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양건축은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오랜 세월을 지나, 진정한 아름다움의 경지에 오르듯, 

‘근본의 충실’ 이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계획 설계에서 공사 감리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양의 건축 이념인 ‘공존’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공간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설계기법의 도입과 최신 기술의 꾸준한 연구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창작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이라는 상호작용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면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고객만족의 접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원양건축은 

합리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종합설계서비스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객 만족을 위한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의 디자인, 

나아가 세계로 성장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양건축은 1981년 창립된 건축설계 전문회사입니다. 

건축계획, 설계, 감리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고급인력과 

참신한 디자인, 철저한 조직운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원양건축은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계획설계에서 부터 공사감리까지의 토탈서비스를 

창조적인 사고와 책임감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양건축은 미래지향적인 회사입니다. 

첨단 설계기법 도입과 최신기술의 꾸준한 연구로 

항상 앞서가는 설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양건축은 건축주의 만족뿐만 아니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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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건축사사무소 원양 설립

1985 ~ 1990
청주 한옥 (오철)

성북동 한옥 (김광균시인) 

제주도 송악산 관광개발

보성고등학교 도서관 

가희동 한옥

동숭동 주택

대교빌딩 

송파동 빌딩

마천동 빌딩

채원플라자

한독리조트호텔

나윤예식장 

가윤예식장

영진산업(주)시화공장

1991 ~ 1995
남양콘도미니엄 

두원전문대학 

동양전자통신 연구소

대유전문대학

두원중공업 사천공장

천안 원성동 아파트 재건축

방화진로 아파트 

석관동 두산아파트

충현학교

천안 신방동아파트 가락동 근생

목동 근생

동대문 답십리 근생 

(주)동양시멘트 이상파일공장 

장위동 근생

나윤예식장 증축

송파농협

삼희빌딩

제주화북지구 아파트

1996
(주)원양건축사사무소 법인 전환

신천동 주상복합 

서초동근생 

남해전화국 증축 

시흥 사화아파트 

석관동 스포츠 센타

1997 ~ 1998
화성병점 두산아파트

면목동 두산 아파트

서초구 우면동 건설자재시험소 

송파구 문정동 근생

을지로 2가 제5지구 도심재개발

청주 전화국

한국통신 거제수련관 

대전용운지구 주거환경 개선

화성군청사 및 의회 

원주무실T.K아파트

한국통신 웅산전화국

광주 상무 주공아파트 

공릉5, 7단지 도개공 아파트 

신정지구 1, 2단지 도개공 아파트 

수원시 장안구청사 

도로종합 기술연구원 

서울시 도봉구청사

1999
감리전문회사 등록[제5종 111호]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한국품질보증원]

강남우체국

안양우편집중국

영등포대우 드림타운

면목8동 복합청사 현상설계 

상암지구 2공구 3단지 아파트 

포천근생

광주군 에스피시공장

경남창원 대반지구 대동아파트 

대구학생 문화센타

현상설계

무안공항

마산 삼계 아파트

국방부 춘천 아파트

2000
오산전화국 /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가인초등학교 / 국립남도 국악원

안산고잔 대우아파트 / 군포시 야외무대

부산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센타 

영주신제조창

송파체육 문화회관

분당정자동 주상복합

용인신갈 주공 아파트 현상설계 

김포 고촌 현대 아파트 현상설계 

여의도 주상 복합

2005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청사

성북구 신청사

은평뉴타운 1지구 C공구 턴키 

은평뉴타운 2지구 A공구 턴키 

서울 공연예술센터 국제아이디어공모

전북대 & 전주교대

상봉동 주상복합 / 상암 2지구 공동주택

서울시청사 아이디어공모  / 서울시청사 턴키

오산세교 공동주택

김포 수기마을 아파트

대구 대현 공동주택

인천 논현2지구 1블럭 턴키 

서울테크노파크

부산 정관지구 현진에버빌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공동주택 

광주 아시아 문화콤플렉스

2006
2006해외건설업 신고[제326호]

대구 방천시장 재개발 

상암DMC 초고층 계획안 

전주인후교회

전곡리 선사박물관 

화성 태안 3지구 공동주택 

안동 문화예술회관 

동남권 유통단지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공동주택

경주 문화예술회관

파주 운정 2지구 A-20,21,24블럭 공동주택

성남 여수 A-1,2블럭 공동주택 

부산 만덕5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2007
의왕 복합시설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제현상공모 D-Project S-Project

두바이 비즈니스타워

인천 용현동 주상복합

인천 주택공사 사옥

용인 레이크 사이드 C.C 클럽하우스

아산배방 공동주택

우즈베키스탄 Uz-City

성남판교 복합단지

신내지구 공동주택

국립서울병원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제주 하이랜드 C.C 그랑블루 

광화문 광장

하이원 리조트 호텔

2008
중국 베이징 원양건축설계자문유한공사 설립 

미국 뉴욕지사 설립

청주 남주남문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산 국제업무지구

송도 국제업무단지 공동주택 

국립 영산강 고고학박물관 

충청남도 도본청 및 의회청사 

상해 가정그룹 주상복합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남양주 덕소 늘푸른오스카빌 

안양 덕천 주택재개발 아파트 

양산 사송지구 B-2, B-3BL 공동주택

서귀포 종합 문예회관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인천 서창 7-1.2 9BL 공동주택 

양주 옥정 A-1 BL 공동주택 

시흥 목감 공동주택

인천 십정 공동주택 

양주 회천 공동주택

KT그룹 데이터센터 

중국생명 R&D센터

국립 생태원

부산 문화 콘텐츠 콤플렉스

2009
중국 심양지사 설립

아부다비 지사 설립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성남 금광 공동주택  / 성남 신흥 공동주택 

서울시 IT 콤플렉스 

파주 운정3 시범구역 도시·건축 통합계획 

강남구 도곡1 문화센터 

남양주별내지구 A1-4, 2-1, 7BL 공동주택설계 

천안 가온 초등학교 

신은초등학교 / 삼각산 고등학교

파주 교하 커뮤니티센터 

울산 지방법원 청사 

마곡지구 공동주택  / 인천검단 공동주택

거제 OP호텔 / 국립 생물자원관

국립 생태원 생태체험관

경기 교육연수원

강남구 개포택지개발 정비계획 

고척동문화시설

광주지원3 공동주택

2001 ~ 2003
문배동 다목적 체육센타

여의도 오피스텔 

천호동 오피스텔 

대치동 오피스텔 

의왕시 고천동 공장 

분당수내동 오피스텔 

공군회관

광진구민회관 복합청사 

구로 승무사무소 

고양시 일산문화센타 

한국통신 프리텔 대구본부 사옥

상암동 3공구(새서울 타운) 

용산전화국

동대문 실내 체육관 현상설계 

의왕시 대우사원 재건축 아파트 

신반포 2차 재건축 아파트

양재도매센타(HIBRAND)

한국국제 전시장 1단계 건립공사

국립 부산 국악원

잠실 진주 아파트

사당 영아 아파트

원주무실 5블럭

인천 향촌 주거단지

Tomihiro Museum

서울 시립 창동 문화체육센타 

부천소사 공동주택 PQ 

제주노형 공동주택 현상설계 

안양호계 멀티플랙스 

벤쳐오피스 현상설계 

금융감독원 리노베이션 

메탄고등학교 현상설계

서울중앙우체국청사

KT정읍지점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경기 장지지구 기본계획 설계경기

강동권역 기본계획 설계경기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및 종합 영상 

아카이브센터 조성사업 설계경기

2004
2004 건설사업관리 협회회원 등록 

[CMAK-A-04-133]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

대전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Future-X) 

오송생명과학연구소

은평뉴타운 2단계 공동주택단지 

인천동산지구 공동주택

금천구 종합청사건립

대전석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2010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신축공사 

건축설계경기 대통령 표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A구역)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화성동탄 2지구 A4, 24BL 공동주택 

울산다운2지구 B1, 5BL 공동주택  

우즈베키스탄 아무르티무르 호텔 

진주산업대 종합교육관 

자양4동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인천자원 중앙은행 

자무스 빈강명축 2기 

구리갈매지구 A1, 2, B1, 2, 3, S1BL 공동주택 

남양주진건지구 보금자리주택 

Al Shankha National Housing Project, Abu Dhabi 

2011 ~ 2014
송파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사옥  

북면감계 시영임대아파트 

안성아양지구 B4BL 공동주택  

성남고등지구 B4BL 공동주택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사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이전 신사옥 

남양주 덕소 6B구역 정비사업  

포항교육지원청사 

베트남 의학연구센터 국제현상  

한진해운 빌딩  

광교복합의료센터 

한국남동발전(주) 독신자숙소 

인천서창 9BL 공동주택 

행복담은 빈병이야기 빈병재사용 체험관 

군산나운주공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구더블유병원 

강남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반포 삼호가든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마곡지구 코오롱미래기술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제천 화산동 공동주택 

도곡개포한신아파트 

강동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중문관광단지 전문상가 조성사업 

킨텍스 1단계 C2블럭 개발사업 

정선 라마다 호텔  

대구 수산물분류물류센터 

강남대치 국제아파트 

진안도서관 신축공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외래전문화센터 

HISTORY



ORGANIZATION

대표이사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

설계부문

수주전략팀

현장관리팀

기술지원팀

경영기획부문

경영기획본부

미래기획단

인사총무팀

회계팀

재무팀

전산팀

홍보팀

CM 감리부문

수주전략팀

현장관리팀

기술지원팀

기술연구소

특화디자인

B.I.M 설계

친환경설계

초고층설계



1994 ~ 1999
부산해운대지구 3공구 초고층아파트 T.K 1994.08 2등 

상계2지구 1단지아파트 T.K 1994.11 2등

석관동 두산아파트 1995.06 당선

공릉2지구 5,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T.K 1995.11 당선 

두원공전 마스터플랜 1995.12 당선

시흥 시화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T.K 1996.05 2등

을지로2가 제5지구 도심재개발 1997.01 당선 

건설자재 시험소 1997.04 당선

신정지구 1,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T.K 1997.08 당선 

한국통신 청주전화국 1997.11 당선

광주 상무 1블럭 아파트 T.K 1997.11 당선 

면목동 주상복합빌딩 1997.12 당선 

한국통신 웅상전화국 1997.12 당선

수원시 장안구청사 1998.03 가작

면목 8동 복합청사 1998.03 당선

화성시청사 및 의회 T.K 1998.04 당선

원주무실  아파트 건설공사 T.K 1998.05 당선

무안 공항 건설공사 T.K 1999.01 2등 

강남우체국 신축공사 T.K 1999.02 당선

안양 우편집중국 신축공사 T.K 1999.04 당선 

대구학생 문화 센터 1999.06 우수작

마산 삼계아파트 건설공사 T.K 1999.06 2등

국방부 춘천아파트 건설공사 T.K 1999.06 2등 

상암지구 3단지 아파트 1999.09 당선

한국통신 오산전화국 1999.09 당선

2000 ~ 2005
부산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센타 T.K 2000 2등

광진 구민회관 복합청사 T.K 2001 2등

공군회관 신축공사 T.K 2001 당선 

한국통신프리텔 대구본부사옥 2001.01 가작

국립 남도 국악원 2001.06 당선

문배동 다목적 체육센타 2001.06 당선

고양 국제전시장 1단계 건립공사 T.K 2002 당선

금융감독원 증축 및 개보수공사 T.K 2002 2등

부산유스호스텔건립공사 T.K 2002 2등

부산국악원 2002.09 당선

중앙우체국 T.K 2003 2등

KT정읍지점 2003.06 당선

장지지구 도개공아파트 2003.06 당선

강동권역도개공아파트 2003.08 당선

문화컨텐츠콤플렉스 및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2003.12 당선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사옥 2004.03 당선 

오송 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신축공사 2004.07 당선 

인천동산 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2004.07 당선

대전석촌동 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2004.12 당선

은평2지구 A공구 T.K 2005.05 당선

전북대학교, 전주교대 기숙사 BTL 2005.06 1등 

상암2지구 아파트 2005.07 당선

원주 두산위브 아파트 2005.07 당선

오산세교지구 공동주택 2005.08 당선

서울시청사 증,개축 현상설계 아이디어 공모 2005.09 최우수작 

대구 대현3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구 2005.09 당선

부산 정관지구 7블럭 아파트 2005.10 당선

서울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T.K 2005.10 당선

인천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지구 2005.12 당선

2006 ~ 2008
화성태안 3지구 공동주택 2006.04 당선

파주 운정 2지구 공동주택 2006.08 당선 

성남 여수지구 (1) 공동주택 2006.09 당선

동남권 유통단지 이주전문상가"가"블럭 T.K 2006.09 당선 

부산 만덕지구 공동주택 2006.10 당선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신축사옥 2007.04 당선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신축사옥 2007.04 당선 

레이크 사이드 C.C 클럽하우스 신축 2007.05 당선

광화문 광장 아이디어 현상공모 2007.06 당선 

인천서창 2지구 공동주택 2007.07 당선

성남 여수 2지구 공동주택 2007.07 당선

양산 사송지구 가군 공동주택 2007.09 당선

수원 호메실 공동주택 2007.09 

당선 파주 운정 2지구 공동주택 2007.09 당선 

신내지구 공동주택 2007.10 당선

수원 고등지구 공동주택 2007.10 당선

한남동 공연장 BTO 2007.10 당선

아산 배방 아파트 T.K 2007.10 2등

인제 병영시설 및 관사 BTL 2007.10 2등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 T.K 2007.11 2등

하이원 리조트 호텔 T.K 2008.01 당선

국립 영산강 고고학박물관 2008.02 당선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2008.02 당선 

남양주 덕소 아파트 2008.03 당선

안양덕천지구 재개발 T.K 2008.03 당선

인천 서창 2지구 7,9블럭 공동주택 2008.05 당선 

서귀포 종합 문예회관 2008.06 당선

시흥 목감지구 가군 C2블럭 공동주택 2008.07 당선 

인천 십정 2지구 공동주택 2008.07 당선

화성 향남 2지구 공동주택 2008.07 당선

양주 회천 공동주택 2008.08 당선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주택사업 A13-15블럭 T.K 2009.01 2등

2009 ~ 2010
서울 IT Complex 2009.02 당선

파주운정 3지구 2009.03 당선

남양주별내지구 A1-4,2-1,7BL 설계경기 2009.04 당선 

도곡1문화센타 2009.05 당선

광주지원3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2009.07 당선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타 T.K 2009.07 당선

고양 풍동2지구 B-1,2,3BL 공동주택 설계경기 2009.08 당선 

울산지방법원청사 신축 설계 2009.08 당선

하남미사지구 A24,25,26,28,29BL 공동주택 2009.08 당선 

김포한강신도시 1공구 T.K 2009.08 3등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2009.09 당선

인천검단지구 "다"군 1-A27-1,1-A33-1,1-A46-1BL 2009.09 당선 

경기교육연수원 기본계획 2009.11 당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공사 2009.11 당선 

개포택지개발지구내 재건축단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2009.12 당선

남양주진건지구 보금자리주택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2010.03 당선

구리갈매지구 A1,A2,B1,B2,B3,S1블록 공동주택 

설계경기 2010.03 당선

남양주진건지구 보금자리주택 2010.03 당선 

인체자원 중앙은행 2010.03 당선 

진주산업대 종합교육관  2010.04 당선

화성동탄 2지구 A4, 24BL 공동주택 2010.07 당선 

울산다운2지구 B1, 5BL 공동주택 2010.07 당선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A구역)  2010.08 당선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2010.08 당선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2010.10 당선     

 2011 ~ 2014
201101 베트남 의학연구센터 국제현상 2011.01 당선 

남양주 덕소 6B구역 정비사업 2011.04 당선   

송파위례신도시 공동주택 2011.11 당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사옥 2011.11 당선   

북면감계 시영임대아파트 2011.10 당선 

안성아양지구 B4BL 공동주택 2011.10 당선   

성남고등지구 B4BL 공동주택 2011.10 당선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사옥 2011.10 당선   

반포 삼호가든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12.04 당선  

마곡지구 코오롱미래기술원 2012.04 당선   

행복담은 빈병이야기 빈병재사용 체험관 2012.08 당선   

군산나운주공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12.08 당선

인천서창 9BL 공동주택 2012.10 당선      

한진해운 빌딩 2012.12 당선     

도곡개포한신아파트 2013.05 당선

강동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2013.04 당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외래전문화센터 2014.03 당선    

강남대치 국제아파트 2014.06 당선     

AWARDS



ARCHITECTURE DESIGN

원양건축은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건물의 가치를 배가시키는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획설계

프로젝트의 대지, 프로그램, 예산, 스케줄과 관련한 

수행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계획 설계

건물의 규모, 형태, 기능, 구조, 재료와 같은 

프로젝트의 기본사항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기본 설계

계획설계에서 설정된 디자인 개념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기본 시스템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실시 설계

기본설계에서 승인된 도서를 바탕으로 

실제로 공사가 가능하도록 도면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사후 관리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도 원양건축은 

건물의 완성도를 평가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건물의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신축사옥



URBAN DESIGN & PLANNING

원양건축의 도시개발 계획은

미래의 터전의 조성에 대한 사명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스터플랜

도시의 광범위한 대지를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따라 

합리적·체계적으로 계획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합니다.

개포 택지지구 개발

도시환경 디자인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디자인하여 

도시, 자연, 건축의 

조화로움을 창출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토지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발전시키며 

기반 시설 및 건 축물 등을 

정비,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낙후지역과 노후 건물을 개발하여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습니다.



SUSTAINABLE DESIGN

원양이 계획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는 자연의 생명력과 인간의 기술력을 통합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인간의 생활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립 영산강 고고학박물관



상봉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원양건축은 B.I.M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진보된 디자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인 디자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초기부터 시공·사후관리까지 B.I.M을 활용, 최상의 건축물의 시공성·완성도를 추구합니다.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원양건축에서는 뉴욕, 베이징, 아부다비의 지사운영으로 

해외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OVERSEAS BUSINESS



 FEATURED WORKS Transportation·Industry 

대지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목서리일원 

용      도 : 판매 및 영업시설

대지면적 : 2,453,000.00 m2

건축면적 : 23,469.98 m2

연 면 적 : 42,991.37 m2

건 폐 율 : 0.96 %

용 적 율 : 1.60 %

규      모 : 지상 10층/지하층

구      조 : 철골트러스, 철골구조

외부마감 : 노출콘크리트제물치장, THK 150mm PC판넬

무안공항은 서해안 시대를 여는 세계의 관문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한 항해'를 위한 상징적인 공간으로 

디자인 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의 '배'를 형상화 하여, 

'과거와 미래의 연결', '새로운 미래로의 항해' 라는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유리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기존에 폐쇄적이던 공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각 기능 간의 시각적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공항의 천장은 한국 전통 처마선을 변형하여 디자인하였으며, 

이는 구조적 합리성을 함축하는 선형을 반영하였다. 

또, 모듈화 된 평면은 차후 증축의 유연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조닝 계획 뿐 아니라, 

명쾌한 동선처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무안공항

Mooan Airport



고양국제전시장

Korea In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EATURED WORKS  Culture·Exhibition·Convention

한국 국제 전시관(KINTEX)는 일산 신시가지와 호수공원이 만나는 곳에 조성되었다. 이는 동북아를 대표하는 전시장을 목표로 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문 무역 전시장이다. 

전시장은 단층 15m 높이의 무채광창 구조로 대형 중량물 전시 및 대형 이벤트 행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전시칸막이의 가변형 계획으로 프로그램과 규모에 맞게 분할, 다목적 전시의 개최가 가능하다. 

부대시설과 외부전시장, 휴게공간, 프라자는 지역주민에게 항시 개방하여, 다 양한 이벤트로 생동감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06번지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대지면적 : 241,586.00 m2

건축면적 : 89,210.07 m2

연 면 적 : 116,571.46 m2

건 폐 율 : 37.93 %

용 적 율 : 47.02 %

규      모 : 지상 3층 / 지하 1층

구      조 : 철골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THK4알루미늄복합판넬, THK24로이복층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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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TURED WORKS  Culture·Exhibition·Convention

도곡 문화센터는 주거, 상업, 업무 시설군이 밀집해있는 도곡동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곡의 문화를 담아 도시를 빛내는 단 하나의 보석같은 문화센터로 탄생하였다. 

도곡의 어원인 "돌"이라는 과거의 기억을 매스로 복원하고,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드럽고 역동적인 `C형태`의 빈공간 속에 빛나는 문화공간을 담아 

도곡의 미래를 아우르는 문화 아이콘을 만들었다. 문화센터는 도시와 자연의 점이지역에 위치한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장과 변화를 주목하고 그에 따른 도시와 자연의 축을 연결한다.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를 갖춘 복합 주민센터는 지역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커뮤니티 장으로서의 역할과 테마를 가진 도심의 쉼터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최소화 된 볼륨 구성으로 다양한 행위를 담을 수 있는 외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도시 맥락의 시각적, 공간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입체적인 열린 마당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만남의 장을 제안하였다.

Dogok Digital Public Library
도곡문화정보도서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92-6번지 

용      도 : 업무시설 및 문화전시접회시설

대지면적 : 2,812m2

건축면적 : 1,320.12m2

연 면 적 : 14,443.00m2

건 폐 율 : 46.94%

용 적 율 : 145.97%

규      모 : 지하5층, 지상6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외부마감 : 알루미늄패널, T24칼라복층유리, 목재패널



 FEATURED WORKS  Culture·Exhibition·Convention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파포구 상암동 DMC 내 C3 부지 

용      도 : 업무시설 및 문화전시집회시설

대지면적 : 9,917.00m2

건축면적 : 5,894.87m2

연 면 적 : 59,625.97m2

건 폐 율 : 59.44 %

용 적 율 : 368.16 %

규      모 : 지상 14층 / 지하 4층

구      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목재패널, 알루미늄복합판넬

문화컨텐츠 콤플렉스 센터는 DMC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다. 

본 센터는 주보행로부터 저층부와 고층부의 이원적 건축선 

지정을 통하여 가로의 연속성과 고층부의 개방감을 유도하였다. 

고층부와 저층부의 영역의 전환되는 부분은 비워진 

무형의 공간으로 제안되었다. 

빛과 바람 이 드나드는 비워진 공간은 시각적인 트임으로 

가로의 연속성을 극대화 시킬 것이며, 그 빈자리는 

도심속 여유로움을 즐기는 사람들의 몫으로 채워질 것이다.

문화콘텐츠콤플렉스 +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Korea Culture & Contents Agency 
Korea Film Archives Center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45번지

용      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 7,077.62 m2

건축면적 : 2,608.42 m2

연 면 적 : 14,918.53 m2

건 폐 율 : 36.85 %

용 적 율 : 118.97 %

규      모 : 지상 7층 / 지하 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외부마감 : 알루미늄쉬트, 광택노출 콘크리트

공군회관은 기류의 형상을 담은 역동적인 조형성으로 

주변 정형화된 건물들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다. 

전면에 위치한 아트리움은 공군을 상징하는

'활공 (Gliding)'과 '날개 (Wing)'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새천년과 투명한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공군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배치계획에 있어서는 대지 전면에 확보된 광장으로부터 내부까지 

보행축을 설정하고, 전면에는 개방감을 요하는 예식, 연회동이, 

후면에는 소음, 조망 등 을 고려한 숙소동이 위치한다. 

2층 옥상정원의 갤러리는 연회동과 숙소동 사이의 완충공간으로 

우측 8m도로에서 직접 연결하여 시민의 문화, 전시공간으로 할애하였다.

공군회관

Air Force Club

 FEATURED WORKS Office



Dongnam District 
Shopping Mall

동남권 유통단지

Garden5 LIFE는 어디서나 접근이 원활하고 흡입력 있는 사통팔달의 쇼핑몰로 계획이 되었다. 

유통단지의 녹지를 단지 전체로 연결하는 녹지축과 장지역, 버스정류장, 장지천 그리고 나블럭을 연계하는 보행축을 연결하였다. 

4개 동 중앙부분의 대규모 광장은 상가별 5일장, 할인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질 랜드마크적 공간으로 이용객들을 각각의 테마관으로 안내하는 중심공간이다.

네 개의 테마관은 직물, 디지털, 속도, 리듬의 4가지 주제를 가진 입면으로 다방면에서의 인지성을 높이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다양한 이벤트의 장이 될 서울 리스트 광장, 지하 철과 연계된 스프링 프라자, 천변과 연계된 지하 보행몰 step park, 옥상 전체를 녹지화한 포시즌 파크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축제의 장소로 살아움직이는 쇼핑몰의 상징이 될 것이다.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

용      도 : 문화전시집회시설

대지면적 : 41,810.00 m2

건축면적 : 25,067.00 m2

연 면 적 : 14,918.53 m2

건 폐 율 : 59.96 %

용 적 율 : 587.13 %

규      모 : 지하 5층 / 지상 11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FEATURED WORKS Commercial



 FEATURED WORKS Housing

대지위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용      도 : 주거시설

대지면적 : 169,185.20 m2

건축면적 : 33,962.75 m2

연 면 적 : 511,661.45 m2

건 폐 율 : 20.58 %

용 적 율 : 214.11 %

세 대 수 : 2,605 세대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김포수기마을 아파트' 는 주변 생태계와 도시의 편의성이 공존하는 

자족형 생태도시이다. 본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서측의 산지와 

고촌 근린공원, 북측의 천둥근린공원, 동측의 대보천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생태경관을 적극 활용하는 반면, 인간중심적인 공간구성으로 

합리적인 공간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사계절을 테마로 세계적 색채 디자이너 장필립 랑클로의 자문을 받아 

개발한 입면 색체계획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건축까지 이어져 

생태단지로서의 조화를 극대화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총 가구 수의 96% 이상을 남향으로 배치하였고, 

발코니도 다각형 구조로 만들어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 하였다.

김포 수기마을 아파트

Gimpo Sugi Apartment



2002's Worldcup 
Main Stadium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FEATURED WORKS Mixed-use·Complex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지구

용      도 : 운동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대지면적 : 216,712.00 m2

건축면적 : 59,747.24 m2

연 면 적 : 133,833.64 m2

건 폐 율 : 27.57 %

용 적 율 : 51.97 %

규      모 : 지상 6층 / 지하 1층

구      조 : 스텐드(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지붕(철골트러스+Tensile 구조)

외부마감 : 테프론 Fabric, 노출콘크리트

서울시 상암동에 위치한 본 프로젝트는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위한 주경기장으로, 일반관람석 66,806석의 

아시아최대 규모의 미래형 다목적 축구장 전용구장이다. 

방패연과 황포돛배를 연상시키는 지붕라인은 

막구조 (Memrane Structure System)를 이용하여 경량화, 

자유러운 곡선, 구조미를 강조하였으며, 독창적 한국의 미를 완성하였다.

월드컵 이후 활용을 고려한 프로그램 제안으로 멀티플랙스, 컨벤션, 

쇼핑센터 등 문화시설을 계획하여, 이용객들로 하여금 축구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늘공원 및 DMC와 연계한 여가선용 장소로 발전을 도모하였다.



Yongin Lake Side 
C.C Club House

용인 레이크 사이드 
C.C 클럽하우스

 FEATURED WORKS Sports

용인 레이크 사이드 C.C 클럽하우스 프로젝트는 기존 시설의 동선 교차, 코스와 상관없는 시설 편성, 서코스 부분에 출발부의 집중으로 인한 혼잡, 

자연을 향해 닫힌 평·입면, 경관을 해치는 주차장 계획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과 직원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코스별로 시설분리가 이뤄졌다. 그리고 동쪽코스는 빛,남쪽코스는 소리,서쪽코스는 향기를 주요테마로 설정하여 코스별로 특색이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클럽하우스가 자리잡은 대지는 분지형태의 지형이기 때문에 레벨이 낮은 서쪽 코스 일부 지역에 조망에 관 련한 문제가 있었다. 

이는 지형에 순응하는 자연스런 단면 계획으로 극복하였고 3단계 개발계획을 제안하여 회원들의 클럽 이용은 최대한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건축시공을 할 수 있는 사업 계획도 진행되었다.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용      도 : 스포츠시설

대지면적 : 4,195,855.00 m2

건축면적 : 5,171.85 m2

연 면 적 : 13,634.59 m2

규      모 : 지상 2층/지하 1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National Biobank of Korea
인체자원 중앙은행

 FEATURED WORKS  Health care·Hospitality

인체자원중앙은행은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 과학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국책단지 이전사업부지의 전면도로와 접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부지로 2m 내외의 낮은 사면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계획안은 지형의 흐름을 활용하고 연구소서의 기능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주안점이 되었다. 

안전한 저장시설과 쾌적한 연구시설을 위하여 두 시설사이에 저장 시설을 배치하여 부하를 최소화하고 명확한 조닝을 통하여 업무환경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남향배치와 열린 중정으로 에너지 절약과 연구자의 복지상향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책단지와의 업무연계와 원활한 저장시설 이용 등을 고려한 동선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지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63번지

용      도 : 의료복지시설

대지면적 : 16,529.00 m2

건축면적 : 5,319.50 m2

연 면 적 : 12,225.20 m2

건 폐 율 : 32.18 %

용 적 율 : 68.38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칼라복층유리, 금속패널



High 1 Resort Hotel Extention & 
One Stop Service Center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 호텔

 FEATURED WORKS  Residence·Hotel

하이원 리조트 호텔 프로젝트는 250개의 room과 2000석 규모의 Convention Center를 가진 5성급 호텔을 증축 계획하는 것이었다. 기존 호텔과의 수평적 기능별 연계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입체적 계획을 통해 부족한 가용지 및 경사지를 최대로 확보 하였다. 기능별 수직 조닝으로 각 시설별 공간, 동선의 명쾌한 분리를 이뤘으며 

이용객의 편의 및 관리운영을 효율화 하였다. 객실 계획은 명품 브랜드 호텔로서의 품격에 알맞도록 최대한 조망을 확보하였고, 

기존 호텔과의 간섭을 최소화 하여 고급화 및 차별화를 유도하였다. 또, 호텔의 입면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되었다.

대지위치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2 하이원 리조트 일원

용      도 :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

대지면적 : 40,453 m2

건축면적 : 9,173.61 m2

연 면 적 : 76,358.29 m2

규      모 : 250객실, 2,000석 국제회의 규모

구      조 : 철골 / SRC 구조



Geoje OP Hotel 
거제 OP호텔

 FEATURED WORKS  Residence·Hotel

OP호텔계획은 도시와 자연의 경계에 위치하여 도시와 자연이 소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옥포만 진입시 가장 먼저 사이에 들어오는 첫 관문인 본 대지는 

옥포만은 대우조선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대지를 가로지르며 바다를 향하는 웅장함을 가진 사선형 매스는 도시와 자연을 싣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우조선해양의 위상을 상징하며 수려한 자연경관이 비추이는 벽에 화려하게 수놓아진 자연의 빛은 대우조선인들의 열정을 상징화한다. 

모든객실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고객 이용편의 및 관리효율을 극대화하기위해 타입별 조닝을 분리하였다. 

그리고 레벨에따라 다양한 수공간을 계획하여 풍부한 감성공간 연출하였다.

대지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16 일원

용      도 : 숙박시설

대지면적 : 87,725.00 m2

건축면적 : 6,547.12 m2

연 면 적 : 26,515.00 m2

건 폐 율 : 7.46  %

용 적 율 : 18.04 %

규      모 : 지하 4층/지상 6층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철제타공판, 알루미늄패널, THK24 복층유리



Gaepo Housing District 
Development Planning

강남구 개포택지개발 정비계획

대지위치 : 강남구 도곡동 410, 개포동 660, 일원동 619

대지면적 : 349,001 m2

본 프로젝트는 자연친화적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도시활력을 창출하는 녹색바람이 부는 열린 복합주거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강남구 도심과 연계한 

도시형 주거지로서 위상제고, 양재천, 대모산 등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연친화적 도시형성, 다양한 도시 어메니티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활동적 가로 중심 도시형성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 및 도심으로의 통합적 공간 및 경관을 조성한다. 

도시재생 방향은 도시 구조에 대응하는 주거, 상업, 복합 및 

위치적 특성에 대응하는 복합적 토지이용, 녹지 네트워크, 

수변공간 활용 등 생태와 에너지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도심속 주거지 를 만드는 것이다.

 FEATURED WORKS  Urban planning & design



Jinju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building 

진주산업대학교 종합교육관

 FEATURED WORKS  Education·R&D

진주산업대는 지난 100년과 다가올 100년을 연결하는 관문을 상징하는 종합교육관을 학교 초입부에 짓고자 하였으며, 이에 원양건축은 과거의 역사 성과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Link Gate를 계획개념으로 설계를 하였다. 기존의 교문과 고수목을 보존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교육관인 스마트 그린빌딩으로 설계되었음은 물론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형 열린광장과 외부와 내부가 하나로 연결되는 다목적 강당을 두었다. 이러한 종합교육관은 미래 진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대지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150번지 진주산업대

용      도 : 교육 연구시설, 기념시설, 다목적 강당

대지면적 :14,423.75 m2

건축면적 : 3,510.43 m2

연 면 적 : 15,804.60 m2

건 폐 율 : 24.34 %

용 적 율 : 103.3 %

규      모 : 지하1층, 지상15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외부마감 : 금속판넬, 칼라복층유리, 화강석



Ansan E-Science Park
S-Project

 FEATURED WORKS Skyscrapers

대지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용      도 : 복합시설

대지면적 : 204,600.00 m2

'S-project'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교육 프로그램과 해양을 테마로 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구성하여 Clean Energy와 Ecology를 체험하고 

즐기는 Edutainment의 장으로 역할을 한다. 

친환경 첨단 기술이 집약된 주거단지로 미래형 주거모델을 제시하고 

해양문화지원을 테마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체험 영역을 확대한다. 

본 계획단지는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친환경 해양에너지 사용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을 통한 관광 시설, 해양 레저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곳으로, 청정 해양 에너지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2014' 대구 수산물분산물류센터 신축공사

1'st Prize Winner

2013'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1'st Prize Winner

2013' 한국남동발전(주) 본사 독신자숙소

1'st Prize Winner

2011' 포항교육지원청사 이전 신축공사 2011' 북면감계 시영 임대아파트 

1'st Prize Winner1'st Prize Winner

2012' 인천서창 9블럭 공동주택 2012' 행복담은 빈병이야기 빈병재사용 체험관

1'st Prize Winner1'st Prize Winner

2011' 남양주 덕소6B구역 정비사업 설계용역

1'st Prize Winner

PROJECTS

2010' 남양주 진건지구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10' 구리 갈매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10' 진주산업대학교 종합교육관

1'st Prize Winner

2009' 광주지원3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10' 인체자원 중앙은행

1'st Prize Winner

2014' 진안도서관 신축공사

1'st Prize Winner

2014'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외래전문화센터 

1'st Prize Winner



2009' 고척동문화시설 2009' 경기 교육 연수원

1'st Prize Winner

2009' 국립 생태원 생태체험관 2009' 국립 생물자원관

1'st Prize Winner

2009' 울산 지방법원 청사

1'st Prize Winner

2009' 인천검단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09' 강남구 개포택지개발 정비계획

1'st Prize Winner

2009' 마곡지구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09' 파주교하 커뮤나티센터

1'st Prize Winner

2009' 동탄2 신도시 광역비지니스 콤플렉스

PROJECTS

2009' 삼각산 고등학교 2009' 성남 금광 공동주택2009' 남양주별내지구 A1-4, 2-1, 7BL

1'st Prize Winner 

2009' 행정중심 복합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2009' 강남구 도곡1 문화센터

1'st Prize Winner



2009' 서울시 IT 콤플렉스

1'st Prize Winner

2009' 신은초등학교2009' 천안 가온 초등학교 2009' 거제 OP호텔 2009' 파주운정3 시범구역 도시·건축통합계획

1'st Prize Winner

2008' 인천 서창 7-1.2 9BL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08' 양산 사송지구 B-2, B-3BL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09' 성남 신흥 공동주택 2008'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2008'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

PROJECTS

2008' 국립생태원 2008' 중국생명 R&D센터 2008' 양주 회천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08'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1'st Prize Winner

2008' 남양주 덕소 늘푸른오스카빌

1'st Prize Winner



2008'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1'st Prize Winner

2008'충청남도 도본청 및 의회청사 2008' 국립 영산강 고고학박물관

1'st Prize Winner

2008' 상해 가정그룹 주상복합 2008' 용산 국제업무지구

2008' 청주 남주남문 도시환경정비사업 2008' 시흥 목감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08' 송도 국제업무단지 공동주택 2008' 양주 옥정 A-1 BL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08' 안양 덕천 주택재개발 아파트

1'st Prize Winner

PROJECTS

2007'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 T.K

2'nd Prize Winner

2007' 제주 하이랜드 C.C 그랑블루2008' 하이원 리조트 호텔

1'st Prize Winner

2008' KT그룹 데이터센터2008' 인천 십정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07' 인천용현동 주상복합 2007' 두바이 비즈니스타워

2007' 성남판교 복합단지 2007' 우즈베키스탄 Uz-City 2007' 인천 주택공사 사옥

1'st Prize Winner

2007' 하이원 리조트 호텔

1'st Prize Winner

2007' 아산배방 공동주택

2'st Prize Winner

2007'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1'st Prize Winner

2007' 국립서울병원 2007' 신내지구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PROJECTS

2007' D-Project 2007' 의왕 복합시설 2006' 파주 운정 2지구 A-20,21,24블럭

1'st Prize Winner

2006' 경주 문화예술회관2007'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제현상공모



2006' 안동 문화예술회관 2006' 상암DMC 초고층 계획안

2006' 성남 여수 A-1,2블럭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06' 화성태안 3지구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06' 전주인후교회

1'st Prize Winner

2006' 동남권 유통단지

1'st Prize Winner

2006' 대구 방천시장 재개발

2006' 전곡리 선사박물관

2005' 광주 아시아 문화콤플렉스

2006' 부산 만덕5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1'st Prize Winner

PROJECTS

2005' 부산 정관지구 현진에버빌

1'st Prize Winner

2005' 대구 대현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05' 인천 논현2지구 1블럭 턴키 2005'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1'st Prize Winner

2005' 서울테크노파크

1'st Prize Winner



2005' 오산세교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05' 서울시청사 T.K 2005' 상암 2지구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05' 전북대 & 전주교대 기숙사 BTL

1'st Prize Winner

2005' 서울 공연예술센터 국제아이디어공모

2005' 서울시청사 아이디어공모

1'st Prize Winner

2005' 상봉동 주상복합

2005' 은평뉴타운 1지구 C공구 턴키2005' 은평뉴타운 2지구 A공구 턴키

1'st Prize Winner
2005' 성북구 신청사

PROJECTS

2005'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청사 2004' 금천구 종합청사건립 2004' 대전석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1'st Prize Winner

2004' 인천동산지구 공동주택

1'st Prize Winner

2004'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

1'st Prize Winner



2003' 문화콘텐츠콤플렉스

1'st Prize Winner

2003' 강동권역 공동주택 마스터플랜

1'st Prize Winner

2003' 장지지구 공동주택 마스터플랜 

1'st Prize Winner

2003' 전주인후주공2단지 2002' 부산국립국악원

1'st Prize Winner

2002' 양재하이브리드 2002' 시립창동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 2002' 고양국제전시장

1'st Prize Winner

2002
2004' 오송생명과학연구소
1'st Prize Winner

2004' 대전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PROJECTS

2001' 일산문화센터 2001' 공군회관

1'st Prize Winner

2001' 국립남도국악원

1'st Prize Winner

2001' 여의도 파크스위트2002' 노원정보도서관



2000' 한국담배인삼공사 영주 신제조창 2000'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1999' 무안공항

1'st Prize Winner

1997' 을지로2가 5지구 도심재개발

1'st Prize Winner

PROJECTS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2002's Worldcup Main Stadium

(주) 원양건축사사무소

회장 이 종 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20, JJ빌딩, 135-090

TEL : 02.6441.6500  /  FAX : 02.538.6591

e-mail : wonyang@wonyang.net

등록 

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가입단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 CM 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