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가가 달라졌다. 이전의 권위적이고 학구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고정관념을 깬 

젊은 건축가들. 일과 놀이를 넘나들며 스스로 재미를 만들어내고, 매사를 능동적으로 즐기는 모습은 이들의 

젊음만큼이나 매력적이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면적이 작다 해도 도맡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만이 정답이라 우기지도 않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겸허함도 갖췄다. 까다로운 

조건일지라도 개의치 않고 즐기며 일하는 이들의 모습은 기존과 달라 사뭇 자극적이기까지 하다. 작은 건축을 논하지만 

넓은 사고를 지향하는 젊은이들. 지금 주목해야 할 8팀의 건축가를 소개한다. 

기획 정사은, 김수지 기자 사진 김덕창, 박동민, 김준영, 박나연 

소통하는 집과 도시, 8팀의 젊은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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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건축가의 새 모습

버스 아키텍처(B.U.S Architecture)는 생긴 지 채 두 돌도 되지 않은 

젊은 건축사사무소다. 대학 동기동창인 박지현, 이병엽, 조성학 공동

소장은 각각 매니페스토 건축, 문훈건축사사무소, Studio_K_works

에서 실무를 쌓은 뒤 다시 모였다. 기성 건축계가 가지고 있는 ‘소통’

의 문제를 과제 삼아 대중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패기 있게 뭉

친 것. 독립 후 처음 맡게 된 양평 ‘오솔집’은 ‘아이를 위한 집’이라는 

콘셉트와 ‘보통 사람들의 집’이라는 접근 가능한 눈높이로 대중의 관

심을 끌었고, 이탈리아 유명 디자인 잡지인 <도무스(DOMUS)>에서 

러브콜까지 받았다. 이들을 좀 더 알고 싶어 들어가 본 홈페이지는 

다소 생경하다. ‘For Sale’, ‘Sold Out’ 카테고리는 마치 여는 쇼핑몰

과 비슷한 구성이다.  집도 팔고 테이블도 팔고 동영상도 만드는 이

곳. 흥미로운 호기심을 안고, 버스 아키텍처의 주인공 3인을 만났다. 

팩맨으로 도면을 그리는 젊은 건축가 

최근 젊은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대중과의 소통이 핫 이슈다. 기존 건

축가들이 쌓아놓은 건축가의 이미지와 작업이 그만큼 대중들과 괴

리돼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이들은 건축가의 장벽을 낮추고자 홈페

이지를 쇼핑몰처럼 만들었단다. 사람들이 손쉽게 들락거리며 쇼핑하

는 마음으로 작업을 구경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SPA 브랜드가 나오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쇼핑의 폭이 넓어진 것처

럼 젊은 건축가들도 다양한 타입을 만들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를 

수 있게 해야 해요. 만나는 접점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요.” 

일반인이 건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형 하우징 업체의 성공 전

략을 연구해 사무소 운영에 적용하고, 도면을 재미있는 이미지로 만

들어 선보이는 것은 이들에게 꽤나 중요한 작업이다. “아무리 멋있게 

건축 사진을 찍고, 근사하고 함축적인 단어를 이용해 설명해도 보는 

이가 공감을 못 하면 외면당해요. 더 쉽게, 더 친근하게 사람들과 소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죠.” 오솔집 도면에 팩맨 게임을 입혀 동

영상으로 만든 것을 보니 구조와 동선이 한눈에 읽히고 심지어 재미

있기까지 하다.  

건축과 가구, IT의 경계를 허물다

B.U.S라는 이름은 규모와 영역의 경계를 허문 디자인을 추구한다

(By Undefined Scale)는 뜻. 또한 사람들에게 친숙한 교통수단인 버

스(BUS)를 의미하기도 한다. 

“목적지가 같으면 함께 타고 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 가구와 영상, 

IT(정보기술)에도 가뿐하게 올라타 협업할 수 있는 오픈형 스튜디오 

개념이에요. 프로젝트마다 버스 번호를 매기는데, 나중에 그것들을 

연결하면 재미있고 입체적인 노선이 그려질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들에게 건축은 예술이라기보다 ‘서비스를 기

반으로 한 상품’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상품에 예술성을 담겠다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대형 설계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건축가의 미래는 밝다. 기호와 취향이 많아지고 시장도 넓

어지니 오히려 건축가가 제공할 서비스 또한 세분화될 것이기 때문

이다. 가구디자이너와 컬래버레이션해 의미를 만들기도 하고 영상과 

그래픽으로 디지털화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등 이들이 대중과 소

통하는 방식에는 경계가 없다. 

“건축은 힘들다는 공식이 당연시되는 걸 고쳐보고 싶었어요.” 즐거

우면서도 성공적인 행보를 보니, 이들 3인의 꿈이 현실이 될 날도 머

지않은 듯하다. 단독주택과 집짓기에 관심이 커져가는 요즘, 대중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젊은 건축가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앞으로의 주

거 문화, 도시 풍경은 지금보다 훨씬 풍부해지리라는 확신이 든다.   

1 버스 아키텍처(B.U.S 

ARCHITECTURE)의 동갑내기 

조성학, 박지현, 이병엽 공동 소장

(왼쪽부터). 2 버스 아키텍처가 

은평구 혁신파크에 만든 파빌리온. 

평소에는 닫아두었다 펼치면 

농구대와 축구장 등 운동 공간이 

펼쳐지는 스포츠 파빌리온이다. 

3 양평의 ‘오솔집’. 아버지의 옛 

축사와 오솔길을 모티프 삼아 

오솔길이 연장된 길이 있는 집을 

지었다. 4 집의 모양을 그대로 옮긴 

좌탁은 예전 건물에 쓰인 나무를 

활용해 만든 것. 이들은 프로젝트마다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씩 만들어 

전한다. 5 ‘오솔집’의 도면을 오락실 

게임 ‘팩맨’으로 그려 집 안의 ‘길을 

표현했다. 6 땅에 원래부터 있던 

바위를 모티프삼아 만든 ‘바위집’. 

박지현, 이병엽, 조성학 
B.U.S ARCHITECTUR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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