round shaped space and create a relaxing waiting area.

3. Provide a sufficient storage space for increasing amount of facilities and equipment.

4. Background of the interior is painted white to go along with various bulletins posts.

5. A blackboard is installed to be used as a communication device.

건축가 | 유경동(이이케이 건축사사무소)

동장 | 정일형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2층-260.16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합판, MDF위 무늬목 시트, 강화유리

시공 | ㈜선진이앤씨

준공 | 2016. 7.

건축가 | 김도훈, 김승희, 최준석((주)건축사사무소 코비)

동장 | 주영경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1층-220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합판, 인테리어필름, 수성페인트

시공 | (주)우성포인트

준공 | 2016. 7.

은천동	
Euncheon-dong

보라매동	
Boramae-dong

Architect | You Kyungdong(eek ARCHITECTS)

Dong chief | Jung Ilhyeo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2F-260.16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sliced veneer 

on MDF, tempered glass

Construction | Sunjin E&C

Completion | July 2016

Architect | Kim Dohoon, Kim Seunghee, Choi 

Junesuk(co;be ARCHITECTS)

Dong chief | Ju Yeonggyeo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20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interior film, water 

paint

Construction | Woosung-point Inc.

Completion | July 2016

2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복지상담실   4 포켓공간

(위) 민원실 홀 

(아래) 게시판이 설치된 입구

(위) 포켓공간 

(아래) 민원대기공간

복지민원 창구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주민쉼터   2 민원실   3 복지민원창구   4 복지상담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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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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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구암길 38

38, Guam-gil, Gwanak-gu

관악구 양녕로6다길 7

7, Yangnyeong-ro 6da-gil, Gwanak-gu

주민에게	열린	공간

주민들과 주민센터 간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식에서 출발했다. 주민들이 항시 이용 가능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기본 개념 하에 누구나 쉬어 갈 수 있는 공간 ‘도란도란’을 외부에 

마련하여 주민들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이용하고 그 밖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다. 민원실은 복지상담실 부스 3개를 만들어 독립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 곤란한 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고, 직원 증원에 대응해야 했던 업무공간은 

기존 사무기기와 수납공간의 배치를 조정하여 업무 동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의 밀도를 

재조정했다. 주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연두빛깔이	이끄는	동주민센터

가파른 경사지에 자리한 중앙동 주민센터는 전면도로에서 1층 민원실까지 11m 정도 높이차를 

극복해야 다다를 수 있고, 다각형의 민원실 평면은 민원인과 직원 모두 협소함을 느끼고 

있었다. 기존 민원실 전면의 필로티 부분을 확장·편입하여 대기 공간을 확보하고 추가 근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다. 민원실 접근 개선을 위해 엘리베이터 이용을 적극 유도하는 대형 

사인을 설치하는 동시에 기존 주접근로인 계단에 목재 데크와 화단을 설치하여 동선의 위계를 

줄이고, 휴식과 커뮤니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민원실은 이용자의 민원 업무 진행 방향을 

따라 연두빛깔의 사인을 계획하여 인지성과 함께 동선을 유도하고, 업무공간에는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사이드 테이블을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상담의 독립성을 높였다.

Space	opened	for	residents

The plan was to arrange a space that allows communication by planning a resting area for 

everyone i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under the concept of eliminating barriers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community center. Three welfare consultation booths were installed 

to offer a private independent space in the public service area, while rearranging the office 

supplies and storage space to increase efficiency of work circulation and adjusting space 

density.

Community	service	center	led	by	light	green	color

The pilotis part of the front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expanded and transferred 

to secure the waiting area, which accommodated increasing staff. A large sign was installed to 

encourage elevator use in order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located 11m above the ground. A wood deck and flower bed were installed on the staircase, which 

was the former main access,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allows resting and communication. A 

light green color sign was planned and installed in the public service area to increase awareness 

and circulation support, and installed a side table in the working area to increase efficiency of 

work and independent of the consultation work.

건축가 | 김원운(현인종합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부열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3층-450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구로철판, STS

시공 | 예림피앤에프

준공 | 2016. 8.

건축가 | 전상규(보편적인건축사사무소)

동장 | 김경은

프로그램 | 민원실, 진입계단

개선 면적 | 지상 1층-172.61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갈바 위 도장, 목재데크

시공 | 솔로몬KC종합건설

준공 |  2016. 7.

성현동	
Seonghyeon-dong

중앙동	
Jungang-dong

Architect | Kim Weonwoon(Hyunin Architecture)

Dong chief | Lee Buyeol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3F-450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HR steel plate, STS

Construction | Yerim P&F

Completion | August 2016

Architect | Jeon Sangkyu(Office for Ordinary Architecture)

Dong chief | Kim Gyeongeu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entry stair

Improved area | 1F-172.61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paint on galvalume, 

wood deck

Construction | Solomon KC Construction Co., ltd

Completion | July 2016

(위) 도란도란 쉼터 

(아래) 상담실 부스

출입 계단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지원업무   3 복지민원창구   4 

복지상담실  5 도란도란 쉼터   6 휴게공간   7 문서고

3

6 7

1

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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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관악로40길 39

39, Gwanak-ro 40-gil, Gwanak-gu

동네,	주민센터

2층 민원실은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복지민원업무 영역의 배치를 우선했다. 

행정업무와 복지민원업무 공간의 영역 및 동선은 분리하나 친근했던 기존 분위기를 유지하고 

동시에 작은 실내공간의 답답함을 덜기 위해 직원과 주민과의 시선 연결을 고려한 낮은 경계벽을 

계획했다. 디자인 계획의 주안점은 기존의 것과 변화되는 것의 조화였다. 민원실 출입문을 열면 

한눈에 변화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 두 공간이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재료 및 색상을 선정했다. 3층 직원 회의실 및 주민 대상의 교양강좌실로 사용되는 작은 

공간의 무미건조한 실내마감재를 변경하여 친근하고 편안한 공간 분위기로 리모델링했다. 또 

다양한 종류의 모임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인 가구를 배치하여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주민사랑방인 ‘청림방’을 계획했다. 

The	town	and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placement of the welfare work was the first priority in the public service area on the second 

floor, in order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residents. The circulation and territories for the 

administration work and welfare work were separated, but the center used a low partition wall to 

maintain the familiar atmosphere and prevent cramped feeing. Material and color were selected to 

harmonize the existing and new public service space. The former conference room and liberal arts 

lecture hall on the third floor was renovated into “Cheongnim room”, which is a reception room 

with transforming furniture that can be used for various meetings and gatherings.

건축가 | 노영자(건축사사무소 LIM)

동장 | 이용탁

프로그램 | 민원실, 주민공유공간

개선 면적 | 지상 2/지상 3층-226.82m2

주요 마감재 | 인테리어필름지, 페인트

시공 | (주)비찬건설

준공 | 2016. 7.

청림동
Cheongnim-dong

Architect | Roh Youngja(LIM architects)

Dong chief | Lee Yongta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mmunity space

Improved area | 2F/3F-226.82m2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 film, paint

Construction | BICHAN

Completion | July 2016

관악구 행운1길 43

43, Hangun1-gil, Gwanak-gu

명확한	영역	구분으로	독립적인	업무공간	확보

행운동 주민센터는 기존 업무에 최적화된 공간 크기로 되어 있어 새로운 기능이나 수요에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기존 기능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부분적으로 양보함으로써 새로운 

복지 기능창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동장실은 40% 이상, 민원 대기실은 10% 이상 축소할 

수 밖에 없었고 업무 영역에서도 개별 조닝을 축소했다. 민원인이 왔을 때 기존의 일면 

대면 방식에서 3면 대면 방식으로 전체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바꿨으며, 대신 업무 영역과 

민원대기 영역을 선명하게 구분했다. 민원 카운터는 영역의 경계로 구성되며, 업무 종료 후에는 

블라인드를 내려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디자인했다. 공무원 영역이 민원인과 차단됨으로써 

독립적 영역에서의 자유로움이 확보될 뿐 아니라 민원인 시각에서도 깔끔한 공간이라는 

쾌적함을 제공한다.

Securing	independent	work	space	through	distinct	zone	division

Welfare counter space was secured by reducing 40% of the dong chief’s office, 10% of the 

public service area, and also reducing individual zoning of the work territory. The public 

service area was transformed to allow complete exposure on all three sides, whereas the 

previous face-to-face encounter was limited to only one side. Instead, now there is a distinct 

division between the working area and the waiting area. By separating the official's area and 

the public service area, it not only grants freedom as independent areas but also offers a neat 

pleasant space.

건축가 | 홍성용(건축사사무소 엔씨에스랩)

동장 | 박병선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324.82m2

주요마감재료 | 백색 필름, 열연강판, 미스트 필름, 거울

시공 | 원영

준공 | 2016. 7.

행운동	
Haengun-dong

Architect | Hong Sungyong(NCS lab)

Dong chief | Park Byeongsu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324.82m2

Finishing materials | White film, HR steel plate, eye 

blocking film, mirror

Construction | Interior company Won Young

Completion |  July 2016

(위) 민원실 | 업무시간 외

(아래)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복지상담실

민원실 | 업무시간 중

주민사랑방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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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쑥고개로 44

44, Ssukgogae-ro, Gwanak-gu

관악구 낙성대로4가길 5

5, Nakseongdae-ro 4ga-gil, Gwanak-gu

친근한	대민공간

청룡동 주민들과 몇 번의 회의를 하고 계획 방향을 정했다. 주민등록실의 모빌랙 조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배치로 업무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직원들이 어둡다고 말하는 

근무환경을 밝게 하려고 했다. 민원실 뒤편의 칸막이 벽은 반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벽체를 설치해 빛이 상호 투과되어 경쾌하고 밝은 공간을 연출하도록 했다. 상담실과 

복지민원창구를 집중시켜 업무효율을 높이고 상담테이블은 높이를 낮추어 민원인의 편의와 

인지성을 높이도록 했다. 민원실 한쪽에 주민휴게공간을 마련했으며, 청룡동을 상징하는 

청색을 이미지 색으로 사용하여 친근하고 밝은 분위기의 주민센터를 계획했다.

새로	만든	모퉁이	라운지

벽돌로 지어진 기품 있는 낙성대동 주민센터의 민원실을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오래 머무르는,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에서 시작했다. 민원실을 넓게 차지하고 있던 문서고/

전산실을 반으로 줄여 만든 공간에 주민라운지를 만들고, 2층에 있던 동장실을 민원실 안으로 

옮겨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창고와 혼용되던 복지상담실은 크기를 줄여 상담전용으로 

2개 실을 마련했다. 행정민원과 복지민원은 머무는 시간이나 민원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 출입구부터 행정민원과 복지민원을 공간적으로 분리했다. 행정민원 창구 및 

대기공간은 서류발급을 위한 간략하고 기능적인 공간으로 구성했고, 복지민원은 민원인들의 

사생활, 감정의 보호를 위해 사적인 동선을 추가로 만들고 복지상담사와 개별상담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배치했다. 

Familiar	and	bright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goal was to secure much work space and brighten the working environment by efficiently 

rearranging the office facility and the mobile rack in the registration office. A polycarbonate 

partition wall was installed on the back side of the public service area to create a cheerful 

and bright space by diffusing light from the outside. The consultation room and the welfare 

counters were concentrated in one location for higher work efficiency while lowering the 

height of the counseling table. A resting area was placed on one side of the public service area, 

and blue color was used as the symbol of Cheongnyong-dong to create a familiar and brighter 

atmosphere.

Newly	created	corner	lounge

The project started from its purpose to mak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 place where people 

can feel the warmth of staying longer and be more comfortable. The residents’ lounge was 

created by reducing the document storage/computer room in half. It also narrowed the distance 

with residents by moving the dong chief’s office on the second floor to the inside of public 

service area. The welfare consultation room, which was mixed with the storage, was reduced in 

size and provided two rooms for consultation purposes only. Since the administrative service and 

welfare service are quite different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of civil affairs and the length 

of stay, the space was strategically arranged and separated, starting from the main entrance.

건축가 | 손두호((주)건축사사무소 모람)

동장 | 이영래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70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폴리카보네이트, 인조대리석

시공 | 슈퍼제이 스튜디오

준공 | 2016. 7.

건축가 | 이혁(Studio OL)

동장 | 고복희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45m2  

주요 마감재 | 발크로맷, 자작나무 합판, 도장 가공철재

시공 | 세방종합안전

준공 | 2016. 8.

청룡동	
Cheongnyong-dong

낙성대동	
Nakseongdae-dong

Architect | Sohn Dooho(MORAM Architects)

Dong chief | Lee Yeongrae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70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polycarbonate, mock 

marble

Construction | super J studio

Completion | July 2016

Architect | Rhee Hyuek(Studio OL) 

Dong chief | Ko Bokhee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45m2  

Finishing materials | Valchromat, birch plywood, painted 

steel

Construction | Saebang

Completion | August 2016

(위) 복지민원창구

(아래)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행정민원창구   3 복지민원창구

4 주민휴게공간   5 복지상담실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행정민원창구  2 복지민원창구  3 주민 라운지  4 복지상담실

(아래) 주민 라운지

1
2

3

4

5

1
2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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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a-dong

관악구 신림동길 14

14, Sillimdong-gil, Gwanak-gu

관악구 조원로 142

142, Jowon-ro, Gwanak-gu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

충원되는 행정 인원의 업무 공간 마련과 함께 효율적인 책상 재배치, 무엇보다 쾌적한 

민원공간 확보가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다. 쓰임이 없는 숙직실로 주민등록실을 이전하고 

창고 자리에 복지상담실을 마련하는 등, 업무공간의 절대 크기를 키우는 동시에 기존 

사무기기와 수납공간의 배치를 조정하여 업무 동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 

공간을 재배치했다. 민원공간을 확장하고 대기 공간 중앙에 넓은 소파를 배치하여 편안하게 

순번을 기다리게 하였고, 창가에 일렬로 무인발급기, 민원서류대, 음수대, 티비, 컴퓨터 및 

모니터 등을 두어 편의성을 꾀하였다. 또한 사인물을 적절히 배치, 활용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였다. 

공간	확보와	주민편의	추구	

이 프로젝트의 시설개선은 30년된 노후시설에서 출발한다. 민원실의 협소함과 충원되는 

인원을 위한 공간확보,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모두를 만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방풍실의 철거, 민원실의 입구 변경, 냉난방 시설의 시스템 변경, 자료실의 

이전 설치 등으로 해결코자 했다.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외부 데크 신설 및 기존 컨테이너 

이전, 주민센터 입구 변경에 따른 출입구 시설 개선에 노력했다. 세부요소로는 내부 칸막이 

이전 설치로 공간 확보, 바닥 마감재료를 러버 타일로 마감, 경사로 입구 바닥마감으로 현무암 

타일 등 기존 시설물과 조화로움을 추구했다. 

A	pleasant	and	efficient	space	arrangement

It started by securing work space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officials, efficient desk 

arrangement, and most of all, securing a pleasant public service area. The administrative 

space was rearranged for higher efficiency by securing more work space and rearranging 

existing office supplies and storage space. The registration document room was moved to 

the unused night duty room and welfare consultation room was placed in the former storage 

space. A comfortable space was created by placing a sofa in the center of the waiting area and 

expanding the public service area.

Securing	space	and	pursuing	convenience	of	the	residents

We intended to solve confined space and work efficiency problem by securing more work 

space, which included demolishing the air room, changing the entrance of the public service 

area, change of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system, and relocation of the document room. 

Much effort was put into improving the entrance facilities due to the change of the entrance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building the exterior deck and removing the existing container. 

Space was secured by relocating the interior partition and attempting to crate harmony with 

the existing facilities by finishing the floor with rubber tile and basalt tile the floor finish on the 

sloped entrance.

건축가 | 김정주(제공건축)

동장 | 이창구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44.73m2  

주요 마감재 | 인조대리석, VIP타일, ST'PL 위 우레탄 도장

시공 | 아트뱅크

준공 | 2016. 7.

건축가 | 황의섭(카도건축사사무소)

동장 | 유병환

프로그램 | 민원실, 외부 데크 

개선 면적 | 지상 1층-183m2  

주요 마감재 | 러버타일, 현무암타일, 방부목

시공 | 이아인

준공 | 2016. 7.

신림동	
Sillim-dong

Architect | Kim Jeongjoo(Jegong Architects)

Dong chief | Lee Changgu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44.73m2

Finishing materials | Mock marble, VIP tile, urethane paint 

on steel plate

Construction | artbank

Completion | July 2016

Architect | Hwang Euesub(KADO Architects)

Dong chief | Yoo Byeonghwa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deck

Improved area | 1F-183m2

Finishing materials | Lubber tile, basaltic tile, preserved 

wood

Construction | Ein Union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전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복지팀 업무공간  3 복지상담실  4 복지민원창구

5 외부데크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1 민원실  2 건강상담코너  3 복지상담실

민원대기공간

1

1

5

2

23 3

4

외부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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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난곡로 249

249, Nangok-ro, Gwanak-gu

관악구 조원로12길 25

25, Jowon-ro 12-gil, Gwanak-gu

내부공간의	확장과	시각적	환경	개선		

미성동 주민센터는 주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확장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시작하였다.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주출입구 위치를 변경하여 상담실 공간을 확보했고 기존 상담실은 

상담코너로 바꾸어 내부 공간의 개방감을 더했다. 또한 민원실을 확장함으로써 업무동선의 

효율을 높였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위해 주출입구의 슬로프를 개선했다. 내부 천장 

인테리어를 개선해 더욱 쾌적한 실내를 조성했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던 외관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우드 및 갈바를 이용한 깔끔한 인테리어로 시각적 환경을 개선했다. 

열린	공간		

공간의 여유가 있어 복지팀 5명 충원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마련과 민원업무와 업무공간의 적절한 분리에 

주안점을 두었다. 창 쪽으로 사무공간을 배치하고 기존 수납장 21개의 상부에 자작나무 루버와 

판재로 새로운 가구처럼 짜 넣어 공간 구획의 도구로 활용하여 사무공간과 민원공간이 막히지 

않은 소통 가능한 경계를 두었고, 상담실을 민원인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재배치했다. 외부 

휴게공간에서 내부 휴게공간, 민원인 대기공간으로 이어지도록 전면 창을 철거하고 폴딩 도어를 

설치했고 주출입구 쪽 벽을 철거하고 목재 루버를 설치하여 더욱 밝고 열린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했다.

Expansion	of	the	interior	space	and	enhancement	of	visual	environment

The consultation room space was secured by changing the position of main entrance. With the 

existing consultation room being converted into a consultation corner, it added the feeling of 

openness to the internal space. Moreover, the work efficiency has been increased by expanding 

the public service space and the slope of main entrance has been improved for the accessibility 

of the disabled. The interior design of the ceiling was enhanced to create a more pleasant internal 

environment. Lastly, the visual environment was enhanced with a simple interior design using 

wood and galvalume to renew the image of the exterior which had ruined the urban view.

An	open	space

The office space was placed on the window side, and the birch louver and board was installed as 

a space divider to create a border that does not block out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office 

space and the public service area. The consultation room was relocated to an accessible location 

for the visitors. Facade windows were replaced by folding doors in order for the exterior resting 

area to be connected to the interior resting area and the waiting area, and the wall on the main 

entrance was demolished and replaced by wood louver to create a brighter and open space for the 

residents.

건축가 | 박연심(장원건축사사무소)

동장 | 강균

프로그램 | 민원실, 상담실, 주출입구

개선 면적 | 지상 1층-197.64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구로철판, STS

시공 | 인넨아키

준공 | 2016. 6.

사진 | 권민호

건축가 | 석명윤, 이진아(이림건축사사무소)

동장 | 위근량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367.22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시공 | 우리씨엔시

준공 | 2016. 7.

미성동	
Miseong-dong

조원동	
Jowon-dong

Architect | Park Younshim(JANGWON Architecture)

Dong chief | Kang Gyu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nsultation room, main 

entrance

Improved area | 1F-197.64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HR steel plate, STS

Construction | INNENARCHI

Completion | June 2016

Photo | Kwon Minho

Architect | Seck Meongyun, Lee Jina(LEERIM Architects)

Dong chief | Wi Geunryang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367.22m2

Finishing material | Birch plywood

Construction | WOORI C&C

Completion | July 2016

(아래) 내부 휴게공간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상담실  3 복지상담창구

개선된 주출입구 슬로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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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hyang-dong

난곡동	
Nangok-dong

Vital	space	that	coexists	with	its	residents

The space was secured by leav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room and the resting room while 

removing the dark consultation room. The inefficient L shaped desk was straightened out to 

divide the territories between the visitors and the officials, while arranging an “Eoullim yard”, 

welfare consultation office, and health corner together to create a space with good welfare 

programs for the residents. With basic white color as the base, a bright tone and liveliness was 

given with birch plywood and point colors of yellow and orange.

A	friendly	and	bright	space

The place is provided with an emphasis on designing an open space for residents. By 

transforming the ‘ㄱ’shape into a straight line, the area where the residents meet with the 

public service desk is increased. Also, by removing some of the inner walls, the space where 

the residents stay and enjoy and the work space are separated. A deck was installed to create 

a shelter in the outside space which was abandoned. It proposed to improved efficiency in 

the circulation by relocating the workspace. Overall, using birch plywood made the interior 

feel warm.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ill be a more friendly space and the residents will 

experience a new space that is different from the stereotype of government office.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기	넘치는	공유공간

주민센터는 기존에도 넓지 않았다. 예산 문제로 공사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실, 

휴게실 등의 기존 부속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용도실처럼 사용되고 있던 어두운 상담실을 

철거해 공간을 확보하기로 하고 공간계획을 시작했다. 기존 L자형 민원대는 동선이 굽어지고 

꼬여서 효율적이지 못해 민원대를 일자로 펴 주민영역과 근무자 영역을 구분해 효율적인 

동선을 구성하고 어울림마당과 복지상담실, 건강이음터를 배치해 주민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었다. 일자로 펴진 동선은 출입구부터 확 트인 시선을 만들어내 시각적으로 더 

넓고 밝은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진한 나무색으로 전반적으로 무거운 느낌이던 공간에 

흰색을 기본으로 자작나무의 엷은 톤을 이용해 밝은 느낌을 부여하고 노란색과 오렌지색 

등으로 포인트를 주어 공간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친근하고	밝은	공간

프로젝트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주민들을 위한 개방된 공간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ㄱ자로 꺾여 있던 민원대를 일직선으로 배치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민원대와 만나는 

면적을 늘리고자 했다. 일부 내벽을 철거하여 주민들이 머무는 공간과 업무 공간을 분리했다. 

이용하지 않던 외부 공간에 데크를 설치하여 직원 휴게 공간 및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했다. 

충원되는 인원을 위해 업무 공간 레이아웃을 재배치하여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선을 제공하고자 했다. 전체적으로 자작나무 합판으로 

민원대 및 내부 벽과 기둥을 마감하여 내부공간을 따뜻한 느낌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더 친근하게 느끼고 틀에 박한 관공서와는 다른 새로운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건축가 | 신환봉(SPACE35 건축사사무소)

동장 | 김인호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344.46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SST’L타공판

시공 | ㈜우원건업

준공 | 2016. 7.

건축가 | 이유정(YL Architectecture)

동장 | 최재호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76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페인트

시공 | 솔로몬 KC 종합건설

준공 | 2016. 7.

사진 | 권민호

Architect | Shin Hwanbong(SPACE35 Architecture and 

Design Studio)

Dong chief | Kim Inho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344.46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SST perforated plate

Construction | WOOWON

Completion | July 2016

Architect | Lee YooJung(YL Architectecture)

Dong chief | Choi Jaeho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76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paint

Construction | Solomon KC Construction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Kwon Minho

관악구 난곡로30길 40

40, Nangok-ro 30-gil, Gwanak-gu

관악구 난곡로 67

67, Nangok-ro, Gwanak-gu

(아래) 외부 데크 

공간 구성 | 변경 후 

주민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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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원로 3길 13-6

13-6, Sinwon-ro 3-gil, Gwanak-gu

주민들과	직원이	즐겁게	마주하는	주민센터

신원동 주민센터는 30년 된 건물로 신축을 기대하고 있지만 당분간 증원되는 복지팀과 함께 

무리 없이 지낼 공간이 필요했다. 동장실을 2층으로 옮기지 않고 1층에서 직원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간 배치가 최대 과제였다. 신원동의 선택 “다같이 함께 업무 보기”라는 선택은 

중요한 시작점이다. 그리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주민들과 즐겁게 마주하는 민원대 배치가 

선택되었다. 동장실은 공간이 다소 좁아진 대신 막힌 유리벽이 아니라 3연동 미닫이문을 

설치하여 공간을 크게 열고 필요에 따라 닫을 수 있게 했다. 가구와 전등 등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하고 추후 신축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쓰지 않는 것을 

없애고 수납장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여 더 여유가 생겼다.

Facing	each	other	with	joy

The premise of the project was to keep the dong chief’s office while securing enough space for 

the increased welfare officials in the 30 year old building, while waiting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building. A decision to “work together” wa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A decision was made 

to install a public service desk that allows the officials and visitors to happily face each other in a 

limited space. A three piece sliding door was installed for the dong chief’s office to allow people 

to open and close them easily if necessary. Storage space was efficiently placed, and unnecessary 

things were thrown away.

건축가 | 김영옥(나비연건축사사무소)

동장 | 배봉길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142.3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친환경페인트

시공 | ㈜인넨아키

준공 | 2016. 7.

사진 | 권민호

신원동	
Sinwon-dong

Architect | Kim Youngok(Nabiyeon Architects)

Dong chief | Bae Bonggil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142.3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low VOC paint

Construction | INNENARCHI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Kwon Minho

관악구 신림로29길 6

6, Sillim-ro 29-gil, Gwanak-gu

단점을	보완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주민센터로

시설이 많이 낡았고 본래 다른 용도로 지어진 건물을 동 주민센터로 전용한 경우여서 낮은 

천장 등, 공공건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1층에 있던 동장실을 2층으로 옮겨 복지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행정민원실과 복지상담실을 좌우로 분리배치하여 

복지상담민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상담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행정민원실은 새로 

창을 내어 자연채광을 늘리고 주민회의실과 라운지를 설치했다. 건물 외부에 데크를 설치하고 

주민라운지에 창과 문을 달아 연결함으로써 회의실, 라운지, 외부 데크로 이어지는 주민 공간이 

마련되었다. 기존 천장재 일부를 뜯어내고 천장 위 공간에 주문 제작 조명을 달아 낮은 천장의 

답답한 느낌을 보완하고, 같은 재료로 기둥을 감싸서 신·구가 공존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complementing	the	shortcomings	and	becoming	friendly

The space for welfare service was provided by moving the dong chief's office on the first 

floor to the second floor. It also protects the privacy of welfare services and creates a stable 

environment for counseling by separating and rearranging the administrative civil service room 

and welfare service room on either side of the main entrance. The administrative service area 

has added a new window, which increased the natural light coming inside, and the resident’s 

meeting room and lounge were created. The decks were installed outside the building, and by 

connecting them to the residents’ lounge, the community space which leads to the meeting 

room, lounge, and outdoor deck was provided. Some of the ceiling materials were removed and 

customized lighting was added to complement the uncomfortable feeling from the low ceiling.

건축가 | 박제유(JU건축사사무소)

동장 | 김영학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305m2  

주요 마감재 | 발크로멧, 철판도장, 목재데크

시공 | 세방종합안전

준공 | 2016. 7.

사진 | 권민호

서림동	
Seorim-dong

Architect | Park Jeyu(JU Architects & Planners)

Dong chief | Kim Yeongha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F-305m2  

Finishing materials | Valchromat, painted steel plate, wood 

deck

Construction | Saebang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Kwon Minho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업무공간   3 동장실
(위) 복지민원실

(아래) 외부 데크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1 민원실   2 주민 라운지   3 복지민원실   4 복지상담실

5 데크   6 주민회의실

1

2

3

1

2

3

4

5

6

1층 평면도 |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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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호암로 589

589, Hoam-ro, Gwanak-gu

관계의	벽을	허물고	포용으로	둘러쌓인	공간

너무나 협소한 주민 대기공간의 확보와 낙후된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자는 의식으로 

디자인을 시작했다. 같이 있던 대기공간과 화장실을 방풍실을 통해 분리하여 쾌적성을 높이고 

진입로를 통해 들어온 공간에는 셀프 바 & 책꽂이를 설치하여 대기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계획했다. 기존 열악한 환경의 복지상담실, 간호사실을 분리 및 재구성하여 편의를 도모했으며 

기존 수납공간을 서고로 재구성하여 업무 동선의 효율성을 높였다. 2층은 상시개방형 주민공간 및 

업무공간으로 재구성하여, 1층에는 대민업무를, 2층에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했다. 대기공간의 가구들은 나무 소재와 따뜻한 색상의 사용으로 주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주민들의 잦은 발걸음을 유도했다고 주민센터 측에서 전해 왔다.

Space	filled	with	tolerance	and	barriers	torn	down

The waiting area and the resting room have been separated by the air room. A self-service bar 

and a bookshelf have been installed in the waiting room to create a relaxing atmosphere. The 

welfare consultation room and the nursing room was separated and recomposed for comfort, 

while recomposing the existing storage space to increase circulation efficiency. The second 

floor was recomposed as an open resident’s space and working space, which allowed all public 

services to be placed on the first floor and administrative space to be on the second floor.

건축가 | 고영선(홍익대학교)

동장 | 전상천

프로그램 | 주민 공유공간,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359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구로철판, STS

시공 | 토마디자인

준공 | 2016. 8.

삼성동	
Samseong-dong

Architect | Ko Youngsun(Hongik University)

Dong chief | Jeon Sangcheon

Program | Community space,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F-359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HR steel plate, STS

Construction | TOMA DESIGN

Completion | August 2016

관악구 신림로 111

111, Sillim-ro, Gwanak-gu

접근성이	강조된	마을	커뮤니티	공간	

마을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설정했다. 물리적인 경계를 약하게 

만들고 시각적으로 언제나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에서 시작했다. 주민문화시설과 민원실 

동선이 명확하지 않게 얽혀있던 1층 홀 공간을 조정하기 위해 조적벽을 해체하고 유리벽을 

넓게 설치하여 민원실의 위치를 명료하게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민원실의 면적을 넓혀 홀의 

동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민원실이 주민들의 휴게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실은 통합민원, 복지민원, 개인상담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ㄷ’자 형태로 배치하여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3층 직원식당을 주민사랑방으로 

개선하여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자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A	village	community	space	focusing	on	accessibility

We set up a goal of accessibility to mak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 hub of residents’ 

communication. It started with breaking a physical barrier to provide accessibility all the time. 

The flow of residents’ cultural facilities and a public service area were tangled on the first 

floor. In order to improve the flow, we removed the masonry wall and built a wide glass wall 

so that the location of the public service area could be clearly seen. Also, by enlarging the 

width of the public service area and smoothing the flow of people, the space functioned as a 

rest area for the residents. The existing unused dining room for the officials was made into 

a residents’ lounge so the residents who visited the community culture center could use the 

space for whatever they wanted.

건축가 | 문경진, 정황기(아울러건축사사무소)

동장 | 최영신

프로그램 | 민원실, 주민사랑방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3층-192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합판  

시공 | 다현아이앤씨

준공 | 2016. 7.

대학동	
Daehak-dong

Architect | Moon Gyeongjin, Jung Hwangkie(Auler 

Architects)

Dong chief | Choi Yeongsi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mmunity space

Improved area | 1F/3F-192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Construction | Dahyun I&C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셀프 바  3 복지상담실  4 행정업무공간

5 다목적 주민공간

대기공간

(위) 유리벽으로 바꾼 민원실

(아래)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민원실  3 복지상담실

1

2

3

4

5

1

2

3

© 권민호 Kwon Minho

2층 평면도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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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eighteen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Gangdong-gu 

were changed in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including two dongs which were already 

running pilots as of July, 1, 2016. Most community service 

centers were built many years ago, and currently there 

is not enough work space in the centers. To address 

these difficulties, the residents, public architects, and 

public officials held meetings and workshops to plan a 

perfect space design and consider different ideas. Even 

though creating a spacious work space to accommodate 

the increasing numbers of welfare officials was crucial, 

a more important thing was for the project to create 

residents’ space in which they could rest, drink coffee 

and read books, and also have meetings. For this reason, 

everyone related to this project worked hard and we also 

found their efforts in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A 

movie theater was created by using a public service area 

in Myeongil 2-dong, a nice terrace was built by removing 

a wall in Godeok 2-dong, a high and open public service 

area was designed in Dunchon 2-dong, and entering 

Seongnae 3-dong was like going into a traditional Korean 

house, “hanok”. All these varied and unique community 

service centers were transformed through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1_	 강일동	

	 Gangil-dong

2_	 상일동	

	 Sangil-dong

3_	 명일1동	

	 Myeongil	1-dong

4_	 명일2동	

	 Myeongil	2-dong

5_	 고덕1동	

	 Godeok	1-dong

6_	 고덕2동	

	 Godeok	2-dong

7_	 암사2동	

	 Amsa	2-dong

8_	 암사3동	

	 Amsa	3-dong

MP	

서현		Seo	Hyun강동구
Gangdong-gu

9_	 천호1동	

	 Cheonho	1-dong

10_	천호2동	

	 Cheonho	2-dong

11_	성내1동	

	 Seongnae	1-dong

12_	성내2동	

	 Seongnae	2-dong

13_성내3동	

	 Seongnae	3-dong

14_	길동	

	 Gil-dong

15_	둔촌1동	 	

	 Dunchon	1-dong

16_	둔촌2동	 	

	 Dunchon	2-dong

2016년 7월 1일자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2개 동을 포함하여 

강동구 관내 18개 동주민센터가 일제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동 청사가 많고 사무공간도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각 

동마다 최적의 공간설계를 찾기 위해 주민참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 공공건축가, 공무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복지팀이 신설되고 직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사무공간도 확보도 

중요하였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 설계의 핵심은 주민들이 

스스럼없이 들어와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회의도 하는 항상 

열려있는 주민들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관계자 

모두가 고심한 흔적이 각 동주민센터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민원실이 영화관으로 변신하는 명일2동, 벽을 뚫어 멋진 테라스를 

만든 고덕2동, 높고 확 트인 민원실로 변모한 둔촌2동, 전통 한옥에 

들어 온 것 같은 성내3동 등 모든 동주민센터가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마을의 중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시일이 촉박했음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출범에 지장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신 주민 및 직원 여러분, 예산이 부족한데도 사명감을 

갖고 공공건축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신 건축가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의	중심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are transformed into a hub for 
residents.

이해식 | 강동구청장

Lee Haesik | The mayor of Gangd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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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리수로93길 9-14 

9-14, Arisu-ro 93-gil, Gangdong-gu

강동구 고덕로80길 111

111, Godeok-ro 80-gil, Gangdong-gu

공간의	분리배치로	효율적인	주민센터가	되다

설계의 주안점은 주민들의 참여공간 확보와 업무팀의 성격에 따른 행정민원과 복지민원을 

분리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개방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자유로운 출입 동선이 

가능하도록 책상과 민원대를 재배치하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개선했다. 기존의 곡선 벽체와 

구부러진 민원대는 효율적인 공간을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동장실, 상담실, 

서고의 레이아웃을 직선으로 변경하여 컴팩트한 공간을 마련했다. 민원대는 업무의 특성상 

L자형의 두 가지로 분리 배치하여 각각의 창구에서 주민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공간	확보

머지않아 재건축이 예정되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선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복지팀의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소통하며 편안한 민원공간을 만드는 두 가지 근본 목적에 충실하고자 했다. 

민원실에 작은 도서관까지 있어서 협소하여 도서관을 3층의 여유공간으로 옮기고 복지팀의 

공간으로 계획했다. 칸막이 벽을 철거하고 책장을 옮겨 막혀있던 창을 복구하니 공간이 밝아지고 

환기도 유리해졌다. 또한 천연무늬목과 흰색 우레탄도장의 조화로운 구성으로 기존의 어두웠던 

민원공간 분위기를 개선했다. 노인들의 민원 대기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좌식 필경대를 추가하고 

대기 의자 수를 늘렸다.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고 기존 것을 활용하다 보니 전체적인 디자인 

조화와 공간구성의 완성도는 아쉽다. 재건축 전까지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민원 

공간이 되길 바란다.

Achieve	effectiveness	by	space	separation

The main objective of the space plan was to obtain a space residents could use and to increase 

work efficiency by separating public service and welfare which had different functions. In order 

to provide open work space, the public service station and desks were rearranged to allow free 

access and an improved storage area. The existing curved wall and public service stations were 

ineffective. Therefore, the layouts of the dong chief’s office, a consultation room, and document 

room were changed into a straight line to create a compact space.

Obtaining	the	maximum	space	at	a	minimum	cost

The reconstruction of the center building was scheduled in the near future so the project had to 

be done at a minimum cost. There was a library in the public service area, which made the space 

even smaller, so that it had to be moved to an available space on the third floor and the previous 

library room was used as a space for welfare service. Removing the cubicle walls, moving the 

bookshelves, and restoring the windows that were blocked brightened the space and made it 

well-ventilated. Moreover, the harmonious composition of natural veneer and white urethane 

paint lightened up the dark community service center. Considering the conditions that there is 

a large number of elderly people waiting for services, the number of waiting seats and service 

desks were increased.

건축가 | 김재우(엑시스건축사사무소)

동장 | 유병열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240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시공 | 장식가

준공 | 2016. 7.

건축가 | 손종태(리젠건축사사무소)

동장 | 장경자

프로그램 | 민원실, 도서관

개선 면적 | 지상 1층-150m2

주요 마감재 | 천연무늬목, 페인트도장

시공 | ㈜ 예디자인

준공 | 2016. 7.

강일동
Gangil-dong

상일동
Sangil-dong

Architect | Kim Jeawoo(Axis Architecture)

Dong chief | Yoo Byeongyeol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40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Construction | Jangsikga

Completion | July 2016

Architect | Son Jongtae(ReGen Architects)

Dong chief | Jang Gyeongja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library

Improved area | 1F-150m2

Finishing materials | Sliced venner, paint

Construction | yedesign corporation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전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서고   5 복지상담

6 탕비실

(아래) 도서관

3층 
작은 도서관

1층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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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양재대로138길 37

37, Yangjae-daero 138-gil, Gangdong-gu

햇빛이	들어오는	민원실

명일1동 주민센터는 수 십년간 진행된 용도 변화들로 인해 공간구성이 불편했다. 공간개선의 

기본 개념은 비합리적인 프로그램들의 구성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리함으로써 이용을 쉽게 

하고 각 공간들의 여유를 찾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2층의 서고와 동장실을 3층으로 

이동하여 민원대기공간을 확보하고 가려져 있던 창호를 노출시켜 채광과 환기를 개선했다. 

또한 3층에 복도를 만들고 프로그램실과 강의실 구획벽을 무빙월로 교체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민행사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이 2층의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넉넉한 대기공간,충분하고 편리한 가구들, 찾아가기 쉽도록 한줄로 펼쳐진 

상담창구 그리고 한쪽 벽면 가득 열린 창문으로 밝은 공간이 됐다.

The	public	service	area	with	full	sunshine

The document room and the dong chief’s office, which were located on the second floor, were 

moved to the third floor to provide a public service area and exposed the window, which was 

blocked, to improve sunlight and ventilation. The hallway was created and the walls between 

the program rooms and the lecture rooms on the third floor were changed into moving walls in 

which to hold residents’ events of various sizes.  As a result, the residents, who visited the public 

service area had a spacious waiting area, comfortable furniture, and the public service stations in a 

straight line for easy approach, and full sunshine from the open window. 

건축가 | 임근풍,남지현(AIM ARCHITECTS)

동장 | 유재덕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2층/지상 3층-350m2

주요 마감재 | MDF, 친환경수성페인트

시공 | ㈜ 예운 ID&C

준공 | 2016. 7.

명일1동
Myeongil 1-dong

Architect | Lim Geunpoong, Nam Jihyeon(AIM 

ARCHITECTS)

Dong chief | Yoo Jaedeo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2F/3F-350m2

Finishing materials | MDF, low VOC water paint

Construction | Yewoon ID&C

Completion | July 2016

2층 평면도 | 변경 전

2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실   2 행정실   3 동장실

4 주민등록실   5 전산실/탕비실   6 건강 100세 상담센터

강동구 양재대로156길 123 

123, Yangjae-daero 156-gil, Gangdong-gu

목재	루버로	부드러운	느낌의	공간	연출

신축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주민센터로 무엇을 부수고 새로 만든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복지팀의 공간 확보와 주민민원공간의 개선이라는 기본 목표에 충실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장실을 3층으로 이동하여 배치하고 기존의 

직원공간과 새로운 복지팀의 공간을 통합하여 재배치했다. 동장실의 칸막이 벽을 털어내니 

채광과 환기가 좋아져 기존보다 밝고 쾌적한 공간이 됐다. 민원공간에서는 대기실의 일부 벽을 

주민참여형 전시벽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필경대, 홍보대 등의 가구를 새로 

디자인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자인 구성이 통합되도록 계획했다. 목재 루버 디자인을 

새로 구성해 밝고 따뜻한 느낌의 공간을 연출하여 주민들이 편히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했다.

Soft	and	smooth	space	design	with	wooden	louvers	

In order to obtain space, the dong chief’s office was moved to the third floor and the existing 

area for officials and the new welfare team was integrated and rearranged. By removing the 

partition wall in the former dong chief’s office, this space became bright and fresh with sunlight 

and ventilation. The wall on one side of the public service area was designed for residents to 

exhibit their works. A public service form stand and a brochure rack was redesigned to increase 

the space efficiency and to integrate all the design. The wooden louver design made the space 

bright and cozy.

건축가 | 손종태(리젠건축사사무소)

동장 | 신인수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2층-210m2

주요 마감재 | 자기질타일, 천연무늬목, 페인트도장

시공 | ㈜ 예디자인

준공 | 2016. 7.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주민등록실

5 상담실    6 건강100세 상담센터    7 직원휴게실

고덕1동
Godeok 1-dong

Architect | Son Jongtae(ReGen Architects)

Dong chief | Shin Insu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2F-210m2

Finishing materials | Porcelain tile, sliced veneer, paint

Construction | yedesign corporation

Completion | July 2016

2층 평면도 | 변경 후  

2층 평면도 |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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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100세 상담센터

3층 동장실

2층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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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리수로78길 43-12

43-12, Arisu-ro 78-gil, Gangdong-gu

공간의	재구성

설계의 주안점은 주민들의 이용과 충원되는 직원들의 효율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내외부의 

열린 공간 구성이었다. 기존의 제한적이고 막혀있던 동선을 열어주고 주민과 직원의 원활한 

소통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민원대를 중심으로 상호 개방된 공간으로 재배치했다. 따라서 

충원된 직원들의 새로운 공간이 확보되고 자유로운 출입 동선으로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게 

됐다. 어수선했던 기존 수납공간을 재배치했고 부족한 수납공간은 새로운 가구로 보완됐다. 

평소 채광이 부족했던 내부 공간은 밝은 백색으로 전체적인 톤을 높여주고 기존 외벽 일부를 

철거하여 채광을 확장했다. 그리고 그곳은 외부의 데크로 이어져 휴게공간으로 사용되도록 

했다.

Space	rearrangement

The existing public service area was rearranged as an open space by smoothing the existing 

limited and inconvenient flow of people to allow interaction between officials and residents. A 

new work space was obtained for added staff and work efficiency was increased because of free 

flow at the entry. The former distracting and disorganized storage space was rearranged and 

new storage furniture was added to cover the lack of storage. The inside walls were painted in 

white to make the space bright and some parts of the existing outer walls were removed to let 

sunlight in.

건축가 | 김재우(엑시스건축사사무소)

동장 | 조현준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232.50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시공 | ㈜우리실내인테리어

준공 | 2016. 7.

외부데크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주민등록실    5 상담실    6 건강 100세 상담센터   

7 숙직실   8 외부데크

고덕2동
Godeok 2-dong

Architect | Kim Jaewoo(Axis Architecture)

Dong chief | Cho Hyeonju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F-232.50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Construction | Woori Interior desing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전  

1층 평면도 | 변경 후  

강동구 상암로3길 28

28, Sangam-ro 3-gil, Gangdong-gu

공간속의	또	다른	공간	

2010년에 신축된 암사2동은 강동구 내 타 청사와 비교하여 건축적 디자인 및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우수한 편이었지만 공간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 민원 

팀의 증원을 고려한 공간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어 ‘Another space in a space’ 라는 건축적 

테마를 제시했고 그에 맞는 건축적 수법을 통해 디자인을 전개했다. 

우선 복지팀의 충원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장실 및 주민등록실을 축소하고 이에 

대한 출입구는 탕비실의 후퇴로 확보되는 전실에 구성하였다. 또한 상담실, 건강 100세 상담센터 

자리에 방문 복지 민원실을 설치하고 다시 상담실과 건강 100세 상담센터는 ‘또 다른 공간(유리 

박스)’을 기존 공간에 적절히 배치하여 그 기능을 배가시켰다. 

Another	space	in	a	space

We proposed an architectural theme “Another space in a space” focusing on space effectiveness 

to consider the increasing numbers of welfare officials. According to this theme, we planned the 

space design through a proper architectural strategy. We minimized the dong chief’s office and 

residents’ registration document room to obtain a space for the increasing numbers of welfare 

officials. In addition, the preparation room was placed behind and a new entry was created. The 

visiting welfare service area was created in the counseling room and “100 years of healthy life 

counseling center”. The consultation room and the health center were placed in “another space in 

a space(glass box)” and multiplied their function.

건축가 | 차성민(㈜씨오에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동장 | 오영교

프로그램 | 민원실, 상담실, 건강 100세 상담센터

개선 면적 | 지상 1층-173.56m2

주요 마감재 | 무늬목,  인조대리석, 석고보드 위 비닐페인트

시공 | ㈜백상건축

준공 | 2016. 7.

암사2동
Amsa 2-dong

Architect | Cha Seongmin(COS Partners Architecture Co., 

Ltd.)

Dong chief | Oh Yeonggyo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nsultation room

Improved area | 1F-173.56m2

Finishing materials | Veneer, mock marble, paint on GSB

Construction | BACKSANG Construction CO., LTD.

Completion |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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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주민등록실  

5 건강 100세 상담센터    6 상담실    7 탕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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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덕로 137

137, Godeok-ro, Gangdong-gu

Space	emptied	out	and	inside	the	walls	filled	

“100 years of healthy life counseling center” was moved to the unused night-duty room to 

create an independent space. Also, the center was made of glass walls so that it kept the 

residents’ privacy and was noticeable. The information stand was moved near the window to 

open the waiting area for public service. The temporary walls, which blocked the windows, 

were removed so that the inside became bright and the window was useful. The desks were 

arranged depending on each team and the added desks were adjusted in their size to be 

placed into the existing place. In addition, built-in furniture was installed on all the walls to 

relieve the storage shortage. 

건축가 | 정승권(㈜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동장 | 강문수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2층-216m2

주요 마감재 | 백색도장, 필름

시공 | 인굿디자인

준공 | 2016. 7.

사진 | 권민호

건강100세 상담센터

암사3동
Amsa 3-dong

Architect | Jung Seungkwon(archium)

Dong chief | Kang Munsu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2F-216m2

Finishing materials | Paint, interior film

Construction | Ingood Design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Kwon Minho

공간을	비우고	벽을	채우다

암사3동 주민센터는 좁은 공간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새로운 배치와 정리가 필요했다. 

먼저 주민이용공간을 정리했다.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사용하지 않는 숙직실로 이전해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 두 면을 유리 벽으로 세워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민들의 눈에 잘 띄도록 했다. 

정보검색대도 창가로 이전해 민원대기 공간을 넓혀 줬다. 창을 가리고 있던 가벽체가 제거되면서 

실내가 더 밝아졌고 창가도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직원공간은 증원되어 모든 책상 배치를 

바꿨다. 부서별로 책상을 배치하고 추가되는 책상 사이즈를 조절해 기존 공간 안에 모든 책상이 

들어가도록 배치했다. 책상 배치 후 주민센터 직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수납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벽 전체를 붙박이장으로 계획해 수납공간 확보와 통일된 디자인의 실내 환경을 

만들었다.

강동구 구천면로42길 59

59, Gucheonmyeon-ro 42-gil, Gangdong-gu

공간의	유연화

처음 접한 천호1동 주민센터의 공간은 굉장히 단단히 굳어 있는 무언가를 보는 것과 같았다. 

공간의 형상과 성격은 무시된 채 오로지 필요와 기능을 위해서 배치한 가구, 집기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지식하게 여겨지는 관공서의 이미지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다. 굳어버린 공간을 

차분히 녹여 유연화할 필요가 있었다. 요구되는 기능에는 대응하되 조화로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 공간을 가로막고 차단하는 것들이 어쩌면 공간의 주인일 수 있는 주민들마저 

막고 있었기에 그것을 지워내고 주민과 직원이,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지도록 계획해야 했다. 

편리함 혹은 편의성이라는 명목 하에 무시되었던 공간의 존재를 되찾고 그 공간에 성격을 

부여하여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을 시도했다.

Flexible	space	design

The Cheonho 1-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exactly reflected the boring and monotonous 

public institutions because of the arrangement of furniture and office supplies, which was based on 

only their needs and functions, and ignoring the characteristic of space. This space needed to be 

transformed into a flexible space. We tried to create a harmonious space that fulfilled its function. 

The space neglected under the name of convenience was recovered and was transformed into a 

new atmosphere with space characteristics.

건축가 | 정승권(㈜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동장 | 차국진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407m2

주요 마감재 | 백색도장, 필름

시공 | 인굿디자인

준공 | 2016. 7.

사진 | 권민호

천호1동
Cheonho 1-dong

Architect | Jung Seungkwon(archium)

Dong chief | Cha Gukji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F-407m2

Finishing materials | Paint, interior film

Construction | Ingood Design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Kwon Minho

1층 공간 구성 | 변경 전  

1층 공간 구성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행정팀 업무공간   3 복지팀 업무공간   

4 복지 상담실   5 100세 건강상담센터

2층 라운지
공간 구성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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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올림픽로 698

698, Olympic-ro, Gangdong-gu

찾아가고	찾아오는	동주민센터

주요 테마는 오랜 고민 끝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만이 아니라 ‘찾아오는 동주민센터’라고 

설정했다. 기존의 충분하지 않은 공간에 10명의 방문복지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보관실을 축소했다. 불합리하게 구성되었던 건강100세 상담실, 창고, 숙직실 구역을 

해체하여 효율적인 공간을 제시했다. 채광창을 가리며 무질서하게 있던 수납공간을 책상 

높이 이하로 신설해 공간에 질서를 부여했고 특히 소파를 붙박이로 만들어 보다 많은 

민원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전체적인 톤과 레이아웃은 유지하면서 최대한 

거주자와 방문자를 위한 공간의 제공이 결국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가 됐다.

Reaching	out	and	want	to	visi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document room was reduced to obtain space for the welfare team, which consisted of 

ten workers in the existing limited space. “100 years of healthy life counseling center”, a 

storage room, and night-duty room, which were placed inefficiently, were separated to provide 

effective space. The storage cabinets, which blocked the window, were lowered to the height of 

the desks so it looked neat. In addition, the built-in sofas were installed so that the residents 

could run their business comfortably. The biggest aim of the space improvement project was 

to keep a general tone and a layout and to provide space for the residents and visitors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건축가 | 차성민((주)씨오에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동장 | 이병진

프로그램 | 민원실, 건강 100세 상담센터, 민원상담실

개선 면적 | 지상 2층-223.63m2

주요 마감재 | 무늬목, 발색스테인레스, 석고보드 위 비닐페인트 

시공 | ㈜백상건축

준공 | 2016. 7.

천호2동
Cheonho 2-dong

Architect | Cha Seongmin(COS Partners Architecture Co., 

Ltd.)

Dong chief | Lee Byeongji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Consultation room

Improved area | 2F-223.63m2

Finishing materials | Veneer, colored SST, paint on GSB

Construction | BACKSANG Construction CO., LTD.

Completion | July 2016

투시도 | 변경 후  

강동구 성내로 13

13, Seongnae-ro, Gangdong-gu

직원	업무환경을	개선하다

성내1동 주민센터는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야외 테라스와 작은 홀이 

있고 작은 홀에서 출입구 너머로 주민센터 민원실이 보인다. 기존 직원휴게실을 철거하여 

민원실공간을 확장했으며 민원실의 업무인원 4명을 충원했다. 직원휴게실은 주민등록실의 

일부를 직원휴게실로 만들어 환경을 개선했다.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다

민원 데스크를 교체하여 민원실의 분위기를 바꿨으며 민원 데스크에 장애인 이용 접수대 

설치와 복지 상담석의 전진 배치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Improving	the	work	environment

The previous staff lounge was demolished to expand the public service area, and space for 

four officials was secured. The staff lounge has been improved by using the part of residents' 

registration room.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public	service	area

We changed the atmosphere of public service area by replacing the public service desks, and 

provided convenience to residents by setting up the reception desk for disabled people and 

arranging the welfare consultation space on the front.

건축가 | 최종천(제이앤제이건축사사무소)

동장 | 김갑인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2층-338.78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폴리에스테르 흡음재

시공 | (주)바이런앤와이

준공 | 2016. 7.

2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실   2 업무공간   3 동장실   4 직원휴게실

5 상담실   6 마을문고

성내1동
Seongnae 1-dong

Architect | Choi Jongcheon(J&J Architecture)

Dong chief | Kim Gabi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2F-338.78m2

Finishing materials | Brich plywood, polyester acoustic 

material

Construction | Bailon&Y

Completion |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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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문서보관실

4 복지상담실    5 건강100세 상담센터    6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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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풍성로37가길 62

62, Pungseong-ro 37ga-gil, Gangdong-gu

경계없는	주민센터

주민센터라는 명칭은 바뀌었지만 공간구조는 일제시대의 흔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흔적의 핵심에 있는 것이 민원대다. 민원대를 기준으로 공무원과 민원인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민센터의 사회적 역할이 바뀌었다면 질문은 그 민원대의 의미와 존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작업의 핵심은 민원대가 회의와 접객의 가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턱이 없는 테이블을 앞에 두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 디자인의 원칙이고 지향점이었다. 멋있거나 알록달록한 주민센터의 성취는 목적한 바가 

아니었다. “민원인이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주민센터의 문턱이 낮아진 것 같아요.” 공사가 

끝나고 전해들은 반응은 의도가 전달되었다는 것이었다.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ithout	boundary

The name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changed, but the space design of it still contained 

trace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 found one of the traces by looking at the public service 

station, which was between officials and residents. As a new role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meaning and the arrangement of the public service station should be changed. Therefore, 

the main point of the space improvement project was to change the public service station into 

furniture for a meeting and reception. We aimed to create a public service station without a raised 

spot so that officials and visitors had eye contact and could interact with each other. 

건축가 | 서현(한양대), 소수건축

동장 | 이성수

프로그램 | 민원실, 업무공간

개선 면적 | 지상 1층-155.20m2/지상 2층-56.70m2

주요 마감재 | 벽지

시공 | 바이론 그룹

준공 | 2016. 6.

사진 | 권민호

성내2동
Seongnae 2-dong

Architect | Seo Hyun(Hanyang University), Sosu Architects

Dong chief | Lee Seongsu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office

Improved area | 1F-155.20m2/2F-56.70m2

Finishing materials | Wallpaper

Construction | Bailon Group

Completion | June 2016

Photo | Kwon Minho

강동구 강동대로53길 76

76, Gangdong-daero 53-gil, Gangdong-gu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자연과 동양적인 것에 대한 향수를 공간에 풀어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특정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도 추억과 향수를 일으키는 요소로 공간을 통한 

세대 간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을 기본적인 콘셉트로 잡았다. 이에 더해 주민센터라는 공간의 

목적에 맞게 자유로움과 편리함, 실용성이 공존하는 열린 공간을 의도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효율적인 동선을 확보하고 근무자를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리모델링을 

넘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자 한 디자이너의 의도이자 공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Spaces	that	create	memories	and	nostalgia

The basic concept is to enable empathy among people who belong to different generations 

through the space as an element that brings memories and nostalgia to those who have 

never lived in a particular age. In addition to this, it intended an open space where freedom, 

convenience, and practicality coexis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community service 

center.

건축가 | 이용완(디자인 아이에스엠)

동장 | 전영환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176m2

주요 마감재 | 홍송 원목, 고벽돌, 한지

시공 | dism21

준공 | 2016. 7.

사진 | 여인우

성내3동
Seongnae 3-dong

Architect | Lee Yongwan(Design ISM)

Dong chief | Jeon Yeonghwa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76m2

Finishing material | Red pine, vintage style brick, 

traditional Korean paper

Construction | dism21

Completion | July 2016

Photo | Yeo In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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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직원휴게실

4 건강100세 상담센터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문서실   4 도서실

5 상담실   6 건강100세 상담센터

민원대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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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명일로 229-1

229-1, Myeongil-ro, Gangdong-gu

집기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한	해법

주요 개념은 주민센터의 새로운 업무 및 인원의 보충에 따른 공간 배치에서 시작하여 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동선, 상담하러 온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확보였다. 한정된 사업비 안에서의 

효율적인 사용과 늘어나는 직원에 따른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 선거 시 주민센터에서의 공간 

지원을 위한 1층의 다목적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했다. 초기에 동장님과 직원들과의 

상호 협력적 의견조율을 통해 2개층으로 복지팀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공간적 제약을 

기능적으로 풀어냈다. 다른 동에 비해 늘어나는 직원 수가 많아 집기 등의 기타 비용이 

상승하였지만, 공간개선 사업을 위한 공사비는 넉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에 사용하던 

집기의 재활용 및 재사용이 많았다.

Recycled	furniture	and	office	supplies

The space renovation was planned with a limited budget as a rearrangement to provide effective 

space for increasing numbers of officials an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first floor in 

many ways such as a polling place for the elections. In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rough 

cooperation and turning into different opinions with officials, the welfare team was placed 

on the two different floors to distinguish its work domain so limited space use was overcome 

systemically. Compared to other community service centers, there was a large increase in the 

number of officials in this center. Therefore, it cost a lot for additional furniture, and office 

supplies, but the construction budget did not cover these items. For this reason, we recycled 

much of the existing furniture and office supplies.

건축가 | 오세원(지아이엘건축사사무소)

동장 | 김정숙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지상 2층-330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 mdf위 필름

시공 | 제일공영주식회사

준공 | 2016. 7.

길동
Gil-dong

Architect | Oh Sewon(G I L Architects & consultants)

Dong chief | Kim Jeongsuk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2F-330m2

Finishing materials | Birch plywood, Film on MDF

Construction | CHEIL KONGYOUNG

Completion | July 2016

1층 평면도 | 변경 전

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주민등록실

4 건강100세 상담센터   5 북카페

공간	속의	공간	

낮은 천장고와 석면 함유 천장 마감재, 어두운 조명, 명도가 낮은 색상의 마감재로 인해 좁은 

실내가 더 좁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다. 공간 활용이 적절치 못해 부분적으로 버려지는 

공간들도 많았다. 기존 천장 마감을 철거하여 높은 천장고를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밝은 목재와 

화이트 색상으로 벽체를 디자인하여 작은 공간이 확장되는 효과를 주었다. 천장 마감은 알루미늄 

수직루버로 초기 디자인 되었지만 현장 상황과 예산문제로 노출천장으로 마무리됐다. 잘 활용하지 

않던 공간에는 새롭게 구획된 작은 공간들을 배치했다. 100세 건강상담센터, 복지상담실, 

직원휴게실 등을 공간 속의 공간 개념으로 배치하여 하나의 디자인된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었다. 

늘어나는 인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등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동장님의 중재와 주민들의 협조로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Space	in	the	space

A low ceiling and ceiling finishing materials including asbestos, dim lighting, and the dark-

colored finishing material made the space more tight and congested. Also, there were wasted 

areas because of inefficient space use. By removing the existing finishing material of the ceiling, 

a higher ceiling was obtained and the tight space looked opened up by designing walls in bright 

wood with areas colored white. The ceiling was supposed to be designed as an aluminum 

vertical louver at first, but it was finished as an exposed ceiling because of the construction 

site conditions and cost. Well-organized small spaces replaced the wasted area. In light of the 

concept, “space in the space”, 100 years of healty life counseling center, a welfare consultation 

room, and a rest area for workers were created. They looked like one independent space. The 

current staff were asked to cooperate to create space for more people. Thanks to the dong chief’s 

mediation and cooperative residents, the project was accomplished. 

건축가 | 이중희(투엠투건축사사무소)

동장 | 김용환

프로그램 | 민원실

개선 면적 | 지상 1층-167m2

주요 마감재 | 자작나무합판,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시공 | 디자인스팟

준공 | 2016. 7.

Architect | Lee Junghee(2m2 architects)

Chief officer | Kim Yonghwan

Program | Public service area 

Improved Area | 1F-167.00m2

Main finishing | Birch plywood, paint on GSB 

Construction | Design SPOT

Completion | July 2016

강동구 천호대로186길  7

7, Cheonho-daero 186-gil, Gangdong-gu

둔촌2동	
Dunchon 2-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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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 변경 후

1 민원대기공간  2 업무공간  3 직원휴게실

4 숙직실  5 상담실  6 건강100세 상담센터

7 새마을문고

북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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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철 선생과 함께 13개구 203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 총괄을 맡아 서울시 

행정국과 도시공간개선단의 도움으로 15명의 훌륭한 구 MP와 180여 명이 넘는 열정적인 

참여건축가들과 함께 할 수 있던 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꼭 동네를 복원하고 커뮤니티를 재생한다는 의미를 덧붙이지 않더라도 동 청사로서 

행정적인 업무를 주 기능으로 하던 동 단위의 공공청사를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동주민센터로 만드는 것 자체가 건축가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5년 11월,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총괄 

역할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김인철 선생님을 공동 총괄건축가로 모시기로 하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13개구 203개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중간 역할을 

해줄 구 MP들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건축계에 실무 경험이 많고 지명도가 높은 15명의 

건축가들을 수배하여 요청한 결과 감사하게도 다들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구 MP들을 

통해 사전조사에서 도움을 줄 2~3명의 참여건축가들을 선정하고 사전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꼭 진행해야 할 동주민센터와 필요한 참여건축가 수를 구별로 파악하고, 수요에 따라 

서울시 공공건축가 중에서 신진 건축가 그룹을 중심으로 참여건축가를 선정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구 MP들의 추가 추천과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실내건축가협회에서 추천한 

건축가로 보완하여 185여 명의 참여건축가를 2016년 1월에 결정하고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2015년 시행한 80여 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결과가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016년은 오히려 2015년보다 기대치가 높아 부담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2015년과 같은 맥락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구 MP들이 구별 

참여건축가들과 자율적으로 해당 동주민센터의 상황을 보고 개선 사항들을 판단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할 일반적인 내용만 숙지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증원되는 복지전문가를 위한 

민원실 공간개선 및 수납공간을 극대화할 것. 둘째, 동주민센터 내 유휴공간을 찾아내어 

주민활용공간으로 전환할 것. 마지막으로 새로 제안하여 만든 주민공간들이 지속적으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장소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접목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작품성을 강조하여 지속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효율성 없는 공간 제안을 

하지 않도록 자제해주길 요청하고 시작했습니다. 특히 설계 진행 전에 동주민센터의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장과 동직원들 그리고 이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당부했습니다. 사전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미 2015년 동주민센터의 잘된 사례들을 

돌아본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대표들의 기대치가 높아졌고 따라서 요구사항도 

훨씬 많아짐에 따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일어났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의 매주 이어졌던 구 MP들과 도시공간개선단, 자치행정과와 함께 한 협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던 참 소중했던 시간입니다. 업무나 교육으로 바쁜 구 MP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 때문에 피곤함보다는 기대감이 항상 앞서 나갔던 시간들이었다고 확신합니다. 1월에 

착수회를 거쳐 동장 및 행정팀장들을 위한 자치행정과의 워크숍, 구 MP와 참여건축가, 

구 관계자, 각 동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구별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는 등 

에필로그 Epilogue	

In November, 2015, I was selected to be a chief architect to participate in the space 

improvement project and accepted this proposal with the belief it will be rewarding. 

Also, I obtained permission from Kim Incheurl for him to be co-chief architect. Then, 

we needed MPs of each gu as mediators to prepare for the space improvement project 

in 203 community service centers of 13 gu. We looked for 15 experienced and famous 

architects to participate and thankfully they willingly consented to our request. 

Through the gu MPs, several of the 15 participating architects were selected to help 

us do the pre-scanning for the preliminary survey. We determined the exact number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and necessary numbers of architects. According to 

what renovations were required, mostly the young architects in a pool of the public 

architects of Seoul were selected. The lack of sufficient numbers of architects was 

relieved by referrals from each MP, the Seoul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d the 

Korea Society of Interior Architects/Designers. A total of 185 participating architects 

were selected in January, 2016, and finally, we launched the project.

The results of the project,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implemented 

in 2015, were encouraging and positive. With higher expectations in 2016 than in 2015, 

we were concerned. However, we led the project through the discussions with MPs 

and participating architects in each gu to determine the needed improvement of 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rather than depend on the previous guidelines implemented 

in 2015. Also, we asked them to share very basic rules. There were three general 

requests. First, Communuty service centers requested improved spaces in the public 

service areas for the increasing numbers of welfare officials and to maximize storage 

areas. Second, they wanted to make areas convenient for residents by searching for 

extra spaces in the centers. Third, they wanted to create programs suited for the newly 

created spaces, so that these spaces would be functional for a long time. In addition, 

overwhelming plans, in which participating architects wanted non-durable materials 

and inefficient space use for their ideal design, were discouraged. In particular, it was 

necessary to fully understand the conditions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and 

meet and discuss ideas from the dong chief, public officials, and the residents as users 

before progressing with the plans.

The weekly discussions with the MPs of each gu, Urban Space Improvement Bureau 

and Administration Division were very productive. Thanks to this, we reduced many 

errors. We were certain that the positive expectations were due to the enthusiastic 

participation of the MPs of each gu, who were always busy. Before starting the 

construction, we had a meeting to launch the project, and we finalized the plan through 

one workshop with the local administration for the dong chiefs and administration 

team leaders, and another workshop with each gu MPs, architects, and people 

concerned with each dong and each gu. By monitoring the finished construction of 

each center from mid-June to mid-July, we found that the architects’ enthusiastic 

participation and efforts resulted in tremendous outcomes. Of course, we could not say 

that all were finished with 100% satisfaction. Regardless of prior experience, we were 

동네 복원을 위한 재생의 노력

20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을	마치며

An effort to restore neighborh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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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잘 짜인 과정을 거쳐 설계를 완성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이어진 각 동주민센터의 공사가 마무리되기 직전 모니터링을 실시했을 때 

참여건축가들의 열정과 소중한 땀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목도한 것은 잊을 수 없는 

기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다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많건 적건 동주민센터에 열정을 갖고 무엇인가 긍정적인 요소를 불어넣고 새로움을 

만들려고 한 신선한 시도들은 기대감을 넘치게 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열정적으로 지도하고 수정해 나가는 

모습들, 이를테면 소나기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가가 시공자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 구 관계자나 동장님들이 들뜬 마음으로 현장을 안내하며 

자랑하던 모습들, 특히 우려에서 기쁨으로 전달해 오는 감정들, 변모되어가는 자신들의 

주민센터에 감탄사를 내뱉는 주민들을 보며 총괄건축가로서 짜릿한 행복감을 맛보았습니다. 

참으로 드물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할 때 총괄건축가로서 아쉬움을 

담아 조언을 하면 진정으로 받아들여 현장에서 바로 공사비를 추가 투입하여 반영케 한, 모 

자치행정과장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모니터링하는 동안 같이 동행해 주고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준 참여건축가들, 구 MP들, 구 자치행정과장이나 팀장 

또는 주무관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약 180여 개의 동주민센터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공간개선을 위해 총괄건축가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은 구청장의 관심과 예산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 예산에 필적하는 

소정의 구 예산 등을 확보하여 최소 8,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공간개선 사업 

취지에 맞게 최소한도의 주변 환경개선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구비가 충당된 구와 그렇지 않은 구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관계자 교육과 설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장의 안목이 

공간개선의 성패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동장은 바뀌기도 합니다. 지내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고 해결방법은 건축가들에게 맡겨 달라고 부탁했지만 변화에 

거부감이 많았던 분들도 적지 않았고, 공간개선을 단지 근무환경의 개선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건축가의 역할까지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워크숍을 

거치면서 일부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찾동’ 

사업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참여건축가들의 워크숍을 통한 사전 아이디어 공유가 중요합니다. 핑계이긴 

하겠지만 올해는 4월의 지방선거가 있어서 방법을 논의하다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참여건축가들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이해도는 한층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별로 

자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 해결하는 적극성에 대한 온도차이도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런 차이를 줄이고 장소성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며 각 동주민센터의 환경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넷째, 개선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결국 

공간의 주인이 되는 주민들과 동 직원들이 힘을 합쳐 각 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참여건축가들이 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나 각 비영리단체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민들 중 재능기부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기획단계부터 건축가와 함께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대도시의 보이지 않는 재난은 노령화에 의한 독거노인의 증가와 현대 사회의 변화된 

overwhelmed with thrilling and positive energy leading to fresh trails inspiring bright 

and positive new creations. 

However, there are several disappointing things. There are about 180 community 

service centers left. As a chief architect, I want to suggest several things to improve 

the project for which we will start construction soon.

First, in order to lead to a successful improvement, the interest of the mayor of the 

gu and the budget was the basis for selection to participate the in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It was determined that at least $70,000 

(80,000,000 won) was necessary to begin the project, which improved space and 

the neighboring environment at a minimum. So, the gu should fit their budget to the 

budget Seoul provided. The difference in improvement depended on the monetary 

support of the mayor of the gu.

Second, the staff of the project needed to be trained and persuaded. In particular, 

the insight of the dong chief was crucial in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space improvement. Sometimes, the dong chief changed. There were some 

존 홍, 10분 도시 서울 

John Hong, 10mins distanc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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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화, IT 발전에 의한 소통 없는 사회에서 무관심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일본 건축가 가즈오 이와무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 강연에서 

이 사망자의 수는 실제로 쓰나미나 일본 대지진의 희생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이나 우리의 

대도시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을 통해 ‘동네’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10분 동네로의 재생으로 조금 더 소통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변화에 우리 건축가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참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서울대 

존 홍 교수의 ‘찾동'지도를 보면 그 잠재력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도처에 존재하는 

동주민센터의 작은 점들은 꼭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과 같습니다. 이 별처럼 빛나는 도시의 

점으로서 동주민센터가 10분 동네를 만드는 중심이 되고, 그 점들이 서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서울은 소통이 잘되는 메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단지 건축가만의 꿈일런지요?

마지막으로 2016년 ‘찾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박원순 시장님, 강태웅 행정국장님, 각 구의 구청장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유미옥 

팀장님,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열정적으로 지원해준 자치행정과의 

김상현 주무관, 도시공간개선단의 정아선 주무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와 

염려가 있었지만 우리 구 MP님들과 참여건축가들을 믿고 따라준 각 구의 자치행정과의 

관계자 분들과 공사하는 동안의 불편을 다 이해해주고 지원하고 의견을 아끼지 않은 모든 

동장님들 및 동직원분들 그리고 주민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총괄건축가의 

짐을 기꺼이 지어주신 김인철 선생님, 긴 과정 동안 불평불만 전혀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해주고 열정적으로 함께 동행해준 15명의 구MP님들- 김용미, 이충기, 조남호, 김상길, 

한형우, 윤승현, 오종수, 고은영, 천의영, 이소진, 박제유, 우의정, 서현, 김창균 그리고 

이진욱 선생님, 그리고 아주 적은 용역비와 한정된 공사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 

장애들을 극복하며 열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제안을 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참여건축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찾동’의 의미를 같이 공유하고 2017년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말씀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2017년의 ‘찾동’ 사업에서도 훌륭한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더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이 발굴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건축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작게 느껴질 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을 통해 우리 서울이 10분 동네로 재생하여 메타도시로 향하는 

변화가 시작되길 간절히 기대하며 더 많이 사랑 받고 살기 좋은 서울이 되길 희망합니다.

dong chiefs who didn’t want to change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or thought 

the space improvement project was just to improve work space, even though we 

asked them to tell us about problems of inconvenient facilities or improvement 

requests. Also, we said that architects would solve the problems and relieve the 

inconvenience, but some dong chief played architect. This situation was improved 

through workshops, but a sustainable and compelling process must be in place for 

educating the stakeholders.

Third, the architects should share their ideas through the workshops. We missed a 

chance to have one workshop because of the local election in April. Even though 

the architects’ extent of understanding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had improved, 

their enthusiasm to find the solution varied because the level of voluntary approach 

differed by gu. We need to find ways to reduce such gap,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place the centers occupy, present suitable solutions for each environment, and 

share ideas. We should find as many ways as possible to share ideas.

Fourth, programs that utilize the improved space in a sustainable manner must be 

developed. After all, the residents as owners and the public officials must collaborate 

to create proper programs for each dong. It is difficult for architects to develop 

ideas for programs. A database should be established to use the programs of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lso, it 

is essential to discuss the programs, to which the residents can donate their talent, 

with the architects from the beginning of the plan. 

Through this project we architects are reminded of the meaning of “neighborhood,” 

and are happy to contribute to creating an interactive community. Also, we see the 

huge potential from the map of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s” by 

professor John Ho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ittle dots, which spread out 

across Seoul, look like stars twinkling in the sky at night. As a twinkling star, we 

hope that 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could become a hub, which is like the dot 

of each gu, so that these dots can make Seoul an interactive meta-city. I am sure 

architects are not alone in dreaming this. 

Hopefully, the space improvement project,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will be improved with the participation of talented architects with more 

new ideas in 2017. From this project, we also wish that Seoul will grow, be loved, 

and become a city as a meta-city that lives throughout th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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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개동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13개	자치구	참여)

종로구(15), 동대문구(14), 노원구(17), 은평구(14), 서대문구(12), 마포구(14), 

양천구(16), 강서구(20), 구로구(13), 영등포구(18), 동작구(13), 관악구(21), 강동구(16) 

* 광진구(1, 시범)

185여	명	건축가	참여

-  공공건축가 84명(MP13명 포함), 서울시건축사회 48명, 한국실내건축가협회 9명, 

일반건축가 44명 

- 총괄 MP : 김인철, 신춘규

-  구별 MP : 이충기(종로구), 김창균(동내문구), 이진욱(노원구), 윤승현(은평구), 

천의영(서대문구), 김상길(마포구), 조남호(양천구), 이소진/오종수(강서구), 

한형우(구로구), 고은영(영등포구), 김용미(동작구), 박제유/우의정(관악구), 서현(강동구)  

사업	개요 Project	Overview	

Space	improvement	of	203	community	service	center	

(13	self-governing	Gu	participated)	

Jongno-gu(15),  Dongdaemun-gu(14),  Nowon-gu(17), Eunpyeong-gu(14), 

Seodaemun-gu(12), Mapo-gu(14), Yangcheon-gu(16), Gangseo-gu(20), 

Guro-gu(13), Yeongdeungpo-gu(18), Dongjak-gu(13), Gwanak-gu(21), 

Gangdong-gu(16)

* Gwangjin-gu(1, pilot)

185	Architects	participated	

-  84 public architects(including thirteen MPs), 48 Seoul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9 Korean Society of Interior Architects/Designers, and 44 private 

architects

- Head MPs : Kim Incheurl, Shin Chungyu

-  MPs of each Gu :  Lee Chungkee|(Jongno-gu), 

 Kim Changgyun(Dongdaemun-gu), Lee Jinwook(Nowon-gu), 

 Yoon Seunghyun(Eunpyeong-gu), Chun Euiyoung(Seodaemun-gu), 

 Kim Sanggil(Mapo-gu), Cho Namho(Yangcheon-gu), Lee Sojin(Gangseo-gu), 

 Oh Jongsoo(Gangseo-gu), Han Hyungwoo(Guro-gu), 

 Ko Eunyoung(Yeongdeungpo-gu), Kim Yongmi(Dongjak-gu), 

 Woo Euijung(Gwanak-gu), Park Jeyu(Gwanak-gu), Seo Hyun(Gangdong-gu)

개요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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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6년	기본계획	수립

Established	basic	plans	for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2016

	 2015.12.17.

일정	및	절차	등	사전협의	

신춘규, 자치행정과, 도시공간개선단

Determination	of	upcoming	schedule	and	

procedures

Shin Chungyu,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Urban Space Improvement Bureau

	 2015.12.22.

총괄	MP	선정

제21차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

김인철(아르키움), 신춘규(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선정

Selection	of	head	MP

The 21st Selection Council of Public Architect

Selected: Kim Incheurl(Archium), Shin Chungyu 

(cgs studio) 

	 2015.12.24.~1.5.

동주민센터	사전	의견	수렴

동별 청사 현황 및 주민·공무원 건의 사항 파악

Collection	of	feedback	from	Community	

Service	Center

Analysis of the situation in Community Service 

Centers of each neighborhood and gathering 

feedback from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2015.12.29.

자치구	MP	선정

제22차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

이충기(서울시립대) 외 14명 선정

Selection	of	MPs	of	districts(Gu)	

The 22nd Selection Committee for Public Architect

Selected : Lee Chungkee(University of Seoul) and 

14 others

	 2016.01.05.		

자치구	MP	위촉식	및	1차	MP	회의

행정2부시장, 자치구 MP 및 담당과장 참석

2단계 공간개선 사업 설명

Appointment	of	MPs	of	gu	and	the	1st	MP	

Council

Participation by Vice-MayorⅡ for Administrative 

Affairs, MPs of gu, and managers in charge

Explanation of the 2nd phase space improvement 

project

	 2016.01.05.~13.	

자치구	MP	현장조사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현황 파악을 위한 MP 현장조사

Site	survey	by	gu	MPs

Site surveys by MP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each gu

	 2016.01.14.	

2차	MP	회의

자치구별 현장조사 결과 공유 및 참여건축가 수요 조사

2nd	MP	Council

Sharing of results from site survey of gu and 

surveying the demands of the participating 

architects

	 2016.01.19.	

총괄건축가	간담회

2단계 공간개선 추진 방안 및 건축가와 행정의 협업체계 

구축 등

 ※  승효상(서울시총괄건축가), 김인철·신춘규 

(총괄MP), 강태웅(행정국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Meeting	and	discussion	between	head	

architects

Discussion of issues related to implementation 

plans for 2nd phase space improvement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architects and administration

 ※  Seung Hyosang(Seoulʼs first city architect), 

Kim Incheurl, Shin Chungyu(head MP), Kang 

Taewoong(administrative director), Kim 

Taehyung(General director of Urban Space 

Improvement Bureau)

	 2016.01.20.~27.	

자치구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설명회

자치구별 주민,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 사업설명

Presentation	of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per	gu

Presentation of project to related parties such as 

residents of gu and public officials in charge

	 2016.01.21.

3차	MP	회의

자치구별 참여건축가 구성 방안 논의

서울시건축사회 및 한국실내건축가협회의 추천 

실내건축가 포함

3rd	MP	Council

Discussion of formation plans for participating 

architects from each gu

Inclusive of the Seoul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d recommended interior architects 

from the Korean Society of Interior Architects/

Designers

	 2016.01.2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공간개선	추진계획	수립

Establishment	of	the	2nd	phase	space	

improvement	implementation	plan	for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2016.01.28.		

참여건축가	추천위원회	및	4차	MP	회의

2단계 참여 건축가 선정

 ※  추천위원회 : 김정태(시의원), 

김인철·신춘규(총괄MP), 함인선(건축정책위원), 

석정훈(서울건축사협회장), 김찬중(경희대), 

심재현(세종대),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임동국(자치행정과장) 

Committee	of	recommendation	for	participating	

architects	and	the	4th	MP	Council

architects selected for participation in the 2nd 

phase

 ※  Committee of recommendation: Kim 

Jeongtae(councilor), Kim Incheurl, Shin 

Chungyu(head MP), Hahm Inseon(member 

of construction policy council), Seok 

Jeonghoon(director of Seoul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Kim Chanjoong 

(Kyunghee University), Shim Jaehyun(Sejong 

University), Kim Taehyung(general director 

of Urban Space Improvement Bureau), 

Im Dongguk(director of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2016.02.0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함께하는	협약식’	체결

 ※  박원순 서울시장, 13개 자치구 구청장, 서울시 

총괄건축가, 서울시 총괄 MP

 ※  “건축가와 행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과 

존중을 약속하는 협약”

첫째,  건축가와 건축주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

둘째,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대화

셋째,  행정은 건축가의 전문성과 사회참여에 대한 

열정을 존중하며 최대한 지원·협력

넷째,  건축가는 창의성과 합리성으로 설계, 구현

Signing	of	‘Agreement’	for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  Park Wonsoon(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gu chiefs of the 13 gu, Seoul 

city architect, head MP of the project

 ※  “Agreement of cooperation and respect 

between architects and administration based 

on mutual trust”

First,    through mutual trust, the architect and the 

building owner are to respect one another 

and achieve the goals of project

Second,  through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the comfort and security of residents must 

be secured

Third,   the administration is to respect the 

professionalism and the passion for social 

participation of the architects and support 

and cooperate with them as much as 

possible

Fourth,   the architect is to plan and build creatively 

and reasonably

	 2016.02.05.

자치구	담당자	회의

참여건축가 추천요청 및 배정, 동별 주민의견수렴 시 

공직선거법 관련 협의

Meeting	for	representatives	from	gu

Assigning and asking for recommendation of 

participating architects, discussion of relevant 

public election law upon collection of feedback 

from residents from each region

	 2016.01.28.~02.11.

건축가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동별 건축가·주민·직원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주요 내용 설명, 현장 의견 수렴 등 : 건축가

Site	surveys	by	architects	and	collection	of	

feedback

Organizing council meeting where architects, 

residents and staff of each dong participate : 

Community Service Center

Explaining key contents of space improvement 

project, collecting feedback : architects

	 2016.02.~03.	

구별	참여	건축가	워크숍

동별 설계 기본기획(안) 설명 및 의견 청취

Workshop	for	participating	architects	by	gu

Explaining basic design plans of each dong and 

listening to feedback

	 2016.02.12.

5차	MP	회의

동별 예산계획 수립, 서울문화재단 연계 검토

5th	MP	Council

Setting of financial plans per dong, reviewing 

connections with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6.02.25.

6차	MP	회의

공공성지도 작성, 구별 진행 상황 점검 

6th	MP	Council

Creating of publicity map, reviewing of progress in 

each gu

Details	of	Implementation

마포구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화곡2동 주민설명회 은평구 워크숍

총괄계획가 위촉식

MP위촉식

1차 MP회의 협약식

2016.01.20.~27.
자치구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설명회
Presentation	of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per	gu

2016.02.0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함께하는	협약식’	체결
Signing	of	‘Agreement’	for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2016.01.28~02.11.	
건축가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Site	surveys	by	architects	and	collection	of	feedback

2016.02.~03.	
구별	참여	건축가	워크숍
Workshop	for	participating	architects	by	gu

2016.01.05.		
자치구	MP	위촉식	및	1차	MP	회의	
Appointment	of	MPs	of	gu	and	the	1st	MP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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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6.	

자치구별	사업계획	심의	및	8차	MP	회의

자치구·동별 사업계획 및 예산 배정(안) 심의

Review	of	project	plan	per	autonomous	gu	and	

the	8th	MP	Council

Review of project plan per autonomous gu and 

dong and review of budget distribution plan

	 2016.04.28.	

9차	MP	회의

계약추진, 구별 진행 상황 점검 및 문제점 협의

9th	MP	Council

Implementation of contract, review of ongoing 

progress and problems per gu

	 2016.05.	

동주민센터별	최종설계(안)	보고회

구청장, 자치구MP, 담당부서장, 동장, 건축가, 주민대표 

참여

Report	meeting	of	final	plan	per	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Participation of head of gu, MPs of gu, managers 

in charge, dong chiefs, architects and resident 

representatives

	 2016.05.~06.	

발주	및	시공(사후설계관리)

Ordering	and	construction	(post-design	

management)

	 2016.05.18.	

10차	MP	회의

구별 진행 상황 점검, 시공 방식 논의, 공공디자인 선정 

결과

	 2016.03.	

동주민센터별	기본설계(안)	보고회

구청장, 자치구MP, 담당부서장, 동장, 건축가, 주민대표 

참여

Report	meeting	regarding	basic	plans	for	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Participation of head of gu, MPs of gu, managers 

in charge, dong chiefs, architects and resident 

representatives

	 2016.03.07.	

자치구	담당팀장	회의

주민참여 방안, 동별 사업계획 수립, 노후청사 석면 처리 

및 추가 비용 등 발생에 따른 건의 등	

Meeting	for	managing	team	leaders	of	gu

Discussion of options for participation by residents, 

setting project plans per dong, considering 

feedback on how to deal with asbestos in old 

government offices, its additional costs and its 

cause

                          

	 2016.03.11.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신청	

Establishing	of	project	plans	per	gu	and	

registering	for	fund	support

	 2016.03.16.	

7차	MP	회의

구별 진행 상황 점검, 시각정보디자인 가이드라인 검토

7th	MP	Council

Review of ongoing progress per gu and guidelines 

for visual informa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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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동 홍보부스

북경 디자인위크 전시

서울건축문화제

찾동2016 출범식

북경 디자인위크 전시

응암2동 개소식

응암2동 간담회

10th	MP	Council

Review of ongoing progress per gu, discussion of 

construction methods, selection results of public 

design

	 2016.05.31.	

11차	MP	회의

건축전시기획, 백서 출판 및 사진 촬영 관련 사항 협의

11th	MP	Council

Planning of architectural exhibition, finding 

agreement on terms related to publication of white 

paper and taking of photos

	 2016.06.08.

12차	MP	회의

공사 진행 상황 점검, 참여 건축가 설계 사후 보고서 

논의 

12th	MP	Council

Review of ongoing construction progress, 

discussion on the post assessment report of 

designs by participating architects

	 2016.06.12.~07.05.	

시-자치구-MP	합동	모니터링

모니터링단 : 사업 총괄MP, 

서울시(자치행정과·도시공간개선단), 자치구MP, 

자치구(담당부서), 기록담당자

방법 : 자치구별 4~5개 동 모니터링, 개선 사항 또는 

현장 문제점 파악 

Cooperative	monitoring	between	city,	gu,	and	

MPs

Monitoring group : head MP,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Urban Space Improvement Bureau), 

MPs of gu, gu(managing department), recording 

secretary

 Method : monitoring four to five  neighborhoods 

per gu, identifying points of improvement or 

current problems

	 2016.07.06. 

MP	회의

공간개선 모니터링 결과 공유

MP	Council

Sharing of results from space improvement 

monitoring

	 2016.07.

준공,	작은	준공식	등	개최

Completion	of	construction,	holding	a	small	

ceremony	for	completion	of	construction

	 2016.07.18.

찾동2016	출범식

장소 : 서울시청 8층 대강당

참석 : 시장, 총괄건축가, 구청장 등

출범식 후 은평구 응암2동 개소식 시장 참석 설명회 

Inauguration	ceremony	for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2016

Location: Seoul City Hall, 8th floor, auditorium

Participation: mayor, head architect, head of gu 

and others

Opening ceremony and presentation followed by at 

Eunpyeong-gu, Eungam-2-dong with participation 

by the mayor

	 2016.07.27.	

MP	회의

MP 보고서 작성 양식 논의, 구별 결과 공유

MP	Council

Discussion of MP report form template, sharing 

the results of each gu

	 2016.09.23.~10.07.

북경	디자인위크	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전시

 ※  큐레이터_국형걸(이화여대), 정이삭(에이코랩)

Design	Week	Exposition	held	in	Beijing

Displaying of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space improvement project

 ※  Curator_ Kook Hyounggul(Ewha Womans 

University), Chung Isak(a.co.lab)

	 2016.10.06.~31.

서울건축문화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전시

Exposition	of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at	Seoul	Architecture	Festival	2016

Displaying of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space improvement project

 

	 2016.12.1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과공유대회

	Result	Sharing	Conference	of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향후	일정		2017.01~07.

3단계	사업	7개	자치구	59개동	예정

	 Future	plans

	 	Planning	of	3rd	phase	of	project,	7	gu,	59	

dong

8차 MP회의 모니터링구로구 기본설계안 보고회

종로구 기본설계안 보고회

영등포구 설계안 보고회

숭인1동 개소식

가양1동 작은 준공식

공항동 작은 준공식

2016.03.	
동주민센터별	기본설계(안)	보고회
Report	meeting	regarding	basic	plans	for	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2016.07.	
준공,	작은	준공식	등	개최
Completion	of	construction,	holding	a	small	ceremony	for	
completion	of	construction

2016.07.18.	
찾동2016	출범식	
Inauguration	ceremony	for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2016

2016.09.23.~10.07.		
북경	디자인위크	전시	
Design	Week	Exposition	held	in	Beijing

2016.10.06.~31.
서울건축문화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시	
Exposition	of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at	
Seoul	Architecture	Festival	2016

2016.04.06.	
자치구별	사업계획	심의	및	8차	MP	회의
Review	of	project	plan	per	autonomous	gu	and	the	eighth	
MP	Council

2016.06.12.~07.05.
시-자치구-MP	합동	모니터링	
Cooperative	monitoring	between	city,	gu,	and	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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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Service	Center

서울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자치행정과장 임동국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Lim Dongguk

자치행정과 동혁신팀장 유미옥
Deputy Director, Dong Innovation Team,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Yoo Miok

자치행정과 주무관 김상현
Officer in charge,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Kim Sanghyun

도시공간개선단 주무관 정아선
Officer in charge, Urban space 
improvement bureau

Jung Asun

총괄 MP 김인철/아르키움 Head MP Kim Incheurl/archium

총괄 MP 신춘규/씨지에스건축사사무소 Head MP Shin Chungyu/CGS Architecture

1.	종로구 Jongno-gu

구청장 김영종 Mayor of Gu Kim Youngjong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Jung Ukseong

자치지원팀장 강호성
Deputy Director, Local Autonomy 
Support Team 

Kang Hoseong

주무관 피한울 Officer in Charge Pi Hanul

MP 이충기/서울시립대학교 MP Lee Chungkee/University of Seoul

동명 동장성명 건축가/사무소 Dong Dong Chief Architects

청운효자동 김오현 권현정, 조준호/디자인유니트 디엠
Cheongunhyoja-
dong

Kim Ohyeon
Kwon Hyunjong, Cho Junho/Design Unit 
DiEM

삼청동 이원식
김병옥/(주)기용건축 건축사사무소,
최두호

Samcheong-dong Lee Wonsik Kim Byeongock/ubacguyoh, Choi Dooho

무악동 송경희
신춘규/씨지에스건축사사무소
이성란/건축사무소 이건축연구소

Muak-dong Song Gyeonghui
Shin Chungyu/CGS Architecture
Lee Sungran/YI Architecture&Interior 
Designlab

교남동 공의택(기명자) 강영란/아이디어5건축사사무소 Gyonam-dong
Kong Euitaek
(Ki Myeongja)

Kang Youngran/IDEA5 Architects

가회동 윤요섭 이재혁/에이디모베 Gahoe-dong Yoon Yoseop Yi Jaehyuk/ADMOBE

종로5,6가동 김진환 김선아/(주)SAK건축사사무소 Jongno 5,6ga-dong Kim Jinhwan Kim Seonah/Studio SAK Inc.

이화동 이용호 노경록/Z-LAB Ihwa-dong Lee Yongho Roh Kyungrok/Z-LAB

창신1동 박정길
정기정/유오에스건축사사무소(주), 
유화수

Changsin 1-dong Park Jeonggil
Jeong Gijung/UOS_aRCHITECTS,
Yoo Hwasu

창신3동 이금용(김경량) 정기정/유오에스건축사사무소(주) Changsin 3-dong
Lee Geumyong
(KimGyeongryang)

Jeong Gijung/UOS_aRCHITECTS

숭인1동 이성우 이재혁/(주)에이디모베건축사사무소 Sungin 1-dong Lee Seongu Yi Jaehyuk/ADMOBE Architect

숭인2동 권오선(정미덕) 김소라/서울시립대학교 Sungin 2-dong
Kwon Oseon
(Jung Mideok)

Kim Sora/University of Seoul

2.	동대문구 Dongdaemun-gu

구청장 유덕열 Mayor of Gu Yoo Deokyeol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양완식)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Kim Jongsu(Yang Wansik)

동청사관리팀장 이창일
Deputy Director, Dong Office 
Administration Team

Lee Changil

주무관 김상수 Officer in Charge Kim Sangsu

MP 김창균/유타건축 MP Kim Changgyun/UTAA

동명 동장성명 건축가/사무소 Dong Dong Chief Architects

용신동 이춘자(김종수) 이용우/칸 도시건축사사무소(주) Yongsin-dong
Lee Chunja
(Kim Jongsu)

Lee Yongwoo/CAAN Architects Co.,Ltd.

제기동 안중회 김동희/건축사사무소 케이디디에이치 Jegi-dong Ahn Joonghoe Kim Donghee/KDDH Architecture Co.

전농1동 손재권(이형관) 홍양표/에이오씨건축사사무소 Jeonnong 1-dong
Son Jaekwon
(Lee Hyeongkwan)

Hong Yangpyo/AOC architects

전농2동 김윤기 이명호, 신현국/mlnp Architects Jeonnong 2-dong Kim Yungi
Lee Myungho, Shin Hyunkook/mlnp 
Architects

답십리2동 이강희 구선주/구우건축사사무소 Dapsimni 2-dong Lee Kanghee Goo Sunju/gu.u architects

장안1동 김공일 박진아, 김종수/건축사사무소 아킴 Jangan 1-dong Kim Kongil Park Jina, Kim Jongsoo/Akim Architects

장안2동 이용복 양근보, 천호성/근보양 앤 파트너스 Jangan 2-dong Lee Yongbok
Yang Keunbo, Chun Hosung/Keunbo 
Yang and Partners

청량리동 유병택 정이삭/에이코랩
Cheongnyangni-
dong

Yu Byeongtaek Chung Isak/a.co.lab

회기동 채수명(주금련) 장정훈/인동건축사사무소 Hoegi-dong
Chae Sumyeong
(Joo Geumryeon)

Jang Jeonghun/INDONG ARCHITECTS

휘경1동 김용호 송혜경/지유건축사사무소 Hwigyeong 1-dong Kim Yongho Song Haekyoung/Jiyou Architects

휘경2동 이재학 이영호/LEE & A. 건축사사무소 Hwigyeong 2-dong Lee Jaehak Lee Youngho/LEE & A. Architects

이문1동 이진석 신성진/두짓건축사사무소 Imun 1-dong Lee Jinseok Shin Sungjin/doozit architects

이문2동 박기붕(허범학) 이명희/주식회사 참공간디자인 Imun 2-dong
Park Kiboong
(Heo Beomhak)

Lee Myunghee/Charm Space Design

3.	노원구 Nowon-gu

구청장 김성환 Mayor of Gu Kim Seonghwan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Choi Misuk

자치행정팀장 유재혁(이진행)
Deputy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Yoo Jaehyeok
(Lee Jinhaeng)

주무관 서정호 Officer in Charge Seo Jeongho

MP 이진욱/이진욱건축사사무소 MP
Lee Jinwook/JINWOOK LEE 
ARCHITECTS

동명 동장성명 건축가/사무소 Dong Dong Chief Architects

월계1동 천석봉 이지은/스와 Wolgye 1-dong Cheon Seokbong Lee Jieun/SSWA

월계3동 이연옥
김용만/(주)정림건축 종합 
건축사사무소

Wolgye 3-dong Lee Yeonok Kim Yongman/Junglim Architecture

공릉1동 홍표상 이지은/스와 Gongneung 1-dong Hong Pyosang Lee Jieun/SSWA

공릉2동 장의백 안종환/건축사사무소 안 Gongneung 2-dong Jang Uibaek Ahn Jonghwan/Ahn Architects

하계2동 박정숙(이순남) 남정민/서울과학기술대학교 Hagye 2-dong
Park Jeongsuk
(Lee Sunnam)

Nam Jungmin/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중계본동 유봉상 윤정원/서울시립대학교 Junggyebon-dong Yoo Bongsang Yoon Jungwon/University of Seoul

중계1동 김성민(박양일) 김영순/(주)에이플러스 건축사사무소 Junggye 1-dong 
Kim Seongmin
(Park Yangil)

Kim Youngsun/A+ Architects

중계2,3동 성미아(정명채) 조장희, 원유민/JYA-RCHITECTS Junggye 2,3-dong
Sung Mia
(Jung Myeongchae)

Jo Janghee, Won Youmin/JYA-RCHITECTS

중계4동 심재용 조장희, 원유민/JYA-RCHITECTS Junggye 4-dong Shim Jaeyong Jo Janghee, Won Youmin/JYA-RCHITECTS

상계3,4동 곽효열 이기학/대건종합건축사사무소 Sanggye 3,4-dong Gwak Hyoyeol
Lee Kihag/Daekun Architects & 
Engineers

상계5동 박상규(이영철)
크리스티안 슈바이처, 송률/
SUPA Schweitzer Song

Sanggye 5-dong
Park Sangkyu
(Lee Yeongcheol)

Christian Schweitzer, Song Ryul /SUPA 
Schweitzer Song

* The parentheses are former representative as of June 2016* (        )는 2016. 6. 1 기준 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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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6,7동 박경옥(박상규) 박경식/아키모스피어 Sanggye 6,7-dong
Park Gyeongok
(Park Sanggyu)

Park Gyeongsik/Archi.mosphere

상계8동 안태유(권명심) 김도현/종합건축사사무소 대왕씨앤씨 Sanggye 8-dong
Ahn Taeyu
(Kwon Myeongsim)

Kim Dohyun/DW CNC Architectsure

상계9동 장태종(최한용)
박종혁/서울과학기술대학교, PNK 
Architects

Sanggye 9-dong
Chang Taejong
(Choi Hanyong)

Park Jonghyuk/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PNK Architects

상계10동 송재득 조영철/(주)디자인파일 Sanggye 10-dong Song Jaedeuk Cho Youngchul/Designfile Inc.

4.	은평구 Eunpyeong-gu

구청장 김우영 Mayor of Gu Kim Wuyeong

자치행정과장 박남춘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Park Namchun

자치행정팀장 이용희
Deputy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Lee Yonghui

주무관 장호영 Officer in Charge Jang Hoyeong

MP 윤승현/인터커드 건축사사무소 MP Yoon Seunghyun/Interkerd Architects

동명 동장성명 건축가/사무소 Dong Dong Chief Architects

녹번동 유세영 박관주/태아건축 Nokbeon-dong Yoo Seyeong Park Kwanjoo/TAARCHITECTS

불광1동 서정신 안우성/온고당 Bulgwang 1-dong Seo Jeongsin
Ahn Woosung/ONGODANG 
ARCHITECTS

불광2동 백정완 성주은/연세대학교, 오픈플러스 Bulgwang 2-dong Paek Jungwan
Sung Jooeun/Yonsei University, Openplus 
Architects

갈현2동 한규동 김정한/에이탑건축사사무소 Galhyeon 2-dong Han Gyudong Kim Junghan/ATOP Design Lab

구산동 김종환 오섬훈/(주)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 Gusan-dong Kim Jongwhan Oh Seomhoon/Urban Ex

대조동 노성호 임현진, 이도은/이와임 Daejo-dong Noh Seongho
Lim Hyeonjin, Lee Doeun/yiwayim 
architects

응암1동 강창성(김재천) 최남석/건축사사무소 미래환경 Eungam 1-dong
Kang Changseok
(Kim Jaecheon)

Choi Namseok/21nec

응암2동 정동섭(이호선) 김재윤/플레인 건축사사무소 Eungam 2-dong
Jung Dongseop
(Lee Hoseon)

Kim Jaeyun/plain architects

응암3동 윤익중
신현보, 김도란, 류인근, 이서현
/디자인밴드 요앞 건축사사무소

Eungam 3-dong Yoon Ikjung
Shin Hyunbo, Kim Doran, Ryoo Inkeun, 
Lee Seohyun/Design band YOAP

신사1동 남우현 신창훈/운생동건축사사무소 Sinsa 1-dong Nam Uhyeon
Shin Changhoon/Unsangdong Architects 
Cooperation

신사2동 유재영 신석순/석영건축사사무소 Sinsa 2-dong Yu Jaeyoung Shin Seoksoon/Seokyoung Architecture

증산동 하영호 김동현/세종대학교 Jeungsan-dong Ha Youngho Kim Donghyun/Sejong University

수색동 임태수 서준혁/인터커드 Susaek-dong Lim Taesu Suh Joonhyeok/Interkerd Architects

진관동 정춘택 강승희/노바건축사사무소 Jingwan-dong Chung Chuntaek Kang Seunghee/Studio-nova

5.	서대문구 Seodaemun-gu

구청장 문석진 Mayor of Gu Mun Seokjin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최선희)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Oh Munsik
(Choi Seonhui)

자치행정팀장 나윤수
Deputy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Na Yunsu

주무관 강정훈 Officer in Charge Kang Jeonghun

MP 천의영/경기대학교 MP Chun Euiyoung/Kyunggi University

동명 동장성명 건축가/사무소 Dong Dong Chief Architects

충현동 윤상구 김상헌/건축사사무소 광명 Chunghyeon-dong Yoon Sanggu Kim Sangheon/Architects Gwangmyeong

북아현동 이동익(류내경) 태인성/INEX A.I건축디자인연구소 Bugahyeon-dong
Lee Dongik
(Ryu Naegyeong)

Tai Insung/INEX A.I

신촌동 염봉선 오숙경/에이엔오 건축사사무소 Sinchon-dong Yeom Bongseon Oh Sookkyung/ANOArchitects

홍제1동 안지호(박영갑) 박준섭/해올 건축사사무소 Hongje 1-dong
An Jiho
(Park Yeonggap)

Park Junseop/Haeol Architects

홍제2동 김길록 박인권/건축사사무소 아크21 Hongje 2-dong Kim Gillok Park Innguan/Architecture Design ARK21

홍제3동 최귀훈 천의영/경기대학교 Hongje 3-dong Choi Gwihun Chun Euiyoung/Kyunggi University

홍은1동 강재홍 국형걸/이화여자대학교 Hongeun 1-dong Kang Jaehong Kook Hyunggul/Ewha Womans University

홍은2동 김홍 오숙경/에이엔오 건축사사무소 Hongeun 2-dong Kim Hong Oh Sookkyung/ANOArchitects

남가좌2동 오경찬 이정민/건축사사무소 하우 Namgajwa 2-dong Oh Gyeongchan Lee Jeongmin/Architecture Office HOW

북가좌2동 김용오(조봉규)
홍영애, 정영섭
/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

Bukgajwa 2-dong
Kim Yongo
(Cho Bonggyu)

Hong Youngae, Chung Youngsub/
architects office moldproject

6.마포구 Mapo-gu

구청장 박홍섭 Mayor of Gu Park Hongseop

자치행정과장 조주연(오선호)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Cho Juyeon(Oh Seonho)

동행정팀장 이문희
Deputy Director, Dong Administration 
Team

Lee Munhui

주무관 임일석 Officer in Charge Lim Ilseok

MP 김상길/에이텍 건축사사무소 MP
Kim Sanggil/ATEC 
ARCHITECTS&ASSOCIATES INC.

동명 동장성명 건축가/사무소 Dong Dong Chief Architects

공덕동 양회웅 김진숙/공명건축사사무소 Gongdeok-dong Yang Hoewoong
Kim Jinsook/Gongmyung Architectural & 
Urban Design

도화동 이철희(한두호) 임인옥/건축사사무소 다린 Dohwa-dong
Lee Cheolhui
(Han Duho)

Im Inok/DARIN Architects

용강동 이국환 이근식/LKSA건축사사무소 Yonggang-dong Lee Kukhwan Lee Keunsik/LKSA Architecture

대흥동 한두호(이철희) 강진구/IMA건축사사무소 Daeheung-dong
Han Duho
(Lee Cheolhui)

Kang Jingoo/IMA Architecture

염리동 도대오
최창규/로에 건축사사무소 
황수용/LIFE 건축사사무소

Yeomni-dong Do Daeo
Choi Changkyu/rohe Architects 
Hwang Sooyong/LIFE Architects

신수동 민옥례(이윤우) 전병욱/건축사사무소 이마 Sinsu-dong
Min Okrye
(Lee Yunu)

Jeon Byungwook/ima.A

서강동 양승열(최용희) 스티븐 장/INDI INT Seogang-dong
Yang Seungyeol
(Choi Yonghui)

Steven H. Chang/INDI INT

서교동 안종진 변정석/건축사사무소 레드박스 Seogyo-dong An Jongjin Byeon Jungseok/Red Box Architects

망원1동 반경호 김영한/건축사사무소 Dosim Mangwon 1-dong Ban Gyeongho Kim Younghan/Dosim Architects

망원2동 오선호(차상호) 안상준/지산.예장 종합건축사사무소 Mangwon 2-dong
Oh Seonho
(Cha Sangho)

An Sangjun/Jisan.Yejang Architects

연남동 오승준 박명규/명우건축사사무소 Yeonnam-dong Oh Seungjun Park Myeonggyu/Myungwoo Architects

성산2동 박한호(김종웅) 박기석/미가건축사사무소 Seongsan 2-dong
Park Hanho
(Kim Jongung)

Park Giseok/Miga Architects

7.	양천구 Yangcheon-gu

구청장 김수영 Mayor of Gu Kim Suyoung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이광종)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Won Jaeseong
(Lee Kwangjong)

자치행정팀장 전종만(정경도)
Deputy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Jeon Jongman
(Jung Gyeongdo)

주무관 한동석 Officer in Charge Han Dongseok

MP 조남호/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MP Cho Namho/SOLTOZIBIN ARCHITECTS

동명 동장성명 건축가/사무소 Dong Dong Chief Architects

목1동 김성진 서상하, 임민지/키오스크피오피 건축 Mok 1-dong Kim Seongjin
Suh Sangha, Lim Minji/kyoskpop 
architects

목3동 한영범 허길수, 박경현/스튜디오 精美所 Mok 3-dong Han Yeongbeom Heo Gilsu, Park Kyunghyun(design mill)

목4동 최병호 김도연/건축사사무소 도연건축 Mok 4-dong Choi Byeongho Kim Doyeon/Doyeon Architects

신월1동 오수곤(원재성) 이주영/지오아키텍처 Sinwol 1-dong
Oh Sugon
(Won Jaeseong)

Lee Juyoung/G/O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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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2동 지영인(김진복) 오승준/SIMPLEX Sinwol 2-dong
Ji Yeongin
(Kim Jinbok)

Oh Seungjoon/SIMPLEX

신월3동 김상국
김경희, 이응락/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Sinwol 3-dong Kim Sangguk
Kim Kyunghee, Lee Eungrak/modo 
architect office

신월5동 최성덕(지영인) 이기옥/필립건축 Sinwol 5-dong
Choi Seongdeok
(Ji Yeongin)

Lee Kiok/PHILLIP ARCHITECTS

신월7동 채영암 심희준, 박수정/건축공방 Sinwol 7-dong Chae Yeongam
Sim Heejun, Park Sujeong/
ArchiWorkshop

신정1동 박종균(위성은) 강인철/(주)가아건축사사무소 Sinjeong 1-dong
Park Jonggyun
(Wi Seongeun)

Kang Inchul/Ga.A Architects

신정2동 서승석(윤직한) 국현아/건축사사무소 케이아크 Sinjeong 2-dong
Seo Seungseok
(Yoon Jikhan)

Kook Hyunah/K.ARCH

신정3동 김봉섭(김해철) 조현이/큐빅디자인연구소 Sinjeong 3-dong
Kim Bongseop
(Kim Haecheol)

Cho Hyunie/CUBIC DESIGN INSTITUE

신정6동 임성화 이형만/명작종합건축사사무소 Sinjeong 6-dong Lim Seonghwa Lee Houngman/Myeongjak Architects 

신정7동 김진복(안상호) 홍사원/한섬종합건축사사무소 Sinjeong 7-dong
Kim Jinbok
(An Sangho)

Hong Sawon/Hanssum architects

8.	강서구 Gangseo-gu

구청장 노현송 Mayor of Gu Ro Hyunsong

자치안전과장 박상동 Director, Local Autonomy Safety Division Park Sangdong

동행정팀장 박영재
Deputy Director, Dong Administration 
Team

Park Yeongjae

주무관 김진원(김중원) Officer in Charge Kim Jinwon(Kim Jungwon)

MP 이소진/아틀리에 리옹 MP Lee Sojin/Ateliers Lion Seoul

MP 오종수/(주)앤드건축사사무소 MP
Oh Jongsoo/aandd-architecture and 
design lab

동명 동장성명 건축가/사무소 Dong Dong Chief Architects

염창동 장병천(이정욱) 이소진/아뜰리에 리옹 서울 Yeomchang-dong
Jang Byeongcheon
(Lee Junguk)

Lee Sojin/Ateliers Lion Seoul

등촌1동 이동식 김정임/서로 아키텍츠 Deungchon 1-dong Lee Dongsik Kim Jungim/Seoro Architects

등촌2동 정영숙 김효영/김효영 건축사사무소 Deungchon 2-dong Jeong Youngsuk Kim Hyoyoung/KimHyoYoung Architects

등촌3동 조영길 윤혜정/건축사사무소 나래안 Deungchon 3-dong Cho Yeonggil Yoon Hyejeong/Naraean Architects

화곡본동 유태곤 김수영/(주)숨비건축사사무소 Hwagok bon-dong Yoo Taegon Kim Sooyoung/su:mvie architects

화곡1동 정영익 김민석/노션 아키텍쳐 Hwagok 1-dong Jeong Youngik Kim Minseok/Notion Architecture

화곡2동 이원희
조재원
/(주)공일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Hwagok 2-dong Lee Wonhee Cho Jaewon/0_1 Studio

화곡3동 이명열 유종수/코어건축사사무소 Hwagok 3-dong Lee Myeongyeol U Zongxoo/CoRe architects

화곡4동 오광수 홍재승/메조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Hwagok 4-dong Oh Kwangsoo
Hong Jaeseung/Mezzo partners 
Architects

화곡6동 정우숙 성수진/스튜디오 BA Hwagok 6-dong Jung Usuk Sung Suejin/Studio BA

화곡8동 이광석(하성만) 윤승지/규빗건축사사무소 Hwagok 8-dong
Lee Kwangseok
(Ha Seongman)

Yun Seungji/Architects Group Cubit

우장산동 조상연 송은아/디자인 크닐 Ujangsan-dong Cho Sangyeon Song Euna/design KNILL

가양1동 김남식 오종수/(주)앤드건축사사무소 Gayang 1-dong Kim Namsik
Oh Jongsoo/aandd-architecture and 
design lab

가양2동 김진학 강제용/이데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Gayang 2-dong Kim Jinhak Kang Jeyong/IDEEAA

가양3동 한민섭 최재군/대혜건축사사무소 Gayang 3-dong Han Minseop Choi Jaegun/DAEHYE Co.,Ltd.

발산1동 이준호 조민석/단아건축사사무소 Balsan 1-dong Lee Junho Cho Minsuk/dana architects

공항동 김송자 유대근/유용준건축사사무소 Gonghang-dong Kim Songja
Yoo Daegeun/YOO’S ARCHITECTS & 
ENGINEERS

방화1동 신현영 김시원/건축사사무소 시담 Banghwa 1-dong Shin Hyeonyeong
Kim Siwon/SIDAM Architects & 
Associates

방화2동 김동홍
박종훈
/(주)비컨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

Banghwa 2-dong Kim Donghong Park Jonghun/BEACON ARCHITECTS

방화3동 김해숙 장덕형/신.건형 종합건축사사무소 Banghwa 3-dong Kim Haesuk
Jang Deokhyeong/Shin.Geonhyeong 
Architects

9.	구로구 Guro-gu

구청장 이성 Mayor of Gu Lee Sung

자치안전과장 유시일 Local Autonomy Safety Director Yoo Siil

동행정팀장 손정환
Deputy Director, Dong Administration 
Team

Son Jeonghwan

주무관 차경민 Officer in Charge Cha Gyeongmin

MP 한형우/호서대학교 MP Han Hyungwoo/Hoseo Univ.

동명 동장성명 건축가/사무소 Dong Dong Chief Architects

개봉2동 손용길 전영식/시경건축사사무소 Gaebong 2-dong Son Yonggil Jeon Youngsik/Timescape Architects

개봉3동 유영직
강예린, 이치훈, 이재원
/건축사무소 SoA

Gaebong 3-dong Yoo Yeongjik
Kang Yerin, Lee Chihoon, Lee Jawoen/
SoA Architects

고척1동 전천석 박성기/(주)세이브 종합건축사사무소 Gocheok 1-dong Jeon Cheonseok Park Seonggi/SAVE Architecture

고척2동 손용식
허서구/원도시건축, 
박석희/네츄럴시퀀스 건축사사무소

Gocheok 2-dong Son Yongsik
Heo Seogu/WONDOSHI ARCHITECTS 
GROUP. LTD., Park Seokhee/Natural 
Sequence Architects

구로1동 윤병남(홍관표) 임윤택/원더건축 Guro 1-dong
Yoon Byeongnam
(Hong Kwanpyo)

Lim Yoontaek/WONDER ARCHITECTS

구로4동 현상오(김태성) 윤여진/마스아키디자인 Guro 4-dong
Hyeon Sangoh
(Kim Taeseong)

Youn Yeojin/math+archi+design

구로5동 박병길
천장환/경희대학교, 
이현덕/SPDL

Guro 5-dong Park Byeonggil
Cheon Janghwan/Kyunghee Univ., 
Lee Hyunduk/SPDL

수궁동 노창덕 조은란/신한대학교 Sugung-dong Noh Changdeok Jo Eunran/Sinhan Univ.

신도림동 김구현(이홍복) 조성각/부영건축사사무소 Sindorim-dong
Kim Guhyeon
(Lee Hongbok)

Cho Sunggag/Buyoung Architects

오류2동 김상재 김원진/이미지 내러티브 웍스 Oryu 2-dong Kim Sangjae Kim Wonjin/Image Narrative Works

10.영등포구 Yeongdeungpo-gu

구청장 조길형 Mayor of Gu Jo Gilhyeong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Kim Jeongsu

동혁신팀장 조경희 Deputy Director, Dong Innovation Team Cho Gyeonghui

주무관 박진석 Officer in Charge Park Jinseok

MP 고은영/(주)가진건축사사무소 MP
Ko Eunyoung/GAZIN 
Architects&Planners

동명 동장성명 건축가/사무소 Dong Dong Chief Architects

영등포본동 백택현 이걸주/(주)이지에이앤씨
Yeongdeungpo
bon-dong

Baek Tackhyeon Lee geoljoo/EG A&C

영등포동 이경애 박유진/시간건축
Yeongdeungpo-
dong

Lee Gyeongae Park Yujin/Sigan Architects

여의동 박화선 이병희/고도건축사사무소 Yeoui-dong Park Hwaseon Lee Byeonghee/godo architecture firm

당산1동 안대환 이태신/태신건축사사무소 Dangsan 1-dong An Daehwan Lee Taeshin/Taeshin Architects

당산2동 이성종 박유진/시간건축 Dangsan 2-dong Lee Seongjong Park Yujin/Sigan Architects

도림동 진정래 이인기, 김지윤/(주)포럼디앤피 Dorim-dong Jin Jeongrae Lee Inki, Kim Jiyun/Forum D&P

문래동 권배현 김기중/건축사사무소 가로 Mullae-dong Kwon Baehyeon Kim Kijoong/KARO Architects

양평1동 나성남
김호경/티지티코리아일사공구
건축사사무소(주)

Yangpyeong 
1-dong

Na Seongnam
Kim Hogeyong/TGTKorea1409 Architects 
Co,.Ltd.

양평2동 방정찬 고은영/(주)가진건축사사무소
Yangpyeong 
2-dong

Bang Jeongchan
Ko Eunyoung/GAZIN 
Architects&Planners

신길1동 김천식 이세영/중앙대학교 Singil 1-dong Kim Cheonsik Lee Saeyoung/Chung-ang Univ.

신길3동 조경화 오희명/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 Singil 3-dong Cho Gyeonghwa Oh Heemyung/Archive Architects

신길4동 국경근
김경희/종합건축사사무소
연희엔지니어링

Singil 4-dong Kook Gyeonggeun
Kim Gyeonghui/Yeonhui Architects & 
Engineer

신길5동 김애영 이용주/이용주건축스튜디오 Singil 5-dong Kim Aeyeong Lee Yongju/Yong Ju Lee Architecture

신길6동 유원식 채순화/건축사사무소 유피이엠 Singil 6-dong Yoo Wonsik Chaee Soonhwa/Architecture UP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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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7동 홍운기
김택빈/E_SCAPE건축사사무소, 
장용순/홍익대학교 

Singil 7-dong Hong Ungi
Kim Taekbin/E_SCAPE Architects, 
Chang Yongsoon/Hongik Univ.

대림1동 김형진 석정호/HOGA Architecture Daerim 1-dong Kim Hyeongjin Seok Jeongho/HOGA Architecture

대림2동 이영환(강용인) 고은영/(주)가진건축사사무소 Daerim 2-dong
Lee Yeonghwan
(Kang Yongin)

Ko Eunyoung/GAZIN 
Architects&Planners

대림3동 강정훈 이옥화/HOM건축사사무소 Daerim 3-dong Kang Jeonghun Lee Okhwa/HOM Architecture

11.동작구 Dongjak-gu

구청장 이창우 Mayor of Gu Lee Changwoo

자치행정과장 정정숙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Jung Jeongsuk

자치행정팀장 임종열(윤소연)
Deputy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Lim Jongyeol(Yoon Soyeon)

주무관 주한성 Officer in Charge Joo Hanseong

MP 김용미/금성건축사사무소 MP Kim Yongmi/G.S Architects & Associates

동명 동장성명 건축가/사무소 Dong Dong Chief Architects

노량진1동 김성복 이은식/기오헌 Noryangjin 1-dong Kim Seongbok Lee Eunsik/KIOHUN

노량진2동 허중회 윤희진/경기대학교 Noryangjin 2-dong Heo Junghoe Yun Heejin/Kyonggi University

상도2동 방극내 이홍식/건축사사무소 아키포럼 Sangdo 2-dong Bang Geuknae Lee Hongsig/ARCHIFORUM

상도3동 정혜옥 현승헌/선랩건축사사무소 Sangdo 3-dong Jung Hyeok Hyun Seunghun/SUNLAB

상도4동 이상성(김정근)
곽은선/이에스건축이앤지 
건축사사무소

Sangdo 4-dong
Lee Sangseong
(Kim Jeonggeun)

Kwak Eunsun
/ES ARCHITECT & ENGINEER

흑석동 김현호(이장복) 최성희/최-페레이라 건축 Heukseok-dong
Kim Hyeonho
(Lee Jangbok)

Chae Songhee/CHAE-PEREIRA architects

사당1동 유재문 정수진/S.I.E건축사사무소 Sadang 1-dong Yoo Jaemun Jung Sujin/SIE Architecture

사당2동 김형엽 전성은/(주)전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Sadang 2-dong Kim Hyeongyeop Jeon Seongeun/Chun Architects

사당3동 최환봉(인산) 박세희/지안건축사사무소 Sadang 3-dong
Choi Hwanbong
(In San)

Park Sehui /zian architecture

사당4동 최병철
여만구
/(주)에이아이디 건축사사무소

Sadang 4-dong Choi Byeongcheol
Yeo Mangu
/AID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사당5동 문정주 박인수/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Sadang 5-dong Moon Jeongju Park Insoo/PARKiz architects

신대방1동 김미자 이지영/청주대학교 Sindaebang 1-dong Kim Mija Lee Jiyoung/Cheongju Univ.

신대방2동 이광정 김주경/오우재 건축사사무소 Sindaebang 2-dong Lee Gwangjeong Kim Jukyung/OUJAE Architects

12.관악구 Gwanak-gu

구청장 유종필 Mayor of Gu Yoo Jongpil

자치행정과장 심제천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Shim Jecheon

자치행정팀장 양동주
Deputy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Yang Dongju

주무관 임주혁(김길재) Officer in Charge Lim Juhyeok(Kim Giljae)

MP 박제유/JU건축사사무소 MP Park Jeyu/JU Architects & Planners

MP 우의정/(주)건축사사무소 메타 MP Woo Euijung/METAA

동명 동장성명 건축가/사무소 Dong Dong Chief Architects

보라매동 주영경
김도훈, 김승희, 
최준석/(주)건축사사무소 코비

Boramae-dong Joo Yeonggyeong
Kim Dohoon, Kim Seunghee, Choi 
Junesuk/co;be architects

은천동 정일형 유경동/이이케이 건축사사무소 Euncheon-dong Jung Ilhyeong You Kyungdong/eek ARCHITECTS

성현동 이부열(성장경) 김원운/현인종합건축사사무소 Seonghyeon-dong
Lee Buyeol
(Seong Jangkyeong)

Kim Weonwoon/Hyunin Architecture

중앙동 김경은 전상규/보편적인건축사사무소 Jungang-dong Kim Gyeongeun
Jeon Sangkyu/Office for Ordinary 
Architecture

청림동 이용탁 노영자/건축사사무소 LIM Cheongnim-dong Lee Yongtak Roh Youngja/LIM architects

행운동 박병선 홍성용/건축사사무소 엔씨에스랩 Hangun-dong Park Byeongsun Hong Sungyong/NCS lab

청룡동 이영래 손두호/(주)건축사사무소 모람
Cheongnyong-
dong

Lee Yeongrae Sohn Dooho/MORAM Architects

낙성대동 고복희 이혁/Studio OL Nakseongdae-dong Ko Bokhee Rhee Hyuek/Studio OL

인헌동 강신명 최정우/유니트유에이  Inheon-dong Kang Sinmyeong
Choi Jungwoo/ARCHITECTURE OFFICE 
UNITUA CO.,LTD.

남현동 남궁재광 조진만/조진만건축사사무소 Namhyeon-dong
Namgung 
Jaekwang

Jo Jinman/JOJINMAN ARCHITECTS

신림동 이창구 김정주/제공건축 Sillim-dong Lee Changgu Kim Jeongjoo/Jegong Architects

신사동 유병환 황의섭/카도건축사사무소 Sinsa-dong Yoo Byeonghwan Hwang Euesub/KADO Architects

조원동 위근량 석명윤, 이진아/이림건축사사무소 Jowon-dong Wi Geunryang
Seok Meongyun, Lee Jina/LEERIM 
Architects

미성동 강균 박연심/장원건축사사무소 Miseong-dong Kang Gyun Park Younshim/JANGWON Architecture

난곡동 김인호 신환봉/SPACE35건축사사무소 Nangok-dong Kim Inho
Shin Hwanbong/SPACE35 Architecture 
and Design Studio

난향동 최재호 이유정/YL Architecture Nanhyang-dong Choi Jaeho Lee Yoojung/YL Architecture

서원동 김학 양동석/우미 건축사사무소 Seowon-dong Kim Hak Yang Dongseok/Umi Architects

신원동 배봉길 김영옥/나비연건축사사무소 Sinwon-dong Bae Bonggil Kim Youngok/Nabiyeon Architects

서림동 김영학 박제유/JU건축사사무소 Seorim-dong Kim Yeonghak Park Jeyu/JU Architects & Planners

삼성동 전상천 고영선/홍익대학교 Samseong-dong Jeon Sangcheon Ko Youngsun/Hongik Univ.

대학동 최영신 문경진, 정황기/아울러건축사사무소 Daehak-dong Choi Yeongsin
Moon Gyeongjin, Jung Hwangkie
/Auler Architects

13.	강동구 Gangdong-gu

구청장 이해식 Mayor of Gu Lee Haesik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Director, Local Autonomy Safety Division Lee Haegyeong

자치행정팀장 이상석
Deputy Director,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Lee Sangseok

주무관 김호성(남철현) Officer in Charge
Kim Hoseong
(Nam Cheolhyeon)

MP 서현/한양대학교 MP Seo Hyun/Hanyang Univ.

동명 동장성명 건축가/사무소 Dong Dong Chief Architects

강일동 유병열 김재우/엑시스건축사사무소 Gangil-dong Yoo Byeongyeol Kim Jaewoo/Axis Architecture

상일동 장경자 손종태/리젠건축사사무소 Sangil-dong Jang Gyeongja Son Jongtae/ReGen Architects

명일1동 유재덕 임근풍, 남지현/AIM ARCHITECTS Myeongil 1-dong Yoo Jaedeok
Lim Geunpoong, Nam Jihyeon
/AIM ARCHITECTS

명일2동 이강호 김재경/한양대학교 Myeongil 2-dong Lee Gangho Kim Jaegyeong/Hanyang Univ.

고덕1동 신인수 손종태/리젠건축사사무소 Godeok 1-dong Shin Insu Son Jongtae/ReGen Architects

고덕2동 조현준(이재철) 김재우/엑시스건축사사무소 Godeok 2-dong
Cho Hyeonjun
(Lee Jaecheol)

Kim Jaewoo/Axis Architecture

암사2동 오영교
차성민
/(주)씨오에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Amsa 2-dong Oh Yeonggyo
Cha Seongmin
/COS Partners Architecture Co., Ltd.

암사3동 강문수 정승권/(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Amsa 3-dong Kang Munsu Jung Seungkwon/archium

천호1동 차국진 정승권/(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Cheonho 1-dong Cha Gukjin Jung Seungkwon/archium

천호2동 이병진
차성민
/(주)씨오에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Cheonho 2-dong Lee Byeongjin
Cha Seongmin
/COS Partners Architecture Co., Ltd.

성내1동 김갑인(차국진) 최종천/제이앤제이건축사사무소 Seongnae 1-dong
Kim Gabin
(Cha Gukjin)

Choi Jongcheon/J&J Architecture

성내2동 이성수 서현/한양대, 소수건축 Seongnae 2-dong Lee Seongsu Seo Hyun/Hanyang Univ. , Sosu Architects

성내3동 전영환(정상변) 이용완/디자인 아이에스엠 Seongnae 3-dong
Jeon Yeonghwan
(Jung Sangbyeon)

Lee Yongwan/Design ISM

길동 김정숙 오세원/지아이엘건축사사무소 Gil-dong Kim Jeongsuk Oh Sewon/G I L Architects & consultants

둔촌1동 이신준 이용완/Design ISM Dunchon 1-dong Lee Sinjun Lee Yongwan/Design ISM

둔촌2동 김용환 이중희/투엠투건축사사무소 Dunchon 2-dong Kim Yonghwan Lee Junghee/2m2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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