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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ng the future value of urban agriculture in Seoul, a 600 year-old capital city, is not such
a simple task. We had to recollect and link many components of Seoul in order to propose a
new paradigm for urban Seoul. Moreover, results produced during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 an era of rapid growth in Korea after winning its independence – were also vestiges of
Seoul that could not be neglected.
As such, we decided to propose the value of future Seoul on the peripheries of the Han River.
Seoul can be divided into Gangbuk – the old urban center – and Gangnam – a district
developed during the industrial era with the Han River, a river which brings history and scenery
together, at its center. For Seoulites, the Han River is a place to rest and a natural axis that
divides the city’s identity. Also, it is a panorama slider that offers a compressed recollection of
Seoul’s growth from the Joseon dynasty, onto the colonial period, modern development era,
and the present.
We decided to investigate a new version of urban agriculture with riverside apartments near
the Han River constructed during the industrial age. This was based on our desire to begin
with an inquiry into possible lifestyles for Seoulites residing in apartment complexes located
near the Han River, a symbolic location in Seoul. Ultimately, our design will be a proposal
regard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Seoulites that allows future residents create a more
ecological and human-friendly urban Seoul.
Established during the early stages of Gangnam’s development, Abgujeong district is at the
center of Gangnam’s residential zone and boasts excellent view of the Han River. However,
the exclusive nature of this residential area prevents access from nearby areas to the riverside,
and the area is closed off from the surrounding neighborhoods therefore we must seek the
solution that finds ways to let the urban residential block coexist with surrounding areas from
an urban perspective.
The Ichon area is located on the north-south axis greenbelt formed along the mountains in
Seoul and it is the geographical center of the city that faces the Han River. It is a site in need
of interpretation with regards to its sense of place at the center of Han River development
which is at a meeting point between the north-south axis that connects Bukhansan Mountain,
Namsan Mountain, Yongsan-gu, Han River, and Gwanaksan Mountain and the east-west axis
that encompasses the Han River development zone.

600년의 수도 서울에서 도시농업이 가지는 미래의 가치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도시서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기 위해 우리는 서울의 많은 부분들을 기억해내고 연
결해야 했다. 게다가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급성장 시기의 산물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서울의 흔적 중 하나였다.
그렇게 우리는 한강 주변에서 미래서울의 가치를 제안하기로 했다.
서울은 역사와 경관을 아우르는 한강을 기준으로, 구 도심지역인 강북과 산업시기에 개발된 강남지
역으로 나뉘어진다. 한강은 서울시민들의 휴식의 공간이자 도시의 정체성을 가르는 자연적인 축이
다. 또한 조선시대, 식민시대, 근대개발시기, 현대의 자취들이 어우러져 도시의 성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파노라마 슬라이더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기 산업시대 때 건설된 한강변 아파트단지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의 새로운 버전을 탐구해
보기로 했다. 이는 서울 한강이라는 상징적 장소에 위치한 공동주거단지에서 서울의 시민들이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로 시작하고 싶어서이다. 결국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은
미래 서울 시민들이 더 생태적이고 인간적인 도시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관
한 하나의 제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압구정 지구는 강남개발 초기단계에 형성된 한강변 조망 권이 우수한 강남주거의 중심지역이다. 하
지만 주거단지의 폐쇄성으로 인근지역에서 강변으로의 접근을 막고, 주변지역과도 단절되어있어, 어
떻게 하면 도시적 차원에서 도심 주거 블록이 주변지역과 상호존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고
민해야 한다.
이촌 지구는 서울의 남북 산악녹지 축 선상에 위치하며 한강과 마주하고 있는 서울의 지리적 중심지
역이다. 북한산, 남산, 용산, 한강, 그리고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남북 축 선상에, 동서를 잇는
한강변 개발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는 장소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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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ndustrialization, broad farmland producing foods has been being kicked out of downtown
owing to constant increase in price of land. Project of A-1 team is meaningful in terms of study
on spatial way to return agriculture space, which urbanites lost by the logic of capital, to daily
life in which they sleep, go shopping and live with their neighborhoods. There is suggestion on
diverse city agriculture space split into small units suitable for city dwellers’ life cycle ; vegetable
garden at balconies where you can harvest fresh lettuce, scallions, and so on for dinner table,
core farm inside elevator halls where you communicate with residential neighborhoods, markets
on conveyer belts which daily cultivated vegetables rotate inside complex. Those elements
would be linked by strong element, what we called BIO BELT circulating through complex and
they are unified as a whole.
Project of A-2 team originates from critical mind about BIO DIGITAL CITY in two ways. Firstly,
how to implement new city agriculture program among existing cities as a point-of-view of
urbanism. They prefer to choose environmental friendly solution which acknowledges existing
public order and finds adjustable method, rather than to clean out previous memories and set
new order. Second one is methodological matter on how to have urbanites under busy daily
life meet with agricultural program demanding much sincerity and efforts. There is suggestion
on the combination of automated robot cultivation system linking all the complex and smart
application. With the suggestion city people can experience the process of life circulation in
their daily life with no difficulty.
Team A-3 run the project by focusing on the study of system about either how agriculture
gets into city organization, forming a connection with other programs like residence, business
and commercial facilities or how agriculture transforms according to the change in time and
situation. Jungle gym-shaped 3D grid system what team A-3 proposes functions as a platform
where individual program module could be inserted or ejected as occasion demands like
Jenga. Along the 3D grid system, there is formulation of green network in which simple crops
could grow. Full-scale of space for city agriculture is suggested as a module of Jenga.

Transmedia means telling the stories which can be understood as ‘one’ through various media
platforms and experiencing them. Transmedia storytelling is the text distribution custom and
media experience pattern which newly appeared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Transmedia
storytelling, a form of multiplatforming, makes a whole story by collecting individual stories.
The Biodigital City Seoul Project induced construction companies to realize the final results
of new buildings through transmedia storytelling. It gave reason for you to get closer to future
urban agriculture by looking at a big picture of urban agriculture to come in the future.
The Bio Belt City of A1 Team which suggested the direction of future urban agriculture
through a housekeeper’s daily life was made to make future urban agriculture closer to you
in the housekeeper’s life by setting a realistic and ordinary character in the unrealistic urban
agriculture form in the future. The Striped Farming City of A2 Team analyzed the necessity of
future urban agriculture and suggested the realistic direction of urban agriculture to come in the
future focusing on the present site and the detailed simulation that the future urban agriculture
is applied. The Jenga City of A3 Team tried to be changed into the urban agricultural space
which includes landscape environments by escaping from the simple agricultural functionality
by suggesting the variable urban agricultural space of various types that the future urban
agriculture can be done in a building, not narrative storytelling.
Like this, the Biodigital Seoul Project suggested the directions of the future urban agriculture
by presenting Seoul urban agriculture to come in the future through transmedia storytelling
in a familiar and creative way and inspired realizability of the future urban culture to come in
the future by producing the videos that ordinary persons or architectural experts can easily
understand future urban agriculture.

산업화 이후 지속적인 지가상승과 함께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던 드넓은 논밭들은 점점 더 도시 외
곽으로 밀려났다. A-1팀의 프로젝트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도시인이 잃어버린 농업공간을, 잠들고 일
어나고 쇼핑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들의 소소한 일상 속으로 돌려주는 공간적 방법의 탐구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저녁식탁에 바로 뽑은 신선한 상추, 파 등을 제공할 발코니 텃밭, 이웃간 소통의 주제
가 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홀 내 core farm, 카페∙ 레스토랑에 숨쉬는 인테리어 요소로 작용할 vertical
garden, 그날 그날 생산된 농산물들이 단지 전체를 순환하는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판매되는 마켓 등,
도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작은 단위로 분절된 다양한 도시농업공간이 제안되며, 이러한 요소들
은 단지 전체를 순환하는 Bio Belt라는 강력한 요소에 의해 연결되며 하나로 완성된다.
A-2팀의 프로젝트는 Bio Digital City라는 주제를 두 가지 문제의식으로부터 접근한다. 첫째는
urbanism적 관점으로서 도시농업이라는 새로운 도시프로그램을 기존의 도시조직 속에서 어떠한 방
식으로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들은 기존의 기억을 일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tabla
rasa가 아니라, 존재하는 질서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조정 가능한 해법을 찾는 좀 더 자연친화적인 방
식을 선택한다. 둘째는 많은 정성과 수고로움이 필요한 농업이라는 프로그램과 바쁘고 여유 없는 생
활 속의 도시인이 어떻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방법론적 문제이다. 단지전체를 연결하는 선형
의 자동화된 로봇 재배시스템과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의 결합이 그 해법으로 제안되어 도시인이 커다
란 어려움 없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생명순환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A-3팀은 농업이 주거, 업무시설 혹은 상업시설 등 다른 프로그램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도시조직에 삽입되고 증식될 수 있는지, 또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그 시
스템에 대한 탐구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들이 제안하는 정글짐형태의 3차원 그리
드 시스템은 마치 젱가 게임처럼 각각의 프로그램 모듈들이 필요에 따라 삽입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기능한다. 3차원 그리드 구조를 따라 간단한 작물들이 재배될 수 있는 Green network
가 형성되도록 하였으며, 좀 더 본격적인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은 젱가시스템의 모듈로서 삽입되도록
제안되었다.

여러 개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하나'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를 경험하는 것을 트
랜스미디어라고 한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텍스트 유
통 관습이자 미디어 경험 양식이다. 멀티플랫포밍의 한 형태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개별 이
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전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바이오디지털시티 서울 프로젝트에서는 트
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통한 새로운 건축물의 최종결과물을 구현하도록 유도하였다. 미래 도시농
업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여 앞으로 다가올 도시농업의 큰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미래 도시농업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한주부의 일상을 통해 미래 도시농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A-1팀의 Bio Belt City는 자칫 먼 미래에
오는 비현실적인 도시농업의 형태를 평범한 주부라는 현실적인 캐릭터를 설정하여 주부의 일상 속에
서 미래 도시농업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A-2팀의 Striped Farming City는 미래
도시농업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현재 사이트의 모습과 미래 도시농업이 적용된 사이트의 디테일한 시
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앞으로 다가올 도시농업의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A-3팀의 Jenga City
는 서사적인 스토리텔링이 아닌 한 건물에서의 미래 도시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
변적인 도시농업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농업의 기능성에서 벗어나 조경적인 환경을 포함한 도
시농업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바이오디지털시티 서울 프로젝트에서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가올 미래의 서
울 도시농업을 친근하고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미래 도시농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일반인부터 건축
전문가까지 쉽게 미래 도시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 도시농업
의 실현 가능성을 고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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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 O B E LT C I T Y
Kim Bokyeong Lee Seokyoung Lee Youjin Oh Byeonghoon

Living Complex with
Bio Belt
Existing Site Condition / Mass
Study of Apartment Complex /
DIAGRAM

Bio Belt City
Ichon-dong, Seoul / Strategy /
PERSPECTIVE

How can 'cities' combine with 'agriculture' while these two seem so different by nature. The
agriculture in urban life we suggest is not one of those one-time events such as weekend
farms located out of your daily routine, however, it is the alternative to regain the warmth of
'living' which has been forgotten in mechanized and individualized urban areas. The form of
agriculture which goal is to let people in city feel the the presence of 'life' within their reach.
Then how can this ariculture in urban area penetrate into people's daily lives? Can we maybe
add plant(agriculture) life cycle onto urban daily routines as a start? The 'Bio Belt' concept as
green blood vessel to connect whole residential complex as one organic body started from
there.

전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도시’와 ‘농업’이 과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제안하는 도시생활에
서의 농업은 일상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주말농장과 같은 이벤트성의 개념이 아닌, 기계화, 개인화 되
어가는 도시생활에서 잊혀져 가는‘생명’활동의 따스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대안으로서의 농업으로,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인들이‘생명’의 존재를 손 닿는 거리에서 일상적으로 느끼며 함께 살아갈 수 있
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그렇다면 농업이 도시인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식물(농업)의 라이프사이클이 도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들어와 하루 일과를 함께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시작으로, 건물 사이사이를 통과하며 단지 전체를 하나의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만들어 줄 green blood vessel의 개념인, ‘Bio Belt’의 컨셉이 생겨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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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on site is located at the linear extension of green network and it is also a landmark facing
Han river at front. But the current apartment complex is surrounded by walls and is also
next to Gangbyeon express way which make the residents passive. Also the separated
structure of apartment complex makes the communication throughout residents difficult; not
to mention the external green spaces between buildings are hard to access. So practically
the only external space the residents can utilize is porch. On the other hand, the side of
complex opposite to Han river is filled with stores and shops. considering all these aspects
together, the new landmark town is to be proposed as 'urban agriculture' is applied. The
shopping district for both residents and visitors will be extended upto external public spaces
within the complex so that the public space will be naturally connected upto Han river park.
The goal of 'residential cmoplex where agricultural and urban life cycles coexist' is added on
the top of it to complete the new land mark of Seoul as all of house, neighborhood, store,
offices and publich areas are connected via Agricultural bio Belt.
'The encounter of city and agriculture' is the point where buildings(mass) and Bio Belt meet.
How much the lives of people in urban areas can be diversified by the conjunction? The
focus of our design was to suggest the diversity. We brainstormed the conceptual features
of Bio and Digital to imagine the various systems and spaces of urban agriculture. So the
fundamental assumption of Bio Belt is the presence of the lines connecting across buildings
of complex to make the entire complex one town. The spots where Bio Belt is passing by is
to apply various agricultural methods according to the program. Going further, combining the
two physical concepts of Mass and Bio Belt, totally new concept of space can be imagined
and as a result it will become 'agriculture line' with possibilities to propose new urban
agriculture.
이촌 사이트는 서울의 녹지축 선상에 위치해있고 한강을 면한 랜드마크로서의 장소성을 지닌 곳이
다. 그러나 현재의 아파트단지는 한강쪽은 강변북로, 양 옆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강이나 주
변 지역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단지 내에 각각 독립적으로 분산되어있는 아파
트 동의 배치구조는 동간 사람들끼리의 소통이 어려운 조건을 만들며, 동과 동 사이 지면에 위치한
외부녹지공간은 아파트 내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아 사실상 주민이 이용가능
한 외부공간은 베란다가 전부인 상황이다. 한 편 한강 반대쪽의 면은 긴 상가건물이 위치해있어 지
역의 생활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의 여러 조건들을 바탕으로 '도시농업'을 접목
시킨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타운을 계획하고자 한다. 단지 주민과 외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단지 내 외부공공공간까지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한강공원까지 공공공간이 확대되는
성격을 지닌 복합주거단지를 계획하였다. 여기에 ‘농업과 도시인의 라이프사이클이 공존하는 주
거단지’ 라는 목표를 더해 도시인의 하루 일과가 이루어지는 집, 동네, 상가, 사무시설, 공공공간이
Agricultural Bio Belt로 함께 연결되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완성되었다.
‘도시와 농업의 만남’ 즉, 건물(mass)과 Bio Belt가 만나는 접점에서 농업이 도시인의 생활에 얼마
나 깊게 파고들어 삶을 다채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다양성을 제안하는 것이 우리 설계의 포
인트이다. Bio와 Digital의 개념적 특성을 브레인 스토밍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농업의
시스템과 공간을 상상해보았다. 따라서 Bio Belt의 기본 전제는 단지 내 건물들을 뚫고 지나가 단
지 전체를 하나의 복합 타운로 연결해주는 라인으로서, Bio Belt가 지나는 곳의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다양한 농업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mass와 Bio Belt라는 물리적인 두 개념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도시농업의 생활을 제안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agricultural line’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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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Belt City Render

Bio Belt City Render

Various Agricultural Program /
PERSPECTIVE

Various Agricultural Program /
PERSPECTIVE

Helping the imagination of new life style with Bio Belt, we created a story of a house wife. On

3. Lunch - Arriving at the commercial building passing through elevator and stair-case farm,

the key map, her moving line is presented and simple diagrams will be shown to introduce the

the owner of the restaurant cook out of the fresh ingredients from vertical farm. The vertical

bio or agriculture program at each space. And then 3D render shot follows.

farm also keeps the privacy of the residents by reasonably covering the residential areas not

A day of a house wife with urban agriculture is as follows:

to mention the beautiful scenery it provides.
4. Afternoon - She visits Farm tower near Han river with a kid from school. As a landmark, it

1. Waking up - She wakes up looking that the plant on the wall and ceiling extended from

is located at the Han river side and the curtain wall building has the professional programs

veranda. When drinking water from the water purifier, the sensor activates to water the plants

such as vertical factory and R&D centers in it which let children explore the agriculture not to

as well. Breakfast can be ready with fresh ingredients from her own farm.

mention it provides the Han river view as a lounge.

2. Morning - She goes out of the house to see her child off to school and passes through Farm

5. Eveing - The whole family goes out with dad from work to Han river park. It shows how the

Bridge which is the corridor connecting each residential complex. Under the bridge, there's a

low accessibility to the park from Gangbyeon expressway is resolved with wide underpath

duct with overnight rainwater stored which waters plants by itself. Along the both sides of the

letting the public area expand till the park. The both sides of the path is the underground space

bridge, there located Community garden and elevator core work as bridge structure which

of the tower, Rice farm is located in it to provide soft street light not to mention the beautiful

takes people down to the ground. The elevator operates with solar energy.

scnes it provides.

Bio Belt가 단지 구석구석을 돌며 만들어내는 도시인의 새로운 life style을 상상하기 위해 주부의 하
루 일과를 따라다니는 스토리를 구상하였다. 간단히 도식화 한 key map을 통해 주부의 이동 동선을
먼저 보여준 후 각각의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bio 혹은 농업 프로그램을 간단한 다이어그램
으로 표현하고 3d 렌더샷이 나오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도시농업과 함께 하는 주부의 하루일과는 간
단히 다음과 같다.

3. 점심- 엘리베이터를 넘어 계단식 경작지를 지나 식당과 까페가 모여있는 상업 건물에 다달으면 식
당의 주인은 수직농장의 식재료를 바로 따 신선한 요리를 해준다. 이 수직농장은 상업공간이 주거단
지내에 있는 것을 고려해 외부인들로부터 주거공간의 프라이버시를 적당히 가려주는 역할을 하며 미
관상의 이점도 지닌다.
4. 오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와 함께 한강변에 위치한 경작타워를 방문한다. 랜드마크의 장소
성에 맞게 한강변에 위치한 타워 형식의 건물로서 커튼월로 된 건물에 수직형 공장, 연구 등의 전문
적인 프로그램을 지닌 곳으로, 아이들에게 농업에 관한 견학을 경험하게 해 주며 한강뷰를 제공하는
라운지로서 또한 역할을 한다.
5. 저녁- 퇴근한 아빠와 함께 가족은 경작타워 밑에 위치한 터널을 통과해 한강공원으로 나간다. 이
는 기존에 강변북로로 인해 한강공원으로의 진입성이 굉장히 낮았던 것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단
지 전면이 한강공원에 접한 이점을 살려 단지 내 공공 공간이 한강공원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넓은
Underpath를 가진다. 이 길의 양옆은 타워의 지하공간으로, LED를 이용한 벼농장이 있어 지하에서
도 경작을 할 수 있으며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로수와 같은 미관상의 역할 뿐만 아니라 밤에는
은은한 가로등의 역할도 한다.

1. 기상 -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에서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벽/천장 작물을 보며 잠에서 깬다. 정수
기를 통해 물을 마시면 센서가 작동해 식물에게 함께 물을 준다. 직접 키운 식재료를 바로 따 신선한
요리를 할 수 있다.
2. 오전 - 아이를 배웅하기 위해 집을 나선 주부는 각 단지가 연결된 복도인 Farm Bridge를 지난다.
이 다리 밑으로는 밤새 모아둔 빗물이 이동하는 duct가 함께 지나며 자동으로 식물에 물을 공급한다.
Bridge의 양쪽에는 단지내 사람들이 함께 키우는 Community Garden이 있고, 다리의 구조 역할을
하는 엘리베이터 코어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간다. 엘리베이터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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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team designed the whole site, but due to time limits, we only printed the parts that show
our concepts most effectively. That's why we chose residential parts and bio belt connections.
The buildings were supposed to filled up from the bottom with empty parts in the middle, so the
various forms of them were difficult to be expressed through 3D printing. Bio belt was originally
designed to be flexible curves crossing through buildings but with 3D printing limitations, the
outcome was presented as flat curve belt.
The biggest issue we face with 3D printing was time. we needed a model to present the
concept within tight time limits. It was our intention to show how 'green belt' is crossing through
the buildings and floating in the air. In order to present the 'belt' we imagined, each parts
Intertwining Bio Belt
Insertion of Agriculture to
Apartment / Bio Belt + 24hr City
Life / DIAGRAM

should separately printed. With time restrction, however, we couldn't help but to make a model
to show the conceptual level. The issue with time continued along the project. While sharing
3D printer with many other teams, the overall model should be produced in short period of
time. But during the planning, good ideas came out in the team which resulted in delays for
deciding the mass shape. So the 3D printing was done with the deadline right around the

Bio, Digital and Farm
Strategry for New City's lifestyle
with Agriculture / DIAGRAM

corner. Also the unexpected limitation of materials, colors, solidity and printing time turned
out. There were lots of trials and errors but the model eventually described our intentions well
enough.
Producing a model in architecture is very important part. If any changes made to the design
after the modeling, it should be done all over again which might cost lots of time and
expenses. That's why we need solution to resolve the problems from frequent design changes.
3D printing is becoming more and more significant in that sense, it might be even essential to
architecture field to design various forms without restrictions. It was an priceless experience to
embody the various creative designs of the students reducing the time and efforts required.

1

Bio Belt City Map

2

Key Map / DIAGRAM

3

4

5

Bio City Life
Various Agricultural City Life /
Keymap / DIAGRAM, Sectional
DIAGRAM

3D model
3d Printing / 20cm X 20cm X 7.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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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은 사이트 전체를 디자인 하였는데, 전체를 모두 프린팅 하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팀의 컨셉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을 프린팅 하였다. 그래서 주거부분과 바이
오 벨트(bio belt)의 연결부분을 프린팅 하였다. 건물의 경우 중간이 뚫린 형태나 등 다양한 형태로
3d 프린팅이 밑에서부터 채워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뚫린 형태를 표현하기 어려웠다. 바이오 벨
트(bio belt)의 경우 본래 유연하게 휘어져 건물의 사이사이를 통과하는 것으로 디자인 되었지만, 3d
프린팅의 기능면에서 한계가 있어 평평한 곡선형태의 belt로 나오게 되었다.
3d 프린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개
념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했다. 우리 팀의 개념 특성상 ‘green belt' 가 건물 사이를 통과
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형상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belt‘를 정확하게 표현
하기 위해서는 부재 하나하나를 프린팅하여 모형을 완성시켜야 했다.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
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적으로만 보여주기 위한 모형을 만들 수 밖에 없었다. 프로젝트를 진행 중 시
간에 대한 문제는 계속 되었다. 많은 팀이 3d프린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모
형이 나와야 했다. 하지만 계획설계를 진행중에 팀원 간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 매스 형태를 결정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결국 마감을 코앞에 두고 3d 프린팅을 하게 되었다. 또한 모든 것을
프린팅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3d 프린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한계가 있었다.
프린터 출력시간, 재료종류, 재료색상, 재료강도가 문제점이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시
행착오가 많았지만 3d 프린터로 만든 모형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표현해 주었다.
건축에서 모형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건축 설계 과정에서 모델 제작이 끝난
후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빈
번한 설계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3d프린
터의 필요성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건축분야에서 많은 형태로 자유롭게 디자인 하는데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건축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쏟아야 하는 노력과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의 다양
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뽑아 낼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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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PED FARMING CITY
GOHAUD EMILIEN LEE SEO-YOUNG OH HA-NA

Our urban attitude is the key to this work that not only individual apartment buildings, but also
the space in between the buildings, road accessible to both the river and the mass transit,
the parks and gardens alongside the residential sections, and regional commercial areas,
were taken under consideration altogether. Part of our major change includes new park that
covers the highway, linking the city back to the river; road scheme rearranged for the better
accessibility; number of new commercial complex buildings which will be a crucial junction
point where all the farming robots assembles together as part of the local farming-supplying
system. The robots, which will be explained shortly after, follow along this extended linkage of
vertical system atop the new commercial buildings and horizontally to the existing apartments,
eventually creating a “One System” hybridized farming city.
On the southern façade of the existing apartments, linear stacked garden are added to bring
nature in to everyday life. The linear farming runs all around the Hyundai apartment site in a
striped pattern, horizontally from and vertically to the commercial complexes. This balcony-like
gardening space serves both dietary and aesthetical purposes, either as a personal farming
space or simply as a gardening space, depending on the preference of person residing.
Multifunctional gardening robot slides along the stripes, the outer surface of the garden, and
manage the crops on behalf of the residents. These stripes also work as a solar panel that
provides power needed to run the robots.
우리의 도시 활성화 방법은 개별적인 아파트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들 사이의 공간, 한강으로의 접근
성,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거주자의 편의, 상업시설까지 모두 고려되어 계획하였다. 주요 번화로
는 한강변 고속도로를 공원으로 덮고 단지 내 도로를 재정비하여 사람들이 한강으로 다가가기 쉽게
하여 접근성을 좋게 하였다. 새로운 상업시설 단지는 지역 전체의 자동화 경작 로봇 시스템이 최종적
으로 도착하게 되는 지점으로써 중요한 교차점과도 같은 공간이다. 로봇 시스템은 다음에 좀 더 자세
하게 설명 될 것이지만, 기존 아파트를 수평적으로, 새로운 상업 빌딩의 수직의 로봇 이동통로를 따
라 움직이게 되어 통합적인 '원 시스템'의 농업 도시를 가능하게 한다.
기존 아파트 남측면의 확장된 테라스에 층층이 정원을 길게 설치하여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이 경작용 정원은 수평적으로는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며, 수직적으로는 상업시설로 연
결되어 지역 전반을 리본처럼 감싸는 형태를 가진다. 이 공간은 생산적, 심미적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 시키며 거주자의 취향대로 개인 정원 공간 또는 경작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목적의 경작
로봇은 테라스 외부 레일 시스템을 따라 이동하며 바쁜 현대인들을 대신하여 식물 재배를 돕고 수확
을 한다. 또한, 레일 표면을 따라 설치된 태양 전지 판은 로봇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제공하도록 설계
되었다.

Striped Farming City
Seoul International Workshop /
Ground PERSPECTIVE

Do you want to eat fresh local food in the city? Live closer to nature? The striped farming city
introduces a farming loop that will provide residents a quality food as well as more diverse, fun,
and eco-friendly living environment.
In 1970s, the area south to the Han River began to be transformed into the most developed
area in Seoul through mass production of apartment complexes, including Apgujeong Hyundai
Apartment. While the area is still known for being the richest town in Seoul even after forty
years since then, the actual living quality in Hyundai Apartment Complex does not meet its
fame, despite its presence in geographically exceptional city center location. Today, the
site calls for renewal. Our group, rather than taking the traditional method of completely
deconstructing the old buildings, took new approach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by
remediating part of the site’s reusable housing units, a method which will transform the site’s
lethargic ambience into a diverse, lively one.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며 신선한 로컬 푸드를 드시길 원하십니까? Striped Farming City가 거주자들
에게 다양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새로운 경작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생
동감 넘치고 재미있는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즐겨보세요!
1970년대, 한강 남부는 서울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변모하며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포함한 대 단
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현재까지 이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로 손꼽히며,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지리적으로 우수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환경은 그 명성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재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는 전면철거 후 재건축을 하는 관습적인
방식보다 단지의 일부분을 재사용하여 지속성과 다양성을 갖출 수 방법을 채택했다. 이 방법은 이 지
역에게 보다 생명력 있고 다양한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48

Striped Farming
System
Seoul International Workshop
/ Automatic Striped farming
system /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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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ranging
Road Works & Builidng
Removal & Afforestion / Map
/ DIAGRAM
Road Works & Builidng
Removal & Afforestion /
System-in-Zoom / DIAGRAM

Adding
STRIPED FARMING
CITY
Hybridized City / Global VIEW

Added New Buildings / Map /
DIAGRAM
Road Works & Builidng
Removal & Afforestion /
System-in-Zoom /DIAGRAM

Every old and new, small and big building is hybridized by the striped farming system. This
connection also serves as a metaphor how the old and the new integrate harmoniously, in a
green space where human being always has been aspiring for so long. Besides from having
implicit meanings, the robot lane connection also has practical function. Running down the
vertical tower, the stripes meets at a street-leveled lower building that intersects with the
apartments. Through this extended linkage from the residential blocks to the commercial
buildings , the food produced is also served to the public in local restaurants and store. Live in

Linking
Striped farming system /
Robot rail connection / Map /
DIAGRAM /ontents
Striped farming system / Robot
rail connection / System-inZoom /DIAGRAM

the dense city, with an easily manageable vegetable garden, and eat local veggies!

모든 옛 건물과 신 건물, 크고 작은 건물들이 스트라이프 패턴의 경작 로봇 시스템을 통해 통합된다.
선들은 수직농장타워를 지나 도로변 저층건물에서 만나고, 아파트 건물과도 교차한다. 이 연결은 구&
신 건물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되는지를 보여주며, 현대인의 오랜 염원 이였던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가능케 한다. 뿐만 아니라 신( ) 구(舊)의 “연결” 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로봇 시스
템은 실제로도 옛 건물과 새 건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층층이 겹쳐진 스트라이프 패턴의 경작 로

Hybridized City
Hybridized City with Striped
Farming System / Map /
DIAGRAM
Hybridized City with Striped
Farming System / System-inZoom / DIAGRAM

봇시스템은 구(舊) 아파트에서부터 연결되어 신(新) 수직 타워를 따라 내려가, 아파트 가장자리에 직
각으로 이어진 저층 신(新)건물로 확장 연결된다. 이와 같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거시적으로 연결
함으로써, 아파트에서 길러진 작물이 지역 레스토랑과 가게에도 제공 가능케 한다.

50

51

Working with 3D printing was a set of challenges. It was very interesting process to go
through, and we were pleased by the quality of the final work yielded by 3D printer. As we
continue working on 3D printing, we learned the limit in time and geometry 3D printer has,
and because we repeated trials and mistakes, we somehow reached the best state we could
achieve.
What we were trying to show via compact 3D model was integrated farming city in the
future. In order to do so, we had to show all elements we had, such as old and new building,
commercial complex, and smart robot system where production, transportation, and
consumption take place at once.
In order to show existing building, new high rise, and commercial complex combined in robot
system, all three types of building had to be printed. However, the error occurred due to
the steep slope of the model, even worse, we ran out of time to print everything in one. In
consequence, we printed individual elements separate from each other, and added them later
on. Printing each element in different color also let the viewer to comprehend it better.

3D프린터를 이용한 모형제작 과정은 호기심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매우 흥미로운 작업 이였고 프린
팅 과정, 결과물의 높은 완성도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동시에 3D프린
터의 시간적, 물리적 한계 역시 알게 되고 이 과정에서의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많은 수정
과 시도의 반복이 있었기에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갖게 되었다.
우리팀이 3D모델로 보여드리고자 한 것은, 통합된 농업 미래 도시를 컴팩트하게 나타내고자 함이였
다. 그리하여 새로운 복합 고층 빌딩과 기존 아파트건물, 상업시설이 모두 스마트 로봇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생산, 운반,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원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Striped Farming City_
Community Area
Community Area PERSPECTIVE

New Life Style With
Striped Farming City

기존건물, 새로운 고층빌딩과 상업시설이 로봇 시스템 레일로 연결되어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
해 3가지 건물이 모두 프린트 되어야 했다. 하지만 3가지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 모형을 3D프린터로
표현되기에는 경사가 심해 프린팅 오류가 발생했고, 뿐만 아니라 전체를 한번에 프린트하기에는 시
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기존 건물, 새로운 건물, 로봇 레일 시스템 세가
지 요소를 부분적으로 프린팅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방법은 여러 대의 3D프린터를 이용해 동시에
다른 요소를 프린트 함으로써 시간 단축에 용이했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수정과정이 간편하였다. 또
한 이 과정에서 3가지 요소를 각기 다른 색으로 표현하여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는 모형제작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건물은 흰색, 새로운 빌딩과 상업시설은 파란색, 통합 로봇 레일 시스템은 녹색
으로 표현되어 팀의 ‘원 시스템 통합 농업도시’ 아이디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Change in Life Style suggested
by STRIPED FARMING CITY/
DIAGRAM

Apgujeong Hyundai Apt is a dull housing complex associated to a rat-race unhealthy lifestyle.
The stripe farming system triggers a radical change toward a more natural lifestyle. The
existing site is progressively transformed and integrate the striped farming system, resulting in
a complex, fun and productive urban environment.
Our team was composed of members specialized in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but none
was familiar with media. Due to the absence of media art expert, we had our greatest challenge
on figuring out the most effective way to represent our idea visually in 5 minutes. After going
through several tests and trials, we decided to take the simplest but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show the virtual walk-through of our 3d modeling, along with some descriptive captions as
the scenes flow by. Though we did not have any extravagant visual effect or state-of-the-art
camera techniques, we managed to show majority of the important concepts by turning frames
to frames that was taken from the vantage point.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칙칙하고 획일적인 주거단지로, 거주자들에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건강하지
못한 생활방식을 안겨준다. 그러나, 줄무늬 경작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거주자들은 더욱 건강한 생활
방식을 얻고, 현대아파트 지역은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더욱 다양하고, 즐거우며 생산적인 도시환경을
제공한다.
영상 제작 전문가의 부재로 팀의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큰 고
민이자 도전이었다. 여러 번의 시도와 테스트를 거쳐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3D 모델링을 통하
여 걷는 시각적 효과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영상의 흐름과 함께 간략한 설명도 추가하였다.
우리는 화려한 영상 효과나 최첨단 카메라 기술 없이도 팀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
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중요한 컨셉트를 전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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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Model_Front
3D Printing / Front View /
15cm x 10cm x 9cm

3D Model_Back
3D Pringting / Reverse side
View / 15cm x 10cm x 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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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GA CITY
Hong Jiyeong Kim Hyunjin SHIN Hanna Vincent Marsat

This project aims to build a necessary environment in order to induce the migration of people
to the aging urban area and their cultivating activities. The site consists of old apartments
named Hanyang Mansion, in Ichon, Seoul, which is surrounded by high-rise redeveloped
buildings. Existing low-rise apartments fail to achieve their potential in this area that can
accommodate more people like surrounding new buildings, as well as make the height contrast
with surrounding buildings.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kyline considering the
surrounding high-rise buildings as well as to enable the agricultural activities in the city.
Typically, the renewal process in South Korea requires egression of inhabitants, but this makes
the problem that there is nowhere for people who have lived there to migrate. We faced such
problem so planned to enable people to build a new building themselves rather than following
the conventional renewal process with the collapse of all existing structures.

빠른 기술의 발전과 편리한 생활의 증진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우리의 몸은 병들고
지쳐가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동 중에 배출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화학 처리없는 신선한 야채를
먹고, 우리가 속한 자연의 원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할 이유는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진보
는 디지털화 된 사회를 친환경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과거의 논,밭에서만 농사
를 지을 수 있다면, 이러한 신기술은 우리가 실외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경작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땅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경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기술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
한 형태로 생겨난 도시농업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고 발전시켜 이촌의 낙후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
여금, 농경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이촌에 위치한 한강맨션은 주변의 고층아파트로 둘러
싸여 있는 오래된 아파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한강맨션은 주변과 대조되어 매
우 낮은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강맨션은 주변의 스카이 라인을 고려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Jenga City System

Based on this context, the project title is determined as ‘Jenga City.’ This came from the Jenga
game that we all know. While there are wooden blocks stacked to create a high tower in
Jenga game, there are recycling containers vertically stacked in this project. Container usually
last for about 15 years of its lifetime and it goes discarded, but its large volume and heavy
weight make problems in the treatment of industrial waste. So another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encourage people to reuse the waste container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 and at the
same time to build accommodations with low-cost budget. Additionally, it is possible to grow
plants inside the container by changing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as compact assembly in
which plants root. This enables people cultivate inside the container as well as outside of it.
Janga City
JANGA CUTY SKY VIEW /
14/08/2014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재개발시스템은 기존의 주민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낸 후, 재개발 공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주할 곳이 없다는 문제점을 만들기
도 한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점을 직시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모두 붕괴시킨 후, 다시 새로운 건축물
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건축을 하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확
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형태를 기반으로 이 프로젝트 컨셉은 ‘Jenga City'로 정하였다. Jenga City는 우리가 알고
있는 Jenga게임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Jenga게임에서는 나무를 쌓아 높은 탐을 만들어 나가지
만, 이 사이트에 새워질 새로운 건축물은 기존의 콘크리트 건축물이 아닌 폐컨테이너를 재활용하여
Jenga의 형태로 배치하여 사용한다. 폐컨테이너는 그 역할을 하는 수명이 15년 정도로 그 수명이 다
하면 폐기되지만 그 부피가 매우 크고, 무게가 매우 무거워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기에도 매우 곤란하
다. 이러한 폐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자연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
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목적이다. 이러한 폐컨테이너의 내부는 기존의 재료를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재료로 변경하여 컨테이너 내부 어디에서든 식물이 자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컨테이너 내부 즉, 실내에서도 다양한 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Material

Concept &
Special System
CONCEPT IS 1+1=3 /
THIS CITY HAVE SMART
APPRICATION SYSTEM FOR
FARMING AND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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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ketch
THIS IMAGE IS SKETCH FOR
MAKING VIDEO SYNOPSIS AND
CONSEPT.

A unit space like a container can evolve into the various types of space that accommodate
various programs. Also the agricultural products produced by people can be not only consumed
by themselves but also the basis of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we suggest establishing a
strategy that creates a greater synergy (1+1=3 effect) by using a smart phone application.
A programed application will be able to provide people with the optimized information they need
to find where to live, the type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species of plants to cultivate. 1+1=3
means that we can produce a new program (3) by combining one present urban public program
(1) and agricultural products (1) beyond the simple combined effect of them. For example, if
you grow herbs as crops while operating a beauty shop, the beauty shop can become an ecofriendly laboratory which experiment to the use of herbs in urban community. Such potential of
synergy will encourage the independent economic activities of the inhabitants and increase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On the other hand, there is the second system beside the Jenga system which looks like a
‘jungle gym’ around the Jenga towers. It has been designed to be easily proliferated itself so
that the system can cover the site with its structure. This Jungle gym consists of cubes which
have 12 edges of 12 meters long, and each edge contains the whole mechanical and electronic
systems. The flowing water inside the pipe enables people to do the hydroponics farming by
using the pipe. Also the Jungle gym structure can physically help the containers can be stacked
higher.

Jenga 형태의 타워를 형성함과 동시에 타워 주변에는 정글짐 형태의 시스템이 계획되었다. 이 정글짐
시스템은 •12m 길이의 구조설비용 각관(construction equipment squares pipe) 12개가 연결되
어 정육면체를 형성하며, 그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파이프 내부는 전기설비,
수도설비, 가스설비 등 다양한 설비시스템이 들어감과 동시에 파이프 내부에 물이 흘러 파이프 자체
가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농업시스템으로도 사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각관은 컨테이너 박스
의 구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 컨테이너 박스가 더 높은 층을 형성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도와주
는 역할을 한다.
이 사이트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지며, 사용자의 선택으로 인해 주변
의 다른 환경적 요소 및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결합되어 더 큰 시너지효과(1+1=3 System)를 만들어
내도록 한다. 예를들어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환경, 재배할 식물, 프로그램 등을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면 그 시스템에서는 주변의 기존 사용자들의 정보와 사이트의 특성, 환경등을 분석하여 사용자
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장소를 선별해 주고 사용자는 그 선별장소를 선택하여 입주하도록 한다. 또한
1+1=3 System으로는 예를들어 입주자가 농작물로 허브를 키우는 것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으로 뷰
티샵을 선택하였다면 이 두가지의 요소가 결합하여 친환경 허브뷰티샵이 생성 될 수 있다. 이러한 시
너지 효과로 인해 거주자들로 하여금 현 사이트의 특징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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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ga City Program
JENGA CITY HAVE SOMETHING
PROGRAM. FOR EXAMPLE,
'SHOP, HOUSING, FARM, ETC..'

Consequently, Jenga City has been designed to be able to become a high-rise building up to
40 floors considering the surrounding skylines, and the higher part is separated into several
parts so that they cannot disrupt each other in terms of the access to sunlight. Jenga City
Project suggest, therefore, an alternative formation of living in urban which is vivid, having
fun and in high-density. There is a vegetable wall system riveted on the Jungle gym structure,
which is installed not to damage the crops with shadowing effect. The height of towers has
been designed to maximize the sunlight receiving from the south.
Hopefully, Jenga City, located in the middle of Seoul, is expected to be a symbolic role model
of urban farming with growing up itself as if it is a dense forest in the city. That will bring us the
conviction that we can also cultivate in urban environment.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는 주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최대높이 40층 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
며, 고층부는 일조권을 고려해 몇 동의 타워로 분리하였다. 결과적으로 Jenga City Project는 기존
우리 사회의 획일화된 아파트 형식의 단조로운 주거형태가 아닌 더욱 생기 있고 재미있으며 고밀도
의 주거 형태를 제안한다. 정글짐 구조의 벽면에 설치되는 벽면 경작 생활시스템(farm living wall
system)은 태양으로 인해 그림자가 생기더라도 정글짐 내부의 건물에서 일어나는 경작활동에 피해
를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건물의 높이는 남쪽보다 북쪽이 더 높은 층을 형성하도록 하여, 남쪽
의 채광조건을 최대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촌은 북쪽으로는 남산, 남쪽으로는 한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의 지리적 중심지이다. 이러한 장소
에 도심 속의 숲처럼 형성될 Jenga City는 도시농업의 상징적 본보기가 될 것이며, 도심에서도 경작
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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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D model of our design was digitally fabricated by using a 3D printer. In order to use the
tool easily, there existed a careful explanation about how to use it by an expert. Computational
modeling in Rhinoceros was prepared to be 3D printed, and we decided to use only one colorwhite-for an objective evaluation of the printed model. The most important point of our making
3D model is not to show an physical appearance but to have people experience the Jenga
Game with our 3D model so that they can understand our basic concept about how to develop
the Jenga City.
The resultant model of the Jenga City consists of two parts. The pieces in one part are in
shape of a box which stands for a container box, and the other part is the pipe structure that
convey necessary environmental facilities. The boxes are sized in 100x500x100(mm) and
engraved its program title such as HOUSING, SHOP and so on. The pipes are separately
modeled and printed in two members that joints and rods. Consequently, people can
understand the basic concept of Jenga City by playing the 3D printed model - rod shaped
members with joint members would be assembled in a Jungle Gym shape first, and then
boxes fill the structure.

Rule For Self-Installation
DO NOT BLOCK THE NEIGHBORS
SUNLIGHT. BECAUSE THIS CITY
HAVE SMART APPLICATION.

Project <Jenga City> is made by 3D program from the start to the end.
The first scene of this movie starts with the jenga virtually made by 'MAYA'. With dissaembling
a piece of jenga, camera view is zoomed out to look down the whole city of Ichon, after then
zoomed into our site 'Han-gang mainsion'. The following words in cloud are the keywords of our
investigation on the site and the theme of this project. The concept movie part to explian how
Jenga city multiplicates itself had been made by using 'CINEMA 4D' with its short descriptions.
Getting into the main story, movie shows the appereance of the Jenga City in a bird-eye view.
The virtual camera is continuously close up the frame of the Jenga City, which functions as
well as hydroponics. This scene has been animated very colorfully to show how the plants are
growing under the sun and with water.
The interior composition is shown by fastly moving virtual camera. The following conceptual
diagrams about the masterplan and agricultural-economic programs was visulized by using
'After Effect'. At the end of the movie, the first scene is repeated but the piece is reassembling
to the jenga tower.

3D모델의 기본적인 제작방식에 대하여 관계자 분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팀 프로젝트의 형태가 비
정형이 아닌 정형의 형태를 자지고 있었기 때문에, 3D모델의 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기본적으
로 모델의 인쇄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은 라이노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3D모델의 객관적인 평
가를 위해 색을 입히지 않은 흰색 만을 사용하여 모형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3D모델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프로젝트의 실질적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
닌, 젠가라는 기본 개념과 젠가시티가 형성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젠가시티
의 기본 형태는 도미노 블록의 형태 즉, 컨테이너박스와 컨테이너박스에 다양한 설비시스템을 공
급해 주는 정글짐형태의 파이프였다. 이러한 형태를 기반으로 3D모델 제작 작업은, 우선적으로
100X500X100(mm) 크기의 박스를 라이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자인하고, 컨테이너 박스의
Program Name(Housing, shop, 을 박스에 새겨 표시하였다. 또한 파이프와 파이프 연결고리를 각
각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파이프를 연결고리에 결합시켜 정글짐 형태를 완성시킨 후, 정글짐
사이사이에 원하는 프로그램명이 적힌 컨테이너박스블록을 넣으면 젠가시티의 기본적인 컨셉을 이
해 할 수 있다.

영상작업과정 및 스토리 프로젝트 <Jenga City>는 처음부터 끝까지(3분 49초) 3D 프로그램으로 제
작한 작품이다.
영상의 첫 장면은 3D 프로그램인 ‘MAYA’로 제작된 젠가로 시작한다. 젠가의 스틱하나가 빠져나오면
서 용산 도시의 전체 이미지가 나오고 SITE로 지정된 한강맨숀을 극대화시키며 스토리가 전개된다.
이어서, 그 곳의 현황을 조사한 내용과 현재 디지털 바이오 시티의 핵심이되는 단어들이 연출된다.
본격적으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보는 각도로 Jenga City의 외부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된다. 프로
그램 ‘CINEMA 4D’를 이용하여 Jenga City가 형성되는 과정을 간략한 설명과 함께 보여준다. 건축 외
형 이후에 내부의 모습이 서서히 클로즈업되면서 가상의 카메라가 돌아다니면서 찍는다. Jenga넣은
틀인 파이프의 내부 구성은 채소, 야채등을 키우는 공간이 있다. 이부분은 특히 Jenga City의 핵심으
로 태양과 물, 그리고 자라나는 식물의 색감을 선명하게 연출하였다.
실내 구성은 가상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모든 경로들을 빠르게 화면전환하여 보여준다. 주거
하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바이오 프로그램들과 마스터플렌을 영상 효과 프로그램 ‘After Effect’를
통해 텍스트와 이미지함께 표현된다.건축의 내부 단면을 잘라 전체 구조를 보여주며 영상처음에 나온
3D로 제작된 Jenga가 나오며 빠져나온 스틱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영상은 막을 내린다.

3D Model
MAKING A MODEL USING 4D
CINEMA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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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
MOON Junsik
This international workshop was different from common architectural design workshop. It
provided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participants to explore how urban farm can be applied
to the metro city, Seoul, Korea, with the newest digital technologies. The participants of the
workshop also had various their own background such as architectural design, engineering,
urban design, and multi-media arts. Even though the workshop was unique and special,
tons of things should be considered in many aspects as a tutor in order to make participant
complete this project on time. Thus, I tried to do my best to attract the convergence of the
various creative and innovative ideas and thoughts from participants with a consistent big
picture of the final result. At the same time, I tried to foster efficiency since this workshop has
very short period, less seven days. For instance, the schedule was made based on the worst
scenario. In doing so, our teams were able to complete the project on time with great quality. I
strongly believe that the workshop gave valuable experiences to participants and even tutors
in terms of providing opportunities to look at problems with various points of view, to work with
people who have different fields, and to learn new media methodologies.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공간 디자인 워크샵이 아니라 최신의 디지털 기술들을 기반으로 도시
농업을 서울이라는 도심 공간에 융합해보는 실험의 장이었으며 동시에 건축디자인 및 공학, 도시분
야, 멀티 미디어 등 다양한 전공분야를 가진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들의 융합의 기
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생각과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끼리 의견을 하나
로 모으면서 효율적인 작업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워크샵 시작 전
에 각 조별로 구성원들의 관심사 및 장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각 장점들을 모아 시너지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융합에 초점을 두고 지도하였다. 이를 위해 주어진 대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디자인, 공학, 미디어, 도시, 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여 각 조
원들 개개인의 특기 및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데 힘을 썼다. 가장 힘들었던 의견 조
율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목표를 항시 상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세부적인 분
야에서는 맡아서 작업하는 이의 의견을 최대한 따르고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지도하였다. 또한 시간
조율의 측면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기반으로 스케쥴을 짜도록 지시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학생들
이 처음 접해보는 3D프린팅 프로세스에서 다른 팀들에 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제 시간에 완
성할 수 있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방향성을 제시
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융합적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값진 경험
을 체험하는 동시에 3D 프린터와 멀티 미디어라는 새로운 미디어 방법론과 그 가능성을 얻어갔기에
의미 있는 경험이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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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Sujeong

KIM Dongjo

With the topic of Bio Digital City, it was our attempt to propose a new paradigm of future urban

Convergence is one of prominent social phenomena recently driven by media industry. Our

agriculture for Seoul where past histories and current diverse urban structures coexist. The

daily lives have been changing with new paradigms. With these changes, agriculture, the

architecture and urban knowledge of my team members helped to try the new method of 3D

symbol of primary industry, is drawing attentions as future industry as it gets combined with

digital rendering and 3D printing as well as professional video works. It was a good opportunity

cutting edge technologies. With the advance technologies, agriculture in cities also plays a

to present the intention of works better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diverse methods and media.

role of green junction to connect eco-systems within urban areas not to mention its aesthetic

Team B-1 selected Yeoido- the center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finance with high density near

function to improve the value of the cities.

Han river park. This team defines the Bio Digital city as a new city with algorithem of natural

This project produces creative outcomes with 3D printing by selecting potential sites in

features implemented onto existing city structure. So they brought several natural features such

Seoul. Although it was small scale of prototype, but students with architecture and media

as light and wind for urban agriculture to experiment and analyze

knowledge cooperated with other areas to reach the goal. It is an attempt to merge media and

using digital program. Based on the result, they proposed new urban format in the future

architecture to build the foundation of urban agriculture in the future. The concept was also

optimized with algorithm of land and changing variables.

based on the analysis of how natural features including water, wind and sun can define the

Team B-2 chose Dangsan, the factory areas near Seonyudo park and Han river. This team

main form of buildings not to mention the primary impact on plant's growth. The processes

suggested sustainable future urban agriculture derived from the international issue of seeds

involves eco-friendly methodologies, materials and functions. The simulation of the buildings

war. It proposes to improve the outdated facailities of the site and connect it to Seonyudo

and outcomes were made into video to show the potential to actualize the project.

park to provide urban farm, leisure activities and cultural experiences. Also research based on
seeds bank, exhibition and farming of the plants being studied were suggested to let citizens
experience diverse sustainable urban agriculture in the future.

Bio Digital City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거의 역사성과 현재의 다양한 도시구조와 특성을 가진 서울에

최근 미디어 산업의 발전으로 두드러진 사회 현상 중 융합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의 도시농업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했다. 또한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과 도시적 지식

형성으로 인간의 삶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1차 산업의 상징이었던 농업은 첨

을 바탕으로 3D 디지털 렌더링과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결과물과 전문가적 영상 작업이라는 새로운

단 기술과 융합되어 미래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로 유입

표현 방법을 시도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미디어를 통한 작품의 의도를 더 잘 표현을 할 수

된 농업은 도시의 녹색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미적 경관 또한 도시의 가치를 향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상시켜 준다.

B-1팀은 여의도라는 국제 업무와 금융의 중심지로서 한강 공원에 인접한 수변 공간을 가지는 초고층

본 프로젝트는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서울시에서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밀집지역을 사이트로 선정했다. 이 팀에서는Bio Digital City의 개념을 기존 도시에 자연 요소를 도

장소를 중심으로 재현될 건축시스템을 3D프린팅 기술도입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제작하였다. 물

입한 알고리즘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여의도의 기존 도시가

론 소규모의 프로토타입 형태로 실행되기는 하였으나 건축과 미디어 전공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

로 체계를 바탕으로 빛이나 바람등의 도시 농업을 위한 자연요소를 도입하여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용

성된 팀으로서 타 분야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거쳐 협업과정을 거쳤다. 이는 미디어와 건축의 융합

하여 실험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땅이 가지는 알고리즘과 변화하는 요인에 최적화된 새로운 미래

에 대한 시도이며 미래 도시농업의 근간에 대한 마련에 목적성을 둔다. 그리고 농업이 갖춘 자연친

도시형태를 제안했다.

화적 환경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건축물 제작에 대한 컨셉을 기획하였다. 자연요소인 물, 바

B-2팀은 당산이라는 공장시설들이 모여있고 선유도 공원과 한강을 인접하는 사이트를 선정했다. 이

람, 태양 등이 건축물의 형상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식물의 성장과정에 대한 분석 내용들이

팀은 종자전쟁이라는 국제적 문제를 시작으로 도심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의 도시 농업을 제안했다. 사

적용되었다. 이러한 제작과정은 친환경적인 공법 및 재료, 기능 등을 부합되게 만든다. 환경오염의

이트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선유도 공원과 연계시켜 도심 속 농업과 레저 및 문화 생활을 제공한

최소화를 가능하게 하며 미래지향적인 창작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실제 건축물의 시

다. 또한 종자은행을 기반으로 연구하고 배양된 식물들을 전시하고 직접 재배할 수 있는 텃밭을 만들

뮬레이션을 위한 영상제작으로 본 프로젝트의 발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고 녹화된 벽을 활용하는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농업의 모
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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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UFT CITY
Bae Jinsol Joung Taekwon Kim Dohee Lee Heeseung Shin Yonghwan

-It can build new urban structure to adapt climate of future while maintaining reasonable
amount of existing city frame. Natural disasters are gradually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s. New architectural environment with data of nature applied let human protected from
disasters.
-Optimized urban agriculture can be provided. Urban agriculture is a new alternative for
sustainable urban environment with expected futures issues such as exhaustion of energy and
food.
-It is to build the optimal city where human and nature can coexist with the intrinsic algorithm
of each city. Each urban area has its own algorithm of the land and environmental traits, so
they will be diverse outcomes with differently optimized accordingly. These can be proposed
as cities of future.

-기존 도시체계를 어느 정도 따르면서 변화하는 미래의 기후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도시체계를 구
축할 수 있다. 최근 변칙적인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 하고 있다. 자연의 데이터가 접목된 새로
운 건축 환경은 인간이 자연의 재해 및 재앙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적화된 도시농업의 환경을 얻을 수 있다. 도시농업은 미래의 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식량부족문제
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으로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가능하다. 자연의 요소를 적용한 도시체
계는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되 어 그 역할을 수행한다.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Algorithm에 따라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도시를 만든
다. 도시마다 그 땅이 가지고 있는 Algorithm과, 환경적인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최적화된 각각
다른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 질 것이고, 이를 하나의 미래형 도시 형태로서 제안할 수 있다.

Perspective 1
Appearance when viewed at
Han-River

Algorithm Of Nature
The concept of Bio Digital City we suggest is to form new urban structure through algorithms
of natural features such as light and wind. Respecting the existing buildings and roads of the
city, the mass was designed through the shadows reflected at sunrise and sunset. We applied
several computer programs(Vasari) to create the optimized space where human and nature
can merge in harmonious way. Also the city designed with those elements should keep the
existing feature of current city to continue the contemporary flow not to mention it shows how
people are longing for the nature. This new urban structure has three benefits as follow:

Site
Yeouido residential districts
entered along the Han-River
is core region which is located
densely Seoul's financial and
commercial. The site can access
a lot of people in adjacent with
Han-River park.

우리가 생각하는 Bio Digital City의 개념은 기존 도시에 빛, 바람과 같은 자연의 요소를 적용한 알고
리즘을 통해 새로운 도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도시의 건물과 도로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해가 지고 뜰 때 투영되는 그림자를 통해 매스를 만들었고, 그 매스에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실제 자연을 대입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Vasari)을 적용
시켜 인간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또한 그 요소들을 적용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도
시는 기존도시를 반영하여 그 흐름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자연을 그대로 대입시켜 자연에 대한 인간
의 동경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렇게 기존도시의 흐름과 자연의 요소를 적
용한 새로운 도시체계는 크게 세 가지의 이점을 가질 수 있다.

Perspective 2
Appearance when viewed
within the c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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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 System
Systematize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plants may Biology

Digital might be perceived as converting process of materials into 0 and 1, also as the opposite
concept of Analog, however, Digital and Analog stand rather closely on the extensions of each
other. Likewise, the city with algorithm of nature(bio) exists at the extension of current city as it
develops(digital). The future Bio Digital City we imagined is both of memories and reflection of
past image of its own. In order to remember the past, we reflected the existing city onto the new
one and restructure the areas into optimized forms which enable the coexistence of agriculture
and human life style.
Bio Digital technologies in Bio Digital City should be also properly selected: 'A TUFT CITY' in
Yeouido is equipped with two:
-Considering the Han river in front of the site, we designed to grow underwater creatures within
the city; the residues and water from them can work as manure for other plant in the city and
also for fish.
-We obtained the idea from the fish gill for the external layer especially on the mechnism how
it opens and closes. When the gill-shaped layer opens at the bottom, the wind from outside
can come in and when it opens at the top it collects rainwater. Also the facades are shaped in
diagonal direction which optimizes the water collecting.

Digital은 파생된 물질의 특성을 0과 1의 조합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Analog에 대응 하는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듯하나, Digital은 Analog과 밀접한 관계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자연의 알고
리즘(Bio)을 통한 도시는 본래의 도시를 잊지 않은 도시 발전의 연장선상(Digital)에서 존재한다. 따
라서 우리가 생각한 미래의 Bio Digital City는 과거 도시의 기억이자 투영된 거울이다. 과거의 도시를
기억시키기 위하여 기존 도시를 새로운 도시에 투영시켰고, 그 새로운 도시에 농업과 사람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 땅의 자연을 대입해 최적화된 도시로 재구성하였다.
Bio Digital City로써 Bio-Digital 기술도 도시에 적용시켜야 하는데, 도시에 따라 이용되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기술이 적용 될 것이다. 이번 여의도 ‘A TUFT CITY’에는 두 가지 Biodigital 기술을 적용하였다.
-사이트 앞에 한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대입시켜 도시 내에서도 수생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수생물이 남긴 찌꺼기와 물은 도시 내의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름이 되고, 식물에서 나오는 수분
속의 영양분은 물고기가 섭취하게 된다.
-물고기 아가미에서 고안한 외피인데, 물고기 아가미가 열고 닫히는 원리에 착안한 것이다. 아가미의
외피가 밑에서 열리면 외부의 바람을 실내에 유입, 외피가 위에서 열리면 우수를 집수할 수 있다. 또한
건물 파사드가 사선의 형태를 띄고 있어 우수를 집수하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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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3
Appearance when viewed from
the river

We utilized the light as main natural feature in terms of creating new urban structure, we
planned to activate the urban agriculture on the most well-lighted areas. The crops harvested
through urban agriculture can not only consumed for diet but also for commercial purpose
such as Highline park in New York city which lend the land to corporations both for farm
and PR. The areas can also be used for sales related commercial facilities nearby. We
also attempted to establish the urban agriculture system to both work as commercial and
production advertising.
The dense mess at the bottom was the first issue to tackle; so we made a plaza there for
people to walk through and then along the diagonal line, we organized the mess to produce
thin, consecutive planes to collect the light effectively in order to activate the urban agriculture.
This was how we picture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our design.

그리고 새로운 도시체계를 만듦에 있어 핵심적인 자연요소로써 빛을 이용하였는데,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을 분석하여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도
시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작물들을 단순한 식생용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뉴욕 하이라인파크 사
례와 같이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여 기업에게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을 빌려주고 홍보할 수 있는 기
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또한 상업시설과 연계하여 농작물들을 판매 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하였다.
또한, 단순한 도시농업을 탈피해 상업과 생산 광고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도시농업체
계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처음에 형태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하부로 갈수록 밀집되어 있는 매스를 정리하여 사람이 거닐 수 있
는 광장을 만들고, 빛에 따른 그림자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사선의 매스를 정리하여 얇은 연속된
판을 만들고 빛을 받기 유리하게 만들어 원활한 도시농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도시체계를 스케치를
통한 투시도로써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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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Model Printing
We produced concept model
to 3D printer. We apply the
light. Because the concept is a
new urban system by nature.
The light repeat to turn on/off
sequentially to leave a certain
time interval.

The initial design concept was to build new structure utilizing that of existing city. So as a tool
to approach, we chose the light above all the various natural subjects. The processes of design
were as follow:
-We made 4 planes by verticalizing the buildings and then analyzed the shadows over timelines
to divide the areas of Yin(陰) and Yan(陽).
-We built a windpath based on surrounding natural aspects connecting proper programs to
Yin and Yang areas in order to frame the optimization of urban agriculture and then placed
supporting facilities such as residential, office and educational buildings.
-Focusing on the technology, we included the program to let human, plant and underwater
creatures coexist and designed the external layer with windows following the image of gills of
fish.
Before producing video, we tried to collaborate with visual art experts from the beginning.
We wanted to let citizens participate into the workshop so we tried to make intro and design
process video which help people find the whole work more accessible.
-We put the process of framing out the new urban structure using lights.
-With Vasari program, we presented the simulation of outcomes which we analyzed various
natural features with lights.
-We presented each program on respective locations in our urban structure.
-We tried to show the systems included for technology perspective.
-We used a program called Lumion to let the audience experience the external and internal
spaces of the design.

초기 설계 컨셉은 기존의 도시체계를 이용한 새로운 도시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그에 따른 도구로써
여러 가지 자연소재 중 빛을 이용하였다. 그로 인한 설계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존 도시체계 중 건물의 조직을 수직화시켜 4개의 면을 만들고 빛을 이용하여 시간대 별로 생기는
그림자를 분석해 음과 양의 영역을 구분하였다.
-주변의 자연요소를 토대로 바람길을 만들어 그에 따른 형태를 다듬고 음과 양에 따라 생긴 영역을 각
기 맞는 프로그램들과 결부지어서 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 도시농업을 하기 위한 최적의 형태를 도출
시키고 그 부분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주거영역 오피스 교육시설 등을 추가적으로 배치시켰다.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사람과 수생물 식물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고, 건물
외피를 만듦에 있어 물고기의 아가미에 아이디어를 착안, 그 원리에 따라 창문을 만들어 외피를 결정
지었다.
영상제작에 앞서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임할 때 단순히 건축만이 아닌 영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결
과물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는 주제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친근하게 바라 볼 수 있는 인트로를 만들고 그 다음 설계과정을 영상에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존의 도시체계를 이용, 빛을 이용해 새로운 도시체계를 만드는 과정을 매끄럽게 영상에 담기 위해 노
력하였다.
-빛을 통해 도출해낸 결과물을 바사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자연 요건들을 통한 분석 내용을 시
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우리가 만들어 낸 도시체계에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입한 시스템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루미온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체계의 외부와 내부 공간에서의 느낌들을 투시도와 번갈아가며 체
험하는 느낌으로 연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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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4
Appearance of the urban
agriculture

It was our first time using 3D printer at the workshop, we found it as an ideal device to
effectively express the initial concept though it has some limitations to present the entire
design. It's only that we had several problems: First, it was the material restriction while we
wanted to maximize the penetrability of light by using transparent materials. Second, 11 teams
had to complete the printing within limited time given, but each printing took too much time not
to mention the printer itself is quite small which limits the size of the outcomes. Lastly, it was
printed as gradual bottom up so it had lots of issues to print some unstable structures(in case
there are empty spaces in the middle). Once error occurs, the whole printing stops and the
team had to start all over again- which required detailed review before the printing. Yet with
improvement on these restrictions over time and after it becomes rather common, we believe it
will help the design process in great deal especially in terms of saving time not to mention the
expression of outcomes can be more in detailed and in various ways.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3D 프린트란 기기를 처음 접해보았는데, 아직까지는 설계 전반적인 내용을 표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으나 초기 개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기기였다. 다만 프
린팅을 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우리는 개념모형을 투명한 소재로 만들어 빛의 투과
성을 극대화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재료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두 번
째로 11개의 조가 한정적인 시간 안에 프린팅을 해야만 했는데, 프린팅을 함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기기자체가 작기 때문에 결과물이 크기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프린
팅을 하는데 있어서 결과물 하부에서 부터 단계별로 하는 시스템이기에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결과물
(중간에 비워진 공간이 있을 경우) 일 경우에 하부에 구조체를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정형
화되지 않은 결과물일 경우 프린팅 도중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 한번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프린팅이
이어지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해서 결과물을 출력하기 전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지만 시간
이 지나면서 이러한 단점들이 보완되고 보편화 된다면, 앞으로 설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결과물의 표현 역시 훨씬 더 섬세하고 다양한 범위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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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NTROL CITY
Kang Huieun Min Jihong Park kangeun

Concept Diagram
Phototropism / System
Diagram

Whether Data

Control Tower

Deformation

All of Earth’s creatures have a reaction to a lot of stimulations from the nature for survival. For
example, in the case of plants, they have a certain mechanism which is called Phototropism.
There are several signaling molecules that help the plant determine where the light source is,
and this activates several genes, which change the hormone gradients allowing the plant to
grow towards the light. For more efficient use on the environment, this project started from the
idea that creatures get responsibility on the change from external environment.
This project gathers information from a climate data which is stacked over a long period time
to local weather data from the meteorology administration. This collected information can be
brought to the control tower which is in the building. The control tower analysis information and
sends a certain signal toward the skin of the building to deform the skin for the more efficient
control on the stimulation. As a proper example, suppose the control of the Heat-Island Effect.
Heat-Island Effect is a metropolitan area that is significantly warmer than its surrounding rural
areas due to human activities. If the form of the building is changed to get fresh air and lower
the temperature of the building according to the wind surrounded the building, Heat-Island
Effect can be controlled. In other words, proper modifications from the stimulation for more
active control on the environment make a positive effect on the building.
This site is the Seoul Youngdeungpo-Ku, the guardian. This place is mostly plant include
Lotte engineering factory auto repair factory and logistics and is currently made up of factory.
Dangshan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bridge, past the grounds of fine water purification plant
engineering constructions of the first recycling the environmental regeneration ecology Park and
a "water park" has the advantage of driving park and adjacent to the edge. Right in front of the
IC's national highways to ease of transportation, and 30 miles of one of the great features that
the river and facing each other. However, this place is the center of, but have been relatively
stagnant in the vicinity. Although the residential school and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for
the people of the factory site, still rare, old and old buildings and relatively developed around
the buildings and the contrast seems more stagnant side. The resulting increases in risk of
Wu-bum. Thanks to the highway traffic just across the IC layout is very convenient. However,
in spite of the river directly in front of on the road blockages to get across the bridge into Han
River citizen Park by people uncomfortable.
본 사이트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당산지역이다. 이곳은 대부분 공장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현
재 롯데 자동차 정비공장과 물류공장으로 사용된다. 당산부지는 양화대교 중간에 위치한 과거의 정수
장 건축구조물을 재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조성된 환경재생 생태공원이자 “물의 공원”인 선유도 공원
과 인접하여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바로 앞의 IC 고속도로가 있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교통의 편리함
과, 그리고 한강과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그러나 이곳은 서울의 중심이지만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있다. 이유는 인근에 학교시설과 주거환경이 있지만 사이트는 공장지대여
서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고, 낡고 오래된 건물과 상대적으로 개발된 주변 건물들과 대조되어 더욱 침
체된 면이 보인다. 이에 따른 우범지대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사이트 바로 맞은편에 IC고속도로 덕분
에 교통에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한강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에 막혀 시민들이 한강
공원으로 건너가려면 다리를 이용해야 해서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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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명체는 개체의 생존을 위해서 자연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하여 일정한 반응을 한다. 이를테면,
식물의 경우 태양으로부터 더 많은 빛을 얻기 위해 빛이 오는 방향을 향하는 굴광성을 보이곤 한다.
환경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는 생명체가 스스로 반응하는 것에서 착안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기후 정보와 기상청으로부터 얻은 기상 정보를 수집한
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건물을 제어하는 곳으로 보내지고 여기서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높
은 효율의 환경제어를 위해서 건물의 외형에 변화를 준다. 환경제어의 적절한 예로서, 건물의 내부의
열부하로 인한 열섬효과의 경우, 풍속의 변화에 따라 보다 많은 환기를 위해서 건물의 외형을 조절할
수 있다면, 적절히 제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의 보다 적극적인 제어를 위해서 건물의 형태
를 누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변화시킨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onceptual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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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정원 Roof Garden

상업시설 Commercial Spa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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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Observatory

Green Landmark
Cultural District

종자연구시설 Green Archive

Research District

에너지재생시설
Energy Recharge Facility

Blue Corridor
2

종자배양실 Culture Room
7

Strategy Map

1. Redevelopment Catalysts
The seed bank represents important opportunities to catalyze redevelopment adjacent to the
current DangSan-Dong. The sustainable facility such as seed bank can give a boost to the
local area. Development typologies should be targeted for the neighborhood area to create
synergies between infrastructure, cultural amenities and existing uses. Each development area
should be developed to have a linkage.
2. Creating Infrastructure Connec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s should be made within the public realm to facilitate connections
between the DangSan-Dong and Han-River. Infrastructure improvements should promote
public access to key amenities within the cultural district (Sunyu Park). In addition, the unique
plants from the seed bank can be laid on the bridge and this botanical bridge will be a landmark
of Seoul.
3. Use of the riverside
Through the green bridge between the seed bank in Dangsan-dong and Sunyudo-Park on the
Han-river, the connectivity with Han-river can be improved. In addition to the fresh feeling made
from plants which is based on the seed bank, the use of riverside space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e local area.
4. Connectivity with Sunyudo-Park
Sunyudo-Park is located near the project site. should be developed to have a linkage.
Seonyudo (meaning “an island where Taoist hermits play”) Park was the nation’s first
recycling park. It was created using the old sewage treatment facilities on Seonyudo Islet.
Now, Sunyudo-Park is the famous cultural space and there are various cultural programs that
anyone can easily enjoy. The special moment from the seed bank and the green landmark can
continue into the cultural experience from the Sunyudo-Park.

1. 종자은행은 현재 당산동 인근 지역에 촉매제로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종자은행과 같은
지속 가능한 시설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 일으킬 수 있다. 개발지역은 주변 간접시설에서의 부수
적인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개발은 서로 연계성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2. 종자은행은 현재 당산동 인근 지역에 촉매제로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종자은행과 같은
지속 가능한 시설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 일으킬 수 있다. 개발지역은 주변 간접시설에서의 부수
적인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개발은 서로 연계성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3. 종자은행과 선유도공원을 연결하는 다리를 통해서 한강변과의 연계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종자
은행에서의 식물이 주는 상쾌함과는 별개로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
4. 프로젝트의 사이트 인근에는 선유도공원이 위치하고있다. 양화대교 중간에 위치한 선유도공원은
과거의 정수장 건축구조물을 재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조성된 환경재생 생태공원이자 “물의 공원”이
다. 지금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종자은행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선유도 공원의 문화 컨텐츠로 이어질 수 있다.

실내 식물원

공공 공간

3

Public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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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ecti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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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ion
As the current bridge which is connected between Dangsan Area and Sunyudo-Park is
improved, the new bridge can provide not only local people but also a lot of visitors who come
to here with some new experiences such as farming in the city and in the region it will be able
to replenish. That is, putting bicycle lanes from Dansan Area to Sunyudo-Park, botanic garden
which is based on the seed bank, urban farm for an individual in the city, a green wall, a huge
electronic display to guide that people gather here and watch the big game or even, the new
bridge can be a landmark in Seoul.
The building control system based on the data which is accumulated over the long period can
modify the skin of the building and as it does, the building can give a cool condition for users
in the building. Also, the building control system can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y decreasing the energy consumption and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such as carbon
dioxide.

Video work began from storyboard concept. Flow of talk of video, expressed in statistics and
manga the importance in the first to the current seed saving and the need for seed bank.
Then, after explaining the meteor utilization program including the concept and bridge building,
comes out a scene to show the appearance of the entire city. And finally, the progress of
the case culture and seed bank of programs related to it, in the urban agriculture facility that
contains only leisure program, at a later date, here are related to, you imagine if that contains
self-sufficiency is capable residential area I was placed in the process.
3d print job, the seed bank is located, was conducted mainly in the most main building. Plants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e sun, a program that has been put on the floor it is horizontally
sliced based on the concept that growth can be rotated according to the amount that require
sunlight. Want to represent the movement of each layer 3d printing was advanced in the
manner assembled through the process of printing separately such as the mass of the plate
of each individual layer. Each floor of the mass, on the basis of rice obtained program, both
its shape and size are different, by maintaining the same angle and shape of the subsequent
vertical trout and trout, when rotating, the whole building natural flow is induced.

Before the final internal progression, there are multiple Alto. Houses have the form of the most
basic cube, education, commerce, agriculture, regions with such different functions green I
have tried to make the urban structure to grow act as a prototype. Between the area of each
of the function, there is a means of transportation in the motif Ferris wheel. Crop production,
transportation, I was trying to make a social self-sufficiency is possible in the supply holds all.
Second Alto site was Futamura. Large flow of the second Alto, starting from program called
Seed bank. Site called Futamura is a foreigner of dense residential area, is a place very
adjacent also Itaewon there is a US military base.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ites,
the world of seed seed, also is set to Let's put a seed bank that can be stored and to observe
the most important Japanese seed, also, Botanical Gardens is derived from a program called
seed bank, agricultural products forming a community, such as market and consider together
the elements that can be drawn people.
But was considered in combination with a two alto has been used in previous factory area of
Tangshan, is not currently used, culture leg has a seed bank in the base to a site that has been
delayed was moxibustion, and enjoy the leisure the BIO-DIGITAL CITY, which can be tried
initiative.

영상작업은 스토리보드 구상으로 시작되었다. 동영상의 이야기 흐름은 가장 먼저 종자은행의 필요성
과 현재 종자 보존에 있어서의 심각성을 통계자료와 만화로 표현한다. 그리고는 건물의 컨셉과 브릿
지를 포함한 각 동별 이용 프로그램을 설명한 후, 전체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
고 마지막에, 종자은행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화, 레저 프로그램만을 담고 있는 도시 농업 시설
에서 훗날에 이곳에 이와 연관된, 자급자족이 가능한 주거지역이 들어섰을 경우를 상상한 경우의 진
행과정을 담았다.
3d 프린팅 작업은 시드뱅크가 위치한 가장 메인 건물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식물들이 햇빛의 방향
에 따라 생장한다는 컨셉을 기반으로 수평으로 잘라진 각 층에 담긴 프로그램들은 햇빛을 필요로 하
는 양에 따라 회전할 수 있다. 각층의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3d 프린팅은 각개층의 판과 같은 매스를
따로 프린팅하는 과정을 거쳐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층의 매스는 담긴 프로그램에 따라
그 형태와 크기가 모두 다르나, 이어진 위 아래 매스와 매스의 각도와 형태를 유사하게 유지함으로
써 회전할 때 전체 건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유도된다.

현재 당산지역과 선유도공원을 잇는 선유교를 개선함으로써 도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농업과 관
련한 레저 및 문화 생활을 제공할 수 있고, 이 지역에 활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리에 선유
도공원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종자은행을 기반으로 연구되고 배양된 각종 식물 전시장소,
개개인을 위한 텃밭, 녹화된 벽과 경기 관람과 응원을 유도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함으로써 다
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부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건물제어시스템은 건물 사
용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에너지의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최종 안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여러 대안들이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큐브의 형태를 가지고 주거, 교육,
상업, 농업, 녹지 등과 같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영역이 프로토타입으로 작용하여 증식하는 도시 구
조를 만들었다. 각각의 기능의 영역들 사이에는 관람차를 모티브로 한 교통수단이 존재한다. 작물의
생산, 운반, 공급이 모두 이루어짐으로써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두번째 대안의 사이트는 이촌이었다. 두번째 알트의 큰 흐름은 종자은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출
발했다. 이촌이라는 사이트는 외국인들의 밀집 주거지역이자 미군기지가 위치한 이태원과도 매우 인
접한 곳이다. 이러한 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 각국의 씨앗 종자, 또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종
자를 지키고 보관할 수 있는 종자은행을 넣어보려 하였고, 또한 종자은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파생되
어 식물원, 농산물 마켓 등과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들을 함께 생
각했다.
두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조합하여 생각해낸 것이 당산이라는 이전 공장지대로 사용되었던,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발길이 뜸해진 낙후된 사이트에 종자은행을 기반으로 한 문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BIO-DIGITAL CITY를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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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inting Model

75

T-C
LEE Yeongseok
How students perceived vertical farms was very diverse not to mention the interseting
processes to produce outcomes based on their various understandings. The method to
introduce vertical farm to Hyundai apartment, which is the most expensive area in Seoul, got
the tutor and students into a lot of thought and discussions.
The development of cities brought us many benefits but it also ended up physically dividing
the core function of city and agriculture. Urban areas were developed without any agricultural
features but only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purposes. Sky-rocketing land value was one of
the cause. So considering agriculture again in the urban context means many things to us. More
of citizens' attentions was drawn to quality of life which naturally led to distrust of existing foods
especially the processed meals. Then it connected to the realization that we produce enormous
amount of carbon dioxide for crops we could easily grow in our terrace instaed of purchasing
them in the malls. It also has emotional side as well. Growing plants and consume the crops
from my terrace used to be forgotten delight of modern citizens, not to mention the joy you can
get from the greens. But this project doesn't include the discussion where urban agriculture can
be realistic and ultimate solution for farming areas in cities and rural areas. It rather proposes
the experimental concepts of urban farming. So this project focused on the wise way to adapt
new paradigm in the form of urban agriculture. I wanted the students not to focus too much
on the buildings themselves but rather approach them from urban space perspectives. The
smart plug-in urban agriculture that vertical farms can co-exist without destruction of existing
apartment complex. Students from each team did a great job to follow the instruction and
created interesting outcomes.
The green pots in drone form in small units like living creatures which play their roles as a unit
and also collective forms each unit is formed to meet the essential diet of vegetable for one
person which is also delivered to terrace of each house. Cloud-shaped structure was designed
to take care and control the crops located in parking lot. Also agricultural unit in plug-in form for
existing apartment unit was also considered. Everyone experienced the restrictions to present
in existing means. So they actively adopted media tools to focus on story-telling. The ideas get
to delivered better in motion graphic presentation instead of presentation slides.
수직농장 혹은 도심농업에 대한 주제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시각은 매우 다양했고 그 결과물을 만들
어가는 과정 또한 흥미로웠다. 서울에서 가장 지가가 높은 주거지역인 압구정의 현대아파트단지 내에
수직농장을 소개하는 방식을 놓고 튜터와 학생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도시의 발전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는 도시의 중심기능들과 농업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도심에는 농경지가 발 디딜 틈 없이 주거와 상업 중심으로 개발 되었으며 지
가의 상승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부추겼다. 도심에서 다시 농업을 고민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 도시인들이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먹거리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가
공식품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간단히 베란다에서 재배할 수도 있는 작물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이를
마트에서 사먹기 위해 매일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의 경각심을 일
깨웠다. 정서적인 측면도 있다. 내가 키우고 가꿔 수확하여 먹는다는 것도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즐거
움 중의 하나이다. 푸른 작물을 보며 얻는 시각적 즐거움 또한 크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도심
농업이 도시와 농촌 또는 농업지역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없을지는 논외로 한다. 오히려 실험적 의미로서의 도심농장을 제안한다. 이 프로젝트는 변해가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방식의 도심농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학생들
이 도심농업을 제안하기 위해서 도시 공간적으로 접근하되 건축물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하
는 바램이 있었다. 기존의 아파트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수직농장을 공존시킬 수 있는, 스마트한
플러그인으로서의 도심농업이 되길 바랐다. 각 팀의 학생들은 그 가이드를 잘 따라주어 아주 흥미로운
결과물들을 도출 해 내었다.
작은 유닛으로 나뉘어진 드론형태의 green pot들이 군집생활을 하는 생명체들처럼 모이고 흩어지며
그 기능을 다한다. 유닛은 1인당 채소 필수 섭취량에 맞추어 구성되며 이를 각 가정의 베란다로 운반
도 가능하다. 주차장 대신 자리하게 되는 농장의 농작물들을 가꾸고 컨트롤 하는 도구로서의 구름 구
조물을 고안하기도 했다. 기존 아파트 유닛 내에 플러그인 할 수 있는 농업유닛 또한 고민해 보았다.
모두가 기존의 프리젠테이션 방법으로는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스토리텔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학생들은 미디어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슬
라이드기반의 프리젠테이션이 아닌 모션그래픽기반의 프리젠테이션이 됨으로 인해 각 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좀 더 완결성 있게 전달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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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urban farm is by no means a new concept, it is recently attracting more attentions
with eco-friendly things and compact city, the main issue of architecture. The goal of Studio C
in this workshop was how to apply such concept to existing city. Especially apartment estate
which became the typical housing type in Seoul was chosen for the site in order to create a
program which can be applied to real conditions. We tried to make the most of given conditions
by minimizing demolition of existing buildings and addition of new facilities.
In view of limited schedule of workshop, most part of work to develop the concept were carried
out by digital modelling and the result was produced in the form of movie clip and model made
by 3D printer.

In modern society, people are exposed to media through various mediums but they seem to
take the media as image itself Media is not just an image which is expressed in one dimension
but means to send and receive 'message' desired to communicate through various medium in
our society. Now that we live in the society that communicate via messages in digital media,
many fields are incorporating media as their strategy.
2014 Bio Digital City Tomorrow’s Seoul Project wa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with creative
point of views to incorporate digital media into architecture.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Bio Digital City Workshop were mostly the students majoring
in Architecture. When they received the theme of 'Bio Digital City', they didn't have any idea
for the convergence of digital media and architecture. Because they also thought that digital
media is no more than series of images. this workshop was carried out as tutorial for students
to break the mold of previous point of view and to think more creatively. The results were
future-oriented, green city models.
Different fields are converging in modern society. Making students practice combining
digital media and architecture, the Bio Digital City Tomorrow's Seoul Project did something
meaningful in a sense that it helped students to synthesize other fields in the future.

도시농업은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친환경과 컴팩트 시티 등이 도시설계의 주요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C조는 이러한 개념을 기존도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이번
워크샵에서 주안점으로 삼았다. 특히 그 대상지를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아파트 단
지로 설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자 했다.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
을 목표로 했다.
이 같은 컨셉을 제한된 워크샵 기간 내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작업은 디지털 모델링을 활용
하였고 결과물은 영상과 3D 프린터로 제작한 모델로 제작하였다.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매개체를 통하여 미디어를 접하고 있지만 미디어를 단순히 영상매
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미디어란 일차원 적으로 표현되는 영상매체가 아닌, 우리 사
회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메시지 전달을 하여 소통을 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미디어와의 접목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2014 Bio Digital City Tomorrow's Seoul Project에선 디지털 미디어와 건축의 융합을 학
생들의 다채로운 시각을 통해 Bio Digital City만의 참신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 Bio Digital
City Workshop에 참여 학생들은 주로 건축을 전공한 학생들로 ‘Bio Digital City’주제를 받았을 때
미디어와 건축의 융합에 대해서 막막해 하였다. 학생들 역시 디지털 미디어를 단순히 영상매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를 생각하는 범위가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번 Workshop에서는 학생들의 한정적인 생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기존에 생각했던 틀을 깨뜨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아이디어 도출과 생각을 다듬어 가는 tutorial로 진행되
었다. 그 결과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의 도출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모습의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한 분야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분야와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Bio Digital City Tomorrow's Seoul Project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미디어와 건축의 융합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였고, 추후 타 분야를 조화롭게 접목할 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해준 워크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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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UBE HOUSING COMPLEX WITH VERTICAL FARM
Park Jaehyun Kim gun tae Kwon ChoRok

The Modern return to nature: Trade
We can't expect the magnificent scenery in urban area, however, we can find a way to enjoy
whatever suits the conditions and surroundings. With increasing anxiety about food safety after
harm of GMO foods are revealed, if we make spaces to grow crops in houses and residents
areas it will let ourselves experience the nature indirectly. The modern way to retunr to nature
is not just about adding agricultural spaces. As capitalism is going extreme, people judge the
value of everything by its monetary value. Therefore the trade of crops will let people return to
past from capitalism and think rather deeply the meaning of trade not the monetary value.

Network Farming
Apgujeong Apartments

Before commnece of the project, we decided to make a hypothesi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vertical farm which is as follow: 'The side effects of GMO foods which had been hidden
started to appear explosivley and people became unable to trust what's on their tables. They
don't trust what's on the market and don't think the law can guarantee the safety of their meals.
So they actively bring vertical farm into their residential areas to regain the trust in their foods
with the ingredients they grow themselves.' Residents in Apgujeong area are usually senior
citizens and financially stable. They don't necessarily have to leave their current residence
and wait for new apartment to be buit. So it should start with changing the materials of current
residential surrounding and adding agricultural space rather than artificial destruction or rebuild
so that they can gradually change the way of lives which in the end 'replace' the whole.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는 수직농장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설을 세우기로 했고 이는
다음과 같다 ‘숨어있던 유전자조작식품의 부작용이 폭발하듯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식탁을 불신하게 된다. 시장에 나온 식재료를 신뢰할 수 없고 법이 그들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다. 이에 그들은 수직농장을 주거단지에 적극 도입하여 자신들이 직접 기른 먹을거
리로 식탁에 대한 믿음을 되찾으려 한다.’ 압구정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있고, 연
령도 높다. 이들은 굳이 살던 곳을 떠나 아파트가 신축되도록 기다릴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존 주거환
경을 새로운 재료로 바꾸고 농업공간을 넣어 인위적 파괴와 재건이 아닌 각자가 삶의 양식을 바꿔 종
래에는 이것이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치환’한다.

80

Operation of verticalfam
Self sufficiency through farming is their goal but the variety of crops to grow within individual
houses is limited so they need to be provided with crops they don't grow themselves. So the
goal is to plan vertical farm within the residential community and place them near main road to
present it as representation of the community. Also it grows the crops that can't be planted in
individual houses. Going further, selling guaranteed non-GMO seedlings is secured provision
of trustworthy foods for residents. vertical farm will be run as follows: Residents will entrust the
crops for certain amounts of land. All the costs for entrusted crops cover the control of entire
processes from seeding to harvesting but it is also invested into the initial operation of vertical
farm. After certain level of stabilization, it can also be invested for development to next level.
Therefore they can not only be provided with crops grown prciesly for them but also surplus
productions exceeding the needs for trade can be sold out side of their communities. It will
generate profits which will be distributed back to the residents. So it is not a simple farm but
proactive production activities by residents themselves as they are parcitipating the operation
as well. This is how we are targeting to lead the new culture of urban residential areas with
this system spreading one community to others.

도시 내에서 금수강산의 풍광을 탐미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하지만 뭐든 상황에 맞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유전자조작식품의 폐해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내, 단지 내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 손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가꾸어낸다면
함께 자연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소제의 현대적 자연으로의 회귀는 단순히 농업공간
을 넣는 것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극도로 치닫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
의 절대적 가치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한다. 따라서 작물의 교환에서 만큼은 자본주의를 버리고 과거
로 돌아가 물물교환을 통해 돈에 의한 가치 판단이 아닌 교환의 의미를 더 깊게 생각 할 것이다.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이 그들의 목표이지만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의 범위가 한정적이므로
그들이 재배하지 않는 작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지 내에 수직농장을 계획하고 이를
대로변에 배치하여 단지의 성격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요소로 삼고 가내에서 키울 수 없어 별도의 공
급이 필요한 작물들을 위탁 재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수직농장에서 키워 유전자가 조작되
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한 모종을 판매함으로써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의 공급에 힘쓸 수 있도록 한다. 수직농장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주민들은 ‘주’에 해당하는 재배
면적을 사 작물의 재배를 위탁한다. 이 ‘주’의 비용은 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에도 사용되지만 갓 도입된 수직농장의 운영비용에도 사용된다.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개발 발
전비용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써 이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재배되는 작물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 물물교환의 수요를 초과한 잉여작물들은 단지차원에서 외부로 판매해 수익을 얻고 이는 다시
주민에게 분배된다. 단순히 수직농장을 도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입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생
산 행위를 주도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이 한 단지에서 도시로 확산되어 새로운 형식의 주거문화
가 형성되는 것을 주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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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Cube
Main concept, Role, Principle

single unit substitution
changed by G-cube

Carbon Nano Tube
The residential space is not limited with Concrete walls but will be formed with G-cube
combination made with Carbon nano tubes. Carbon nano tube is a compound of a carbon
molecule and three other carbon molecules forming hexagon honey comb shape. It is known
for light-weighted but high in solidity and conductivity. Utilizing these traits, it can be used to
build structurely stable house with even stronger than ferroconcrete buildings not to mention
the improvement of network between households and communities. Also, it's easily adhesive
and the current through the elements sensitive to external devices which can quantify the
carbon dioxide emitted by living creatures to automatically control the size of itself accordingly.
Thus the size of the space is not fixed but G-cube recognizes the changes of carbon dioxide
emitted through respirations to decide the size of the space accordingly. Internal composition of
the unit is also not pre-determined but flexible such as trading LOT. You can buy and sell LOT
as much as necessary which enables the separation and extension of the space. It provides
much more flexibility to the life style. We aimed to achieve the gradual replacement from small
units to the whole, as substituting the materials can lead to bigger changes within the frame of
flat type apartment rather than destruction and re-build of it.

주거공간은 더 이상 콘크리트의 벽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탄소나노튜브로 만든 G-cube의 결합으
로 형성된다. 탄소나노튜브는 1개의 탄소 원자가 3개의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한 육각형 벌집 모양의
속이 비어있는 튜브형태의 구조로 가볍지만 강도가 높고 전기전도율이 높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적으로 안정된 집을 만들 수 있고 각 세대와 단지 간의 네트워
크 성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무엇이든 잘 붙는 성질과 소자를 통해 흐르는 전류가 외부기체의 흡
착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생명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그 양을 수치화하
여 인식한 후 스스로 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공간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호흡을 하며 내뱉는 이산화탄소의 양의 차이를 G-cube가 인식하고 그 양에 따라 공간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의해 유닛 내부구성도 자유롭게 변할 유닛의 형태 자체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LOT을 매매하는 것과 같이 변화할 수 있다. 내가 필요한 만큼의 lot을 자유롭게 사고팔며 공간의 분할
과 확장이 가능해져 삶의 양식이 보다 유동적인 성격을 띌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기존 판상형 주
거시설의 틀 안에서 건축물의 파괴와 재건이 아니라 재료의 치환이 점차 큰 단위의 치환으로 이어지
며 이렇게 변환된 것들이 곧 전체가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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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of changing
space
media effect /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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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igger picture, we produced a 3D model of Flat type apartment frame and internal
composition unit of it. It aimed to present how small replacement in internal environment
like new materials can gradually spread toward bigger changes. It is a steady process of
expanding from Nano size material replacement toward a apartment and then a whole complex
or residential communities. The delay happened at the beginning affected to the whole project
more than expected. We had numerous meetings beforehand, but the concept idea didn't
reach to the level to satisfy every member which impacted till the beginning of the workshop.
We went through hard times encouraging each other saying something good will come up in
time- and finally we came up with a great concept idea. Based on the concept of replacement,
we wanted to show how Apartment units can be replaced with vairous units- just like drawers.
But the overall progress was being delayed so we didn't have enough time for 3D modeling.
Considering all the obstacles, it was going relatively smooth until we had the deadline just
around corner. First issue was that we missed the error of bonding method in sketch-up
program since it was our first time trying 3D printing. We constantly got the error message that
printing couldn't be proceeded- which cost us several trials. Second issue we had was we had
too many units to print given time limit. Actually the printed out products arrived a day before
the presentation were much less units than we expected. We planned same amount as actual
Hyundai apartment which should be one flat type apartment frame and 48 units. It required
more than 100 hours of printing which we couldn't invest as much. Lack of units ended up
with akwardly empty spaces which might have failed to show what we intended. Now looking
back all that, we could have printed G-cube instead to show the bonding method to better
explain the concept of design and overall ideas. We were all new to 3D printing and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it also affected the outcomes. We should have done the research rather
throughly to figure out the optimized way to present.

Story board

Media
In order to manage the trading, the new form of consumption and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t in-house farming and vertical farms, a media called 'Smart Hub(Herb)' is to be
introduced. 'Hub' in general mean the accumulation point of multi-directional data flows. But we
added the symbolic homophone 'Herb' on it to represent our intention better. It informs the data
about in-house crops and also open how the entrusted crops are growing. After harvesting,
each house can key in the surplus amount to inform others so that they can reserve the certain
crops they need. It will help promote the trading markets. Also the open market trade price on
the system let fair trade happen. Therefore it not only guaranteed the provision of safe foods
but also covers the whole processes from growing the crops to distribution.

우리가 뽑아낸 3D모델은 크게 보면 판상형 아파트라는 틀과 그 내부를 구성하는 유닛을 출력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G-cube라는 새로운 재료의 도입으로부터 시작된 내부공간의 변화가 점차
큰 범위로 치환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 보낸 끝에 마침내 좋은 컨셉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치환이라는 개념을 본바탕으로 서랍장처럼 아파트유닛을 여러 가지 유닛으로 치환할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작업 속도가 늦어져 3D모델링을 위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
해졌다. 이런 상황에 비해 3D프린팅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감을 코
앞에 두고 문제가 발생했다. 첫 번째 난관은 3D프린팅을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스케치업프로그램에
서 결합방식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프린팅을 할수 없다는 오류메세지를 받게
되었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프린팅을 할 수 있게되었다. 두 번째 난관은 출력할 수 있는 시간에 비
해 유닛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최종 발표 전날 도착한 출력물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가내 작물의 효율적인 재배와 수직농장과 가정간의 관계성을 높이고, 새로운 소비의 개념인 물물교

보다 훨씬 적은 양의 유닛이 들어있었다. 실제 현대아파트의 유닛개수와 같게 했기 때문에 판상형 아

환을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 허브’라는 미디어를 도입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허브의 ‘허

파트의 외장틀과 48개의 유닛이 필요하였다. 100시간이상의 프린팅 작업이 필요했고 우리에겐 그만

브’(Hub)는 하나 이상의 방향에서 데이터가 드나드는 데이터의 집적장소를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

큼의 시간이 없었다. 부족한 유닛으로 인해 빈 틀 안에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유닛들은 허전한 느낌을

기에 작물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Herb’의 의미를 넣어 그 목적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었고 우리가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도 잘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오히려

집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위탁한 작물의 재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G-cube를 출력하여 그 결합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설계 개념은 물론 전반적인 주제를 표현하는데 더

볼 수 있다. 수확한 후에는 각 집에서 잉여량을 입력하고 이를 공개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작물에 예

적합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이 3D프린팅 작업은 모두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기 때

약을 거는 등 물물교환시장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문에 다소 생소해 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도 한 몫 했던 것 같다. 3D프린터에 대한 조사를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물물교환 시가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안전이 보장된

보다 철저히 하여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작물의 성장에서 유통에 이르는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3D print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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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OT PROJECT
An Seongseop Kim Minwoo Kim Hayan

도시농업을 체험해봄
도시농업을 체험해보지 않음

텃밭 등 공간 부족
재배 경험이나 정보 부족
재배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오염된 땅

BACKGROUND
Proportion of Seoul citizen who experienced city farming in Seoul is about one-third of the
total, specifically 34.5% of Seoul citizen, seen undergoing urban agriculture. In addition, the
reason of agriculture, the city showed the highest rate in 66.1% for safe food to eat by their
own cultivation. Then the reason for health and leisure took next rank. Then it was found that
people take a short period of time to do their agriculture. The biggest reason as barriers to
urban agriculture is lack of space.(1) Based on this, we propose a system that an individual
can easily access, ensures the safety from agricultural chemicals, rational use of space for
agriculture. The basis for the proposed departure started from worrying about what is seen on
the biggest problem of Seoul’s housing problem-is there any place to grow crop even if there
is no place to people live in. The way to use space without use the ground is to use the air
space. This method is the most efficient and convenient, but the technology and machinery is
required in order to use the above space. That’s why B-POT project has been designed. Over
time, many people will design the system which needed to live to use conveniently set by their
movement. In addition, the future system, because the multi-functionality which role as a role
of one more object will be primary. Therefore, the future system of farming also should take
multi-function. B-POT servic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people’s favor,
offer a small garden and if there is no light efficiency which B-POT have to follow, they do the
function of media wall.

Where the place is human can live humanly? During Korean experience the modernization, a B-POTS at the veranda
lot of population concentrated on Seoul, and this place became full of people, cars, concrete,
and contaminated air. The high mountains and fields of Hanyang(old name of Seoul) went T h e y m o v e o n a p a r t m e n t ' s
veranda when people want to
away and only small and shabby bushes with web and trashes next of the road in Seoul. see their crop
The li ttle pleasure of growing their own plant in their own place started from Old Stone Age
when mankind started to collect their food from field to live. Then yet the age repeated and
repeated, fantasy about the ultimate goal of human life has been always living next to Great
nature. It is no matter how good a house you have, how much of money you have and how
good the car you have. The matter thing is not concerned with sipping fresh air in a confined
space. Throughout the industrial revolution, separation of city and country begin to be much
apparently, the number of people who can not benefit from fresh air and nature grown
numerously. Accordingly, those who live in the city are trying to attract any little nature near
where they live. Start by planting their crops in small quantities in small pots to put on the
windows to make the farm into the city, which sometimes provides a farm experience for the
citizens. As human evolved and adapted to the urban system, farm also start to change by the
development of city. How can the green space and farm for urban people develop much more
than these days’s farm and how can these things make harmony with city system which full of
digital media program? We will start our proposal about green bio digital city for Seoul.

(1) reference : present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urban agriculture of Seoul / Kwon
Taeeun / 2014.1
서울 시민 중 도시농업을 겪은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34.5%정도로 3분의 1정도의 사람들이 도시농
업을 겪어봤다. 또한 도시농업을 하는 이유는 농작물을 안전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가 6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건강과 여가가 그 다음을 이었다. 또한 농사를 짧은 기간 동안 짓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시농업의 장애요인으로서는 공간부족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1)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안전을 보장받는 농작물재배와 공간에 대한 고민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
농업의 시스템을 서울시에 제안한다. 제안에 대한 기본은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주택문제
를 보듯이 사람이 살 공간도 없는데 과연 농작물을 심을 공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출발한
다. 땅에 디디지 않고 공간을 쓸 수 있는 방법은 공중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 한국이 근대화되는 동안 수많은 인구가 서울로 집중되
었고 그만큼 서울은 사람과 콘크리트 오염된 공기로 포화상태가 되었다. 한양을 채우고 있던 드높은
산과 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서울엔 차량 옆 거미줄이 쳐진 초라하고 생명력 질긴 생물들만 남게 되었
다. 나의 공간에서 소소하게 내가 원하는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는 즐거움은 인류가 채집으로 식량을
구해 먹던 구석기 시절부터 시작되었고 시대가 지나면서도 인간의 궁극적인 좋은 삶에 대한 환상은
항상 좋은 자연 옆에서 생활하는 것이었다. 좋은 삶의 질에 대한 불변하는 법칙은 항상 자연과 함께하
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집과 많은 돈과 차가 있더라도 한정된 공간 안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없
다는 것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도시와 지방의 분리는 더욱 확연해졌고 맑은
공기와 자연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만 갔다. 그에 따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곳 근처에 조그맣게라도 자연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한다. 작은 화분에 원하는 작물을 소량으로 심어
창문에 두는 것으로 시작하여 도시 속에 농장을 만들어 도시민들을 위한 농장체험을 제공해주는 경우
도 있다. 인간이 도시에 적응하듯 농장도 도시에 적응하며 발전해갔다. 과연 도시주거민들을 위한 녹
지공간과 농장은 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도시의 디지털 미디어적 시스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번 프로젝트의 제안을 시작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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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공중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선 기술과 기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의 중심인 B-POT이 설계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자신의 움직임에 맞추어 편리하
게 이용하도록 설계할 것이다. 또한 한가지의 목적만을 위한 물건을 만들기보다 한가지의 역할을 하면
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멀티기능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미래의 시스템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B-POT은 이러한 멀티기능성을 지향하는 현대인의 특성에 맞춰 개인 소규모 농장을
제공하며 빛이 없어 효율성에 따라 움직일 수 없을 땐 디지털 미디어 월의 역할을 수행한다.

Changing of B-POTS
by sun location
Morning / Afternoon / Late
afternoon /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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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 OF B+POT
There are three main parts on B-POT. There are Plant pocket where plant can grow and
stay and the holes in Bee can move the POT. Wing part that the BEE holes are parted
can be folded freely to form variety shape of architecture. Also forms a flexible architecture
gives sustained support each other and connected POTs. BEE holes, where Bee can attach
designed to well equip with upper side narrowly and down side widely so stop the escaping
of BEEs. B-POTS are moved by collective intelligence. Development of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technology and IOT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make
possible to make module with intelligence knows where they needed and where they have
to go. They can control themselves. One B-POT may provide vegetables for two people for
one week to eat, and each home is subjected provide fresh vegetables in sunlight instead
of receiving the real intake of plant flavor without receiving the artificial light in a room. If
residents do not care and management of the remaining POT is to be transferred to a central
center where managed by the silver generation. It can solve the employment problem of
growing silver generation and can comple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that must be
hand is touching. The local food is collected by the silver generation to be saved or moved to
needed place. Central center put their HIVE in the middle of B-POT project. The role of the
HIVE is to repair and maintain the Bee and POT, as well as to collect the greens. B-POT are
looking to do a lot of role will expand your understanding of digital technologies and media,
and architecture.

PROPOSAL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f space, we need to find technology for using above area
freely and accessibility for individual at anywhere and anytime. The worry about place where
we should use is solved by light efficiency and people’s sight. Middle place of apartment is
useful because light is enough, and people of apartment can easily see the plant on the pot.
Then this project need to use veranda place actively, so B-POT hanged on the handrail of
veranda to be controlled by owner. Therefore, B-POT needs two parts on their machinery. First
part is fixed part that plants grow and center of system. Second part will be the moving parts
which move POT to owner of their own place where they can get much of sunlight. The moving
of big POT is too dangerous and inefficient, so little Bee follows where the moving activity
is needed and role as media wall. Therefore, there is no fixed feature that contemporary
architect have, but the form is built by the shape of moving B-POTs which move to place that
have sufficient sunlight and owner can easily approach. That shape is changing and that
is architecture. In the central control tower, identify the location of the day’s sunshine and
clouds to the B-POT, and make them to move slowly to the specific location. When the light
goes down at night, Bees start to lighten themselves and role as media wall of apartment or,
streetlamp for people who getting off from work late. The media wall will be the identity of the
apartment.

B-POT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3가지 구성으로 되어있다. 식물을 보관하고 기르는 중심부의
Plant Pocket과 Bee가 POT을 옮길 수 있도록 장착될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는 부분을 날개
라 하고 날개는 자유자재의 각도로 변해서 건축물의 다양한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또한 POT
끼리 서로 지지해주고 받쳐주며 유동적인 건축을 형성한다. Bee가 장착되는 Bee whole은 bee가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상층부 부분을 하층부보다 좁게 하였다. B-POT은 집단지성에 의해 움직인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과 IOT(Internet of Things)기술의 발전으
로 지능을 가진 모듈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알고 조절할 수 있다. 1개의 B-POT은 2인이 1주
일간 먹어야 하는 채소를 제공할 수 있고 각 가정은 실내의 인공조명을 받은 맛이 없는 식물을 섭취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햇빛을 받은 싱싱한 채소를 제공받게 된다. 주민들이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나 남는 POT의 관리는 중앙센터로 옮겨져 실버세대에 의해 관리되게 된다. 이는 늘어나는 실버세대
의 구직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손이 닿아야 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보완해줄 수 있다. 실버세대에
의해 채집된 로컬 푸드는 저장하거나 필요한 장소로 옯겨지게 된다. 중앙센터는 산하의 작은 HIVE들
을 두게 된다. 이 HIVE의 역할은 채소를 채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Bee와 POT들을 수리하고 관리한
다. B-POT들이 수행하는 많은 역할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건축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
을 것이다.

Center for B-POT
role as the hurb for many
B-POT, save and share the
plenty of agriculture.

근본적인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더불어 개인이 언제든 편리하
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필요했다. 아파트 단지의 어느 공중부분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
민은 B-POT들이 쉽게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 또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과 동 사이에 있는 공중공간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파트 동이 가지
는 베란다 공간을 활성화하여 따라서 식물을 기르는 고정적인 주 부분이 필요하고 그를 옮기면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 총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개인의 소규모 농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 크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식물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작은 부분-BEE라고 일
컫는다-이 처리하고 개인이 직접 농작물을 보고 만지고 기르고 싶을 때는 개인소규모농장-B-POT이라
고 일컫는다-을 BEE가 옮기는 형식으로 형태를 구성한다. 따라서 지금의 건축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
지고 있는 고정적인 형태는 있지 않으며 이 B-POT들이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 햇빛이 많은 곳으로 혹
은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동하면서 형성되는 모습 자체가 건축물이 되고 구조가 된다. 중
앙 컨트롤 타워에서 그날의 일조량과 구름의 위치를 파악, B-POT들이 햇빛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Detail of B-POTS

있는 장소로 서서히 이동하게 되며 밤이 될 경우 밤길을 밝히거나 한강변의 똑 같은 아파트들 사이에서

B hole / Wings / Plant pocket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집을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월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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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INT
3D printed model of the B+POT project was different from that approach from the other plan.
This project is due to be not to have a solid form of expressing, looks like as birds and insects
that live in the walls of the existing building. The project initially atmospheres with a free
dynamic nature, this modeling approach of the model were not easy. The result of the final 3D
printed model we decided were designed to look through the specific architecture of the BEE
communities with intelligence, and 3D printed somewhat succeeded in expression of small
units of B+POT. What we have been successful is the overall shape of the clusters form, but it
failed to represent the basic form of architectural scale and B+POT do not match because the
size of the units were too small. Here we felt the limits on the size that can be represented with
3D printing. Because there was no experience to deal with 3D printer, this step was very hard
to go through. However it was great experience that is uncommon experience. If again, the
opportunity to use a 3D printed on, seem to be able to obtain a better result by determining the
level of such a sense of scale for the level and size of the required model.

Total view from
below
3D printed model

MOVIE MAKING
B-pot 프로젝트의 3D 프린트모델링은 다른 계획들과는 그 접근 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다. 이 프로젝
트는 확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기존 건축물의 벽에 새 와 곤충처럼 서식 하는 듯한 모
습을 표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 프로젝트는 자유롭고 동적인 특징을 가진 터라, 모형 모델
링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우리가 결정한 최종적인 3D 프린트 모델링의 결과물은 지능을 가진 BEE의
특정 건축물을 통한 군집 모습을 디자인하였고, 3D 프린트를 통해서 B+POT의 작은 유닛들을 표현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 하였다. 우리가 성공한 것은 군집 모습의 전체적인 형상이었지만, 실패한 것은
B+POT의 한 유닛의 크기가 너무나 작은 것 이기 때문에 건축적 스케일과 맞지 않아 B+POT의 기본
형태를 표현 하는데 실패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3D 프린트가 가진 표현할 수 있는 크기에 한계를 느
끼게 되었다. 3D프린터를 다루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갖는 작업이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생각 한다. 말로만 듣던 3D 프린트 모델링을 재대로 인
식할 수 있는 기회었기 때문이다. 또 다시 3D 프린트를 사용할 기회가 온다면, 필요한 모델링의 수준
과 크기에 대한 스케일감 등의 수준을 결정하여 보다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In the course of video making work, we are moving and trying to express on the basis of
collective intelligence, and B which a bunch intelligence, the action of Phototropism and Slime
Molds moving in the light of the sun. This is because the particular theoretical background
and we can say that we have the advantage, unlike other proposed. This one is based on B
and POT’s moving, and we tried to make film with incoming future role needed for Bio-city. B
is moved to find the right light for vegetables drifting in the sky. This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vegetables, to residents of the apartment’s aims to provide fresh vegetables. B which is
drifted in the sky, move through the necessary solar power. It gives apartments’ residents great
experience that to grow their own vegetables and eat their own food. The amount remaining
in vegetable cultivation is sent to the center that controls the B+POT system, residents will
be able to sell their vegetables on the outside. It is proposed that the new city-sufficiency in
producing value-added of the modern city is seeking. In addition, working through the night, and
the media façade energy gained during the day, you have to create new views of the city, it can
create new views of the city, and residents will be able to share with the cultural infrastructure.
We have captured the forward-looking information with the image in views of BEE. It will help
you to understand accurately concept of B+POT.

영상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B가 무리지능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움직이며, 태양의 빛을 따
라 움직이는 굴광성과 점균의 작용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이는 다른 제안들과 달리 우리가 가지고 있
는 특별한 이론적 바탕이자 우리의 강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B와 POT이 움직이
게 되며, 움직이며 다가올 미래 Bio-city에 필요한 역할을 영상에 담으려고 했다. B는 하늘을 날며 채
소에 적합한 빛을 찾아 움직이게 된다. 이는 채소의 질을 높이고, 아파트의 거주자들 에게 신선한 채소
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하늘을 날며, 움직이는데 태양열을 통해 움직이는데 필요한 동
력을 얻게 된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채소를 자급 자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채소 재배에서
남는 양은 B+POT 시스템을 통제하는 센터에 보내지며, 주민들은 각자의 채소를 외부에 판매할 수 있
게 된다. 이것은 요즘 도시들의 추구하고 있는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자족 도시의 새로운 제안된다.
또한 야간에는 낮 동안 얻게 된 에너지를 통해 미디어 파사드 작용을 하며, 도시의 새로운 경관을 만들
고, 주민들과 문화적 인프라를 공유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BEE를 통한 미래 지향적인 내용들을 BEE
의 관점에서 영상에 담았다. B+POT에 대한 개념을 더욱 정확히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Media wall of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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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LOUD
Girard Chloe Kaekin Isabelle Lee Kyungmin Nam Youngju Yoon Siu

Cloud Control
Bio Digital City / Social Cloud
/ Cloud / Control Diagram

We defined Bio Digital as Bio combined with Digital. Bio and Digital are interpreted separately
in respective field and what potentials Apgujoeng has withing those two and what possibilities
it can pursue were defined.
"Bio" was perceived as a narrative about 'Vertical Farm' which is the core of urban agriculture
and it is to solv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with possibilities of all-around solutions
including software and hardware. "Digital" was approached as a system to control environment
or situations which will be managing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urban agriculture. We had it
play a important role to combine the features from urban areas and nature smoothly.
We specified the discussion described earlier and came to the metaphor of 'Cloud'. Cloud well
presents the core of our definition of Bio-Digital. It is flexible and controls the environment by
circulating. Such organic traits of 'Cloud' was brought to the site to actively applied.
We tried to create a circulation-not just a mere environmental circulation but also the circulation
in the networks- in the obsolete apartment site with metaphor of organic cloud. Going further, it
was an attempt to produce a circulation and improvement in Seoul by urban networks beyond
architecture. We developed 3 opinions from traits of clouds. First, Cloud by emptying out.
Second, Cloud on Vertical farm. And Third, Cloud with bio-control.
Social Cloud
SEOUL APGUJEONG HYUNDAI
APARTMENT / PERSPECTIVE

In early 1970s, Apgujeong where Hyundai apartment is located had become the most
expensive area in Seoul till now. Yet the facilities are quite out of date after 20 years of time
which shows the problems of the area. Furthermore, the traffic has been the another issues
including the lack of parking spaces and also the failure to mingle with Han river sceneries
though it is right at waterfront have been pointed out as shortcomings of the area. We analyzed
the problems and attempted to provide new energy and roles with the Bio digital city concept
we defined.

1970년대 초반, 강남의 노른자위 땅으로 부상한 압구정, 그리고 현대아파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서
울에서 부지가 가장 비싼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기지 못
한 채 낙후된 내.외부 시설은 이 지역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차량 네트워크가
고려되지 않아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난황을 겪고 있는 실상, 바로 앞의 한강이
라는 waterfront와 같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실상 등
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은 현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다. 우리는 이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파
악하여 우리가 정의내린 바이오디지털을 가져와 현대아파트 부지에 새로운 활력과 역할을 부여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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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의한 Bio-Digital은 Bio+Digital이다. Bio 와 Digital. 각각의 영역에서 이를 해석하고, 그
속에서 서울 압구정은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정의되어졌다. “Bio”는 도시농업의 주축인 ‘Vertical Farm’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되었
고, 이것을 통하여 빈부격차가 심한 압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하였다. “Digital”은 환경이나 그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
스템으로 접근하여, 도시와 농업이 가지는 환경적 요인을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압구정의 도시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을 자연스럽게 결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
록 하였다.
우리는 앞서 말한 이야기에서 의논을 구체화 한 뒤, ‘구름’(cloud)이라는 Metaphor를 도출하였다.
구름은 우리가 정의한 Bio-Digital의 핵심을 굉장히 잘 함축하고 있는 매개체이다. 구름은 Flexible
하며 환경을 Control하고 순환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성질이 강한 ‘구름’을 가
져와 이를 부지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낙후된 현대아파트 부지를 유기적인
구름이라는 메타포를 통하여 순환시키고(단순한 환경적 순환을 넘어서 네트워크적인 순환을 의미)
활성화 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건축 뿐안 아니라 도시적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서울을 순환
시키고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우리는 구름에서 가져온 특징을 통하여 3가지의 의견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empty를 통한 cloud, 두 번째는 수직농장에 대한 cloud, 세 번째는 bio-control에 따른
clou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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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Cloud by emptying out
It started with the coexistence of 'fullness' and 'emptiness' of the site. Hyundai apartment
has disadvantage of difficult access due to lack of public spaces. It leads to the bigger issue
which is lack of access to Han river and utilization of the intrinsic advantage. As a solution, we
cleared out each apartment upto 2nd floor to suggest public space shared with visitors though
maintaining the current flow of human traffic. The newly emptied out spaces were provided
for residents as guideline. The current flow of human traffic was guided by various plants for
people to adapt without resistance.
Second, Cloud on Vertical Farm
Apgujeong has wide entry but with disadvantage in software sense. So we proposed 'Triangle
parameterize'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hape of the place. There was no biological issues
on the site, so we suggested staircase-shape terrace while keeping the triangle base. It is to be
provided to each resident for them to enjoy the family garden and share with others as well.

Thrid, Cloud with Bio-control
The cloud system described earlier created quite an amount of public spaces by vertical farms
at the top of apartment and large farms at the bottom; and we came to realize that systemic
aspect is required to control all of them. We divided the required aspects into Air control and
sun-light control and started designing them.
Air-control accumulates the carbon dioxide until it reaches certain density and then produce
oxygen. Media facade was brought onto the design to alert citizens.
Sun-light-Control aims to maintain the internal environment in pleasant condition by
temperature control. It contracts and expand depending on temperature while grouping and
dividing the spaces. It creates dynamic space which is also applied to public design areas
such as chair and camping areas so that more diversities are brought to people.

첫 번째 비워짐을 통한 클라우드

세 번째 Bio-control에 따른 Cloud이다.

이는 이 사이트에 공존하고 있는 ‘차있음’과 ‘비워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대 아파트는 공공부지가

앞서 말한 두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인해 아파트 위의 수직농장과 아래부분의 대형 가든을 통하여 많은

부족하여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강이라는 좋은 환경적 요소를 가

공용공간이 생겼고 우리는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단점으로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

우리는 이를 Air Control 과 Sun-light Control으로 분류하여 새롭게 디자인하기로 하였다.

해 일단 아파트의 기존 동선은 유지하되, 각 아파트 마다 2층까지를 비워냄으로서 외부사람들과 함께

우선 Air-control은 이산화탄소를 축적시켜 특정 농도를 넘어서면 산소를 발생시킴으로서 환경을 정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제시하였다. 비워진 공간은 아파트 주민을 위해 새로운 공간으로 제공 되

화하고, 여기에 미디어 파사드를 도입하여 도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어지는 것을 가이드 라인으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 동선에 다양한 조경을 심어 동선을 유도함으로서,

Sun-light-Control은 사이트의 온도와 관계하여 내부를 쾌적하고 윤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거부감이 없도록 하였다.

있다. 사이트 내부의 온도에따라 이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그루핑하고 디바인딩되며 이를 통해 공

두 번째 수직농장에 대한 Cloud

간이 형성되고 분해되는 다이나믹한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공공디자인의 영역에도 포함

압구정은 진입동선이 넓어 접근이 용이하지만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적인 단점이 존

되어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의자, 캠핑장등으로 적용되어 풍성한 공간을 연출 시킬 수 있게 된다.

재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트라이앵글 파라메트리라이즈
(parameterize)를 제안한다. 이 장소자체에서의 어떠한 생물학적 문제제시가 없었으므로 삼각형 형

Cloud Perspective

태의 Base를 유지해주고 건물들을 키워 계단식 층계 형태를 제안하여 각각의 테라스가 형성되고 셀들

Bio digital city / Cloud / Public
Design Perspective

이 각각 거주자들에게 보급되는 형태가 되어서 가족적인 정원을 공용공간으로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loud Diagram
Sunlight control / Air control /
Site of Empty cloud /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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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int Model 1
Methapo / Cloud / Model

3D Print Model 2
Methapo / Cloud / Base Model

We tried to develop our approach more in detail by using various programs such as

3D printing of our works came with a great deal of difficulties. We decided to produce concept

Grasshopper, Aftereffect and Rhino. Putting data into different alternatives and experiments,

model and architecture model to be presented together showing how these two operate. We

we shared lots of in-depth thoughts about how software features can be expressed in more

also considered how esthetic features should be emphasized which was led to projection of

esthetic sense. As targeting video presentation of final outcome, we decided to produce

flexible image of cloud. The three-dimensional expression of four sides was significant so we

documentary film to show the concept and processes of our works. We poured a lot of efforts to

produced each layers to be peeled off. As a result, it turned out to be a perfect model.

put details into the film including creating various contis and recording participants interviews.
It was also the team members from far-away France to cooperate devotedly who made the
exciting new approaches possible.

우리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그래스호퍼, 에프터이펙트, 라이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

3D 프린트 작품을 표현하기에 앞어서 우리의 작품을 드러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다. 조원

다 더 세심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 각 수치를 대입하여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고민

들과 의논 후 컵셉 모형과 건축모형을 각각 만들어 이를 함께 보여주고, 두 개의 요소가 어떻게 작용

을 하여 실험적이면서도 심도있게 접근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다

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도록 하였다. 입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심미적인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

더 심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나누었다. 작업의 결과물을 동영상으로 보여

킬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하였으며 이는 구름의 flexible 한 이미지를 어ᄄᅠᇂ게 보다 더 잘 형상화 할

주는 것으로 최종 목표를 두고 다양한 의논 후, 우리의 개념과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것인가로 이어졌다. 4면의 입체적 감각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기존틀을 만들어 껍질을 벗겨가는 식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콘티를 제작하고 수정하여 최종 콘티를 완성하고, 각 참여자 및 조원들의 인

로 제작을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완벽한 모형이었다.

터뷰를 녹화하는 등 작품의 디테일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프랑스라는 먼 나라에
서 타지로 와 작업을 위해 기꺼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팀원들 덕분에 평상시에 생각 할 수 없었던 다
양한 접근을 시도 할 수 있어서 보다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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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urban agriculture has been recognized as a significant industry to improve the quality
of citizens' lives along with the attention to healthy foods. Frank Llyod Wright suggested
"Broadacre city(1934)" was an innovative theroy and idea which showed the potential of
future agriculture city with cutting-edge transportation technologies. Each family can own
independent farming area and self-sustainable lives with architectural environment which
suggested true independent live in the urban area. So urban agriculture has been discussed
and developed as a significant feature in modern architectural studies.
In team D, we contemplated about the role of urban agriculture in Seoul, benefits and
potential use through workshops with students. It started with research questions about
urban agriculture and was guided into 1. how to merge digital media technologies to urban
agriculture, 2. how to connect physically remote places with diverse functions and 3. how to
utilize media as a communication and design method to promote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We reached to a conclusion to select three areas in Seoul for students to propose design ideas
appropriate for each region. The efficiencies of media and new experiences in architectural
spaces in the context of urban agriculture is provided along the way. They were also guided to
systematically develop their methodology to establish and realize their ideas.
Amongst the topics of The food independent city Seoul, The Edible & Strange City, Seoul and
For City Health Seoul, the most useful digital feature was the sharing environment to promote
users' active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Team A proposed architectural
design with Utopian urban scenarios. Self-sustainable city refers to the system to produces
and consumes itself. Considering the high population density in Seoul, the research for land
size to produce a day-amount food for a Seoul citizen(based on 2,500kcal a day standard)
was conducted. If the given site(Ichon Apartment complex, Han river mansion areas) is not
enough, the solution had to be suggested through design ideas. We also spent a good time
discussing the sustainable roadmap in urban context how residents will be provided with
source and consume the foods. Team B proposed Edible park in the city to design a space
to provide new experiences and activities for citizens. Considering the climate and site's biocharacteristics(Dangsan factory site and Lotte car repair sites), the research for the edible
garden was performed. It also included the connection amongst open market, restaurants and
urban farms to consider the economic sustainability as well. The easiest way to be provided
with food in the city is supermarket. But when you look into all the food mileage of most of the
products in the market, the price inevitably goes up on the top of all the emissions made on the
way. So Mobile farm unit, Portable space that can be used in each home were designed and
proposed. The site was Ichon Apartment area where complex residential areas are located.
Team A,B and C commonly worked on the idea of connection through mobile to be provided
with information of plants, ideas for farming and distribution- which is natural communication
amongst residents through media. Going further from there, the students were guided to
consider the media technology center, common and personal farming with architectures
optimized for solar energy and energy efficiencies. The final outcome of project was instructed
to be made in video presentation with scenarios and storyboards were also made for clear
message delivery with interesting visual effects. These processes themselves were good
opportunity for students to learn the presentations of architecture in different formats.
Lastly, urban agriculture has enough potential to work as alternative for urbanization problems
Seoul is already going through. Especially the ladnscape of Seoul full with grey buildings due
to rapid population density growth can be solved by urban agriculture which can provide green
views as well as efficient city functions. More than anything it can contribute to create ecofriendly Seoul where green plants bring flowers, birds and bees all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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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농업은 친환경, 건강한 먹을거리에 관한 관심과 함께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중요
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Frank Lloyd Wright가 제안한 Broadacre City (1934)는 도시 주거공간에 농
업공간을 최점단 교통기술을 이용하여 접목함으로서 미래 농업도시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획기적인 이론이자
아이디어 였다. 각 가정이 독립된 농경지를 소유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삶을 건축환경과 함께
제공함으로서 진정한 독립된 도심속 삶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은 현대건축이론
에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어왔고 발전되어 왔다.
팀 D에서는 학생들과의 워크샵 작업을 통하여 서울 도심속에서 도시농업이 가진 역할, 장점, 미래의 활용 가
능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도시농업(urban-agriculture)에 관한 연구질문을 시작으로 첫째, 어떻게 도
시농업에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접목할 것인가. 둘째,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양한 기능의 공간들을 연결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주민들의 적극적인 농업 활동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디자인과 커뮤니케
이션 도구로서의 미디어를 공간에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그 결과물로 서울내 세구역을 선정하여 각 사이트의 특성에 적합한 도시디자인계획 및 건축 디자인관한 다양
한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다. 또한 도시농업을 구성하는데 있어 건축 공간에서의
미디어의 효율성과 새로운 경험 제공의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구현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설계하는데 있어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팀D의 각 사이트 별로 정해진 소주제: The Food Independent City, Seoul (자급자족 도시, 서울), The
Edible & Strange City, Seoul (먹을수있는 도시, 새로운 경험을 주는 도시, 서울), For City Health, Seoul
(모두가 건강한 도시, 서울)에서 무엇보다 가장 유용한 디지털 환경적 요소는 사용자간의 활발한 소통과 빠
른 정보력이 필요한 공유환경이였다. A팀은 자급자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유토피아적 도시 시나리오
를 구성하여 건축적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자급자족 도시란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소비하는 도시를 말한
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도시 환경을 고려해 보았을때, 서울시민이 하루 (1인당 하루2,500cal 열량 필요 기
준.) 동안 소비하는 식량을 샌산하기 위한 필요한 토지의 넓이에 대한 리서치가 선행되었고 주어진 사이트(이
촌 아파트지구, 한강맨션 아파트 일대)의 용적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경우 그 해결방법을 건축 디자인 아이디
어를 통해 제시되어야 하였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소스를 공급받고 생산된 식량을 제공 및 소비 할 것인지
에 대한 도시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로드맵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B팀은 도심 속 Edible
Park을 제안하여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 및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 하였다. 서울의 기후적,
사이트(당산동 공장부지, 롯데자동차정비공장 등)의 생태적환경을 고려하여, 본 사이트에 다양한 식재활동
을 할 때 필요한 도시민이 식용 가능한 조경 타입을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었다. 또한 오픈마켓 및 레스토랑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들을 도심농장과 연계하여 건축적 디자인을 제안 함으로서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도
심농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도록 하였다. C팀은 서울 시민들이 모두가 건강한 식량
을 제공 받기위한 방법론(작은 디자인, 큰 변화)을 구상해 보기로 하였다. 도심에서 가장 쉽고 보편적으로 식
품을 제공 받는 곳은 슈퍼마켓이다. 하지만 슈퍼마켓에서 제공받는 대부분의 식료품들은 ‘푸드마일’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운반과정 및 소비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결국 운송비용이 실제 식품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간단하게 설치가능한 디자인 제품이나 이동가능한 (Mobile farm
unit, Potable space) 디자인을 고려, 제안하도록 하였다. 사이트는 복합주거단지가 위치한 이촌 아파트지구
로 지정하였다.
공통적으로 A, B, C 각 팀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과의 연동을 통해 식물의 정보를 제공받
거나 재배 및 유통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하였고, 미디어로 인해 주민들의 자연스러
운 소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상하였다. 더 나아가 미디어 농업도시 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건축 환경으로는 커뮤니티 활동 촉진을 위한 미디어 테크놀로지 센터, 공동 및 개인 농장 및 농업
생태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 적합한 태양고도 및 방향성을 고려한 건축디자인을 제안하도록 지도 하였
다. 또한,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인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각 팀은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
지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지도한 다음, 효과적이고 명확한 내용 전달과 흥미로운 영상연출을 위한
스토리보드 작업과 제작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영상콘텐츠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실습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형식의 건축 프리젠테이션 및 아이디어 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은 서울이 겪고 있는 다양한 도시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 집중에서 발생한 과밀화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회색 콘크리트 빌딩숲으로 가득한 서울의 랜드스케이프는 도시농업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도심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과 함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환경 조성이 가능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을 통해 회색의 삭
막한 도시가 아닌 푸른 식물과 꽃, 새, 벌들이 찾아오는 환경친화적인 서울을 만드는 것에 기여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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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for urban areas has been consistently being done. There are various perceptions
depending on researchers. At the beginning of 2000s, attentions were more drawn towards
inner developments rather than external developments. People evolved from survival meals
and began to more focus on healthy food which resulted in growth of related industries. The
concept of urban agriculture emerged and drew lots of attentions from diverse fields including
Architecture.
At the Bio Digital city workshops in Seoul, the members of Team D chose two places out of five
to proceed 3 projects. members shared the new perceptions of city, not to mention they tried
hard to present their ideas for public.
Team A selected Ichon, Yongsan area, the residential area. They set their goal as selfsustainable city with information media in the project. Team B chose Dangsan factory site to
propose a scenario where farming, commercializing and consumptions are possible as well as
outdoor activities. Team C worked on a project to re-interpret the food mileages on the existing
residential areas.
Each team proposed with media features as well to show media is not just a small part of
our lives but it can be beneficial applied for diverse purposes. It is presented throughout
architectural and systematic outcomes of the projects.
The cities in the projects began with a scenario for urban and architectural design and guided
into actualization along with enormous amount of sketches, idea discussions and final video.
I believe it has a great value as a proposal for future Seoul as we see it, and hope for the
research to continue through workshops.

Team D’s urban-agriculture is a new architectural proposal combining urban space and
agricultural function that connected physically separated space by integrating digital media
technology, and a workshop was opened focusing on a ‘media as a communication tool’ to
draw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It was oriented to infer ideas and realization possibility on how much media can provide
effective and new experience in forming an urban-agriculture by searching for a new
construction method that proposes an interactive communication method between space and
space, space and citizens, and citizens and citizens through digital environment. Moreover, it
further helped in a systematic development of a methodology on how the ideas can be applied
and developed. The most essential digital environmental factor for sub-themes of Team D
which are Food Independent City, Seoul/ The City, and The Edible, The Strange / For City
Health is the sharing environment that requires the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users and
fast information. Thus, each team a, b, c of Team D is reflected with the ideas on provision,
cultivation, and distribution of plant information by interlinking with the most commonly used
mobile, and formed a system citizens can freely communicate through media.
In addition, the guide for video presentation which is one of the project outputs also was the
role of media tutor. All Team a, b and c of Team D variedly developed the idea on previously
mentioned ‘role of media in urban-agriculture’, and each team prepared a scenario for the
message they want to centrally deliver. Next, they proceeded to working on a storyboard
for effective, clear communication of contents and interesting visual appearance, and then
proceeded with production. For students, the architectural proposal utilizing video was the
presentation of new approaching method, and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al exercise on
architectural process and other video content production process became an opportunity to
acquire new experience.

도시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지속되어오고 있다. 각기 다른 지점에서 도시를 바라
보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방향과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2000년대로 접어 들면서 점차 외적인 성정
에 대한 관심에서 더불어 내적으로의 성장으로의 관심이 높아졌다. 끼니를 때우는 것을 만족하던 세
대를 지나 이제는 건강한 먹거리, 나를 살리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와 주변 산업이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에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은 개념의 등장과 함께 건축은 물론
여러 분야의 관심을 받았다
Bio digital city. Seoul 워크샵을 통해 팀 D의 참여자들은 총 5개의 사이트 중 2곳을 선정하여, 3개
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각 사이트에 대한 첫 리서치 단계부터 최종 발표까지 참여자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해주었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언
어로 표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쏟아주었다.
팀A의 경우 현재 주거중심지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용산 이촌 지역을 사이트로 선정하였다. 그들은 자
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프로젝트에 정보미디어를 적용한 자신들만의 시각을 보여주었다. 팀
B의 경우 당산동공장부지를 사이트로 선정하여, 식물의 재배, 생산 그리고 소비가 가능한 형태로 재
생산이 되며, 같은 장소에서 아웃도어 활동까지 가능한 공간으로의 시나리오를 제안하였으며, 팀C의
경우 기존 주거중심 지역에 푸드마일에 대한 재해석을 적용한 프로젝트였다.
각 팀들은 미디어적인 요소를 함께 제안하여, 미디어가 더 이상 생활의 한 분야만이 아닌 전반적으로
도입 가능하며, 보다 사용자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것은 각각의 프로젝
트에서 건축적인 디자인에서 시스템적인 요소로까지 적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겠다.
그들의 도시에 대한 시작을 도시디자인과 건축적 디자인을 하나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구현하는 단
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도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수많은 스케치와 아이디어 회의 그리고 최
종 영상물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도시 서울의 모습 제안으로써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워크샵을
통한 연구가 계속되어지길 바란다.

팀D의 도시농업 (urban-agriculture)은 도시 공간과 농업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건축적 제안으로서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접목하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을 연결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미디어”에 주목하여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디지털 환경을 통한 공간과 공간, 공간과 주민 그리고 주민과 주민들간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방
법을 제안하는 새로운 건축방식을 모색하여, 도시농업을 구성하는데 있어 미디어가 얼마나 효율적이
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구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
시하였다. 또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설계하는데 있어 체
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팀D의 소주제인 Food Independent City, Seoul (자급
자족 도시, 서울) / The City, The Edible, The Strange (먹을수있는 도시, 새로운 경험을 주는 도시,
서울) / For City Health (모두가 건강한 도시, 서울)에서 가장 필요한 디지털 환경적 요소는 사용자
간의 활발한 소통과 빠른 정보력이 필요한 공유환경이였다. 따라서 a,b,c 각 팀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과의 연동을 통해 식물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재배 및 유통 방법에 대한 아이디
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하였고, 미디어로 인해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상하였다.
또한, 프로젝트의 결과물 중에 하나인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지도도 미디어튜터의 역할이었
다. 팀 D의 a,b,c 팀 모두 앞서 말한 “도시농업건축에서의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양하
게 발전시켰고, 각 팀은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그 다
음, 효과적이고 명확한 내용 전달과 흥미로운 영상연출을 위한 스토리보드 작업과 제작을 진행하였
다. 학생들에게 영상을 활용한 건축적 제안은 새로운 접근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이었으며, 건축프로
세스와는 다른 영상콘텐츠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실습은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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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VE : WE ASSEMBLED IN THE VENUE
Baek Jung-ki Hyun Jin-Seon Jeong Yoo-Jin Kim Ji-eun

Media Application

Our way to design was based on the joint farm program. Each module of space will be weaved
together and sixed weaved module within a group will be a unit. Like the joint farm system, the
module system consists of 6 cubes and includes common space in the center of cubes. The
common space is operated as a core system for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The residential area is divided into three mass groups to secure a visual axis toward the Han
River. These mass groups are lifted up from the ground to procure a large scale farmland and
let down on the ground again towards the Han River. This figure makes it possible to provide a
better view toward the Han River in the residential space and helps to utilize sunlight efficiently.
Modular systems are tilted according to the sunlight orientation that shaped better space
qualities such as water collection and photosynthesis of solar panels on the roof. Solar
energy and water aggregation will be used as an energy source to provide better residential
environment.
The common space for a unit which consists of six residential spaces face two common spaces
for other units and it creates a new community space. People can cultivate crops that can’t
be grown in the individual or small size joint farm and also can exchange farm products with
others.
A complex composed of six residential units includes a common community spaces for every
two units. The ground for a complex is utilized as a large scale joint farm (ground farm) so
people can cultivate particular crops which requires large farmland like rice and wheat. These
farm products are stored in the warehouse for a complex and consumed for the dietary life of
residents.

Media center / Media
applications / high-tech /
Community center / Cultural
life center

Consumption Statas
Crop consumption statas /
Farmland scale / Analysis
chart / basic data

There are various state-of-the-art media technologies for efficient farm care and community
activities in the cube farm complex. People can check the statuses of their crops or to take
care of their crops in their home by using simple applications so that they don’t have to visit
the farm directly. The media center is the core facility for the residential complex as it helps
to form a community for all the residents. Here, people can achieve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statuses and the distribution of crops in the entire residential area and send messages
between each other to exchange food.
Moreover, people can receive information regarding their cultural life such as well-being
lifestyles, various community activities and exhibitions.

디자인의 기반은 공동 농장(joint farm)프로그램으로, 모든 공간들은 정육면체 형태의 모듈이 모여 서
로 엮이며 하나의 큰 유닛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의해 구성되었다. 모듈은 공동농장 프로그램과 마찬
가지로, 여섯 개의 유닛이 중심부의 공동 공간을 형성하며 서로 엮여 나가는 형식을 취한다. 중심부의
공간은 커뮤니티의 형성과 이동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거 공간은 한강을 향하는 시각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 개의 매스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나누어진
매스들은 넓은 면적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공중으로 들어올려지게 되는데, 한강변을
향할수록 낮아지도록 디자인 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주거 공간에서 한강을 향한 더 나은 조망을 확보

Joint Farm
Rooftop View / Graphic /
3D Iimage / Common farm /
Community

큐브 농장에는 효율적인 농장 관리와 주민간 교류를 돕는 다양한 최첨단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적용
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직접 농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집에서 작
물의 상태를 관찰하거나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미디어 센터는 주거 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핵심적인 시설로, 단지 전체의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돕는다. 주민들은 미디어 센터에서 작물의
상태와 분포를 살펴볼 수 있으며, 작물 교환을 위한 메시지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사람들은 웰빙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각종 전시회나 다
양한 문화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햇빛의 효율적인 활용을 돕는다.
정육면체의 모듈은 태양의 방향에 따라 기울어진 형태로 디자인 되었는데, 이는 지붕에 설치될 태양열
패널의 에너지 확보와 빗물의 집수에 유리한 공간을 제공한다. 태양열 에너지와 집수된 물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여섯 개의 주거공간이 엮여 형성된 유닛들의 공동 공간은 다른 두 유닛들의 공동 공간과 접하면서 새
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개인 농장(individual farm)과 소규모의
농장(joint farm)에서는 재배할 수 없었던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으며 다른 유닛의 사람들과 작물을
교환할 수 있다.
하나의 단지는 총 여섯 개의 유닛이 합쳐져 형성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안에는 두 개의 유닛간 커뮤니
티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 된 단지의 지면에는 대규모 농장(ground farm)이 형성되어, 넓은
농지를 필요로 하는 벼, 밀 등의 곡식을 재배하는데 사용된다. 재배된 곡물은 단지 내의 창고에 저장되
어 단지 내 사람들의 식생활에 사용된다.

Joint Farm Module
Joint farm / Unit module /
Space Usage / Graph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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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project for a self-sufficient city, the Seoul Project is an experimental proposal that
suggests a utopian way to develop Seoul into an independent city through urban agricultural
planning and digital media technology. The site is Ichon-dong, Yongsan-gu, in Seoul and there
is the Han River and various leisure facilities on the south side. Also there is the Yongsan
Family Park and the National Museum nearby.
Before starting our project, we researched about our site and found out two main issues we
had to tackle. First, the lack of public space for residents and second, the buildings blocking
the landscape of the Han River. Therefore we realized that we had to consider the visual axis
of the site and to make a particular site planning for a large public space. However we couldn’t
just utilize the potential of the site as a communicative space that provided only a void space.
Also the existing ideas that are usually expressed as high-rise agricultural plants are rather at
risk for blocking the landscape of the Han River and is hard to secure public spaces.
So we suggested not just a commercial agricultural plant, but a farmland (Cube Farm) that
reveals an emotional space that occupants can experience in the Korean traditional rural
village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make a self-sufficient city. And through this Cube Farm,
we tried to create a public space in the city scale by connecting community spaces including
the Han River and other facilities nearby.
The concept for this project is to ‘WEAVE’ which meant that ‘WE Assembled in the VEnue’. We
wanted to make people interact together by weaving the spaces that they occupied. Agriculture
will also promote their communication as a cooperative common work.

Ground Farm
Graphic / Perspective View /
Ground view / 3D Image

자급자족 도시,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도시 농업과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자급자
족이 가능한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본 사이트는 서울시 용
산구 이촌동으로, 남쪽으로는 한강을 접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용산 가족공원과 국립 박물관이 위치하
고 있다.
자급자족 도시를 디자인하기에 앞서 사이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두 가지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두 번
째는 한강의 전경이 건물들에 의하여 차단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시각적인 축을 고려해야만
하며, 넓은 공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단지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단순히 비
어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만 해서는 사이트가 가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게다가 고층의 공장형 건물을 통해 표현되는 기존의 자급자족 도시 아이디어는 오히려 한강의 전경을
더욱 가로막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공공 공간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급자족 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순히 상업
적인 식물 공장이 아닌, 한국의 전통적인 시골마을에서 겪을 수 있는 감성적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는
큐브형 농장 복합주거단지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큐브형 농장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을 한강을 비롯한 인근 시설들과 연계하여 도시적 차원의 공
공 공간을 창출해 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통합시켜준 건축적 컨셉은 WEAVE(엮다)로, ‘WE Assembled in the
Venue(우리는 그 장소에서 모인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는 공간을 서로 엮어줌으로써 사
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농업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동작업으로써, 그러한 소
통을 더욱 촉진해주는 매개가 되어준다.

Cube Farm program
Cube Farm is managed by various programs that help peop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joint farm system is the basic program of cube farm. Six people will be a group
and each person will take charge of the farmland each day from Monday to Saturday. And on
Sunday, they will assemble together to share information and discuss about the plan for farm.
This helps people share the experience of the joint farm. These small groups can be weaved
together and it will make up the large-scale community that connects for whole dwellers.
Assembly Farm program
The assembly farm program is a support system that helps to build a large-scale community
by weaving small sub-groups. The Cube Farm is completed by assembling individual farms, a
joint farm and a ground farm. The kinds of crops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scale and
condition of the farm, thereby encouraging people to exchange crops.

큐브팜은 주민들간의 소통을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의해 운영된다. 공동 농장 프로그램은
큐브팜의 가장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여섯 명의 사람들이 한 그룹이 되어 일주일의 기간 동안
공동 농장을 함께 관리하게 된다. 일주일 중의 하루는 서로 모여 농장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관리 계
획을 세우며 공동 농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여섯 명의 소그룹은 자연스럽게 다른 소
그룹들과 엮이며 대그룹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대그룹은 주거단지 전체의 소통을 위한 커다란 하나
의 네트워크로 발전된다.

Concept Collages

조립 농장 프로그램은 이러한 소그룹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그룹과 엮임으로써 더 큰 커뮤니티를 형
성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큐브 농장(cube farm)은 개인농장, 6명의 공동 농장(joint farm) 그리고
대규모 지상농장(ground farm)이 모임으로써 완성된다. 이때 심어지는 작물의 종류는 농장의 규모
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의 작물 교환을 장려하게 된다.

Utopian Imagination / Concept
image / Collages /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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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Board
Film schedule / Media work /
Vedio art / Working plan

Filming
Vedio art / directing /
Recording / Monitoring

Weave Complex
Cube farm / Linear farm / Bird
eye view / 3D image / Graphic

Film work was started after deciding the design concept and the conceptual design. Then it ran
with the design development process. Because what we aimed to express was not a high-tech
agricultural plant but a complex that can provide a traditional rural experience, the concept for
the film work likewise required an analog aesthetic. So, we selected an undecorated shooting
method rather than a splendid one.
The method for our shoot, which was expressed in a way similar to turning the pages of a
sketchbook showing our design process as a recollection of our memories signified our design
concept. Some video editing techniques were applied where things couldn’t be expressed only
by undecorated shooting. It also gave an attractive visual image by providing visual variation
and by preventing the film to be monotonous.

영상 작업은 디자인 컨셉이 정해지고 초기 디자인 안이 결정된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디자인 디벨롭
과정과 함께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가 지향 하는 디자인이 최첨단 공장형 아파트가 아닌, 향토
적인 경험이 가능한 주거 단지였기 때문에 영상 작업 컨셉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아날로그적 감성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영상 연출 대신, 특별한 꾸밈없는 영상 촬영 방법을
택했다.
스케치북에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그것을 한 장씩 넘기며 기억을 추억하듯 디자인 프로세스를 자연스
럽게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의 디자인 컨셉을 잘 나타내 주었다. 단순한 촬영작업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에는 약간의 편집 기술들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영상이 단조로워 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시각적인 변화를 통해 흥미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3D Printing Model
Physical model / Mass model / 3D
printing / Bird ey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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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D printing technology which I experienced for the first time via this project, possesses
much more possibility than I imagined before I used it. The main principle of the 3D printing
operation is to lay a slim plastic line upon another so that we can create a much more detailed
model by controlling the thickness of the plastic lines. If we had made small scale models
by hand as is the traditional way, we might have had many problems. However by using
3D printing technology, we could make the model in a very detailed way and in addition,
economize the entire working time so we could work on other things while waiting for the
3Dprinting. Our concerns regarding some curves in our design were also solved as the 3D
printing worked seamlessly. Overall, it gives us a great deal of satisfaction.
Another powerful merit the 3D printing technology has is its compatibility with other
architectural 3D programs. We can make progress in 3D modeling for render shots in a
collinear process for the 3D printing, without having to make an effort to do the same kind of
work with other programs.
Of course there are still some limitations in 3D printing, such as problems that comes from
angles or the point of support of model. However it is clear that it possesses much possibility to
mak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es much richer in terms of workability. By embodying typical
architectural models and other works from abundant imagination, 3D printing technology will
make architectural contents much more luxuriant.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접한 3D 프린팅 기술은 상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
았다. 3D 프린팅은 얇은 플라스틱 선을 겹겹이 쌓아 매스를 만들어가는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데,
쌓여지는 선의 굵기를 조정하면 더 세밀한 형태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때문에 작은 스케일의 모형
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손으로 작업했다면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함으로서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었으며, 프린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전체적인 작업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었다. 또, 우리가 작업했던 디자인에 곡선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
기 때문에 모형 제작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으나 곡선부분 또한 매끄럽게 제작되어 상당히 만족스러
웠다.
라이노 등의 일반적인 3D 프로그램과도 호환이 된다는 점 또한 3D프린팅이 가지는 강력한 장점인
것 같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또 다시 같은 작업을 반복할 필요 없이, 3D 랜더링을 위한 모델링 작
업을 진행하면서 프린팅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형의 각도나 지지점에 따라 프린팅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작업의
능률을 고려해 보았을 때 건축 디자인의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해 줄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분명
하다. 수작업으로는 제작하기 어려웠던 비정형의 건축 모형들의 제작은 물론 더 다양하고 풍부한 상
상의 산물들을 현실로 구현해줌으로써, 3D 프린팅 기술이 건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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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TERMINAL
Kim Dong-yun Kim Ja-yeong Na Ka-ram Park Ha-rang

환경적인 문제와 더불어 유통과정에 대한 불신, 유전자 변이 식물 등 현대인들이 공급받는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채소는 도시민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소비
량은 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도시의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내 손으로 신선한 채소
를 기르겠다는 도시농부가 늘게 되었다. 도심농장이 처음에는 마치 한 때의 유행인 것 처럼 여겨졌으
나 이젠 먹을거리는 물론 건강과 환경개선 및 교육과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자급자족 도시, 서울 프로젝트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건축
적인 제안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더이상 공급받기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도심속 Edible Park를 제안하여 도시민들에게 새
로운 경험, 체험활동과 동시에 건강한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공간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본 사이트인 당산 공장부지는 현재 물류센터가 중앙에 자리잡은 곳으로, 바로 앞에는 노들로와 올림
픽대로 등 주 도로가 있어 서울의 각지로 뻗어나가기에 좋은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당산 공
장부지가 본래 사용되고 있던 용도와 앞서 말한 사이트의 조건들은 '유통'에 최적화된 것으로 그 외
에도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는 한강 등 공원으로서 장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통이라는
특징이 두드러지는 대지의 조건을 통해,단순히 Edible Park를 오픈마켓이나 레스토랑을 통한 식재료
순환과 서비스 시설이 제공되는 곳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심 농장

In contemporary, with the environmental issues, we distrust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GMO Seed Terminal
plants and have fear of ingredients. However, consumption of vegetables maintains a high Seoul Intermational Workshop
level with indispensable elements of citizen’s meal. Accordingly, the number of urban farmers D a n g s a n , S e o u l / R o o f t o p
Perspective
who want to grow their own plants is increasing. At the first time it seemed like just a trend
but now urban farm is growing to a kind of industry which is necessary to improve health
and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of citizens, such as education and community enhancing
recovery. According as necessity , with architectural proposal and digital media ‘Self-sufficient
city', Seoul project suggests an alternative of future city which functions self-sufficiently, not just
demanding. We propose an urban ‘edible park’ which gives new experience and healthy food.
Distribution center is located in Dangsan industrial site. Next to the site, there are Rodle Avenue
and Olympic express way which is major road in Seoul. So we can say that this site has very
good traffic condition to radiate from the site in Seoul. Also, Han-river flows near the site which
can be an advantage to be a park. With remarkable condition and originally use of this site,
we thought we are able to design an economic and sustainable park not just an edible park
with simple meaning like food services by open market and restaurants. However, we cannot
expect developing urban farm with strength of access and distribution because this is just
changing location of distribution center. But depending on “what we distribute”, the result will
be change. Consequently, we come up with a sustainable idea- consumer produces something
from what they get from this park- and that would be “the seed” which is basic and source to
get vegetable. Therefore, real “edible park” in this site roles ‘SEED TERMINAL’ which is an
important strategic point of urban farming in Seoul
Prior to this proposal, the most important work was analysis of site and study of precedent
cases, high demanding vegetables, comestible plants and functions. Because we cannot grow
every vegetable in urban farm, study of vegetation which can easily grow in rough environment
was inevitable. Moreover, taking advantage of not only the location but also the position or role
of the distribution center, we discussed how to support urban farm in Seoul. Basically under
the precondition keeping the role of distribution, the scheme was utilizing large space with
cultivation and packing to circulate process of urban farm
Selecting potential point of green public space in every 25 district in Seoul was also important
precedent study. Not just choosing green space, it has to satisfy the criteria such as traffic,
passenger’s access, adequate area and so on. As connection among edible parks shows
development possibility, information of district such as area, population, and demands was
highly essential. Since we suggest the key point of urban farm, relation is important element.
So, we analysis data becoming basic design scheme. Final draft was formed from correlation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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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접근하기 좋다는 유통의 장점만으로는 도시농업
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것은 도시가 늘 공급받는 위치에 있던 과거와 달라지는 것이 없어
지게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곳에서 전
달되는 무언가를 통해 수용자가 다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도심농장에 필요한 가
장 기본적인 '씨앗'을 떠올렸다. 씨앗은 모든 채소가 나기 위한 원천이 되는 것, 즉 이 부지의 Edibla
Park는 서울 도시농업 발전의 요충지, 'SEED TERMINAL' 로서 역할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 제안에 앞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도시농업의 선례와 더불어 도시민들의 수
요가 높은 채소, 식용가능한 조경타입과 Edibla Park가 갖춰야 하는 기능, 그리고 사이트에 대한 철저
한 분석이었다.모든 채소가 씨앗을 얻기에 용이한 것은 아니었기에 도심이라는 조건에서 사람들이 많
이 찾으면서도 쉬이 씨앗을 얻을 수 있는 채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또한 사
이트를 단순히 위치적인조건으로서만 이용하는 것 뿐 아니라, 사이트가 가진 기존 물류센터로서의 역
할도 함께 가져가 그것이 어떤 점에서 도심농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기본적으로는,
계획상 물류센터를 무시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그 건물의 대공간을 공원 내에서 씨앗을 유
통하기 위한 재배시설과 포장시설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서울 25개의 구마다 잠재적 공공 녹지 공간을 선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선행된 작업이었다. 단순히
녹지만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면서도 적당한 크기를 갖춘
곳 혹은 녹지가 아니어도 당산부지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곳도 잠재적 거점이 될 수 있었다. 선정된 공
간과 SEED TERMINAl 간의 관계가 도시 농업의 발전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거점의 해당 구 면적
과 거주민의 수 등, 수요량과 연관된 정보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알고 지나가는 과정
의 일환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끌고 나가 이 정보들을 어떤 질서로, 무엇에 무게를 두면
서 연결해야 하는지 고민하였다. 도시 농업 발전의 요충지를 계획하는 만큼, 서로간의 관계성은 중요
한 것이었고 그것을 디자인의 모태로 삼았다. 최종안은 결국 그 정보들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면서 연
결되었을 때 도출된 결과물인 것이다.

Concept Process
Seoul International Workshop/
Network system/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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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TERMINAL which is the base point of the urban agriculture is starting with form a
imaginary network line.This line is based on connection between base point in Dangsan and
the key point of districts in Seoul.When this network extension stretches to the key point,
those connection lines and site boundary intersect in the border. These intersecting points
are representing each district. According required conditions the district's population density
and space required conditions, the possibility of agriculture theme park will different, and
intersecting point's intensity is regarded to that information. Therefore, intersections are start
points to key points where possibilities have and represent potential of urban agriculture
growth.

Auto Cultication
Seoul Inaternational Workshop/
Digital System with Auto
Cultivation/
DIAGRAM

Changing the direction, the points form relation system inside the site. Including their
information, the points are connecting.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points is described by
trace. If the intensity of point is strong, trace of network will be wide and thick. In other words,
possibility of urban agriculture in Seoul is condensed into this network. If intensity of network
becomes stronger, park needs more space. So concentration of trace is index which indicates
demanding space. For expressing those connections more efficiently, when melting the trace

Considering landscape shape, rooftop has various gradients and inner space has irregular
area. So, we plan the program consider those factors. At the highest slope on roof places
Frame Glass so that sunlight comes into this building. Where the glass size is wide places
the cultivation room and laboratory. Rest spaces arrange Open Market or Restaurant so that
people can feel the natural light. Areas where is the slope gradient is about 35~65%, plan the
Green landscape. Through this grass zone, it qualified function as Park. Where slope gradient
is lower ( about 15~35%) places the cultivation zone ,so people can harvest vegetables in this
zone. Those vegetables are supplied straight to Open Market and Restaurant so people can
eat fresh food. The rest districts has most lowest level, therefore we make a trail so people
can walk on the roof and coming up this road, they can see the Han river in front of the SEED
TERMINAL. And following the trail, café and resting area are placed.

into site, trace will maximize and transform into shape. Finally, condensed network shapes the
landscape in this site. This landscape is visualized of relation to potential spaces in Seoul.Make
the use of formed landscape shell, inside space will available by service facility and vegetable
cultivation facility. We also consider substantive structure issues throughout wood frame ribbed
and steel pipes.

도시농업 발전의 기점이 될 SEED TERMINAL은 당산 부지를 원점으로 삼아, 앞서 선정되었던 서울
의 각 잠재적 거점과 가상의 네트워크 선을 형성함으로서 시작된다. 각 거점으로 뻗어나간 네트워크
의 연장선은 사이트의 경계와 만나면서 교차하게 되는데, 이 때 남게 된 교차점들은 각 거점의 대표점
이 된다. 이 대표점들은 해당 구의 인구 밀도와 공간의 필요 정도에 따라 그곳에 생기는 도심 공원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적 강도를 달리 하였고, 이를 곳 그곳에서의 서울 도시 농업 발전의
가능성을 나타내어주는 지표로서 활용하였다.

These days, everyone commonly use the smart phone; therefore SEED TERMINAL introduces
a new digital system for using Edible Park more easily. Through the application, people can get
information about vegetables, check the process of cultivation on real time and also order seed
very easily. At each season, this system notifies type of vegetable at season.
Utilizing the origin usage of this site, SEED TERMINAL uses a conveyer belt system.This
system is applied by algorithm of factory. When vegetable moves along conveyer belt, checked
by the condition. So vegetable can be cultivated with few staff. This is suitable system for
SEED TERMINAL to come up with function as base point of urban agriculture in Seoul, which
has to ensure of supply in a short time.

사이트 외부로 향하던 네트워크를 이제는 방향을 달리하여 내부로 집중시켜 대표점간의 관계를 형
성해보았다. 이 때 조건에 따라 강도를 달리 했던 대표점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에 그 성격을 유지하
며 연결된다. 이 관계는 점 간의 네트워크가 남기는 흔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강도가 높은 대표점이
연결될수록 넓고 진한 흔적으로 남겨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은 Park 사이의 관계가 더욱 강해질 수 있
다는 정보를 시각화 해주게 된다. 즉 이 흔적은 각 지역의 Edible Park가 서로 연계되는 가능성을 응
축한다. 네트워크의 강도가 강할수록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 만큼 흔적의 진하기는 곧 공간의
필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그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흔적을 부드럽게 주변에 녹
여냈을 때, 그 형태가 극대화 된 모습은 사이트 안에 지형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즉 당산부지와 서울
각 거점 사이의 네트워크 가능성을 시각화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형성된 지형을 활용한 쉘로 내부의
공간을 서비스 제공 시설과 채소 재배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쉘의 형태를 따라 일정한 간격
으로 배치된 프레임과 이를 연결해주는 파이프를 통해, 실직적인 구축 또한 고려하였다.

지형을 형성하게 되는 만큼, 지붕의 경사도는 다양해지고, 내부 공간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은 것을 고
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가장 높은 경사도를 갖는 구역에는 지붕에 FRAME GLASS를 설치하
여 내부에서는 천창으로부터 떨어지는 빛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크기에 따라, 많은 빛이 들어
오는 곳에는 식물이 재배되는 실과 연구실을 배치하고, 작은 곳에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천
창으로 부터 떨어지는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RESTAURANT 등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치하였다. 35~65%의 경사를 갖는 곳에는 녹지 조경을 통해, Park 로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갖
추었고 15~35% 경사가 있는 곳은 도심농장에서 지을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하여 Park 내의 오픈마켓
옷은 레스토랑으로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낮은 경사도를 갖는 곳은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높이와 함께 고려하여, 멀리 한강을 내다볼 수 있는 조망이 가능한 산책로와 함께, 내부로 진입
하였을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cafe , 쉽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배치하였다.

Rooftop View
Seoul International Workshop/
Seed Terminal / Farm grass on
roof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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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Edible Park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어플을 통
해 원하는 채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주문하게 되면 그를 재배할 수 있는 씨앗을 제공해주거나 혹은
Edible Park 내에서도 생산되는 정도에 따라 일정량은 개별 주문을 통해 직접 재배한 채소의 형태로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어플을 통해 채소가 어떻게 재배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계
절마다 제철인 채소가 무엇인지 주말농장을 이용하여 씨앗을 재배할 때 관련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
다.
기존 사이트가 공장부지였던 것을 활용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였다. 공장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채소의 상태를 체크한 뒤에 갖춰야 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배치하여 많은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상당량의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도시농업의 거
점으로 역할하기 위해 많은 양을 구비해놔야 하는 SEED TERMINAL로서 충분히 역할하기 위해 적절
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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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Section
Seed Terminal/ Section
Diagram
/ Program Diagram

Storyboard
Concept image / Illustrator
/ Process Slides

Concept Model
3D modelling / Rhino /
Concept model

Whole work went off differently with general process such like developing concept model or
proposing various alternatives. We were rather than make a form subjectively, deduced result
through analysis of geographic data and statistics. The shape is related to those data, so it was
the problem to us- how to show the process naturally. For that, connected and intersected point
of information was important. We concluded that our work and studies are almost text type,
so we have to describe to diagram based on texts. In terms of video producing, we wanted to
express rather than just list of final images, the flow of process along with story line. Then, we
thought dandelion because it spreads those seeds following the wind and seeds take root in
the ground. After rooting, seeds will grow to dandelion and it spreads again. So we compare
this spreading process with our concept of SEED TERMINAL. In 3D modelling, we used Rhino
and Grasshopper so that we can transform the shape and study structure system.

Because each printer has different way to print data, even we have some experience using
3D printer, it’s not that easy. In this workshop, printer has FDM method which has thread
of plastic type. When printer put out this thread, melts the plastic at the edge and build up
following the shape. This method was different way to us, because there are some problems
to make our complete building shape. When we make model, our first plan was print into 3
parts - frames, structures and path. But these are too big to print from our FDM printer - their
probable size is 210x150x100mm. So we had to divide model in half. Besides, printer can’t
print under the 0.3mm thickness; therefore we also regulated scale of model frame and check
again and again. As previously stated, output system of FDM printer has some limit. For
example when curved surface of model has over 45 degree, the model needs some addition
for support structure. These supporters can make model look messy if we unaccomplished
in control. So we decided not to focus on little detail like frame.Our plan was changed into
making solid mass, instead of overall curved surface of model.If there was some parts fell
apart in 3D modeling, result model would collapse. So, before the handing over the file, we
check very seriously.Most of all, we had to print in deadline. For that reason, we controlled the
density of model for reducing the time. Nevertheless, if we made ourselves this model in hand,
we couldn’t express the curved surfac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design element in our
building. Thus, the result was very satisfying and gave peasant experience for us.
3D 프린터를 사용해본 경험이 몇번 있었기 때문에 생소하다거나 낯설지는 않았지만, 프린터마다 출
력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쉬이 진행된 것도 아니었다. 이번 워크샵에서 사용하였던 프린터는
FDM 방식으로 플라스틱 계열의 실을 내보내고 끝부분에서 녹이며 적층되며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이 방식은 우리가 만들어낸 형태를 완전히 출력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었다. 모형을 만
들 때 처음의 계획은 곡면을 세로로 나눈 프레임들과 가로로 프레임들을 엮어줄 구조체들, 그리고 지
붕 상부의 path 를 각각 따로 출력하여 합치는 것이었는데, 제공되는 3D프린터의 출력 가능한 크기
(210x150x100 mm) 가 모형을 한번에 출력하기에는 작아 2 파트로 분리해야 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 밖에도, 주께 0.3mm 이하로는 출력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초기 모델링의 스케일을 조절하면서
출력이 가능한 크기를 재차 확인해봐야 했다. 또한 앞서 말했던 프린터의 적층 출력방식은 곡면의

전반적인 작업은, 초기의 컨셉 모델이 여러 대안으로 다시 제시되고 발전되는 형식과는 다르게 진행

각도가 45도 이하가 되면 구조적으로 쌓일 수 없게 된다는 한계가 생겨 프린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되었다. 형태를 주관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 지리적인 혹은 통계와 같은 정보들이 서로 지닌 연관성을

출력되고 있는 매스를 지탱해줄 서포터가 생성되었는데, 이 서포트들은 후처리가 미흡할 시 형태를

이용하여 도출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자연스러운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것이 보다 큰 과

매끄럽게 나타내주질 못하고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작은 디테일 보다는 전체적

제가 되었다. 그를 위해서는 활용했던 정보들이 연결되는 접점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에 관해논의

인 형태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쉘보다는 솔리드한 매스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되어던 것은 텍스트의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그것을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 중요하게

변경하였다. 프린터에 파일을 넘기기 전에 빠져있거나 서로 떨어져 있는 요소가 있으면, 출력시 모든

진행되었다. 영상 제작에 있어, 그동안의 과정을 이미지화 한 것들을 단편적으로 나열하기 보다 그 흐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마무리에서 가장 힘든 것이었는

름을 이해해줄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따라 표현하기 위해 당산 부지를 기점으로 서울 각 거점에 도시

데, SEED TERMINAL 의 나무 프레임들이 곡면에 또 그 갯수가 많아 서로 합쳐지는 데 시간이 오래

농업을 퍼지게 한다는 SEED TERMINAL의 컨셉을, 씨앗에서 자란 후에 자신도 씨앗을 품은 꽃이 되
어 바람을 타고 이곳 저곳에 뿌리를 내리는 민들레의 모습에 비유하였다. 라이노와 그래스호퍼를 이
용한 모델링은, 최종적으로 형성된 지형을 쉘의 형태로 변형한다거나 구조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데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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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렸다. 무엇보다 주어진 절대시간 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했기에 내부의 밀도를 조절하여 조금
이라도 출력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하지만, 계획되었던 형태를 기존의 모델을
만들어오던 방식으로 했다면 전혀 표현할 수 없었던 곡선의 매끄러움이 3D 프린팅을 통해 잘 연출되
었다는 것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좋은 작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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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SYSTEM
Choi A-mi Kim Jung-ae Matina Cavayas

At South, Ichon Han-river park and Nodle Isalnd are located along Han river and towards
North, there are YongSan Family park and National Museum of Korea. All the residential
areas and education institutions are located in between. The spot we chose to design is right
at the middle between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Ichon Han river park. Within the area,
more than 20 stories apartment has been built to deal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along the
Han river side which resulted in disconnection of park and river view with higher skyline. There
Perspective
MOBILE FARM / PERSPECTIVE

We chose 'healthy city, Seoul' as our design topic amongst Bio-Digital City workshop topics.
We suggested a methodology to provide every Seoulites healthy foods with small design for

are 5 schools inclu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within 2km and Joongkyung high
school is inside of the site.
We focused on the points that the surrounding nature is disconnected, residential areas are
located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plenty of leisure facilities and then designed a
facility to connect the natures of the area without disturbing the current culture of the area.

big change. Considering the "food miles" of currently provided foods in urban areas, most of
them inevitably emits quite an amount of carbon dioxide during transportaion and consumption
processes. Based on the observation, we designed the Mobile farm unit/Portable space which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은 남쪽에 위치한 한강을 따라 이촌한강공원, 노들섬이 있고, 북쪽에는 용산가

anyone can simply place at his/her house and even move easily. The site is Apartment complex

족공원과 국립중앙 박물관이 위치한다. 그 사이 대지에 주거지역과 교육시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우

in Ichon. Starting at Ichon, our project suggest Seoul to develop towards healthier city.

리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사이트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촌 한강공원을 잇는 정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다. 현재 대지의 일대는 서울의 높은 인구밀도를 수용하기위해 한강변에 20층이 넘는 아파트를 세
웠고 그 결과 스카이라인이 높아져 공원과 한강의 뷰가 끊겨있다. 그리고 대지 내를 포함하여 반경

워크샵 주제인 Bio-DigitalCity Seoul에서 저희가 디자인으로 발전한 주제는 "건강한도시, 서울"이다.
서울시민이 모두가 건강한 음식을 받기위한 방법론 (작은 디자인 큰 변화)을 위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도심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식료품의 "푸드 마일" 을 고려하여 볼 때 운송 과정 및 소비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 (CO2) 를 배출하며 결과적인 측면에서 운송 비용이 실제 식품 가격 보다

2km 내에 초,중, 고등학교가 5개가 있고 그중 중경고등학교가 대지 내부에 있다.
우리는 자연과 자연이 끊겨있다는 점, 주거단지와 교육시설이 공존한다는 점, 주변의 여가시설이 충
분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과 자연을 연결시키며 현 대지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습관을 깨지
않고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하였다.

높게 설정 및 신선하지 못한 식품들이 많다. 각 가정에서 간단하게 설치가능한 디자인 제품이나 이동
가능한 (Mobile farm unit / Potable space) 디자인을 고려, 제안하도록 한다. 사이트는 복합주거단
지가 위치한 이촌 아파트지구로지정하여 건강한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프
로젝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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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System
MOBILE FARM / PERSPECTIVE

About 200 households of 120m2 are arranged in stair-case shape considering the angle of the
light to form terrace houses. Distance between each building is thoughtfully adjusted to install
rails so that small plant farm can move on it. Under the terrace house, amenities for residents
is put into along with plaza.
Plant farm surrounding the residential areas are placed in three units. 8 large(150x150x10M)
farms, 120 middle(100x100x5M) farms, and 30 of small farms that move amongst the large
and middle farms. Because the farms are big enough, it's not only for the internal residents
but also other Ichondong citizens can share and grow crops together which enables the more
active interactions.

The final goal is to let the new village get along with the existing one, so the school was to
be maintained for Ichondong's character. Putting the school at the center, we planned two
residential areas at the both sides with different characters.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the
building toward the sunlight, plant factory is located at the Eastern and Southern part of the site
and commercial facilities are placed following the accessibility. Thus commercial buildings are
located at the Western and Northern part of the area closer to the main road while plant farm is
placed on the top of the northern commercial building. After sorting out functional frames, we
placed the social plaza for interactions with residents from outside and also the residents-only
spaces as well.

최종 목표는 새로 만들어진 마을과 기존의 마을이 어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촌동의 분위기를 구성
하는 학교는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양 옆에 서로 다른 성격의 주거단지를 계획하였
다. 향을 고려하여 대지 내에 식물공장을 동쪽과 남쪽에 배치한 뒤, 접근성을 기준으로 상업시설을 배
치하였다. 따라서 대로를 낀 서쪽과 북쪽에 상가가 위치하였고 북쪽의 상가 위에 식물농장을 얹었다.
전체적인 기능을 다 넣고 난 뒤 외부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사회적인 광장을 배치하고 내부 주민들
만의 공간을 따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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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대의 향을 고려해서 120m2의 세대를 200여개를 계단식으로 배치하여 테라스 하우스를 만들
었고 간격을 조정하여 동을 만들어 그 사이에 레일을 설치해 소형 식물농장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였
다. 그리고 테라스하우스 아래 공간은 광장과 함께 내부 주민의 편의시설을 넣었다.
주거를 둘러싼 식물농장은 세가지 유닛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150X150X10M의 대형 농장이 여
덟개, 100X100X5M의 중형 농장이 120개, 중형과 대형 농장 사이를 움직이는 소형 농장이 30개가
들어갔다. 식물농장의 크기가 크므로 내부 주민의 텃밭만이 아닌 외부의 이촌동 주민과 함께 가꿀 수
있는 텃밭으로 하였다. 이로인해 이촌동 주민들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늘어나게 되었다.

1. 학교를 중심으로 사이트를 이등분 하여 주거시설
을 배치한다.
2. 채광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상업시설과 식물공장
을 배치한다.
3. 사이트 외부 주민과 내부 주민을 위한 광장을 구
성한다.

1. Place residential buildings by dividing the site into
two with the school at the center.
2. Place commercial facilities and plant factory with
light and accessibility considered.
3. Build a plaza for residents and visitor from outside
of th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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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mall plant farm, it moves around residential areas and other plant farm complex. So the
biggest issue to solve is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soil and drainage. We designed
flexible holes at the bottom which can be connected with tube when it stops so that soil and
drainage can be managed. When moving, the holes are closed.
The external layer of the plant farm is consist of spider web fiber. It can contract and expand
according to the strength of the light so the illumination inside of the farm can be controlled.
The amount of rain is also calculated so when the rain reaches certain point, the external layer
closes to store exceeding rainwater. The layer exists in our imagination for now, but once it
comes true, the energy of the nature could be utilized in innovative ways.
The residential areas at East has different character compared to the terrace house because it
has less contact with plant farms. Therefore they are built in more flexible forms so that shape
itself can be distinctive. We limited the height as 7 stories tall so the view from the park toward
Han river can be undisturbed.

Farm Unit

3D Print Model

FARM UNIT DETAIL / FRAM
UNITS WORK

FARM / HOME
COMMERCIAL / SOCIAL

We were one Canadian from Quebec and two Koreans. The language barrier was the issue at
first but spending 15 hours a day during the workshop let us understand how to communicate
each other. We came up with the metaphor of Spiderweb fiber by connecting Ichondong's
historical features and Bio digital together. As a result, we could bring natural spaces into the
site and also created a way to last the coexistence.
We had a lot of errors with 3D printing, much more than any other teams. The plant factory
became form of a cell so the machine couldn't recognize it, not to mention we almost failed
to submit due to the certain empty spots in the middle. After several modifications, we had
outcomes a bit different from initial concepts which we interpreted as a part of technical
studies required.

우리조는 퀘백 출신의 캐나다인 한명, 한국인 두명으로 이루어져 작업을 하였다. 처음엔 언어의 벽에
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작업에 난항을 겪었지만 워크샵 기간 동안 하루 15시간을 함께하
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그 결과 이촌동의 역사성과 바이오디지털을 연결시켜 거
미섬유라는 메타포를 생각해내었다. 그 결과, 목표로 했던 기존의 단절된 자연공간을 연결시켰고 그
속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소형식물공장의 경우, 주거단지와 식물공장 군 사이를 다닌다. 따라서 흙의 체계적 관리와 배수의 처
리가 가장 크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바닥면에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유연한 구멍을 만
들어 정지 하였을때는 구멍에 관을 연결하여 배수와 흙의 교체의 용도로 사용하고 움직일때는 구멍이
닫혀 바퀴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구상하였다.

3D 프린터를 하는데 우리 조는 다른 조와 다르게 상당히 많은 오류가 났다. 애초 식물공장이 세포의
형태가 되어 기계가 인식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중간 중간 비어지는 부분 때문에 프린트 결과물을 제
출하지 못할 뻔하기도 하였다. 몇 번의 수정 끝에 초안과는 다른 모양이 나오게 되었지만, 이 과정 역
시 기술을 이해하는 공부의 일부분이었다.

식물공장의 외피는 거미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이 거미섬유는 빛의 강도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하여
식물 공장 내 조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비가 오면 공장에 떨어지는 물의 양을 계산하여 일정량 이상이
될 때 외피를 닫아 잉여 빗물을 저장한다. 현재는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외피지만 실현된다면 사
라지는 자연 에너지를 보다 획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쪽의 주거시설은 테라스 하우스와 달리 식물공장과의 접촉이 적어 성격이 달라졌다. 따라서 형태에
서부터 먼저 구분을 두어 폼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보았다. 높이는 7층 정도로 두어 공원에서 한강을
바라볼 때 시선이 깨지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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