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심사총평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심사총평
용산공원은 국민의 공간이자 세계적 공원으로 성장할 희망의 땅이다.
용산공원의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진행된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에는 442팀이 참가 등록을 하였고 127팀이
작품을 접수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공원, 자연성을 회복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공원,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도시 공원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공원,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는 열린 공원을 지향한 이
공모전의 심사는 12명으로 구성된 조경, 건축, 도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맡았다.
본 심사위원회는 아쉽게도 1등 수상작을 선정하지 못했지만, 주목할
만한 설계 개념과 접근 방식을 지닌 작품 3점을 공동 2등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에 3등 수상작 3작품, 가작 4작품, 입선 20작품을 선정하였다.
수상작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설계 아이디어와 개념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정적/단계별 접근, 기존의 건축물과 땅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기록, 역사의 기억과 치유, 주변 도시 조직과의 연계 등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는 큰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공동 2등 수상작으로 선정된 'Evolving History'는 용산공원 부지의
도시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시 조직과의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또한 기존의 지형 조건과 건축물의 기억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진화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적 계획이 돋보인다.
다른 2등 수상작인 '내재된 풍경 Inherent Landscape'은 공간을 새롭게
채우기보다는 지워나가는 방식에 주목한다. 공원의 진화 과정을 5단계로
계획하여 필요한 것부터 채워나가면서 다양한 관점, 가치, 주체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지를 남긴 점에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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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2등 수상작 'Infra-forest Park'는 남산과 용산공원 그리고 한강
간의 적극적 연계를 폭 200m의 숲 밴드를 통해 시도하여 용산공원이
서울의 자연적 인프라스트럭처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변
지역 여건과 미래의 도시개발 계획에 반응하는 7개의 공원을
물리적․프로그램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도 흥미롭다.
심사위원회는 본 공모전의 수상작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작품이
대상지의 조건을 존중하고 공원의 성격과 개발 방향을 유보하면서 장기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각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본 아이디어 공모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 수상작의 관점과 태도가 용산공원과 관련된
다음 단계의 정책과 계획의 기본 철학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2009년 10월 18일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심사위원회 위원장
임승빈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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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붙임 2] 수상작
<1등작>

수상작 없음

<2등작>
• 최종훈(건축사사무소 NIA) / 내재된 풍경 Inherent Landscape
공간을 새롭게 채우기보다는 지워나
가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원
의 진화과정을 5단계로 계획하여 필
요한 것부터 채워나가면서 다양한
관점, 가치, 주체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지를 남긴 점이 주
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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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웅원((주)제공건축사사무소)
/ 인프라 포리스트 파크 Infra-forest Park
남산과 용산공원 그리고 한강 간의
적극적 연계를 폭 200m의 숲밴드를
통해 시도하여 용산공원이 서울의
자연적 인프라 스트럭처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변지역 여건과 미래의 도시개발
계획에 반응하는 7개의 공원을
물리적‧프로그램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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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주(BTARCH) / Evolving History
용산공원 부지의 도시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시 조직과의
관계맺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형 조건과 건축물의 기억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진화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적 계획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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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작>
• 홍근표(고려대학교 대학원) / 自然. 자연_꾸미지 않는 아름다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자연의
복원상태를 지켜보면서 ‘길’이라는
테마를 사용하여 공간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점진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가자는 컨셉이
구체적으로 잘 짜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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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걸(주)아이아크건축사사무소)
/ A Performative Park for a Landscape City
용산 공원 조성을 위한 전략과 비전
담장만 허문 후 약 10년정도 시민들이
기존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한 후
여론을 모아 공원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자는 발상이며, 한강물을
끌어들이는 아이디어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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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준(유현준 디자인 연구소) / DHZ (De-Humanized Zone)
공원내부를 오랜 기간동안 인공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그대로 두면서
외부에 해자를 두어 자연의
복원상태를 지켜보게 하자는 발상으로
도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기회,
장소가 되도록 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표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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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가작>
• 김상목(N.E.E.D., Inc.) / 용산, 대한민국 스물한번째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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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 이충기(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Take a Cell_Divid, Share, Self

- 10 -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 서현(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서울평화공원 Seoul Peac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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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영(경희대학교) / Analo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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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입선>
• 이정훈(대운) / Mega Eco Cell 1+1+1+1
• 김지호(Y Design Office) / 픽셀숲 Pixel Forest
• 박정수 / Blooming Park
• 김진국((주)정림건축) / Weaving Scape
• 황가연(한아도시연구소) / 한다랑이
• 김수연(인터조경기술사사무소) / 용산국가공원 Yongsan National Park
• 김민영 / 무제
• 이지훈((주)진아건축도시) / Sharing Town
• 이완재(Thirdspace) / Metamorphosis
• 윤일빈(조경설계 서안) / 녹지공원(Green plant)-Altruism in Park_이타적 공원
• 이인영((주)오푸스 펄) / Akashic Records-내일을 걷는 기억
• 송하엽(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U-Growing Park
• 박유선(snulul) / 新 首善全圖를 꿈꾸며
• 김영민(SWA) / 다른 세상을 만나다
• 이상대(UnitedLAB)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이호영(펜실베니아대학교) / 용산,도시,공원
• 오지영(에이엠엔지니어링) / 지평선에서 춤을 추다
• 최수민(LET) / Soft Fields
• 고성석(Harvard Univ. GSD) / Multi-Function Park
• 최우석(정림건축) / 도시를 담고 자연을 퍼뜨리다 Beyond The Park

※ 수상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10월 26일(월), 공식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사이버갤러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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