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디자인 포럼
2021.10.26 (화) 16:00 – 17:50

온라인 zoom
주관: 디자인 위원회

패널토론자

발제자

교량구조를 넘어서 도시디자인

‘지붕감각’ by 강예린
https://www.ytn.co.kr/_ln/0106_201506301800499952

Urban Design Beyond Bridge Structures

강예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석종
㈜비아이티솔루션 대표이사

한지형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엄성렬
㈜ EDI 대표



시간 세부내용 발제자

16:00
-

16:10
디자인 포럼취지

김남희
디자인 위원회 위원장

16:10
-

17:00

발제 1

만들기와 짓기 그 사이
Architecture: making vs. construction

강예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7:00
-

17:20

발제 2

설계공모 제도
토목시설 설계공모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석종
㈜비아이티솔루션 대표이사

17:20
-

17:40

Q&A 진행: 박원석 목포대 교수

패널 1
한지형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패널 2
엄성렬

㈜ EDI 대표

참여자 모두

제4차 디자인 포럼
2021.10.26 (화) 16:00 – 17:40

온라인 zoom
주관: 디자인 위원회

Urban Design Beyond Bridge Structures



발제자 및 패널토론자 소개

발제자

패널토론자
•교량 터널 댐 등 토목구조물 디자인
•공공조형물 및 공공오픈스페이스 디자인
•주요 수상: CREATIVE DESIGNERS 
AWARD(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한국건설문화대상
/디자인아트부문, 청계천복원계획 교량MASTER 
ARCHITECT-대통령표창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 조달청 건축심의위원과
설계자문위원, 서울시한강공공디자인 위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1교, 금강2교, 부르나이 숭
가이 케번교, 단등대교 외 다수

•주요 연구: 건축 및 도시설계 프로젝트와 도시형태, 
도시경관, 주거지재생
•대한민국 정부 장학생으로 프랑스 Marne-la 
Vallée 국립 건축대학 수학
•프랑스 공인건축사 자격증(DPLG)
•Paris 10대학에서 도시학 박사(Ph.D)
•중앙건축위원회,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수원시 도
시재생 공공건축가 등 공공기관의 자문 및 심의위원
•다수의 주택, 미술관, 조각공원 등 건축설계 작업

강예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석종
㈜비아이티솔루션 대표

한지형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엄성렬
㈜ 이디아이환경디자인 대표

•주요 연구: 건축설계이론, 건축설계
•주요 수상: Korean Design Award 스페이스 부문 수
상(2020); 춘천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설계공모외 다수
•2016 영국 architecture review award finalist
•주요 그룹전: 《우리들의 행복한 삶: 감성 자본주의 시
대의 건축과 웰빙》 서울도시건축전시관외 다수
•건축 프로젝트: 통의동 브릭웰 Brick Well, BKID 연
희동 사옥, 세종시립도서관 통합디자인외 다수
•출판:’ 확장도시 인천', '아파트 글자'외 다수

•토목구조기술사
•디자인학 석사
•한양대학교 에리카 토목환경공학과 겸임교수. 
•광안대교, 거금대교, 목포해상케이블카 타워
등 설계
•사람과기술/기술전문 신문 기자,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