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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 건축사사무소

Architect

공명 건축사사무소는 2011년 서울에서 설립되었으며

주요작업은 구립 아리아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2018.

김 진 숙 / Jinsook Kim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8 준공), 종로 장애인통합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대한민국 건축사, 대표 / KIRA, Principal

도시와 일상에 다양한 가능성을 더해가는 건축디자인

(2018.7 준공), 369 성곽마을 앵커시설 (전시관 및

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도시계획, 건축,

쉼터) 리모델링공사 (2018.7 준공), 황학동 찾아가는

인테리어 등 다양한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동주민센터 공간개선공사 (2017.7 준공), 공덕동 찾아

대표 김진숙 소장은 한양대학교에서 건축수업을

있으며, 대지가 가지는 유무형의 조건들과 건축주와

가는 동주민센터 (2016.7 준공)등으로 공공 재생분야

받고 1993~1998년 (주)서울건축과 1999~2002년

사용자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간기능이 최적

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주)기오헌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은 후 2005

으로 작동하고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년에 영국 런던대학교 건축대학 바틀렛(The Bartlett

건축적 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스케일의

수상으로는 대구테크노폴리스A7블록 공동주택 신진

School of Arhcitecture)에서 건축디자인 석사

공공재생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

건축사대상 현상설계 (1등, 공동:(주)야가투 건축사

(M.Arch)를 받았다.

들과 소통하며 도시, 사용자, 사회가 건강하게 공유할

사무소, 2012 ), 부산 구서초 옹벽디자인사업 신진

수 있는 건축적 해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건축사대상 아이디어 공모 (입상,2014), 도봉구민회관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가이며 마포구 건축위원회위원,

외벽리모델링공사 현상설계 (1등, 2014), 가산동 일대

성동구건축위원회위원, 은평구 디자인위원회 위원,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설계 수립용역현상설계 (1등,

종로구 공공디자인위원회위원, 국토부징계위원회

2014 ),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복합단지 설계공모 (3등 위원, 성북구 ‘삼선369성곽마을’ 마을건축가 등을
, 2015), 강서수도사업소증축 설계공모 (3등, 2016) ,

맡고 있으며 서울시립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계공모 (3등, 2017)가

과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있다.
전시로는 밀라노 디자인 필름 페스티벌 2016 (MD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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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이태리, 2016), 서울디자인위크 2015(SDF)
(코엑스, 2015), ‘60초 건축’전 (DDP 갤러리문, 서울,
2015), ‘한강 건축 상상전’ (DDP 디자인전시관, 서울,
2014), ‘영국의 실험적 건축’전 (시민청 갤러리, 서울,
2013),‘대안적 시골마을 양평’전 (국수리, 양평, 2012)
등에 참여하였다.

Project

2018 장위동 68-141번지 일대 해제지역 주거환경
개선 기본구상계획 수립용역 (완료)
구립 아리아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2018.09
완공)
2017 SH 참여형 저층주거지재생을 위한 실행사업
유형도출 연구용역 (완료)
종로 장애인통합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2018.07 완공)
369 성곽마을 앵커시설(전시관 및 쉼터)
리모델링 공사 (2018.07 완공)
황학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공사
(2017.07 완공)
이대 어린이집 신축 계획설계 (완료)
2016 공덕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공사
(2016.07 완공)
2015 가산동일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
가이드 라인 (완료)
서울 무용센터 시설개선공사 (2015.12.완공)
2014 도봉구민회관 외벽리모델링공사 (2015.11
완공)
2012 대구 테크노폴리스 A7블록 공동주택 신축
공사 (2016.12.완공)

Award

2017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계공모 (3등)
서울시 중구청
2016 강서수도사업소 증축 설계공모 (3등)
강서수도사업소
2015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복합단지 설계공모 (3등)
경기도 파주시청
2014 가산동일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설계
수립용역 현상설계 (1등)
서울시 금천구청
2014 도봉구민회관 외벽리모델링공사 현상설계 (1등)
서울시 도봉구청
2014 부산 구서초 옹벽디자인사업 신진건축사대상
아이디어 공모 (입선)

Exhibition

Publication

바틀렛 서울쇼 2018
:미지의, 다가오는 건축의 새로운 영역들 (기획)
돈의문박물관마을, 2018

The Bartlett Seoul Show 2018
: Unknown, Prospective, New Territories
The Bartlett Alumni Korea, 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전

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공간개선백서

서울시청 신청사, 2018

서울특별시, 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전

공공건축, 지역을 변화시키다

을지로, 서울 & 북경, China, 2016

서울특별시, 2017

밀라노 디자인 필름 페스티벌 2016 (MDFF)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공간개선백서

Anteo Spazio Cinema, Milano, 2016

서울특별시, 2016

서울디자인위크 2015

EXPERIMENT 01- 60 Second Architecture

코엑스, 부산 벡스코, 2015

The Bartlett Alumni Korea, 2015

‘60초 건축’전

건축적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DDP 갤러리문, 2015

미메시스, 2015

한강건축상상전

Korean Rising Architect Award 2014

DDP 디자인 전시관, 2014

국토교통부, 2014

바틀렛 서울쇼 2013 : 영국의 실험적 건축

The Bartlett Seoul Show 2013
: Polemic, Crictical Design Thinking
The Bartlett Alumni Korea, 2013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2012 대구 테크노폴리스 A7블록 공동주택 신진
건축사대상 현상설계 (1등, 공동: (주)야가투
건축사사무소)
LH 공사

서울시민청 갤러리, 2013
‘대안적 시골마을 양평’전
양평 국수리, 2012

Selected Project
리모델링 건축 Remodeling Design

구립 아리아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 서울

종로 장애인통합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서울

369성곽마을 앵커시설(전시관) 리모델링공사, 서울

369성곽마을 앵커시설(쉼터) 리모델링공사, 서울

2018 완공

2018 완공

2018 완공

2018 완공

황학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

공덕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

도봉구민회관 구조체보강 및 외벽리모델링공사, 서울

2017 완공

2016 완공

2015 완공

Selected Project
건축 디자인 Architectural Design

이대어린이집 신축 기본계획, 서울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서울

강서수도사업소 증축, 서울

당고개 경로당부지 앵커시설 건립공사, 서울

2017 완료

2017 계획안

2017 계획안

2016 계획안

근현대사 기념도서관, 서울

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영주

대구 테크노폴리스 A7블록 공동주택, 대구

2014 계획안

2013 계획안

2016 완공

Selected Project
도시 디자인 Urban Design

장위동 주거환경 개선 기본구상계획, 서울

서계동 10분 동네, 서울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복합단지, 파주

2018 완료

2017 완료

2015 계획안

가산동일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서울
2015 완료

Selected Project
공공공간 디자인 Public Space Design

황학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외부), 서울

공덕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외부), 서울

부산 구서초 옹벽디자인, 부산

마포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서울

2017 완공

2016 완공

2014 계획안

2013 계획안

아이코닉 브릿지, 암스테르담
2012 계획안

Selected Project
Exhibition Work

혼성경관, Film

하이퍼링크, Film

https://www.youtube.com/watch?v=tHNnsdOY4_o

2014 한강건축상상전

2015 ‘60초 건축’전

담금 : 안개로 목욕하는 집, Film
Immersion : A bath in the mist
https://www.youtube.com/watch?v=JA6vUcvBTPo

2013 ‘영국의 실험적 건축’전

Alternative urban in rural
2012 ‘대안적 시골마을 양평’전

Selected Project
Exhibition List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전(3단계), 서울시청 신청사, 서울

밀라노 디자인필름 페스티벌 2016 (MDFF)

2018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전(2단계), 을지로, 서울 & 북경,
China

SDF 2015, 코엑스, 서울
2015

2016

60초 건축, DDP 갤러리문, 서울

한강건축상상전, DDP 디자인 전시관, 서울

2015

2014

바틀렛 서울쇼 2013 영국의 실험적 건축전, 시민청
갤러리,서울
2013

대안적 시골마을 양평전, 국수리 양평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