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경  측면을 고려한 

LH공사 신사옥 계획

 1)김 호*․민경호**

<目 次>

 Ⅰ. 머릿말

 Ⅱ. 진주시 도시경 의 이해

   1. 진주시 경 의 특성

   2. 진주 신도시와 LH공사 신사옥 부지

 Ⅲ. LH공사 신사옥 계획안

   1. 설계개요

   2. 설계개념

 Ⅳ. 경  측면에서의 계획안 고찰

   1. 경  Context

   2. 지역  Identity

   3. 공공  Amenity

 Ⅴ. 맺음말

I. 머리말

정부는 국토균형개발의 일환으로 10개의 시 · 도에 수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 되어 있는 부분의 공공기 들을 신도시로 이주할 정이

다. 이 가운데 경남 진주 신도시로 이주하는 한국의 표  공공기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본사 신사옥의 설계공모를 진행하 다.

LH공사는 진주 신도시로 약 1,430명이 이주할 정도로 국내 공공기업  규모가 가장 큰 

공공기 이며, 국내 토지  주택 사업을 총 하는 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LH공사의 본사 이  로젝트는 다른 공공기 의 이 에 비하여 건축계의 심이 집 된 

로젝트 다. 

2011년 12월 16일 총 9개의 작품이 수되었으며, 기존 심사방식과는 달리 공정한 심사를 

표방하여 3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 다. 2011년 12월 23일 직원투표로 이루어진 1차 심사

에서 5개의 작품이 선정되었고, 2011년 12월 28일 진주지역 인사, LH 임직원, 외부 문가로 

  * 서울 학교 환경 학원 석사, 서울 학교 환경 학원 박사 수료, 디에이그룹 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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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주시 주요경

이루어진 2차 심사에서 3개의 작품으로 좁 졌다. 그리고 2012년 1월 11일 내 · 외부 문가로 

이루어진 마지막 3차 심사에서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 다.  

진주시는 수려한 수변자연경 을 유지하고 있는 역사도시로서 도시경 을 도시계획의 

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에서 1차 심사 이후 선정된 5개의 작품  고층으로 

계획되어진 4개사의 계획안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층규모로 마지막 심사까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인 디에이그룹의 계획안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진주지역의 경  

Context, 지역  Identity, 공공 인 Amenity 등 LH공사 신사옥이 담아야 하는 디자인 요소들

을 디에이그룹의 계획안을 통해 도시경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진주시 도시경 의 이해

1. 진주시 경 의 특성

진주는 흔히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충 과 교육, 문화, 술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

강과 강변  고수부지의 경 이 아름다운 도시로써 석루, 남강 의암, 경남 문화회  등이 

남강을 따라 치하고 있다. 한, 진주시청(10층), 진주교육지원청(4층), 경상남도진주의료원 

(8층) 등 도시의 주요 건축물들이 10층을 넘지 않는 · 층형의 건축물들로 도시 Sky-Line

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여타 도시들과는 다르게 나지막한 건축물들이 역사 · 문화  

유산  수변과 어우러져 고즈 하고 감성 인 도시경 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진주시 ‘도시경 기본계획(2001, 안재락 외)’을 살펴보면, 진주시는 비 산, 선학산 등 

주변의 산이 낮아 주요지 에서 경 확보가 불리하기 때문에 강변으로의 조망을 하여 수

변에서는 · 층의 건축물을 유도하고 있다. 한, 표  경 인 남강 수변에서의 시선과 

조망이 차단되지 않으면서 지형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계획  배려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도시맥락과 ‘도 경 기본계획’을 보더라도 진주시는 여타 도시들에서 보여

지는 고층의 랜드마크 건축물들로 도시의 표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과 역사 ·

문화  유산, 자연경 들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로운 도시경 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은 역

사성이 있는 도시에서 건축물을 계획함에 있어 요한 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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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진주시 수변 경

2. 진주 신도시와 LH공사 신사옥 부지

진주 신도시는 남강의 기인 천강을 사이에 두고 기존 진주시의 동편에 치하고 있

으며, 천강을 심으로 낮은 구릉지와 녹지가 조화롭게 구성되면서 자연형 친수하천으로 

조성될 정이다. 진주 신도시 지구단 계획에 의하면 건축물들은 부분 15층 정도의 규모

들로 정되어 있으며, 진주시내 구시가지와의 조화로운 경 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LH공사 신사옥 부지는 신도시 내 수변에 치하면서 천강을 심으로 나눠지는 상업

지역 주변에 치하고, 부지 우측에는 최고 높이 20층 규모의 아 트 단지가 들어설 정이다.

이러한 들을 고려할 때, 진주 신도시 앙에 치하는 LH공사 신사옥 부지는 수변경

을 형성하는 도시조직의 일부로써 기능해야 하며, 향후 신도시가 완공되는 시 에서는 공

공건축물로써 주변 아 트 단지  상업지역 건축물들과는 새로운 계 설정을 이루면서 도

시 경 을 형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림 3> 진주시와 신도시 <그림 4> 진주 신도시내 LH 신사옥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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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설계내역

건

물

개

요

지면 (㎡)
건축면 (㎡)
연면

건폐율(%)
용 률(%)
구조

층수

최고높이(m)

98,547.00㎡
29,087.36㎡
134,036.30㎡           지상 79,458.98㎡, 지하 54,550.32㎡
29,52%(법정 60% 이하) 
73.52%(법정 300% 이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지하 2층, 지상 8층
41.1m

주차개요 1405 지상 504 , 지하 901

조경개요 조경면 24,590㎡ (24,95%)

<표 1> 설계개요

<그림 5> LH공사 신사옥 경

III. LH공사 신사옥 계획안

1. 설계개요

디에이그룹의 계획안은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최고 높이 약 41m로 제시되었으며, 정형

의 업무시설, 시  집회시설의, 홍보  등 3개동으로 구성되었다. 업무시설동의 지하 2층

은 직원 용주차장, 지하 1층은 직원 용주차장과 편의시설, 1층은 민원, 편의, 복지시설이 

집  계획되었고, 업무시설은 지상 2층부터 8층까지 7개 층으로 계획되었다. 다른 고층 계획

안들과는 달리 8층의 층높이와 업무시설의 한 층 바닥 면 이 약 7,200㎡(약 2,200평) 규모

로 제시된 것이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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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배치도

2. 설계개념

계획안 ‘The Platinum'은 ‘토지’를 상징하는 Plate와 '천년'을 뜻하는 millenium의 합성어로써 

‘천년의 가치를 담은 미래’이며, LH공사 신사옥 건립 비  ‘천년사옥’에 부합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상생’, ‘화합’, ‘미래’라는 세 가지의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Publicity’, ‘New Office’, ‘Green Tech’이라는 세 가지의 설계 개념으로 표 하 다.

(1) Publicity - 공공성을 배려한 배치  외부공간 계획

신사옥 부지는 수변과 인 하여 천강을 심으로 형성될 두 상업지역 사이에 치한다. 

부지 왼쪽 편 수변 쪽에 오 스페이스를 계획하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근하여 이용할 수 있

도록 민개방시설인 홍보   체육시설을 계획하여 친수공간으로서 활용하고자 하 다. 이

는 단 될 두 상업지역을 하나로 엮어 도시의 추  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활

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부지 내 모든 로그램  외부공간은 주변 맥락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동측 면 장

에서부터 서측 수변까지 하나의 보행 흐름으로 연결하 다. 부지 동측에는 면 장을 계획

하여 주 진입로에서의 근성을 확보하고 남측에 강당과 시시설을 배치하여 상업  주

거지역으로부터 시민들이 쉽게 근하여 문화와 여가를 즐기도록 하 으며, 서측에는 수공간

과 연계하여 다양한 휴식공간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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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업무시설 조닝 <그림 8> ‘처’단 의 정규모 도출

<그림 9> 기 층 계획  신개념 공용공간

(2) New Office - 직원들 간의 화합을 유도하는 신개념 평면계획

업무시설 계획은 LH공사의 업무 특성을 바탕으로 창조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신

개념의 평면계획을 제시하 다.

확장형주차고려 1처’단위사무설조닝 

41개 처중 7f5J깅 f 500~700m'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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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업무시설 입면 경

규모 정을 가진 건물 형태로 업무공간은 에 지 효율과 쾌 성을 하여 100% 남향으

로 배치하고, 동 · 서측은 업무지원시설을 배치하여 동선을 단축하고 업무효율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건물 앙을 가로지르는 리지로 부서 간 최단거리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한 ‘처’별 업무교류의 요성을 감안하여 ‘처’ 단 로 규모를 분석하고 최소 단 인 8.4m 

× 12m 모듈을 조합하여 단일층에 다양한 규모를 최 한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특히 업무시설의 기 층은 3가지 신개념의 공용공간을 통하여 새로운 평면패러다임을 제

시하 다. 첫째, 지상로비 개념의 ‘Hub Space’로 동선이 집 되는 곳에 다양한 미 공간과 쾌 

한 오 형 계단을 계획하여 직원들 간의 커뮤니티 증진  방문자들과의 업무 의를 고려

하 다. 둘째, 업무활력을 증진시키는 ‘Linkage Space’로 업무  업무지원 역의 교차 공간에 

소규모 미  공간  휴게공간을 두어 직원들 간의 화합  소통을 유도하 다. 셋째, 부서별 

용마당 개념의 ‘Identity Space’로, 각 부서별 진입 공간에 회의  갤러리로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용공간을 제공하여 업무시설 내 길찾기를 용이하게 하고,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공용공간의 계획은 획일 인 업무환경에서 벗어나 직원들에게 창

조 이고 쾌 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3) Green Tech - 친환경 건축공학의 집합체

본 로젝트의 요한 화두 의 하나는 ‘친환경 사옥 건립’으로 이를 실 하기 하여 무

엇보다도 패시  시스템에 주안 을 두었다.

먼  입면디자인에 있어서 난방부하보다 냉방부하를 여야 하는 진주지역의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여름철 태양 고도에 자연스러운 차양효과를 가지는 셋백 된 건물 형태를 유도하

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동루버 각도 조 을 통하여 최 화 된 일사차폐를 유도하고 밤 시

간에는 써멀 라비린스와 쿨링튜 를 사용하여 건물 체를 자연 냉각시켜 24시간 숨 쉬는 외

피로 에 지 감을 유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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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루  시스템

특히 에 지 감뿐만 아니라 에 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루  시스템을 제안하 는데, 물

과 바람, 빛, 태양열에 한 4가지 핵심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우수 집수를 통하여 조경용수

를 공 하고, Earth Tube로 유입된 공기를 에어벤트롤 공 하여 실내 자연환기를 유도하며, 

추 식 집 기를 이용한 차연채  유입으로 조명에 지를 감하면서, BIPV의 설치로 신재

생 에 지를 생산하도록 하 다.

Ⅳ. 도시경  측면에서의 계획안 고찰

경  Context, 지역  Identity, 공공  Amenity 등 3가지 도시경  에서 좀 더 구체

으로 계획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  Context

진주시는 남강을 심으로 진주 8경인 석루, 남강 의암 등의 역사  자산들과 · 층의 

건축물들이 어우러져 수려한 도시경 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진주지역에 치 할 LH공사 신사옥은 기존 도시가 연출하고 있는 경 요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휴먼스 일의 건물로써 계획되어야 하며 이는 역사 · 문화  도시 자산에 한 존 의 

태도이다. 고층건물로 도시를 지배하면서 단지 개발만을 유도하는 과거에 유행한 일차원 인 

근이 아니라, 도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이룩한 소 한 환경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발

하려는 미래지향 인 사고이다. 

이 은 <표 2>의 남강변 도시경  시뮬 이션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수변에 고층

건물이 치할 경우 주변의 자연스러운 경 보다는 랜드마크 건물이 도시를 지배하나, 층 

규모로 계획될 경우 수변 경 과 일체화 된 자연스러운 도시경 을 보여 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기존 진주지역의 도시맥락을 고려하여 8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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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변에서 바라본 경

40m 개발 시 60m 개발 시 80m 개발 시

안재락 외(2001).

<표 2> 남강변 경 지구 내 형필지의 시뮬 이션 시

고 수변 쪽으로는 오 스페이스을 배치하여 도시 내부로의 열린 경 을 확보하고자 하 다. 

2. 지역  Identity

도시의 정체성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유형 · 무형의 자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석루는 진주 지역을 표하는 역사 인 건축물 의 하나로 그 처마가 형성하는 구조물

의 아름다움은 주변 경 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도시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유  외에도 진주시는 5,0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실크 생산지로 한국산 실크의 80%를 생산

하는 세계 5  실크 생산지 의 하나이다.

계획안에서는 이러한 역사 · 문화 인 도시 이미지를 디자인에 반 하여 석루의 처마 

이미지를 으로 재해석하여 주 진입부의 건물 형태를 부유하는 느낌으로 디자인하고, 

실크의 아름다움을 수평 인 결로 재해석하여 입면에 표 함으로써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담

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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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진주 특산품 실크 <그림 14> 석루 처마 경

<그림 15> 메인 장에서의 경

이 게 진주지역의 특색을 담아내는 계획안은 향후 신도시가 완공된 후에는 주변 20층 

규모의 아 트 단지들과는 차별화 된 수평  랜드마크로서 도시경 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것이다. 

3. 공공  Amenity

고층건물이 도시발 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던 고도경제성장기를 지나 이제 삶의 질, 풍요

로운 환경, 지속가능한 발 이 도시발 의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각 국의 

공공기 이나 표 인 기업들도 미래형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안들을 속속 발표하

고 이미 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안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 인 특징들이 있

는데, 휴먼스 일의 · 층 구성과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는 내부 가든의 구 이 그것이

다. 즉 기존 도시 경 을 압도하는 고층 건물이 아니라 도시경 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유도하고 내부에는 쾌 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도시 마당 개념의 큰 정을 품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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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비즈니스 가든 경

회사명 개요  규모 계획 특성

애  社

California, USA
2015년 완공 정

4층, 숲과 같은 규모 정 

애 사의 제품 디자인을

형상화한 원형의 건물 형태

독일연방환경청

Dessau, Germany
2005년 완공

4층, 규모 정

세종시 정부청사

세종시, 한국
2013년 완공 정

6~7층, 탈권 이고 
수평  개념을 표방한

도심 행정시설

<표 3> 미래지향  층 오피스 사례

따라서 계획안은 의 사례들에서 보여  개념들을 참조하고 발 시켰다. 신도시가 완성

된 후 주변 아 트 단지에서의 수변 조망  천강 맞은편에서의 도시 경 을 고려하여 8층 

규모의 층 건물로 계획되었으며 내부에는 직원들의 쾌 한 업무환경 조성하기 하여 약 

2,200평 규모의 비즈니스 가든을 계획하여 향후 신도시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독립 인 업

무공간을 갖는 미래형 공공기 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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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진주 신도시로 이주하는 LH공사 신사옥은 국내 토지  주택 사업을 선도하는 공공기

의 새로운 사옥으로 건축계의 심이 집 된 로젝트 고, 디에이그룹의 계획안은 비록 2등

에 그쳤으나 고층 건물들로 제시된 다른 계획안들과는 달리 도시경  측면을 고려한 층 

규모의 신선한 계획  근이었다. 

이것은 기존 진주시의 역사 · 문화 인 도시 맥락을 존 하여 조화를 이루려는 계획  

근이었고, 진주의 지역성을 건물에 담아내려는 도시정체성에 한 표출이었으며, 공공성과 

쾌 성을 담아 향후 공공기 들이 추구해야 할 미래형 업무시설에 한 모델의 제시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조 인 도시환경은 과거와 미래의 연속된 계의 인식을 통하여 발 해 나갈 수 있다. 

진주 신도시 한 독자 인 발 의 이미지로 탄생되기 보다는 기존 진주시와의 끊임없는 

계의 모색 속에서 도시 모습을 가꾸어나갈 때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향후 진주 신도시와 LH공사 신사옥이 완성되기까지 이러한 가치들이 지켜지길 바

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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