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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의 할 일

국제포럼 개최

인구감소 및 교육·사회·환경변화에 대응을 모색 하는 
한국과 국외(주로 아시아 국가)의 새로운 학교정책 
및 학교 사례를 공유합니다.

국내 및 국외 신설학교 답사

국내 및 국외(주로 아시아 국가) 최근 신설학교 사례 
답사를 통해, 새로운 학교건축의 설계와 환경을 
파악하고, 공유합니다.

CFSA REVIEW 발간

국내와 국외(주로 아시아 국가)의 최근 신설학교 
사례를 화보 위주로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잡지를 년간 
4회 발간하고, 회원,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설립 및 
시설 관련 담당자, 국외 학교건축 전문가들에게 
배포합니다.

CFSA REVIEW : 학교건축 국제 계간 잡지

CFSA REVIEW는 한국과 외국(주로 아시아 
국가)의 최근의 학교건축 및 교육시설 사례를 
비전문가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화보 위주로 
소개해, 1년에 4회 발간되는 국제 계간 잡지 입니다.

포럼 회원,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설립 및 
시설관련 부서 담당자, 국외 학교건축 전문가 등에게 
무료로 배포 소개하여, 학교건축 및 공간의 이해를 
돕고, 우리나라 및 아시아국가 학교건축 및 교육시설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시아 국가의 학교건축의 발전과 학교건축 
전문가 교류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는 잡지 좌측에 천공된 3
공의 구멍에 맞추어 년간 잡지를 보관할 수 있는 포럼 
바인더를 제공합니다.

CFSA REVIEW 편집위원회

제1조(근거) 사단법인 학교건축창의융합포럼 정관 
제22조 2항에 근거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CFSA REVIEW의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CFSA REVIEW의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참여이사와 추가로 복수의 
별도 위원들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고, 
편집위원장을 둔다.
제4조(역할 및 윤리규정)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년간 4회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잡지에 게재할 ARTICLE과 
아시아지역의 우수한 학교건축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의하고 선정을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표절 및 각종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는 선정 및 출간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개인적 신념이나 친분 또는 기업의 
이익관계를 떠나 공정하고 성실하게 게재 대상을 
선정한다.
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1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본 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THE CFSA PRIZE 국제상

제1조(근거) 사단법인 학교건축창의융합포럼 정관 제
22조 8항에 근거한다.
제2조(목적) 이 국제상은 매년 학교건축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인류와 교육환경 및 학교건축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살아있는 건축가를 기리기 위해 수여한다.
제3조(선정 대상) 상기 목적에 부합하는 아시아의 1
명(팀)의 살아있는 건축가(들)
제4조(명칭) 본 국제상의 명칭은 “THE CFSA 
PRIZE”이다.
제5조(선정위원회)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매년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참여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추가로 복수의 별도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고, 
심사위원장을 둔다. 전년도 수상자는 위원으로 추대될 
수 있다.
제6조(선정시기) 선정위원회는 제2조, 제3조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12월에 선정한다.
제7조(선정후보) 선정후보는 당해 CFSA REVIEW에 
게재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선정위원들의 
전원 동의하에 아시아지역 후보를 추가할 수 있다.
제8조(선정방식) 선정위원들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투표하여 선정한다. 세부 투표방식은 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9조(수상시기 및 장소) 수상시기는 포럼 총회시, 
장소는 한국에서 시행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제10조(보상) 선정된 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상금(￦
5,000,000), 증명서, 상패(또는 메달)을 수여한다.
제11조(수상자 기록유지) 수상 결과는 별도의 기록 
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1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본 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사단법인 학교건축창의융합포럼(CFSA)

사단법인 학교건축창의융합포럼은,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의 학교건축(School Architecture) 및 
교육시설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학교 및 
교육시설 전반(학교시설 정책 및 제도ㆍ학교설립 및 
배치ㆍ학교건축 및 공간ㆍ디자인ㆍ학교환경 및 안전 
등)의 학술, 전문기술검토 협력지원, 포럼, 국제교류 
등을 함을 목적으로,

2020년 3월 18일, 「민법」 제32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설립 허가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출판등록 및 국제 표준 연속간행물 발간을 통한 
국제교류

사단법인 학교건축창의융합포럼은, 
2020년 6월 3일, 기타 간행물 신고에 의한 정식 
출판등록번호 「청주,바00022」를 부여 받았고, 
2020년 6월 10일, 년간 4회 발간되는 국제 계간 
잡지로서, 「CFSA REVIEW」 명칭으로 
국제표준연속간행물 등록번호 「ISSN 2733-5976」
을 부여받았습니다.
2020년 6월 25일 CFSA REVIEW - SUMMER 
2020 創刊號(통권 1호) 발간을 시작으로, 우리 포럼 
전체 정회원 및 학교설립 제반 업무 관계자, 국외(주로 
아시아 국가) 학교건축 전문가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CI for FORUM

본 CI는 워드와 심볼마크의 혼합으로서 명료한 설명과 
상징적 표현에 유용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구성 되었습니다.
워드는 학교건축창의융합포럼의 영문단어 이니셜인 
C(2), F(2), S, A를 기본으로 학교 건축을 상징할 수 
있는 삼각지붕을 모티브로 포럼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나타냅니다.
원의 일부를 활용한 C자는 소통과 어울림을, 흰 
사선이 가로지르는 F는 전문성을 나타내며, 동시에 F 
와 A의 가상 연장선에 의해 포럼의 광의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상승과 발전의 형상을 심볼로 
강조하였습니다. S는 유연성과 연결성 으로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이는 포럼의 네트워킹과 융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풀(땅)을 대표하는 녹색은 지속 가능성과 
정합성을 의미하고, 높은 하늘을 대표하는 청색은 
청명함으로 미래로의 비전과 실현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본 CI는 종합적으로 학교건축의 바른 정책과 발전하는 
미래성을 제시하고 공익을 위한 단체로서 포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출발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2020 Dong-ha Kim, All rights reserved.

Creative Convergence Forum for School Architecture 
(CFSA)

The Creative Convergence Forum for School 
Architecture (CFSA) is a Non-profit Corporation 
approved for establishment pursuant to Article 32 of 
the Civil Code and Article 4 of the Regulation on 
Establishment and Supervision of the Non-profit 
Corporation Concern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CFSA was established in March 18, 2020 for the 
purpose of academic and professional technology 
review, cooperative support, forum and international 
exchange, etc. for overall school and educational 
facilities (school facility policy and system, school 
establishment and arrangement, school architecture 
and space, design, school environment and safety, 
etc.)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verall 
school architecture and educational facilities in Korea 
and Asian Countries.

Publishing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by Publication
Registration and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s
Publication
The Creative Convergence Forum for School 
Architecture (CFSA) was granted the official publica-
tion registration number Cheongju, BA-00022 on 
June 3, 2020 registered under other publications, 
and as an international quarterly magazine published 
four times a year, the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s 
registration number ISSN 2733-5976 was granted 
under the name CFSA REVIEW on June 10, 2020.
On June 25, 2020, the first edition of the CFSA 
REVIEW - SUMMER 2020 was published to be 
distributed free of charge to all CFSA members, 
parties related to the overall task of school 
establishment, and to foreign(mainly Asian 
Countries) school architecture profession-
als.Through this, we are conducting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exchange.

CI for FORUM

The CI of the CFSA is a combination of words and 
symbol marks, and with clear descriptions and 
symbolic expressions, the CI was created with an 
emphasis on the availability for useful and various 
applications.
The words used in CI are the English initials of C(2), 
F(2), S and A for the Creative Convergence Forum 
for School Architecture, and the identity and 
cohesiveness of the forum are shown through the 
motive of a peaked roof symbolizing school architec-
ture.
The letter “C” that utilizes part of a circle shows 
communication and society, and the letter “F” 
crossed by a white diagonal line indicates expertise. 
At the same time, the virtual extension line of F and 
A forms a broad sense of the image of the forum to 
emphasize its rise and development through the 
shape of the symbol. The letter “S” stands for 
flexibility and connectivity and symbolizes the 
networking and convergence of the forum that 
brings many experts together.
Also, the green representing the forest (ground) 
indicates sustainability and consistency, and the 
blue representing the vast sky stands for a clear 
future vision and realizability. 
In general, the CI of the Forum states the wil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make a new start as 
an organization for public interest and to provide 
appropriate policy and future development for school 
architecture.
@2020 Dong-ha Kim, All rights reserved.

Mission of FORUM

Hosting International Forums : Sharing new domes-
tic and foreign(mainly Asian Countries) school 
policies and cases seeking a response to the 
decrease in population and educational,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Field Study of Newly Established Schools in Korea 
and Overseas : By visiting newly established schools 
in Korea and Overseas(mainly Asian Countries), new 
school architectural designs and environments are 
identified and shared.

Publication of CFSA REVIEW : A professional 
magazine introducing the latest domestic and 
foreign(mainly Asian Countries) cases of school 
establishments is published 4 times a year, and 
distributed to members, the Ministry of Education, 
personnel related to school establishment and 
facilities belonging to the Office of Education in 
cities and provinces, and to foreign school architec-
tural experts.

CFSA REVIEW : International Quarterly Magazine on 
School Architecture

CFSA REVIEW is an international magazine 
published four times a year to introduce the latest 
domestic and foreign(mainly Asian Countries) cases 
in school architecture and educational facilities in 
pictorials for non-ex- perts to easy understand.
The magazine is distributed free of charge to forum 
members, the Ministry of Education, personnel 
related to school establishment and facilities 
belonging to the Office of Education in cities and 
provinces, and to foreign school architecture experts 
to help them understand school architecture and 
space, and to contribute to the overall development 
of school architecture and educational facilities in 
Korea and Asian Countries.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chool architecture in Asian 
countries and the exchange of school architecture 
experts. 
Regular members that paid membership fees are 
provided with a forum binder to store magazines by 
using 3 holes on the left side of the magazine.

Editorial Board of CFSA REVIEW

Article 1 (Ground) These regulations (hereinafter as “
the Regulations”) are established under Article 22 (2)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hereinafter as “the 
AOA”) of the Creative Convergence Forum for 
School Architecture (hereinafter as “the CFSA”), an 
aggregate corporation.
Article 2 (Purpose) The Regulations are intended to 
set forth all the matters of edition of the CASA 
REVIEW, an aggregate corporation.
Article 3 (Editorial Board) In order to edit the CFSA 
REVIEW, an editorial board (hereinafter as “the 
Board”) shall be organized. The board may consist of 
many members in addition to participating directors 
and is to have a chief editor.
Article 4 (Role and Ethics Code) The Board shall play 
the following roles:
  4.1 The chief editor of the Board is to convene and 
advance the editorial meetings four times each year.
  4.2 The Board is to comprehensively deliberate and 
reach decisions on the selection of articles and 
excellent school architecture in the Asia region to be 
posted in the magazine.
  4.3 The Board may reject or cancel such selections 

and publications in terms of plagiarism and the 
matters violating various ethical codes.
  4.4 The members of the Board are to fairly and 
faithfully select the objects to be posted apart from 
personal convictions and connections or  company 
interest.
  4.5 The members of the Board are to pledge to 
comply with the ethics code of this Clause.
<Supplementary Provisions>
1. The Regulations shall be executed from the ___th 
day of April, 2021.
2. Any matters which are not set forth herein shall be 
determined under customary practices, and the 
matter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se Regula-
tions shall be separately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CFSA PRIZE

Article 1 (Ground) This prize (hereinafter as “the 
Prize”) is established under Article 22 (8)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hereinafter as “the AOA”) of 
the Creative Convergence Forum for School 
Architecture (hereinafter as “the CFSA”), an 
aggregate corporation.
Article 2 (Purpose) The Prize is an international 
annual award to living architects who, through the 
medium of school architectur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for humankind, the educational environ-
ment and school architecture in the Asian region.
Article 3 (Award Nominee) A (team) living architect 
of Asia satisfying the purpose as set forth in the 
foregoing Clause 1 hereof.
Article 4 (Title) The title of this international prize is “
The CFSA Prize”
Article 5 (Selection Committee) A selection commit-
tee (hereinafter as “the Committee”) shall be 
organized each year in order to select the nominees. 
The Committee may consist of many members in 
addition to participating directors, who are to be ex 
officio members, and is to have a chairman. The 
prize winner of the preceding year may be dignified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Article 6 (Selection Period) The Committee shall 
select the nominees of the Prize in December based 
on the provisions of Clauses 2 and 3 hereof.
Article 7 (Candidates) The selection candidates of 
the Prize is to be the schools posted in CFSA 
REVIEW: provided that a candidate from the Asia 
region may be added with unanimous consent of the 
selection members of the Committee.
Article 8 (Selection Method) The selection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vote online/offline and select 
candidates. The details of the voting method may be 
determined by the Committee.
Article 9 (Date and Place of Award) The date of 
award is to be at the time of holding a general 
meeting of the forum, and the place of the award is 
to be the Republic of Korea. Under special circum-
stances, the awarding of Prize is to be conducted 
online.
Article 10 (Prize Money) The selected person 
winning the Prize is to be given a certain amount of 
prize money(￦5,000,000), a certificate and plaque 
(or medal).
Article 11 (Retention of Prize Winner Record) The 
result of the award shall be recorded and retained in 
a separate ledger.
<Supplementary Provisions>
1. The Regulations shall be executed from the ___th 
day of April, 2021.
2. Any matters which are not set forth herein shall be 
determined under customary practices, and the 
matter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se Regula-
tions shall be separately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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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사 마코타 학교, 말레이시아 Desa Mahkota School, Malaysia
엘레나 자밀, 엘레나 자밀 아키텍츠 대표
Eleena Jamil, Principal Architect, Eleena Jamil Architect

사진 루파지와
Photographs by Rupajiwa
ⓒ2021 Eleena Jamil Architect(Malaysia). All rights reserved.
Photographsⓒ2021 Rupajiwa. All rights reserved.

데사 마코타학교는 12-17세 1200명의 학생과 60명의 교사를 
수용할 수 있는 국립 중등 학교이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 
룸푸르의 1.8 헥타르 도심 고가 부지에 위치한다. 학교는 
13,000 m² 규모로 다목적 홀, 교실, 과학과 IT 실험실, 도서관, 
식당, 행정실로 구성되었다. 

Desa Mahkota is a national secondary school designed 
to accommodate up to 1200 students between the 
ages of 12 and 17 and up to 60 teaching staff.  It is 
located on an elevated 1.8 hectare urban site in 
Malaysia’s capital city, Kuala Lumpur. The school has a 
built-up area of 13,000 m² with multi-purpose hall, 
classrooms, science and IT laboratories, library canteen 
and administration 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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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움직이는 평형 형태로 배열된 직선형 조각들로 계획되었다. 부지가 좁다는 것은 학교의 일부가 공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층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학습 블록은 점점 높아지는 높이 순으로 배열되어 가장 낮은 것이 맨 앞에, 가장 높은 것이 맨 뒤로 가게 하였다. 이 전략으로 건물들의 휴먼 스케일을 
적용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학교 건축은 식민지 영국 정부에서 처음 소개한 가벼운 목조 직선형 구조로 시작하여 추후 공공공사부(JKR)에 의해 표준 석조 직선형 구조가 뜰 
주변으로 배열된 것으로 발전되었다. JKR 모델은 60년대와 70년대에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상당히 경직되고 별 특징이 없었으나 습한 열대성 
기후에는 적합했다. 단일 뱅크(single banked) 교실은 바람이 부는 쪽과 가려지는 쪽에 틈이 있어 통풍을 가능케 한다.

데사 마코타 학교는 표준 유형 분류 체계를 발전시켰다. 그 전신과 같이 새 학교의 교실, 실험실과 사무실은 열린 복도를 따라 한 쪽에 나란히 배치되었고 반대 쪽은 
유약처리 되었다. 이렇게 하여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잘 환기되고 빛이 잘 들도록 하는 것이다. 열대 지역에서 동부, 서부 파사드는 아침과 오후의 직사광선을 가리는 
그늘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이 학교는 모든 창문과 문이 북쪽과 남쪽을 향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천장 선풍기는 공간 내 공기 움직임을 더 활발히 
하도록 사용된다. 모든 북쪽 파사드의 핀과 오버행과 남쪽 파사드의 열린 복도가 직사광선을 피하고 눈부심을 줄일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준다.

The school is planned in linear strips arranged in shifting parallels. The tight site means that the school partly needs to be a high-rise structure 
in order to meet the space requirements. The teaching blocks are arranged in ascending heights with the lowest along the front and the tallest 
towards the rear. This strategy ensures that the building retains its human scale upon approach.    

Architecture of schools in Malaysia stems from lightweight timber linear structures first introduced by the colonial British government and later 
developed by the Public Works Department (JKR) into standard masonry linear volumes arranged around courtyards. The JKR model, built 
extensively across the country in the 60s and 70s, was rather rigid and nondescript but suited the humid tropical climate. The single banked 
classrooms have openings on the windward and leeward side, allowing cross ventilation to occur. 

Desa Mahkota School seeks to improve the standard typology. Like its predecessor, the new school’s classrooms, labs and offices are stringed 
along open corridors one side and are fully glazed on the other. This means that rooms are naturally well ventilated and brightly lit. In the tropics, 
east and western facade are generally more problematic to shade due to the direct exposure to morning and afternoon sun. This school avoids 
the problem by having all windows and door openings face north and south. Ceiling fans are used to increase the movement of air in a room. 
Fins and overhangs on all north facades and open corridors on the south facades help shade rooms from direct sunlight and reduce glare.

건축 프로미나드 컨셉 레이아웃 / 각층 평면도 / 입면
Architectural Promenade Concept Layout / Floor Plans /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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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브 냉각 전략 및 태양 경로 다이아그램
Passive Cooling Strategy & Sun Path Diagram

천장과 바닥은 의도적으로 비워 놓은 것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노출시켜 
열용량이 낮 시간의 온도를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낮 시간 동안 
열이 콘크리트 슬랩에 저장되고 교실을 사용하지 않는 밤 시간에 이를 방출하는 
것이다. 방은 밤에 자연스럽게 환기가 되어 공간에 모여 있는 열기를 제거한다. 
구조 제작에는 산업화된 건물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콘크리트 바닥, 기둥과 
빔은 부지 밖에서 미리 제작하여 부지에서 조합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공사시 기술 수준을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데사 마코타 학교의 다양한 높이와 길이의 직선형 건물들은 톱니 모양으로 
배열되어 자동적으로 다양한 특징의 정원과 뜰을 만들어 낸다. 각각의 뜰은 
각각의 건물 파사드에 부여된 색으로 특징된다. 이들은 낮에는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특히 자연풍경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원한 휴식을 제공하고 건물 블록의 각진 기하학적 구조를 부드럽게 만들어 덜 
기관적으로 느껴지게 한다. 

Ceilings and floors are deliberately left bare, exposing their structural 
concrete surfaces, so that their thermal mass can help regulate daytime 
temperatures. For example, heat is absorbed by the concrete slabs during 
the day and released during the night when the classrooms are not in use. 
Rooms are naturally ventilated during the night to remove the released 
heat from the space. Industrialised building systems are used in the 
fabrication of structures. Concrete floors, columns and beams are 
prefabricated off site and brought to the site for assembly. This approach 
saves time and costs and allows workmanship standards to be kept high 
during construction.

In the Desa Mahkota School, linear building volumes of different heights 
and lengths arranged in a serrated manner automatically create courtyards 
of varying character. Each courtyard is further distinguished by the 
different colours assigned to the building facades. They play a major role in 
keeping spaces cool during the day, especially when the natural landscape 
has fully matured. They provide a cool respite and soften the angular 
geometry of the building blocks, making them feel less 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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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계획에 있어 학교는 학교에서 움직이는 경험이 풍성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자 하였다. 복도와 다목적 홀, 비공식적인 놀이 공간과 식당으로 만들어진 일련의 ‘공동’, 또는 
‘공공’ 공간이 학생들이 놀이를 하고 사회화 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이러한 연결된 공간들은 여러 
비공식적인 지도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건축적인 산책로’로 여겨진다. 이 산책로는 학습적인 
교실과 뜰의 녹색 지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대화, 감독, 사회적 동맥 역할을 한다. 

데사 마코타 학교는 학교 정원에 물을 주는데 쓰이는 빗물 저장소가 있는 물 수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교는 또한 침투성 보도가 깔린 미니멀한 포장도로와 실외 모임 공간을 위한 잔디블록도 갖추고 있다.

In terms of space planning, the school seeks to create an open communication where the 
experience of moving through the school is particularly rich experience. A continuous series 
of ‘common’ or ‘public’ spaces made up of corridors, multipurpose hall, informal play area 
and canteen become places for school children to play and socialise. These linked spaces 
are considered an ‘architectural promenade’ where a lot of informal teaching and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will take place. This promenade acts as a communication, supervision 
and social artery closely linked to the academic rooms and green spaces of the courtyards. 

Desa Mahkota School is equipped with water harvesting system where rainwater is stored 
and used to water the school’s garden. The school also employs minimal hard surfaces with 
permeable pavements and grass pavers for the roads and outdoor assembl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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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임재한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             사 조민정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             사 류임우  대구한의대학교 건축디자인학부 교수
이             사 백승관  청주대학교 건축학전공 교수
이             사 민승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             사 신동안  ㈜선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이             사 박명구  ㈜휴먼C 대표
이             사 김제형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이             사 김현주  ㈜디엔비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이             사 강구식  ㈜해안건축 상무
이             사 신길수  아시아도시디자인연구소 수석연구원   
국제특별이사  황초렌  JR Architects(대만) 대표
이             사  배용덕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이             사  이용민  ㈜종합건축사사무소선기획 대표
이             사  송주영  ㈜아이엔지건축사사무소 대표
이             사  류시성  코오롱글로벌㈜ 상무
이             사  이경환  ㈜디엔비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             사  임오연  건양대학교 의료공간디자인학과 교수
이             사  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건설분야 대표변호사
국제특별이사  로버트 베르짓 Architecture BRIO V.O.F, 
                                  Rotterdam(네덜란드) 대표
국제특별이사  담 부 KIENTRUC O(베트남) 대표
국제특별이사  애니 레 KIENTRUC O(베트남) 디자인 이사
국제특별이사  타카하루 테즈카 테즈카 아키텍츠(일본) 대표 
                                  / 도쿄(東京)도시대학 건축학과 교수
(가입 및 위촉 순)

편집위원회

편 집 위 원 장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대표
편  집    위  원  오병욱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원장
편  집    위  원  임재한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편  집    위  원  김제형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Board of Executive

Adviser   Choi, DooHo,  Executive,  Tomoon Architects & Engineers 
International Honorary Adviser   NAGASAWA, Satoru,  Chairman, Institute of Educational Environment, Japan

President   Jung, JinJu,  Professor,  Major of Architecture, Cheongju University
Vice President   Lee, Sang Hoon,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Vice President   Cho, Do Yeun,  CEO,  D&B Architecture Design Group
Vice President   Lee, Seon Woo,  CEO,  Top Interior Inc.
General Secretary   Lee, Jun Seok,  Vice President,  Yoo Gwang Construction
Auditor   Song, Woong Ryong,  General Principal,  Seon Architecture & Engineering Group 
Director   Ryu, Young Mo,  CEO, UNP architectures & partners 

International Special Director   KUDO, Kazumi,  Managing Architect, Coelacanth K&H Architects Inc. 
                /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TOYO University
International Special Director   HORIBA, Hiroshi, Partner, Architect, Coelacanth K&H Architects Inc. 
                /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Tokyo City University 
Director   Oh, Byeong-Uk,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Local Educational Finance(KILEF)
Director   Nam, Sookyong,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Oh, Beomho,  Professor,  Department of Elementar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irector   Sohn, Tae-Jin,  Professor,  Major of Architectur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Director   Kim, Dong-Ha,  Professor,  Major of Industrial Design, Cheongju University
Director   Lee, Ji-Young,  Professor,  Major of Architecture, Cheongju University
Director   Joo, Yong Sun,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Honam University
Director   Lim, Jae-Han,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Ewha Womans University
Director   Cho, Minjung,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ha University
Director   Ryoo, Im-Woo,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Daegu Haany University
Director   Baek, Seung-Kwan,  Professor,  Major of Architecture, Cheongju University
Director   Seung Hyun, Min  Research Fellow,  The Seoul Institute
Director   Shin, Dong An, President,  Seon Architecture & Engineering Group
Director   Park, Myeonggu,  CEO,  Human C
Director   Kim, Je Hyung,  Vice President,  Ega Architecture
Director   Kim, Hyeonju,  Vice President,  D&B Architecture Design Group
Director   Kang, Gu Sik,  Executive Director,  Haeahn Architecture
Director   Shin, Gil Soo,  Principal Researcher,  Asia Urban Design Research Association 
International Special Director   Cho Ren Huang, JR Architects(TAIWAN), Founding Architect
Director   Bae, Yong Deok,  Head of Facilities Division, Busan Seobu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Director   Lee, Yong-Min  President, SUN + PARTNERS Architects & Engineers
Director   Song, Joo-young,  President, ingarchi, ING GROUP 
Director   Ryu, Si Sung,  Director, KOLON GLOBAL CORP.
Director   Lee, Kyoung Hwan,  President, D&B Partners Architecture
Director   Yim, Oh-Yon, Professor, Department of Medical Space Design, Konyang University
Director   Kim, Han Keun,  Partner Lawyer, Ju Sung Law & NOTARY OFFICE
International Special Director   Robert Verrijt, Principal Architect, 
                 Architecture BRIO V.O.F, Rotterdam(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Special Director   Dam Vu, Principal Architect, KIENTRUC O(Vietnam)
International Special Director   Anni Le, Design Manager, KIENTRUC O(Vietnam)
International Special Director   Takaharu Tezuka, Principal Architect, Tezuka Architects(Japan) 
                / Professor, Tokyo City University
(In order of Join and Appointment)

Editorial Board

Chairman  Cho, Do Yeun,  CEO,  D&B Architecture Design Group
Committee  Oh, Byeong-Uk,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Local Educational Finance(KILEF)
Committee  Lim, Jae-Han,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Ewha Womans University
Committee  Kim, Je Hyung,  Vice President,  Ega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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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기획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는 전시ㆍ영상 전문기업
Company specializing in exhibition & video creating a cultural space 

through creative planning and new design

JEALOUS OF A NICE DESIGN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끝없는 질투!

평범함을 거부하고 새롭고 멋진 디자인을 위해 한가닥 정신이 살아있을 때까지 나는 질투한다.
Rejecting the typical and the common, 

my jealousy will endeavor to reach for greater, more modern designs.

서울공예박물관(Seoul Museum of Craft Art) 2021 

세계물포럼기념센터(World Water Forum Pavilion) 2015 카이스트 비전관(KAIST VISION HALL) 2017

신재생에너지테마체험관(Renewable Energy Theme 
Experience Center) 2021

㈜휴먼씨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에이타워 608호

 F6, Seoulsup A-Tower, 26, Sangwon 1-gil, Seondong-gu, Seoul, Korea, Tel +82 2 549 1442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중테크노밸리 1204호

F12, Sejung techno vally, 134, Gongdan-ro, Heungdeok-gu,Cheongju-si,Chungcheongbuk-do, Korea, Tel +82 43 265 1442
www.huma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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