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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Pm1:00~pm7:00 담당 : 김경식 (010.4059.7069 / goodminsuk@hotmail.com)

테란바그 (Terrain Vague) 의 장소적 변용을 위한 하이브리드 건축의 도시적 삽입       

불어 표현에서의  Terrain vague 는 비어있는 ‘ ’ , ‘ 부재 의 상태를 내포하며’   , 이러한 비 결정적 상태는 그 자체로 가능성과 무       

엇이든 될 수 있는 미래 상태를 동시에 갖고 있다        . 그러나 현대 도시에서 이러한 공간들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도시조직으로         

재 편입 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 이러한 관습적 접근법의 근원에는 부재 상태의 대상이 스스로 가치를 지속시키는 것을 불안           

해하는 근대건축의 한계성이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스튜디오에서는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영역에서 건축의 개입이      

장소가 가진 부재의 상태를 보호하고    , 도시를 이루는 상이한 구조들 사이에 위치하여 서로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역할에 대해 고           

민할 것이다 . 더불어 현대도시에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terrain vague 에 대해 장소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대상        

지에 개입할 수 있는 도시건축적인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 



Site
디지털단지 5 거리에 접하면서 남부순환  

도로 , 디지털단지로 , 먹거리로로 위요 

된 삼각형의 도심블럭  

Site Area 7,040 sqm.

주어진 대지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서울디지털산업 2 단지에 연접하고 있으  

며 , 광역적으로 서울 서남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는 패션아울렛 쇼    

핑몰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 

가산디지털단지역





C_block
B_block

A_block

D_block

Seoul Digital 
Complex l

Seoul Digital 
Complex ll

Seoul Digital Complex lll

SITE

가리봉촉진지구 예정 

지



SITE

가리봉촉진지구 개발구상 ( 안 )



SITE
SITE



SITE



SITE



SITE



SITE





Program
동시대 사회의 문화적 활동과 거주행위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시설을 위주로 하는 복합 공간을 설              
계한다 . 해당 부지 일대는 오랜 시간 산업단지로 유지되어온 서울 서남권에서 가장 활발한 패션 아울렛 매             
장 밀집지역이다 . 이러한 지역적 필요성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화공간과 각종 지원시설        , 근린공원과 함께  
패션디자인 스튜디오 ( 아티스트 레지던스 ) 를 제안한다 . 각각의 프로그램은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져야 하     
며 , 이에 따른 동선 및 공간구조    , 특히 랜드스케이프를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을 병행한다     . 명기된 프로그램  
외에 대지와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의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안도 허용한다         . 건축면적에 대한 제한  
은 없으며 , 전체 연면적을  10,000sqm. 이내로 계획한다 .

공원시설
도심형 근린공원 

문화시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이벤트호 ( 소형 패션쇼등의 행사  )
관리실

스튜디오
패션 디자인 스튜디오   ( 주거형 )
패션 샵 
패션 공장 
세미나실

식음시설
카페테리아 및 식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