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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and vision converge in our brain making it the prototype of what we call a mul-
timedia calculator.
In a cultural scenario the more views converge on a topic, the more opinions are pro-
vid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pf such topic. If all opinions are exactly the same 
there isn’t any depth, the vision is �at and whatever is hidden behind it is not accessi-
ble because the shared opinion becomes the barrier to any further knowledge.
The “flatness” of knowledge occurs when formulas are not questioned, when rules 
are imposed as unchangeable and unquestionable. �e extreme scenario of this two-
dimensional culture is dictatorship, while the more common application is school.

�e analogy with stereo and mono sound can give a cleared image of convergence.
“Stereo” comes from the Greek word for “solid” and a solid has 3 dimensions; “Solid-
sound” or Stereo-sound o�ers variations between Left and Right speakers for the Left 
and Right ear. �e variation of vocals, instruments and e�ects as well as the variation 
of volume of each source from Left to Right creates the panoramic depth of the sound. 
A Stereo recording of a live sound uses 2 microphones that are positioned center-left 
and center-right from the source.  For example if one Opera singer is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stage, my right ear will hear his voice slightly louder than my left ear: 
the stereo recording will capture that and reproduce it on the separate speakers.
Mono recording played on a stereo-system o�er the same sound to both Right and Left 
channel, “�attening” the experience.

Some Views on “Convergence”

�e theme of the Asia Design Journal 2009 is ‘Creative Convergence’, a very dear topic 
to me and a strong base for the philosophy of my architecture o�ce MOTOElastico.
I have always considered eclecticism an e�cient form of creative exercise, opposed to 
specialized knowledge and education. 
Nevertheless the job market and the universities tend to request and produce more and 
more specialized professionals that are loosing the big picture while focusing on details.
Of course I am aware that the world needs specialists, but specialists need directions 
and a good director must look at things in perspective.

Among many de�nition of Convergence, the one that I �nd more attractive is the one 
related to “vision”, the one that gives us the visual gift of the above mentioned perspec-
tive.
In order to detect depth we are given two eyes, each eye has a slightly di�erent point of 
view from the other (due to its relative position) and the di�erence between these two 
vision provides us with a sense of distance from the surroundings.
�e target of both eyes “converges” towards one object and the di�erent point of view 
of each eye is of great value.
�is happens also with the ears: two slightly di�erent versions of a sound-source bless 
us with further proof of depth together with the control of balance.

“융합”에 관한 몇몇 의견

아시아 디자인 저널 2009의 테마 ‘창조적인 융합’은 나에게 매우 매력적인 주제이며, 내 건축 
사무실 MOTOElastico(이하 모토엘라스티코) 철학의 근간이다. 나는 항상 절충주의를 창조

적인 활동의 유용한 형태라 여겨왔고 전문화된 지식이나 교육에는 반대해왔다. 일자리 시장

이나 대학은 세부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반면 전체적인 틀을 보지 못하는 전문화된 전문가를 
더 요구하고 생산해내는 경향이 있다. 물론 나는 세상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는 있지만, 전문가는 방향이 필요하며 좋은 감독자는 전체적인 조망에서 사물을 볼 수 있어

야 한다.

융합의 다양한 정의 중에서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각”, 우리에게 앞서 언급한 
조망이라는 시각적인 선물을 주는 것과 관련 있다. 깊이를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눈은 (상대적인 위치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한 쪽과 약간은 다른 광경을 
보며, 이런 양쪽 시야의 차이는 우리에게 주변 물체와의 거리감을 제공해준다. 두 눈의 대상

은 하나의 물체로 “융합”되며 양 눈의 다른 관점은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귀에서도 일어난다. 소리 원천에 대한 약간 다른 해석이 우리에게 균형 감과 함
께 깊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해준다.
소리와 시각은 우리 뇌에서 결합되며, 뇌는 이 결합을 우리가 소위 멀티미디어 계산기라고 부
르는 원형으로 만들어낸다.

문화적 상황에서 주제에 대한 더욱 다양한 견해가 융합될수록, 그러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더 많은 의견이 제공된다. 만약 모든 의견이 정확하게 같다면 어떤 깊이도 없
을 것이고 시야는 단조로울 것이며, 공유된 의견이 다른 어떤 지식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 뒤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지식의 “단조로움”은 공식이 의문시되지 않고, 규칙이 변화할 수 없고 논의할 여지가 없는 확
실한 것으로 제시될 때 나타난다. 이러한 이차원적 문화의 극단적인 예는 독재정권이며 조금 
더 보편적인 예는 학교이다.

스테레오(입체음향)과 모노(단청의) 소리의 비유는 융합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얻게 해줄 
수 있다. “스테레오”는 “고체”를 뜻하는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고체는 3차원을 지니고 
있다. “고체-소리” 혹은 스테레오 소리는 오른쪽 귀와 왼쪽 귀를 위해서 오른쪽 스피커와 왼쪽 
스피커 사이의 편차를 제공한다. 왼쪽과 오른쪽 스피커 사이의 크기의 차이뿐 아니라 목소리, 
악기, 음향의 차이는 소리의 파노라마와 같은 깊이를 창출한다. 소리에 대한 스테레오 녹음은 
소리의 원천으로부터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치게 그리고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위
치한 두 개의 마이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한 오페라 가수가 무대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면 나의 오른쪽 귀는 나의 왼쪽 귀보다 조금 더 크게 그 가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

다; 스테레오 녹음은 이러한 상황을 포착하고 각각의 스피커에서 이 차이를 재생산할 것이다.
모노 녹음은 오른쪽과 왼쪽 채널에 똑같은 녹음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것은 경험을 단조롭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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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게임 디자인뿐만 아니라 영화와 홈씨어터 음향효과는 이제 전통적인 왼쪽과 오른쪽 
스테레오 음향과 결합하여 뒤쪽과 앞쪽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 5가지 소리 
원천: 왼쪽 앞과 왼쪽 뒤, 오른쪽 앞과 오른쪽 뒤-를 결합하는 스테레오 소리의 혁신을 사용한

다. 다섯 번째 소리는 경험이 관중과 스크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앙의 베이

스이다.

“융합은 물건을 볼 때 대체로 단일한 양안시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다른 쪽 눈을 향한 각 눈
의 자동적인 내부 움직임이다.”1

융합의 이러한 정의를 읽었을 때 두 가지 예가 내 머리 속에 떠올랐다: 하나는 카멜레온-도마

뱀이고, 다른 하나는 문근영-여배우이다. 
도마뱀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눈을 가졌고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고서 두 가지 다른 시각을 유
지할 수 있다. 카멜레온의 시각의 결합은 정확한 사냥 무기를 촉발한다. 끈끈한 혀는 정확한 
거리감으로 목표물(곤충)을 향해 쭉 뻗는다. 

문근영은 두 눈의 융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탈리아에서 “비너스의 사시 (the Venus 
Strabismus)”로 알려진 것: 아마 보티첼리의 그림 비너스의 탄생에서 유래된, 미와 관능미의 
규범으로 간주되는 양 눈의 약간의 불일치와는 반대이다.
문근영은 순수와 깨끗함을 상징하는 반면 비너스는 열정과 관능미를 나타낸다. 두 여성 모두 

ality. Both women represent feminine beauty, but while Moon Geun Young character 
is focused - converging - on reassuring life goals (the good daughter or the good sister) 
Venus’ perspective point is elusive, each eye escapes diverging from logic (the essence of 
love).

�ese are some examples that help me move forward to the next step, which should ex-
plain the title of this paper: “Transditional Architourist”  (transition of tradition from 
the architect-tourist).

Movie and home theater sound e�ects, as well as videogame design now use an evolu-
tion of Stereo sound that converges 5 sources: Left-Front and Left-Back, Right-Front 
and Right-Back to generate a simulation of back and front combined with the classic 
Stereo of Left and Right. �e 5th sound is a central Bass source that keeps the experi-
ence balance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screen.  

“Convergence is the simultaneous inward movement of both eyes toward each other, 
usually in an e�ort to maintain single binocular vision when viewing an object.”1

When I read this de�nition of convergence two examples come to my mind: one is the 
Chameleon - the Lizard the other one is Moon Geun Young - the actress.
�e lizard has separately mobile eyes, able to manage two di�erent pictures without 
getting dizzy. �e convergence of the Chameleon’s vision triggers the precise feeding 
weapon: the sticky tongue is launched towards the target (an insect) with a clear preci-
sion of depth.

Moon Geun Young has a slight convergence of the eyes, which is the opposite of what 
in Italy is known as “the Venus Strabismus” (“Lo strabismo di Venere”): a slight diver-
gence of the eyes that is considered a canon of beauty and sensuality, probably origi-
nated by the Botticelli painting of the birth of Venus (“La nascita di Venere” 1487) 
Moon Geun Young incarnates innocence and purity, while Venus is passion and sensu-

“Convergence is the simultaneous inward movement of both 

eyes toward each other, usually in an effort to maintain single 

binocular vision when viewing an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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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peat the information found on books, personal attempts to elaborate (including 
convergence from other subjects or sources) are discouraged and even punished.
The memorized lesson is a flat rendering of knowledge, a monophonic dogma that 
doesn’t allow other points of view.
Brainstorming on the other hand is blowing-in from multiple directions, sometimes it car-
ries topics that are far from the original subject; it is called storm because it is unpredictable 
and dynamic, refreshing, but also dangerous. Brainstorming can enlighten an idea or kill it 
continually shifting the points of view that are converging on the main topic.

An academic tool that is often misused contains in its name the perspective key to con-
vergence: the �esis.
“�esis” in Greek means ‘position” and it de�nes the physical position we assume in 
relation to the topic of the research, the view we have on it. �e process of elaboration 
of a �esis in classical Dialectics requires opposite positions called “Antithesis”. 
�esis and Antithesis provide the stereo-vision (or the multiple vision), the depth of 
the dissertation. �e result of the process will lead to the “Synthesis” a combination of 
the positions, a new version of the thesis generated by convergence.

여성미를 대표하지만 문근영의 특성이 삶의 목적 (좋은 딸 혹은 좋은 여동생)을 이루는 것에 
초점-융합-되어 있는 반면, 비너스의 관점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각각의 눈이 논리로부터 발산

(사랑의 본질)되면서 탈출한다. 

앞의 사례들은 본 논문의 주제: ”Transditional Architourist“ (건축가-관광객 관점에서의 전
통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돕는 예이다. 

전통, 변화 그리고 관광

본 논문은 나의 건축 사무소 모토엘라스티코에서 개발한 최근 프로젝트를 묘사하며 그 프로

젝트는 서울 삼청동의 전통 한옥의 탈바꿈이다. 
융합은 전통적인 건축과 현대적인 삶 사이의 과도기적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방법은 공간 지각의 두 가지 상반되는 형태: 건축가의 뿌리깊은 공간지각과 관광객의 유
동적인 공간지각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보존된 지식 (전통)과 결합한 문화적 전화 (변화), 여행 지향적인 아마추어(관광객)과 결합한 
종착지 지향적인 전문가(건축가): 이는 다음의 덥 리믹스(DUB* REMIX)의 구성요소이다.

한옥의 실용적인 예는 아시아 디자인 저널에서 고시된 “아시아적 방식”의 딜레마를 다룰 것
이다. 아시아에서 창의성에 대한 욕구는 사회와 교육의 구조로 인해 달성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높은 밀도의 인구는 구조화된 사회에서의 정확한 역할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창의성

은 유지를 불안정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예기치 않은 대안적인 변화들을 필요로 한다.
학문적인 세계에서, 창의성의 손쉬운 공식에 대한 연구는 창의성 그 자체를 없앨 것이고 창의

성을 단조로운 복제-반복 기계로 바꿀 것이다. 좋은 학생은 전반적으로 그들의 순종과 책에 
근거하여 정보를 암기하고 암송하는 능력에 의해서 칭찬을 받고, 정교화하려는 개인적인 능
력(다른 주제나 정보로부터의 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은 격려되지 않고 오히려 처벌받는다. 
암기된 교훈들은 지식을 무미건조하게 만들며 다른 관점은 허용하지 않는 단조로운 교리이

다. 반면에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다양한 관점에서 불어오며 때때로 원래의 주제와

는 다른 의견을 전달한다; 이것은 폭풍(storm) 이라고 불려지는데, 예측할 수 없고 역동적이

며 신선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주요 주제에 융합되는 관점들 지속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사고를 계몽시키거나 혹은 소멸시킬 수도 있다. 

종종 잘못 사용되는 학문적인 도구는 그 이름 자체에 융합으로 가는 조망적인 열쇠를 담고 
있다: 정립(�esis). 그리스에서 “정립”은 “위치”를 의미하며, 이것은 우리가 연구의 주제와 관
련해서 추정하는 물리적 위치,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정의한다. 고전적인 논
리학에서 이론의 정교화 과정은 ”반정립(Antithesis)”이라고 불리는 반대의 위치들을 요구한

Tradition, Transition and Tourism

�e article describes a recent project developed in my architecture o�ce MOTOElas-
tico, it is a transformation of a traditional Hanok in the Samcheongdong area of Seoul.
The convergence is aimed at providing a transitional design between traditional ar-
chitecture and contemporary living and the method combines two opposite �gures of 
space perception: the rooted one of the architect merging with the mobile one of the 
tourist.

Cultural mutation (transition) converging with preserved knowledge (tradition), a 
destination oriented professional (architect) converging with travel oriented amateur 
(tourist); these are the ingredients of the following DUB* REMIX.
�e practical example of the Hanok will address the dilemma of the “Asian way” as an-
nounced in the ASIA DESIGN JOURNAL.
�e need of Creativity in Asia seems hard to ful�ll due to the structure of society and 
education. High density of population requires precise roles in a structured society, 
while creativity requires alternative and unexpected variations that destabilize and wor-
ry the management. 
In the academic world, the research of a short-cut formula to creativity kills creativity 
itself, transforming it into a sterile clone-repetition machine.
Good students are generally awarded for their obedience and their ability to memo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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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d by two opposite forms of extremism. South Korea engaged the fastest economic 
boom of modern history and this induced people to concentrate on the present, blur-
ring any concern of past and future. Since few years we can witness a will to look back 
at the roots, together with a will to ponder the future impact of current development 
plans.

�e di�cult relationship Koreans have with Hanoks reveals the e�ect of the dramatic 
sequence of war, poverty, reconstruction, development, speculation and wealth: the 
traditional house is linked with memories of a struggling childhood, �ghting hunger, 
cold and various parasites. Most residential neighborhoods were “bidonville”, most 
houses were �xed with cheap materials. �is is an image that reached also Italy in the 
50s, where some poor areas near industrial cities were called “Koreas” (for example in 
Trofarello, a southern suburb of Turin, a town that is now fully developed, but where 
today the name survives in the community center called “Korea Club” (Circolo Corea).
From the 70s, modern 15 stories apartment buildings started rising in Seoul.
Hanok could be demolished and their pro�t could be multiplied with the construc-
tion of 6 stories buildings. �e migration of people from the countryside to the capital 
transformed most of the old Hanoks into repetitive series of grey cement blocks, able 
to host 10 million residents in the densest urban conglomerate after Tokyo (1200 peo-
ple / square Kilometers).

다. 정립과 반정립은 입체적인-시각(혹은 다양한 시각), 이론의 깊이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

의 결과는 “종합(Synthesis)”, 다양한 입장의 결합, 융합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버전의 정립

을 야기한다.

한옥, 전통적인 한국 가옥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일본의 가옥과는 다르게 한옥은 부엌의 아궁이에서 건물 다른 편에 위치한 굴뚝으로 연기를 
전달하는 온돌 난방 체계를 가지고 있다. 골조 석재들의 굼뜸과 함께 부엌의 규칙적인 활동

은, 고대 로마의 온탕욕실의 타는 느낌과 창호지가 발린 창문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교
대로 바뀌면서 가족에게 일정한 따뜻함을 주었다. 뜨끈한 바닥과 차가운 공기의 대비는 현대 
서울의 겨울에도 매일 경험할 수 있지만 늦은 속도나 옛날 건축물들은, 환경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종종 동시에 사용되는 온실 난방과 에어컨의 무절제한 사용

으로 인해서 대체되고 있다.

지난 100년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 (1910-1945)와 전쟁 기간 (1950-1953) 같은 많은 
외상을 경험했고 두 가지 반대되는 형태의 극단으로 나누어진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가가 되
었다. 남한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빠른 경제적 부흥을 맞이했고, 이는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

하고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게 만들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현재 발전계획의 

Hanok, Brief Introduction to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Hanoks” are one stories buildings, generally shaped as an “L” or a “U” around a cen-
tral private garden. �e hard pine wood structure supports a complex and heavy pago-
da roof, covered by black clay tiles. �e circular secondary beams, with slim rectangular 
extensions, span over a meter o� the perimeter of the house. �e black tiles are laid 
over a heavy layer of clay paste that stabilizes the structure during the windy monsoon 
summer season.

Di�erently from the Japanese house, the Hanok has a �oor heating system that conveys 
the smoke from the kitchen �res to a chimney placed on the other side of the building.
�e Kitchen rhythm together with the inertia of the foundation stones was giving the 
pace of the warm hours for the family, alternating the burning feeling of a Ancient Ro-
man Caldarium**** to the cold breeze coming from the rice-paper covered windows.
�e contrast of a burning �oor and cold air can be experienced daily in the winters of 
contemporary Seoul, but the slow pace or the old architecture is substituted by the fre-
netic use of air conditioning and hot water �oor heating, often used at the same time, 
with little care for environmental consequences.

During the last 100 years Korea su�ered numerous traumas, from a Japanese colony 
(1910-1945) to a war zone (1950-53) it became the last country in the world to be di-

Brainstorming can enlighten an 

idea or kill it continually shifting 

the points of view that are 

converging on the main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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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6세기부터 왕의 거주지였던 서울의 두 개의 궁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가파른 속성으로 인해 불도저로 마구 파헤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이 지역에 대
한 서양과 동양의 경계를 만들어내는 궁의 존재는 부동산 혁명의 의지를 억제하였다. 정부는 
최근 파괴를 막고 복구를 지지하는 기금을 승인하였고, 느리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북촌은 한
국인의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CNN에서 방영된 관광 홍보 영상 그리고 국제적 영화 
축제에서 상을 받은 대부분의 한국 영화들은 북촌의 거리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건축적 자존심의 상징으로써 북촌의 성공은 몇몇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 지
역을 박물관, 심지어 더 나쁘게 테마 파크로 변환하려는 시도들. 한옥은 예술 갤러리, 찻집 그
리고 레스토랑이 되기 위해 복구되고 있다. 몇몇 거주지역들은 주말에는 전통적인 인물로 행
세하고 주중에는 강남 (80층 타워의 사치스러운 아파트를 제공하는 부동산 파라다이스)의 
집으로 돌아가는 전통을 그리워하는 부유한 통근자의 두 번째 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축

물은 영화관, 카페, 박물관에서의 하루를 나타내는 배경 이미지를 위한 피상적인 영화 세트

가 되고 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몇 년 간의 기술적 진화가 분위기와 풍경 주변으로 달성한 것
은 무시되고 단지 외관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실제 건축물과 피상적인 가장간의 혼란을 강조

하는 한 가지 예는 80층에 위치한 아파트를 “한옥 스타일”로 짓는 현재의 추세이다. 플라스틱 

미래에 대한 영향을 깊이 생각하려는 의지와 함께 과거를 돌아보려는 의지를 목격할 수 있다.

한국사람들이 한옥과 가지고 있는 어려운 관계는 전쟁, 빈곤, 재건, 발전, 투기와 부의 연속

의 극적인 영향을 말해준다; 전통가옥은 힘들었던 유년기, 전쟁의 배고픔, 추위, 다양한 기
생충과 관련된다. 대부분의 거주 지역들은 “판잣집 동네”였고, 가옥들은 값싼 재료들로 고정

되어 있었다. 이것은 1950년대 이탈리아에도 도달했던 이미지이며, 산업 도시들 근처의 빈곤

한 지역은 “Koreas”이라고 불리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완전히 개발된 Turin의 남쪽   지역, 
Trofarello에는 “Korea Club” (Circolo Corea)이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센터의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다).

70년대부터 현대적인 15층 아파트 빌딩이 서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옥은 파괴될 수 있었

고 6층 빌딩의 건축으로 이익은 배가 될 수 있었다. 시골 지역에서부터 수도로의 사람들의 이
주로 인해, 도쿄 이후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1 킬로미터 평방당 1200명)에 1000
만 명의 거주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한옥을 반복되는 회색 시멘트 블록으로 탈
바꿈시켰다. 

경제적 부흥은 국내의 건축 유산의 어떤 형태도 지워버렸고 오늘날의 서울은 그 주변에 남겨

진 900개의 한옥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한옥의 대부분은 산재되고 새로운 블록에 
의해 덮이고 곧 철거될 것이다. 북촌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한옥이 집중되어 있는 유일한 구역

�e boom erased any form of domestic architectural heritage and Seoul today counts 
as little as 900 Hanoks left in its boundaries, most of them being scattered, surrounded 
by new blocks and soon to be demolished. �e only zone that has a valuable concen-
tration of old houses in called Bukcheon, placed between Seoul’s two main Imperial 
Palaces, past residence of dignitaries of the court since the XVI Century.

�e hilly nature of the area prevented massive bulldozing and the presence of the Pal-
aces (creating a western and eastern border to the site) inhibited the will of real estate 
revolution. �e Government recently approved rules to prevent destruction and funds 
to support restoration, so slowly, but steadily Bukcheon is re-entering the heart of 
Koreans. �e promotional spots for tourism, broadcasted on CNN, and most Korean 
�lms, awarded at international �lm festivals, feature the landscape of the few roads of 
Bukcheon.

�e success of Bukcheon as a symbol of Korean architecture pride has some downsides:
the transformation of the area into a museum or -even worse- into a theme park. 
Hanok are restored to become art galleries, teahouses and restaurants. The few resi-
dences are used as second homes for wealthy nostalgic commuters that act as tradition-
al �gures on the weekend to return home during the week South of the Han river (the 
real estate paradise that o�ers luxury apartments on 80th stories towers). Architecture 

becomes a super�cial movie set, the backdrop image for a day at the museum, at the 
cafe, in a theater.

What years of technological evolution achieved around the climate and the land-
scape in pursue of a quality of life is ignored, substituted by mere appearance.
An example that underlines the confusion between the real architecture and its super-
�cial simulation is the current trend to build the interior of apartments located on the 
80th �oor in “Hanok style”: a pure set made of plastic decorations. Imitation of reality, 
apotheosis of �ction.
But this traditional "make-up" is also the �rst step of love towards native architecture.
It is the process that Japan developed in longer years, achieving the formation of a 
strong and recognizable “Japanese identity” that can be applied both to contemporary 
large buildings and suburban micro-houses.

Hanok, Dub* Architecture Remix2

�is project is one of the few cases of Korean houses restored to become a family house.
�e experiment is aimed at translating Hanok architecture into a contemporary and 
understandable language, without the need to wear a traditional costume and act the 
role of an ancient Imperial court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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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 at he contact point, where the contrast is enhanced.

�e Urban Hanok

Differently for the images of the country Hanok, sur-
rounded by courtyards and gardens, the urban Hanok is 
the result of subsequent “abusive” extensions that �lled 
all available space between the old structure and the pe-
rimeter walls of the land. Often also the central court is 
covered to become an extra room. �e Hanok is trapped 
between walls without windows and proper insulation.
�is is the main reason for the unhealthy, dark and hu-
mid environment of urban Hanoks: all natural light and 
air circulation has been blocked.
This was he condition of our site: a clot of dark 
rooms, filled with home appliances and closets.
From a small window, an accidental gap between badly 
built walls, we could see the valley and the Imperial pal-
ace, the only clue to the potential of the site.

장식으로 만들진 세트: 현실의 모방, 가상의 숭배.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가장 (make-up)”은 고유한 건축을 향한 사랑의 첫 번째 단계이다.
일본이 오래 전에 개발하여 현 시대의 대규모 빌딩이나 교외의 작은 집에 적용할 수 있는 강
하고 인식 가능한 “일본의 정체성”의 형성을 달성한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다.

한옥, 덥 건축물 리믹스2

이 프로젝트는 가족 가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구한 한국 가옥의 몇 안 되는 예 중 하나이

다. 이러한 실험은 전통적인 의상을 입거나 예전 제국시대의 정부(情婦)의 역할을 할 필요 없
이 한옥 건축을 현대적이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덥 (Dub)은 풍미를 흠뻑 적시게 하고 대비를 강조할 수 있게 곡조의 원래 요소를 혼합한다. 
덥 버전은 변경된 시리즈에서 독특한 원형을 재생산하는 워홀 (Warhol)의 작품처럼 반향과 
잔향을 갖춘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카피이다. 

이것은 한옥을 닮은 무대 장치가 아니다. 장소 지향된 과제에 대한 전통적 해답의 새로운 국
내적인 활동에 대한 적용이다. 기후, 자연,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관리, 저장, 현관, 공터, 
주방 그리고 침실 지역은 수입된 스타일의 대안으로써 현대적인 삶에서 재도입될 수 있는 요

소, 전세계적인 건축적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는 대안이다. 

현재 한옥에 대한 출판물들은 고전적인 이미지들에 대해 깊
이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주제를 과거 생활의 죽
은 언어로써 고고학적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 영어로 번역된 
책들은 지난 100년 동안에 한옥이 어떻게 도시 밀도에 적응

했는지를 거의 무시하고 궁의 건축물이나 시골의 큰 저택들

을 검토하고 있다.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의 프로젝트는 건강한 가치치기와 접목 방법을 골랐다. 음악

적인 비유로 돌아가서 더빙은 큰 역사적-사색 가지를 자르고 
감히 인공물, 소리, 재료, 기능, 예기치 않은 색깔을 접목하는 
정원사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본래의 리듬이나 하모니는 
새로운 버전의 중심적인 중추가 되기 위해서 되살려지기 때
문에 이것은 “브루탈리즘(brutalism)”은 아니다. 새로움과 구
식은 혼재되고 통합되지만 그것들은 접촉 지점에서 여전히 
인식가능하며 그 대비는 강화된다. 

�e analogy with the Jamaican approach of Dub* music wants to bring the way to live 
architecture to a more popular level, more sensual than intellectual.
Dub mixes the original ingredients of a tune, underlining the contrast, saturating the 
�avors. �e Dub version is a copy transformed by new technology, with echo and re-
verb, as Warhol copies that reproduce a unique original in altered series.

It is not a stage set that resembles he Hanok, it is an adaptation to new domestic ac-
tivities of the traditional answer to space oriented tasks. �e management of climate, 
nature, public and private spaces, storage, porches, void, kitchen and bed areas are 
some elements that can be reintroduced in contemporary living, as alternatives to the 
imported styles; alternative that can enrich the global architectural knowledge.
The current publications about Hanoks tend to speculate on ancient images, treating 
the topic on an archaeological level, as a dead language of past lives. �e books that have 
been translated in English examine the architecture of palaces and country villas, ignoring 
almost completely how the Hanok adapted to the urban density during the past 100 years.
In order to produce some eatable fruits, our project chose the way of a healthy pruning 
and some grafting. Returning to the musical analogy, Dub has the same con�dence of 
a gardener who prunes the tall historical-speculation branches, who dares to graft pros-
thesis, sounds, materials, functions and unexpected colors. It is not “brutalism”, be-
cause the original rhythm and harmony are reinvigorated to become the central spine 
of the new version. Old and new are mixed and integrated, but they are still recogn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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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의 한옥을 짓도록 허용되었고 구조와 인접하는 벽 사이

의 필수적인 공간의 사용을 막았다.
복구된 이 작은 빌딩들은 이상하고 인공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한옥의 축소모형과 모방의 중간이며 가족을 수
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지도 않다. 이것은 북촌이 갤러

리, 카페, 레스토랑을 위한 공간이 되고 독특한 거주의 속성을 
잃어가는 이유이다. 어쨌든 프로젝트가 일단 승인되었고, 공
터는 매워지고 종종 벌금을 부과하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도전

우리 프로젝트는 도시 한옥의 고유한 공간 사용을 고려하여 
현재의 법에 도전하기로 했다: 우리는 중앙 안마당을 다시 개
방하고 길가로부터 물러나게 했지만, 현대적인 삶의 기능을 
위해서 우리는 오래된 구조와 벽 사이의 틈을 매웠다. 
욕실, 저장고, 세탁,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위한 장소들은 고
전적인 가옥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부드러운 스폰지처럼 되었

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집을 전체적이고 비어있는 것처럼 보
이게 만들었다.

�e Building Law

Seoul City recently approved a building law for the Bukcheon area.
It prevents the construction of multi-stories houses and supports restoration.
�e problem occurs when urban Hanoks are treated like rural villas: the commission 
imposes building reductions and construction techniques that transform the area into 
a midget museum. �e original houses have been fragmented in lots of less than 100 
square meters during the past years, and these lots are allowed to build Hanok of 40 to 
50 square meters each, forbidding the use of the vital space between structure and peri-
metrical walls.
�e tiny restored buildings have a funny and arti�cial proportion, they are something 
between a miniature and a mockery of the Hanok and definitely they are not large 
enough to host a family. �at is one of the reasons why Bukcheon is becoming exclu-
sively a site for galleries, cafes and restaurants, loosing its unique residential nature. 
Anyhow, once the project has been approved, the voids are �lled and often they are al-
lowed to stay with the payment of a �ne.

�e Challenge

Our project chose to challenge the current law, considering the urban Hanok pecu-

도시의 한옥

안마당과 정원이 둘러싼 시골의 한옥 이미지와는 다르게 도시의 한옥은 오래된 건축물과 땅
의 벽면 사이의 가능한 모든 공간을 채우는 부수적인 ”중독적” 연장의 결과이다. 종종 중앙 
마당은 여분의 방을 만들기 위해서 채워진다. 한옥은 창문과 적절한 절연체 없이 벽과 벽 사
이에 얽매이게 된다.
이것은 도시 한옥의 건강하지 않고, 어둡고, 습기 있는 환경의 주요 이유이다: 모든 자연적인 
불빛과 공기의 순환이 차단되어 왔다.
이것이 우리 공사의 조건이었다: 가전제품과 벽장이 가득 찬 어두운 방의 연합

작은 창문, 잘못 세워진 벽 사이의 우연한 틈 사이에서 우리는 산골짝과 궁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이 공사 현장의 잠재력에 대한 유일한 단서였다.

건축법

서울시는 최근 북촌 지역에 대한 건축법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다층 주택의 건설을 막고 재건

을 지지한다. 문제는 도시의 한옥이 시골의 대저택과 같이 다루어질 때 생긴다: 위원회는 빌
딩의 감소와 이 지역을 소형 박물관으로 바꾸는 건설기술을 강요한다. 원래의 가옥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100평방미터보다 작은 부지로 분해되어왔고 이 구획들은 각각 40에서 50평방

liar use of space: we reopened the central courtyard and 
backed o� from the road, but we �lled the gap between 
the old structure and the property walls with mod-
ern functions for contemporary living.
Bathrooms, storage, laundry, space for p.c., TV and hi-� 
become the soft sponge that surrounds and protects the 
ancient house, making it visible as a whole and empty in 
its traditional side. 

Original Hanoks were almost empty spaces, the domes-
tic objects were few and well arranged, the furniture 
consisted in low tables and small drawers. People sat and 
slept on the �oor, thin mattress and blankets were stored 
in closets built behind the walls, hanging on the outside 
like blind bay-windows.
The contemporary Korean house is a cluster of objects 
produced by the boom: large closets filled with clothes 
and accessories, massive sofas and armchairs, Rococo 
style tables with chairs and 42 inches TVs �ll the rooms 
with a chaotic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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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한옥들은 거의 빈 공간이었으며 집안의 물품들은 거의 없었고 잘 정돈 되어있으며 가
구는 낮은 테이블이나 작은 서랍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마루바닥에 앉고 마루바닥에

서 잠을 자며, 얇은 매트리스와 담요는 벽 뒤에 세워진 옷장에 저장되고, 블라인드 쳐진 밖으

로 돌출된 창과 같이 바깥에 걸려 있었다. 
오늘날의 한국 가옥은 경제 부흥에 의해 만들어진 사물들의 집합이다: 옷과 액세서리로 가
득 찬 커다란 옷장, 거대한 소파와 안락의자, 의자를 갖춘 로코코 스타일의 테이블과 42인치 
텔레비전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방을 채우고 있다. 

우리 프로젝트는 주요 공간을 비우기 위해서 모든 모서리를 사용하여 방문객들이 한 눈에 전
체 구조를 볼 수 있게 하고, 반면 새로운 기능은 철로 된 인공물, 유리로 들어가게 되거나 더
해진다.
덥(Dub)과의 비유에서 빈 공간은 유사한 역할을 한다: 희미한 보컬은 반향으로 재생산되는 
반면 드럼과 베이스의 출현을 강화시키는 리믹스는 빈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대부분의 배치를 
숨죽이게 한다.

도시의 수사관은 여전히 우리의 도전에 혼란을 느낀다, 며칠 내에 그들은 우리에게 파기 명령

과 공간 문화 위원회의 열정적인 방문객을 보냈다. 이 방문 이후로 우리는 축하인사를 받았고 
파기 명령은 중지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상패 이후로 벌금 또한 받게 될 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Our project uses every corner to empty the main space, letting the visitor see the whole 
structure at a glance, while the new functions are contained and added as prosthesis of 
steel, glass or color.
In the Dub analogy the void plays a similar role: the remix silences most of the arrange-
ment creating a void that enhances the drum and bass presence while the rare vocals 
are reproduced with a cavern-like echo.

�e City Inspectors are still confused by our challenge, within few days they sent us 
a demolition order and a large group of enthusiastic visitors from the Space Culture 
Commission. After the visit we received congratulations, the demolition order was sus-
pended, but we still don’t know if after the medals we will also receive a �ne.

1. Dea-mun Gate

2. Enterance Yard (outdoor)

3. Enterance (closets)

4. Kitchen

5. Living Room

6. Studio

7. Guest Bed

8. Guest W.C.

9. Master Bed

10. Master W.C.

11. Closets

12. Laundry

13. Deck Garden

14. Stairs to Roof Gazebo

15. Stairs tp Basement

16. Ladder to Penthouse

17. Ladder to Roof

18. Street Bench / Flower Garden

19. LAB

20. Storage

21. Sky Light Desk

22. Wine Celler (Original Basement)

23. 1 Pyung(평) Penthouse

24. 1 Pyung Gazebo

25. Baram (바람) Bench

26. Entrance Skylight

27. Bam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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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외부적인 높이는 보통 위원회에 의해서 요구되는 장식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한국적인 비율

의 균형을 맞추려는 단순한 시도이다: 더 단순한 목재 문은 거대한 “대문”을 대신한다. 이런 
방식으로 외벽은 전통적인 지붕의 흥미로운 역동을 강조하는 조용하고 동일한 근간으로 기
능한다. 

첫 번째 현대적인 인공물은 외벽으로 열리는 압출 성형된 금속 창문이다. 이 창문은 이 프로

젝트의 철학을 보여준다: 이것은 도시 한옥의 여백의 진정한 사용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대적

인 재료를 사용하며 전통적인 점토 기와를 이웃과 이 실험 사이의 여과물로 변환한다.

(일단 문으로 들어가도 여전히 외부에 있지만, 첫 번째 구조는 완전히 유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위로는 한 폭의 전통적인 지붕을 볼 수 있고, 그 앞에는 주방 영
역이 있고, 오른쪽에는 비어있는 거실이 한 한옥 안에 들어가 있다; 거실의 유리 문 뒤로 뜰과 
이웃집 지붕의 기와를 볼 수 있다.

거실은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보여준다. 주방 창문 뒤에는 올라

가는 계단, 나륵 식물, 수평선에서 보이는 산골짝과 서쪽의 산이 있다.

�e Project

�e outside elevation is a simple attempt to balance of Korean proportions, reducing 
the use of decoration that is normally requested by the commission: a simpler wooden 
door substitutes the massive “Daemun”**. �is way the outer wall functions as a quiet 
and uniform base that underlines the exciting dynamics of the traditional roof appear-
ing above.

�e �rst contemporary prosthesis is the extruded metal window opened on the outer 
wall. �e window declares the philosophy of the project: it reveals the true use of extra 
space of the urban Hanok, it uses modern materials and transforms the traditional clay 
tiles into a �lter between the neighborhood and the experiment.

Once entered the gate you are still outdoor, but everything is already visible since the 
�rst volume is completely made of glass. 
Above you can see the span of the traditional roof, in front there is the kitchen volume, 
on the right the empty living room inserted in the Hanok: behind the glass doors of 
the living-room you can see the yard and the black tiles of the neighboring roofs. 

�e living room reveals a ladder going up and stairs descending towards the basement, 
behind the kitchen window there is a stair going up, basil plants, the valley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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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계단 (그 중 두 개는 사다리)는 한옥 구조의 어색한 풍경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미
끼이다: 지하, 지붕 위, 주방 밑, 주방 위; 이 장소들은 람보르기니 (Lamborghini)의 차양을 
열었을 때나 혹은 페라리 (Ferrari)를 운전하고 있을 때처럼 가옥의 기제를 보여주는 광경을 
잘 볼 수 있는 특권적인 지점이다.

U자 형태의 계획은 뜰을 우회하는 거실에 의해 침실의 끝으로부터 부엌의 끝을 나눈다. 침실

과 부엌은 한옥의 외적 구조물에서부터 볼 수 있는 돌출된 부분이다.

예기치 않은 장소나 위쪽 벽, 지붕이나 바닥에 위치한 창문들은 이웃의 지붕, 지역풍경, 집의 
세부사항의 틀을 잡아준다. 달과 태양은 고양이의 걸음, 새와 벌레들의 진화, 배경에서 고동

치는 도시의 소리와 조명과 혼합된다. 

평(약 3.3 평방 미터)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독특한 기준 치수 단위는 한 사람을 위한 필수적

인 공간을 나타낸다. 부엌 위에 위치한 가벼운 금속 구조는 북촌의 기와가 이루는 풍경의 틀
을 잡아주는 녹색의 정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평의 입방버전을 따른다. 

western mountains at the horizon. 
�e four stairs (two of them are ladders) are bait that �sh you towards awkward views 
of the Hanok structure: underground, over the roof, under the roof and over the kitch-
en; they are privileged point of view that reveal the mechanics of the house, as when 
you open the hood of a Lamborghini or when you work under a Ferrari. 

�e “U” shape of the plan divides the kitchen tip from the bedroom tip by the living-
room arm circulating around the yard. �e bed and the kitchen are extruded prosthesis 
from where you can appreciate the exterior Hanok architecture. 

Windows placed in unexpected positions, on upper walls, roof and floor, frame 
the neighboring roofs, the cityscape and the house details. �e moon and the sun are 
mixed with the walks of cats, the evolutions of birds and bugs, the sounds and lights of 
the city pulsing in the background.

�e Korean modular unit called Pyung ***, (approximately 3.3 square meters) repre-
sents the vital space for one person.  A light metal structure placed over the kitchen 
traces the cubic version of the Pyung to form a green gazebo that frames the landscape 
of the last black roofs of Buk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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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finition of convergence from Wikipedia)
2  The Hanok project design team: 

 Architects: MOTOElastico [Simone Carena, Marco Bruno] + Cesario Carena

 Team: Kyungmin Kwon, Lina Kim, Hyemin Ro, Jinsun Baik, Nayeon Kim, Jihye Shin.

 Site: Bukcheon-Samcheong Dong, Seoul 

 Date: 2007-08_built.

 Size: 110 square meters.

*   DUB is a form of music, which evolved out of reggae in the 1960s. The dub sound consists 

predominantly of instrumental remixes of existing recordings and is achieved by significantly 

manipulating and reshaping the recordings, usually by removing the vocals from an existing music 

piece, emphasizing the drum and bass frequencies or 'riddim', adding extensive echo and reverb 

effects, and dubbing occasional snippets of lyrics from the original version. (From Wikipedia)
**   DEAMUN, on the property walls of a Korean house, covered by a large pagoda roof made of w 

traditional wood gate placed ood and tiles.
***   PYUNG, surface unit of Korean houses, comparable to 3.3 square meters and necessary for one 

person to sleep and eat (about double of the Tatami, the Japanese unit that measures the space for 

one person to sleep in)
****    CALDARIUM, was a room with a hot plunge bath, used in a Roman bath complex.

  This was a very hot and steamy room heated by a hypocaust, an underfloor heating system. This was 

the hottest room in the regular sequence of bathing rooms. (From Wikipedia)

*   덥은 1960년대 레게 음악에서 발전되었다. 덥 사운드는 주로 현존하는 레코드들의 두드러진 악기 

리믹스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음악에서 보컬을 없애고, 드럼과 베이스의 빈도를 강조하고, 잔향과 

반향 효과를 추가 또는 원래 버전의 가사를 부분적으로 녹음하여 레코드를 상당히 조작하여 만든 

것이다. (위키페디아에서)
**  대문, 나무나 기와로 만들어진 커다란 지붕으로 덮인 한국 가옥의 전통적인 나무 문 
***   평, 한국 가옥의 구조 단위로 3.3 평방미터에 상응하며, 한 사람이 잠을 자고 먹는 데 필수적인 공간 

(한 사람이 자기 위해서 측정되는 일본의 단위의 테타미의 2배)
****   CALDARIUM(온탕욕실) , 로마 대중 목욕탕에서 사용되었던 뜨거운 입수 목욕탕.

  이것은 온돌, 마루 바닥 난방 시스템에 의해서 데워지는 매우 뜨겁고 수증기 가득 찬 방이었다. 

보통의 일련의 목욕탕에서 가장 뜨거운 방이었다. (위키페디아에서)

한옥 덥 (Dub)과 대중매체

융합의 실험적인 근간으로써, 한옥 덥 리믹스는 음악적인 비유와 이탈리아-한국 버전의 대조

를 사용한 것과 더불어 대중 디자인의 실험이 되고 있다: 스케치, 사진, 기술적인 그림의 사용

은 다양한 자연, 디지털, 종이, 나무, 레고의 모델의 측척 모형과 혼재되어 있었다. 

마치 한옥 방문이 계획된 스토리보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의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 애
니메이션이 사용되었다. 사진들은 DUB경험의 주요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공간의 역동

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온라인 비디오를 방문할 수 있다. (www.vimeo.com/33926906)

Hanok DUB and Media

As a testing ground of convergence, the Hanok Dub remix, besides using a musical 
analogy and the confrontation of Italian-Korean visions, became an experiment of me-
dia design: �e use of sketches, photography and technical drawings was mixed with 
scale models of various nature, digital, paper, wood and LEGO.
Animations were used to design the user-experience as if the Hanok visit could become 
a planned storyboard. �e photographs can provide the keyframe of the DUB experi-
ence, but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ynamics of space you can visit the online 
video. (www.vimeo.com/3392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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