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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 레고를 가지고 놀면서 

박스에 그려져 있던 집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항상 실패했던 기억이 있다. 

시시한 고민일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 집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When I was playing with LEGO 

as a child, there was a particular image 

of the house on the LEGO box that 

I was constantly trying to finish 

but always failed. However banal 

this frustration may seem I think 

I still try to finish tha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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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가 아니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가?

나는 한때 음악가였고, 함께 밴드를 했던 친구들은 지금 

모두 전국적으로 알려진 음악가들이다. 당시에는 둘 다 

할 수 없어서, 애정이 좀 더 있었던 건축을 선택하게 되었

다. 나는 또 심리학이나 철학을 공부해보고 싶기도 했는

데, 이것은 요즘도 좋아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건축

적 상상력을 위한 바탕들이 된다.

취미가 무엇인가?

나는 취미가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는 많은 취미를 가

지고 있지만 결국 모두 건축과 연관되어 있다. 기계적인 

사회에서 나는 자유 시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생

각이다. 나는 세상이 좀 더 유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한 관심사나 활동에 나를 넣는 것은 좀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Did you, or do you have anything else that you 

wanted to pursue other than architecture?

If yes, why?

I was a musician and all my colleagues from 

the band are now the best musicians in my 

country. For me, love for architecture was 

greater… at the time I couldn’t do both. I also 

wanted to study psychology or philosophy, 

which I still enjoy very much. But as I said, 

all those interests are also sources for 

architectural imagination.

What are your hobbies? What do you do during 

your free time?

I don’t have hobbies, or better I have a lot of 

hobbies, that implicitly all serve architecture 

eventually. I have pretty cynical attitude in 

general about the free time in our mechanical 

society. I see the world more fluid and 

interconnected and it is just boring to 

determine myself in some specific, isolated 

interest or activity.   

Are you married, or dating?

I am married and we have two children; 1 and 

3 years old. At the moment my children are 

the most important and joyful occupation.

Architects are one of the busiest occupations; 

how do you maintain your married or dating life?

Any methods on keeping them well?

Everything is always in movement, a lot of 

new stuff is coming in, some are dying out, 

priorities are changing… there is no recipe, 

just try best to keep the balance; it is good for 

your vitality. 

Does your work stress you a lot?

If so, how do you relieve it?

I am not avoiding stress, since I am still 

looking for unconventional or even radical 

solutions in architecture, so the process 

of materialization is not always the most 

comfortable. So, more stress – better 

architecture.

미혼인가, 기혼인가?

결혼을 하고, 한 살과 세 살 된 아이가 둘 있다. 현재 나에겐 

이 아이들의 아빠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즐거운 직업이다.

건축가는 매우 바쁜 직업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나?

모든 것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사

라지기도 하며 우선 순위들이 바뀌기도 한다. 그러니 가정

을 잘 꾸려가는 데에 특별한 비법은 없다. 그저 삶의 밸런스

를 맞추려고 노력한다. 이는 자신의 활력을 위해서도 좋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가?

스트레스를 피하고 있지는 않다. 건축에서 색다르고 급진

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하기 때문에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스트

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더 좋은 건축이 나온다.

Busan Opera House – competition entry

나는 음악과 함께 자랐다. 처음에는 피아노를 배우고 

나중에는 록 밴드에서 활동했었다. 우리 밴드는 록, 펑크 

그리고 재즈 연주를 하며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스케이트보드도 탔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그래서 나의 문화적 배경은 

주로 음악이랑 스케이트보드로 이루어져 있다.

I grew up with music, I was learning piano 

and later playing in the rock band. We were 

performing all over the country playing mostly 

rock, funk and jazz. I was also a skateboarder, 

which influenced also my overall lifestyle. 

So, I think music and skateboarding are 

dominant parts of my cultur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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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부를 하면서 영감 받은 건축이나 건축가가 있나?

슬로베니아 건축가인 Jože Plečnik과 Coop 

Himmelb(l)au는 아직까지도 나의 가장 큰 롤 모델이다. 

둘의 스타일이 매우 다르지만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작업한

다: 장난기, 상상력의 자유, 자기 결정 그리고 구체화 시

키는 능력. 비엔나 응용예술대학에서 운영하는 울프 프릭

스(Wolf Prix) 프로그램에서 공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

었다. 나는 학교에서 많은 지혜와 기술 그리고 창조성을 

얻었다.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있나?

아직 찾지 못했다. 음악만큼 진동을 주는 공간을 찾거나 

만들고 싶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모든 환경들

이 제 시간에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

에 건축에서 이것을 이루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Any architect or architecture that inspired you 

during your studies? Any episodes related to 

them?

The late Slovenian architect Jože Plečnik 

and Coop Himmelb(l)au are still my biggest 

role models. Even though very different 

languages, they have the same essentials; 

playfulness and freedom of imagination, self-

determination and ability to materialize. I had 

an opportunity to study at Wolf Prix’s program 

at “die Angewandte” – the school, which is 

important source of knowledge, skills and 

creativity.

Where or what is your favorite space?

I haven’t found it yet. I hope in my lifetime 

I will find or create a space that will vibrate 

as powerfully as music. In architecture 

this is really hard to achieve, because all 

objective and subjective circumstances must 

meet in the right way, on the right time, 

on the right place.

Any unique architectural language of your own?

I am looking for an original architectural 

strategies rather than a personal language. 

It is more about constructing new spatial 

experiences, organizing flows of energy 

through space. Language is just a medium 

of manifestation, so without a strategy it is 

just a decoration. If the strategy is honest, 

the language than organically emerges. 

Aesthetics of architecture is kinematic; it 

is the celebration of the whole space and 

movement. The times we are living in are 

really special; on one hand there is so much 

noise and arbitrariness in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world is opening for everybody 

to start creating he’s own culture, he’s own 

way of celebrating life.

자신만의 특별한 건축 언어가 있나?

나는 나만의 건축적 언어보다는 독창적인 건축적 전략을 

찾고 있다. 새로운 공간적 경험을 만들고 공간을 통과하

는 에너지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이다. 언어는 하나의 현

상을 표현해주는 것일 뿐, 전략이 없다면 그저 데코에 불

과하다. 만약 진정성 있는 전략이라면 언어는 유기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건축미는 동적이다. 공간과 그 속의 움직

임을 모두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는 매우 특별하다. 사회에 많은 소음과 독단적인 움직임

들이 있는 동시에 점점 더 자신만의 문화, 자신만의 인생

을 즐기는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세상이 열리고 있다. 

자기 프로젝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모두 내가 아끼는 프로젝트들이다. 내 모든 프로젝트들은 

각각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건축가는 자신의 프로

젝트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대적인 요소들

로부터 본질을 지켜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 과정을 지

나며 작품이 얼마나 훼손되었든지 간에 나의 모든 프로젝

트들을 사랑한다.  

작업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

아파트 130채의 아름다운 주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투

자자의 파산으로 인해 공사 중에 중단된 적이 있었다. 다

섯 블록은 완공되어 모두 팔렸고, 나머지 여덟 블록은 콘

크리트 뼈만 남은 채 해체되었다. 원래 이 프로젝트는 매

우 다채롭고, 이질적이고, 즐거운 공간으로 가득한 동네

로 디자인 되었다. 하지만 절망적인 모습밖에 보이지 않

는 이 동네의 미래는 이제,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이 동네에 꽃필 날을 기다리고 있다.

What is your favorite project that you worked on? 

Any reason?

They are all my babies; every one of them 

has a special story. Architect must protect 

his babies the best he can against the hostile 

forces of materialization process, so I love all 

of them no matter how mutilated they came 

out of that process. 

Any project with many episodes? What were they?

Beautiful housing project with 13 blocks of 

130 apartments was stopped during the 

construction because of the bankruptcy of the 

investor; five blocks were completed and sold, 

concrete skeletons of the other eight were 

left to dissolution, the neighborhood now 

looks very sad and nobody knows what the 

future will be. But it was designed to be very 

colorful neighborhood, very heterogeneous 

and joyful space with a lot of architectural 

scenography. We still hope for the best.   

So, more stress – better architecture.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더 좋은 건축이 나온다.

Research project – Emergent density

Housing of 130 apartments

Office tower – competition entry, 3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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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ergarten Zar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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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시작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건축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드

는 모든 책임과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다. 처음에 힘들었던 것은 사무실 운영을 하는 것, 시

장에서 나를 알리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었다. 

프로젝트는 어떻게 수주하나?

불경기가 시작된 이후 프로젝트를 수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갑자기 시장에 너무 많은 건축가들이 생겨났

고, 여기저기 부정한 일이 일어났으며, 사회 네트워크가 

무너졌다. 한 시스템만 가지고 갈 수가 없다. 프로젝트를 

잃을 때도 있지만,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

다. ‘품질을 절대 낮추지 말라.’가 그것인데, 이는 장기적

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클라이언트가 있나?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생각이 짧다. 건축의 심리적인 

에너지에서 나오는 장기적인 경제 이득, 즉 부가 가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건축은 대중 문화를 만들

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나와 대중이란 빛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모두 그 가능성에 참여할 수 있다.

당신이나 당신 사무실의 직원들은 야근을 많이 하나?

머리로는 밤낮으로 건축을 생각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이

상 야근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한다. 건축을 즐기고 사

랑한다면 야근하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 

컨셉을 잡을 때에는 마치 즐겁게 노는 것과 같고, 도면을 

그릴 때에는 명상을 하는 것과도 같다.

What made you decide to start your own office? 

What was the biggest challenge during 

the start up?

I started my own office because I wanted to 

have full relationship with architecture, to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freedom for realizing my 

vision. First challenges are to survive, to run 

administration and to become visible on the 

market.   

How do you win projects? Any special methods on 

increasing the chances of winning?

Since the beginning of recession it is really 

hard to win projects; suddenly it is too many 

architects on the market, a lot of dirty games 

everywhere, social networks are falling apart 

etc. It is hard to stick on any system. Even 

though I sometimes loose the project I still 

hold to the principle: “Never let your quality 

down!” –it is the best principle on long run.

Any memorable clients? What happened?

Majority of clients are short-sighted, they 

just can’t recognize the potential for long-

term economic profit in psychological energy 

of architecture – in so called added value. 

Architecture must co-create Pop-culture. It 

must escape from the hands of intellectual 

vampirism and gallery tombs and come to the 

daylight of public, so that all can participate in 

its potentials. 

건축주와 어떻게 소통하는 편인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

나는 계급을 믿지 않고 개개인의 책임감을 믿는다. 누구 아

이디어가 더 강렬한지, 누가 클라이언트를 데려왔는지에 따

라 프로젝트마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 나는 사무실

에서 서로 책임감과 솔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한다.

미래의 건축 변화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노예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빛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면 당신은 건축가가 되기에 적합하다. 건축가는 다양하고 

깊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학교, 포부, 프로젝트 

수주, 실질적인 작업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소비하지

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매우 적다. 건축을 향한 사랑과 투

지가 영원해야 한다.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달라.

건축은 락앤롤이다. 설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

라. 당신만의 노래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당신이 해

야 할 일이다.

Do you or your employees work overtime a lot?

I avoid working overtime unless necessary, 

although my mind is working architecture 24/7. 

If you enjoy and love architecture, it is not a 

suffering to work overtime; conceptual phase 

is a play, drawing process is a meditation.

How do you communicate with your employees? 

Any special methods?

I don’t believe in a closed hierarchy, just in 

personal responsibility. Hierarchy or more like 

a meshwork must establish itself organically 

along every project, depending whose idea 

is stronger, who brought a client etc. I try 

to keep my office open and fluid, based on 

responsibility and honesty. 

Words of wisdom for those wishing to become 

architects. 

If you can preserve the light in you while 

walking the path of a slave, than you are 

the right one for this profession. 

The widest spectrum of knowledge and 

skills is combined in the architect. 

So much energy is invested in schooling, 

aspirations, in winning the projects, in 

physical work etc., but so little you receive 

back. Your love and determination for 

architecture must be infinite.

For most people who are about to beginning with 

designing architecture(s), please advise them.

Architecture is rock’n’roll; don’t listen to 

anybody who moralizes. It is your duty to 

transmit your own song into the world.

Architectual language is 
just a medium of manifestation, 
so without a strategy it is 
just a decoration.

건축 언어는 하나의 현상을 

표현해주는 것일 뿐, 전략이 없다면 

그저 장식에 불과하다.

Art Gallery Maribor – competition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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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표명이다: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우리 몸의 연장이고 사회 과정들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문화적인 건축은 우리가 어떠한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의 포부, 이상적인 관념, 그리고 가능성들을 보여준다. 

또한, 건축가는 시공 산업에서 연결 고리 같은 것이다, 사회의 문화적 요소들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연합시키고, 모두에게 보이는 뜻과 희망을 만들어낸다.

Architecture is biological and cultural manifestation:

Biologically it is extension of our body and it optimizes social processes,

Culturally architecture is our search for meaning; it is manifestation 

of our aspirations, ideals and potentials.    

Also, Architect is a random link of a chain in building industry, 

who has the opportunity to enrich the cultural substance of society, 

to unite people and to create meaning and hope visible to 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