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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Seog-jeo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The urban design studio for the spring 
semester of 2018 was a very special 
studio. The relocation and utilization of 
the Daegu international airport site was 
a burdensome theme considering that 
current urban management in Korea is 
focused on ‘urban regeneration’, while 
‘new development’ is being criticized.

However, when Daegu City Government 
asked me to take the airport site as a 
semester project, I accepted the theme 
with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The first aspect was to give student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relation-
ship between the airport and the city, 
namely, “airport city.” This is because in 
comparison to railways that have had a 
great impact on urban development in 
the past, airports have taken over this 
role in present day.

Secondly, regardless of the political 
decision on relocation of the airport 
site, there was another important issue 
at hand. Finding an alternative land use 
and spatial structure for the surrounding 
areas, suffering from problems caused 
by the nearby airport.

Thirdly, as the fourth largest city in Ko-
rea, Daegu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nation’s economic, social and po-
litical history. Therefore, finding a vision 
for Daegu’s future development was also 

significant. Recently, ‘bottom-up urban 
planning’, ‘guerilla strategy’ and ‘inhab-
itant initiative urban regeneration’ have 
emerged as main topics in our field. In 
this context, one could be skeptical in 
the establishment of a vision or a master 
plan. However, unlike the ‘new city 
development’ based on a clean sweep 
until recent years, the gradual ‘urban re-
generation’ that preserves and respects 
existing urban context is the very project 
that actually requires a vision and a 
master plan. Urban management with 
a gradual process, requiring a variety 
of participants is comparable to a long 
journey, which requires a rough idea on 
the way and the final destination. Even 
though a slight change in direction may 
be needed in the middle of the journey.

Lastly, I wanted to create an opportunity 
where students and experts from Seoul, 
Daegu and Germany could interact 
together. Therefore, they stayed and 
worked together on-site, exchanging dif-
ferent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end, discus-
sions with citizens,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in Daegu City, sharing different 
experiences, experiencing the present 
Daegu and finding solutions through 
discussions about future Daegu have 
become an unforgettable experience for 
students from both countries.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
itude for Daegu city’s willingness and 
support in both material and emotional 
aspects to plan and hold this workshop. 
I would also like to thank Professor Ker-
stin Gothe and Mr. Markus Kaltenbach 
from KIT, Professor Jan Riel from HsKA 
and Director Dietmar Weber from urban 
design department in Boeblingen city. 
They showed great interest and passion 
in the joint studio and despite their 
busy schedules, they worked with the 
students from morning until evening. 
Finally, this studio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effort and passion 
of lecturer Hyeon-seok Kang and my 
assistants Sungeun Park and Jeong-won 
Lee and I would like to thank them for 
thi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2018. 09

Seog-Jeo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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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봄학기 도시설계 스튜디오는 아주 특별
한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의  
도시관리가 ‘도시재생’으로 압축되며 ‘신개발’을 
지양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 공항부지의 이전
과 활용은 부담스러운 테마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청으로부터 스튜디오 설계테마
로 공항부지를 제안받았을 때,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테마를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우리 학생들에게 공항과 도시와의 관계, 
즉 ‘공항도시’에 대하여 고민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철도가 도시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 오늘날은 공항
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항이전에 대한 정치적 결정과는 상관없
이, 즉, 공항이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공항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피해
를 입고있는 공항주변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는 한국에서 네번째로 큰 도시로서  
한국의 경제, 사회, 정치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대구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Bottom-up 도시계획, 
guerilla strategy, ‘주민주도 도시재생’이 화두
가 되며, 비전 또는 마스터플랜의 수립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면
철거에 의한 ‘신도시’ 건설과 달리, 기존의 도시
를 존중하는 점진적인 ‘도시재생’이야 말로 비전
과 마스터플랜을 필요로 합니다. 서서히 진행되
며 다양한 참여인을 필요로 하는 도시관리는 긴 
‘여행’과 비슷하여, ‘여행’의 목적지와 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설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도중에 약간의 방향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있음에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및 지역의 학생과  전문가,  
그리고 독일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함께 교류하
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두 나라
의 학생 및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사회
적 배경을 공유하며 설계대상지에서 함께 합숙
하며 작업하고자 하였습니다. 대구시의 시민, 
공무원,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며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고, 오늘의 대구를 실제로 체험 
하며 미래의 대구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일은 양국의 학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런 워크샵을 기획하고 진행하고자 한 대구시
의 의지와 물적 정신적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공동 스튜디오에 큰 
관심과 열정을 보여준 칼스루에 대학의 Kerstin 
Gothe 교수, Markus Kaltenbach 씨, 칼스루헤 
응용과학대학의 Jan Riel교수 그리고 뵈브링엔 
시의 Dietmar Weber 도시설계 국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과 함께 작업을 하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동안 동료였던  
강현석 소장님, 그리고 나의 조교였던 박성은과 
이정원의 노력과 열정 없이는 이번 스튜디오가 
불가능 했음을 알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2018. 09

이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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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German architect and urban planner 
it i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to 
influence the life of so many people by 
planning and designing an urban area 
6.5km2 big.The transformation of the 
Deagu International Airport Site is one 
of these outstanding opportunities. We 
are thankful that Daegu Metropolitan 
City put so much trust and interest in 
our work and those of our students from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KIT). 

The airport site offers the chance for 
developing a sustainable urban district, 
which will set entirely new standards in 
Korea and will change the perception of 
Daegu City nationwide.  An urban dis-
trict, which interlinks with the surround-
ing landscape and takes climatic and de-
mographic changes into consideration. 
An urban district, which offers a lively a 
vibrant urban environment, yet close to 
nature. An urban district where innova-
tion meets a healthy lifestyle, developing 
its own brand of city living. 

The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workshop and conference, which took 
place in March, was an excellent start for 
the design process of our students. We 
are most grateful to Daegu Metropolitan 
C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Seogjeong Lee and Mr. Oh Hwan Kwon 
in particular, for making this possible. 

Participating students can benefit from 

Professor
Kerstin Gothe 
KARLSRUHE INSITUTE OF 
TECHNOLOGY

this cross-cultural experience, not saying 
it is not a challenge at the same time. 
Language barriers have to be overcome 
and cultural difference have to be under-
stood.

Furthermore the workshop and the 
following design process were character-
ized by a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between students of architecture (KIT) 
and students of traffic engineering (Uni-
versity of Applied Science – Karlsruhe), 
since traffic seem to be one essential 
aspect, when it comes to future-oriented 
urban planning solutions.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emphasis the role of 
public transport and slow mobility such 
as walking and biking. E-bikes e.g. offer 
entirely new possibilities for our cities.

Many political decisions have to be 
made to bring this new urban district 
into being. We are happy to be able to 
contribute several design proposals as 
basis for further discussions. 

2018. 09
Kerstin Go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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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건축가이자 도시 계획가로서 많은 이들
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5km2 크기의 도
시 지역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은 일생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구 국제공항 부
지의 개발은 이러한 중요한 기회들 중 하나입니
다. 그렇기에 대구시가 칼스루에 공과대학(KIT) 
교수진과 학생들의 작업물에 많은 신뢰와 관심
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항부지는 지속가능한 도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는 기존 한국
의 도시개발에 전혀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동시
에 전국적으로 대구시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며 기후
변화와 인구변화에 대비된 도시지역, 활기찬 도
시환경이 제공되면서도 자연과 친밀한 도시지
역, 혁신이 건강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나가며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도시 말
입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국제적 및 간학문적 워크숍
과 컨퍼런스는 우리 학생들이 설계를 해가는 과
정에 있어 훌륭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
다. 이 모든일을 가능케 해주신 대구시와 서울
대학교, 무엇보다도 이석정 교수님과 권오환 과
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있어 언어적, 문화적 차이는 비
록 쉽지만은 않은 도전이었지만 문화적 교류를 
통해 많은 배움을 얻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워크숍과 설계 과정의 중요한 특징중 
한 가지는 건축학과(KIT) 학생들과 교통공학과
(HsKA) 학생들이 간학문적 협력을 했다는 점입
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해법에 있어 
교통 계획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

히 대중교통의 역할과 걷기 혹은 자전거와 같은 
느린 이동성(slow mobility)의 역할을 강조하
고 싶습니다. 한 예로 전자 자전거(e-bike)는 우
리 도시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도시 지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
치적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
을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설계안들을 제안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 09

케어스틴 고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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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CITY & 
BACKGROUND OF RELOCATION 
대구개요 및 공항이전 배경

Historic Review
역사적 고찰

1936년 1961년

구읍성을 중심으로 시가지형성 

Downtown created around old castle

K-2 공군기지 설립
Establishment of K-2 Airforce base

부산비행장 대구 출장소 개항

Opening of airport in Busan and 
office in Daegu

도시 외곽에 공항건설 
대구 철도와 아양교를 통해 중심부와 연결

Airport construction at the outskirts of 
the city, connected by train and bridge

1930년대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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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2016년

경부고속도로, 3공단 준공 등으로 인해 
시가지 팽창

Expansion of city with the construction 
of Kyungbuk Highway and industrial 
area

도심 배후지역은 성장하나 대구역 인구 
유입은 감소

Development of Suburban districts 
and decrease of population in city 
center area

부도심 개발과 기존 산업단지와 주거지 
재개발진행 

Developmet of Sub-centers and rede-
velopment of existing industrial and 
residential area

국제선 취항
Launch international flight

공항 이전 계획
Airport relocation plan announced

1970년대 1990년대 2010년대



18 DAEGU LIVING LAB // International Airport Area Relocation

Urban Development in Daegu
대구시 도시개발계획

With Dongdaegu station as center, new civic 
center develepment is in process.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심을 만드려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In 1990s, Economic growth in Daegu 
slowed down, causing deacrease in 
number of work places and immigration. 
However, regardless of its’ economic 
changes, large scale urban develop-
ments continue. 

1990년대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일자리와 유
입인구가 줄어들었으나 최근 개발된 이시아 
폴리스와 신서 혁신 도시를 포함하여 대규모 
도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Isiapolis

2. Dongdaegu Station

1. Sinsuh innovation city

2

1
SITE

3

Mixed use devleopment in process, which 
includes industrial, residential and commer-
cial area. 대상지 북측의 이시아폴리스는 산업단
지, 질좋은 주거, 그리고 상업지역이 섞인 복합개
발지역이다.

Government offices, R&D and medical indus-
try clusters are being developed. 다수의 공공
기관, R&D 그리고 의료산업 클러스터가 모여있
는 도시이다.

within 5 years
Developed Years

within 10 years
within 15 years
within 25 years
within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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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nalysis
대상지 분석

 SATELLITE PICTUREㅣ 위성사진

Site Boundary

 TOPOGRAPHICㅣ 지형도

Site Boundary

The site is flat in general and surround-
ed by  Palgong mountain and Guemho 
river. The vast flat land has a possibility 
of large scale urban development after  
the relocation of the airport. 

대상지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강과 산
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의 특징을 보인다. 넓은 
평지는 향후 공항 이전 후 대규모의 도시 개발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irport Site Location: Dong-gu, Daegu 
Metropolis, South Korea

Airport Area: 6.98km2 (Daegu Airport 
0.17km2, K-2 Air force 6.25km2)

위치: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동구

면적:  6.98km2  
         (대구공항 0.17km2,  
          K-2 공군부지 6.25km2)

0
N

0.5 1 2km

0
N

0.5 1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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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FABRIC & WATER SYSTEMㅣ 도시 조직 & 수체계

 GREEN SPACEㅣ 녹지 체계

ReservoirRiver/Stream Building

ParkMountain Green road
Arable landGreen line

Geumho river is located to the South-
west of the site. However, the quality 
of the waterfront and its accessibility is 
low.  Inbetween the site and Geumho 
river flows small stream called Bang-
cheon. The urban fabric around Bang-
cheon is irregularly formed. 

금호강이 대상지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나 수
변공간의 낮은 퀄리티,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률이 낮다. 금호강과 대상지 사이로는 작은 
실개천인 방천이 흐르며 방천 주변부로는 도시 
조직이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다.

The site is surrounded by abundant 
green resources including Palgong 
mountain. However, the connection be-
tween green spaces is low, causing low 
accessibility. For this reason, the green 
resources are rarely used by citizens.

대상지 인근으로는 팔공산을 비롯하여 다양한 
녹지가 분포해 있다. 하지만 녹지간의 연결성 부
족과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용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0
N

0.5 1 2km

0
N

0.5 1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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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FFICㅣ 도로 체계

 LANDUSEㅣ 토지이용

Local RoadArterial way Highway
Line #1 Train

Second Residential
First Residential

Third Residential
Central Commercial

Semi Residential
General Commercial

Exclusive Industry

Neighbourhood Commercial

General Idustry

Natural Green Semi Industry
Green belt

The site is connected with the surround-
ing cities through highways and an 
express railway(KTX) station. However, 
unlike its good onnection with the near-
by cities, the accessibility to Daegu city 
center area is poor. As a public trans-
poration, subway line 1 passes through 
the nearby district. In general, the site is 
approchable by car, but not by walking. 

이 장소는 고속도로와 동대구 KTX역을 통해 주
변 도시들과 잘 연결되어 있다. 인접해있는 고속
도로로는 경부고속도로, 익산포항고속도로, 중
앙고속도로가 있다. 하지만 인근 도시로의 높은 
접근성과는 달리 대구 도심으로의 접근성은 굉
장히 낮다.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1호선이 인
근 지역을 통과하나 자동차가 아닌 보행과 같은 
다른 수단으로는 접근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The current land use of the site 
is natural green and K-2 airforce 
base. Nearby district consist of 
low rise residential area with high 
density. However, over the bridge                                                                                                                                    
at Dongdaegu station people have to 
cross the Geumho river. Industrial area is 
spreaded to east and west.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 
K-2공군기지가 위치하고 있다. 대상지 남측으로
는 저층 주거지역이 밀집해있고, 상업지역이 밀
집된 동대구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금호강을 건
너야한다. 동, 서측으로는 산업단지가 산발적으
로 존재한다.

0
N

0.5 1 2km

0
N

0.5 1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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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Ayang railway transformed into pedestiran way 
보행로로 바뀐 아양기찻길

Bangcheon stream and Dongchon district
방천과 동촌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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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between military area and neighbourhood district 
군사영역과 주변일대 경계

Wall dividing military area and neighbourhood districts 
주변일대와 군사지역을 나누는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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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International Airport
대구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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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to the International Airport and the old city area from Bulrodong Tombs Park 
불로동 고분군 공원에서 바라본 국제공항부지와 구도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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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International Airport
대구국제공항



272018 Daegu International Urban Design Conference

K2 Air Force Site
K2 공군부지

Palgong Mountain
팔공산

View to the International Airport and the Palgong mountain from the old city area
구도심 일대에서 바라본 국제공항부지와 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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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L INTO
THE CITY

URBAN STRUCTURE ㅣ도시구조

Industry-automobility
Industry-IT
Culture-showroom
Education-University
Residential

Land Use ㅣ토지이용

Highway
Level2
Level3
Level4
Level5
Green way
KTX
DAEGU METRO1
Line N
Line E
500M RADIUS

Trafficㅣ교통

Mountain
Wetland
Artificial green space
River

Greenㅣ녹지

Daegu International Airport was located 
at the outskirts of the city at the time of 
opening. However, with the expansion of 
the city, the airport became an adjacent 
district to the city. With this change, var-
ious urban issues, such as noise pollu-
tion, have occurred. In order to solve this 
urban issues, Daegu city has decided to 
relocate the airport site.

The relocation of the airport is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Daegu. 
Therefore, we propose a development 
method that does not only focus on 
current Daegu, but future Daegu. 

The first idea of our proposal is to attract 
industries at both ends of the site into 
the former airport area, so that the pop-
ulation and resources scattered around 
the outskirts of city can be gathered 
at one place. Second idea is to create 
ecological wetland on an extensive area 
of the site. This wetland will connect Pal-
gong mountain and city center, drawing 
a vast green space into the city center.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일대에 위치한 대구국
제공항은 개항 당시 도심과 동떨어져 있었으나 
대구의 시가지가 확장됨에 따라 도심에 인접하
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음, 공항의 효율성 등의 
여러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
고자 대구시는 공항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공항이전은 단순히 시설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빽빽히 들어선 도심 내에 거대한 
가용지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
리는 ‘대구공항 공항이전’을 미래의 대구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보고 기존의 개발과는 다른, 대구
의 미래를 위한  개발방식을 제안하려 한다.

대상지의 양끝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유치시
켜 외곽으로 흩어져있던 사람과 자원을 대상지
로 모으되 밀도를 높여 개발면적을 최소화하였
다. 대다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생태습지를 조성
하여 도시외곽의 녹지를 도심까지 끌어주어 대
상지로 모인 사람과 자원을 도심까지 이끌어주
는 강력한 힘을 만들고자 한다.

Traffic connecting 
existing new towns to 
industrial area 
기존 신도시를 산업으
로 연결하는 교통시스
템: 기존 신도시로부터 
도심까지 이어지는 새
로운 지하철 노선

A sequential devel-
opment for both side 
cities with the wet-
land as the center
습지를 중심으로 양쪽 
도시 순차개발: 습지 - 
서측도시 - 동측도시 순
의 순차적 개발계획

Mobility Industry in 
the future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
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가로축을 따라 길게 늘
어선 자동차 조립공장
과 도심을 향하는 다양
한 용도의 혼합

Pull Palgong moun-
tain into the city 
through the wetland 
녹지를 도심으로 끌어
당기는 습지: 도시 외곽
에 위치한 녹지를 습지
를 통하여 도심까지 끌
어들임

The Wetland City

Phaseㅣ개발단계

Phase 1

Phase 2-1

Phase 2-2

Phase 3-1

Phas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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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PLAN ㅣ마스터플랜

Wetland drawing Palgong mountain into the city 
녹지를 도심으로 끌어당기는 습지

Hyoyeon Je (GPUD)
Eunbee Gil (GPUD)
Xuehua Ju (GSES)

PARTICIPANT ㅣ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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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bile Industry Showcase
자동차산업 쇼케이스

HYOYEON JE  ㅣ 제효연

The first focus area is the industrial area 
consisted of the Grand Park holding the 
memory of the runway, the automobile 
assembly factory, the IT district and the 
new residential area. As a car assembly 
plant becomes a showcase space, the 
industry itself becomes a tourism and a 
cultural element to the people. The new 
residential area, located north to the 
existing residential district, has various 
kinds of forms to accommodate diverse 
social classes and allows sharing of open 
spaces. To the north, IT business district 
is planned in a shape opened to the wet-
land, allowing the maker and the thinker 
to communicate freely. Moreover, this is 
the only high-rise area within the site.

활주로의 재생한 대공원, 자동차 조립공장,  IT
업무지구,  신주거지가 주요 도로망을 통해 만
나는 지점으로, 대상지의 대표적인 산업지역이
라고 할 수 있다. 녹지축 위에는 자동차 조립공
장이 조성되며 이는 사람들에게 쇼케이스 공간
이 되어 산업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에게 관광 및 
문화자원이 된다. 생활가로를 가운데 두고 기존 
주거지 북측으로 조성된 신 주거지는 다양한 사
회계층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주거형태
를 가지며, 그들만의 오픈스페이스를 공유하도
록 한다. 북쪽으로는 습지로 열려있는 IT 업무
지구를 조성하여 메이커와 띵커가 자유롭게 소
통하도록 하였다. 유일한 고층지역이며 앞뒤로 
펼쳐진 공원과 습지 사이에서 물리적 축을  열
어주었다 .

USAGE AND PARKING PLAN ㅣ
용도 및 주차계획

SITE PLAN ㅣ 배치도

Public Green

Private Green 

Residential Green

Ecological Green

Residential
Residential-commercial
Working
Working-commercial
Industry-R&D
Industry-R&D-commercial
Industry-manufacturing
Green space

High capacity
Low capacity
Street parking
Parking lot entrance

Total Area: 632,832m2

TFR: Residential 260%, Industry 262%, Business 530%
FAR: Residential 45%, Industry 50%, Business 70%
Street Ration: 19%

Legend  ㅣ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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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ㅣ 배치도

SECTIONㅣ단면

BIRD’S EYE VIEW ㅣ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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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 into the city
도시로 향하는 쐐기, 미래의 산업지역

EUNBEE GIL  ㅣ 길은비

The second focus area is automobile 
assembly plants created on the huge 
green axis from the airport site to the city 
center area. Vertical axis connected to 
the Geumho river with enormous masses 
reminds of the wedge hammering into 
the city. The contrast between exist-
ing urban fabric and newly developed 
industrial area shows our main concept 
of ‘Pull into the city’ clearly. The wedge 
forms the facade of the main entrance 
into the site from A-yang bridge. This 
boulevard is made up of firm street wall. 
Within the focus area, the arrangement of 
linear buildings generates various scales 
of informal, green way for workers.

두 번째 포커스 영역은 가로축으로  길게 이어진 
녹지 위에 형성된 거대한 매스의 자동차 조립공
장과 그곳으로부터  수직으로 금호강까지 내려
오는 쐐기  형태의  지역다. 양옆으로  조성된 주
거지들과 대비되는  거대한  매스의 나열은 마
치 도심을 향해  정으로 꽃힌 쐐기의 모습을 연
상케  한다. 기존  맥락과 대비되는  형태와 산업
의  시스템을 통해 도심을 향해 끌어당겨지는 설
계의 컨셉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아양
교로부터 들어오는  주진입로의 파사드를 구성
하는데, 대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단단한 스
트리트월을 조성하였으며 인접한 주거지역 역
시  도로에 면한  파사드의 태도를 이곳과 같이
하였다. 대상지 내에는 선형의 건물들의 나열로  
생긴 자연스로운 녹도가 조성되어있으며  다양
한  규모의 오픈스페이스를 산업단지 내부에  조
성하고자 하였다. 

USAGE AND PARKING PLAN ㅣ
용도 및 주차계획

SITE PLAN ㅣ 배치도

Legendㅣ범례
Public Green

Private Green 

Residential Green

Ecological Green

Working
Working-commercial
Industry-R&D
Industry-R&D-commercial
Industry-manufacturing
Commercial
Green space

High capacity
Low capacity
Street parking
Parking lot entrance

Total Area: 388,000m2

TFR: 54% (Max. 71%, Min. 43%)
FAR: 534% (Max. 1,508%, Min. 286%)
Street Ratio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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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ㅣ 배치도

SECTIONㅣ단면

BIRD’S EYE VIEW ㅣ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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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land-Front
도시의 중심이자 끝, 습지프론트

XUEHUA JU  ㅣ 구설화

The last focus area is the wetland, which 
is the center of city as well as the edge of 
city. Cultural facilities near the wetland 
are not just for mobility show room, 
but also places for people to enjoy 
recreational activities. The courtyards 
in the residential area and the wetlands 
provide a variety of activities. Moreover 
greenways connect the courtyards with 
wetlands. The original residential area 
is proposed as an Incubating center for 
the young entrepreneurs, creating lively 
atmosphere.

마지막 포커스 영역은 대상지의 중심이자 양쪽 
산업도시의 경계인 습지이다. 습지는 산업지역
과 생태지역의  균형을 맞추고 높은 밀도를 점차 
풀어주어 사람들을 습지로 혹은 도시로 이끈다. 
습지를 향해 걷다보면 독특한 형태의  문화시설
과 넓은 녹지 그리고 이전의 대구에서는 경험하
지 못했던 생태습지를 차례로 만날 수 있다.  문
화시설은 자동차 쇼룸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다. 문화
시설 동쪽에 위치한 주거지에는 각각 작은 중정
을 조성하여 주변에  펼쳐진 거대한 오픈스페이
스와 대비되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규모의 
차이를 통해 각 공간이 유발하는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고, 이는 녹도를 통해 연결된다. 
기존 주거지의 경우, 활용 가능한 필지를 선별하
여 문화시설의 형태를 주거지까지 끌어내렸다. 
이  공간은 청년창업가를  위한 인큐베이팅센터
이며  활력이  필요한 기존 주거지와 저렴한 창
업공간을  찾는  청년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
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USAGE AND PARKING PLAN ㅣ
용도 및 주차계획

SITE PLAN ㅣ 배치도

Legend  ㅣ범례
Public Green

Private Green

Residential Green

Ecological Green

Residential
Residential-commercial
Working
Working-commercial
Culture
Culture-commercial
Green space

High capacity
Low capacity
Street parking
Parking lot entrance

Total Area: 295,018m2

TFR: Residential 60%, Culture 12%
FAR: Residential 335%, Culture 44%
Street Ratio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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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ㅣ 배치도

SECTIONㅣ단면

BIRD’S EYE VIEW ㅣ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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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LORS
FOR DAEGU 

URBAN LAYER ㅣ도시구성요소

Land Use ㅣ토지이용

Residential
Residential+Commercial
Office+Commercial
Commerical
Public Office
Private Industry
Public Industry
Office Sports Park

Culture
School
Power Plant
Open Space

Predevelopment Area

Mountain
Natural Green
Waterfront Green
Greenway
Waterfront

Existing Urban Structure
Planned Urban Structure

Expressway
Arterial Road

Collector Road
Local Road

Open Spaceㅣ오픈스페이스

Urban Structure ㅣ도시구조

Road Systemㅣ도로위계

이 설계는 대구국제공항 및 K2공군기지의 이전
이 예정된 대구광역시 동구 일대에 관한 설계이
다. 이 일대는 개발이 제한되어있어 북측의 팔
공산을 비롯하여 기존 대구 도심의 문맥과도 단
절되어 있다. 따라서 공항과 군기지의 이전으로 
개발제한이 풀리는 지역을 활용하여 팔공산에
서부터 기존 대구 도심을 연결하는 매력적인 도
시를 만들고자 한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네 가지의 특화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관광, 업무, 상업, 산업으로 특화
된 네 개의 소도시는 환상도로로 이어져 커다란 
링을 형성한다. 이 링은 공항부지의 경계부분에
서 활성화된다. 

The project area is Dong-gu in Daegu, 
where Daegu International Airport and 
the K2 Air Base are scheduled to be 
relocated. Because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due to its usage as an airport, 
the site is disconnected from the sur-
rounding contexts, including Daegu city 
center to the East and Palgong Mountain 
to the North. Therefore, we propose an 
attractive city that connects existing 
Daegu city with Palgong Mountain by 
utilizing the area where development 
restriction is released.  

We suggest four specialized clusters to 
create a city that attracts people. Four 
towns, specialized in tourism, business, 
commerce and industry, are connected 
through circular road, forming a big ring. 
The ring becomes active at the bound-
ary of the airport site.

Open space going through Palgong 
mountain and Geumho river
팔공산 및 금호강을 관통하는 오픈스페이스

Road hierarchy centering circular road
순환도로를 활용한 도시의 도로위계 

Flexible land use with 4 characteristics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토지이용

Urban structure in relation to the 
existing urban context
구도심의 문맥과 이어지는 도시구조

4개의 특화 클러스터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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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eong Kim (GPUD)
Feng Xuan (GPUD)

Hyein Kwon (GPUD)
Kyul Lee (GPUD)

PARTICIPANT ㅣ참여자

MASTER PLAN ㅣ마스터플랜

The four specialised clusters have the charac-
teristics of tourism, business, commerce and 
industry. 
To the North will be a luxury resort surround-
ed by Palgong mountain located. The west 
will be formed as a business zone utilizing the 
natural landscape of the Kumho River and 
the existing urban context. The south will be a 
commercial area that preserves existing resi-
dential area. Lastly, to the East, new industrial 
district will be formed. 
The airport site will be used as an open space 
connecting the nature and the city. Open 
Space, which connects Geumho River to Pal-
gong Mountain, will regenerate existing city 
areas and create attractive new towns.

0 0.2 0.4 0.6 1km
네 가지 특화 클러스터는 관광, 업무, 상업, 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항부지를 기준으로 북쪽은 팔공산의 산맥으로 
둘러싸인 고급휴양지구를 배치한다. 서쪽으로는 
금호강의 자연경관과 도심문맥을 이은 업무지구, 
남쪽으로는 주거지역을 보존한 복합상업지역, 동
쪽으로는 농경지 및 낙후된 구산업지역을 활용한 
신산업지구로 형성한다. 
공항부지를 자연과 도심을 이어주는 오픈스페이스
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도시구조를 정비
하면서 중앙의 오픈스페이스와 유기적인 연결을 
유도한다. 금호강과 팔공산을 잇는 오픈스페이스
는 기존도심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매력적인 신도
시를 형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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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COMPOSITIONㅣ단위구성 PHASING  DEVELOPMENT ㅣ단계적 개발
Phase 1.
Industry-related 
conference centers run 
by private and public in-
stitutions are important 
elements of the region.

Phase 3.
By placing office 
buildings on the main 
street, Industry area can 
interact in the city center 
as well as the existing 
aversion facilities.

Phase 2.
The composition of the 
industy blocks makes 
current manufacturing 
industry and future 
manufacturing indus-
try. It has flexibility of 
situation.

Industrial Cluster
산업지역 클러스터

DAESEONG KIMㅣ 김대성

This design proposal is one of the 
possible outcome of the final stage of 
development. It is an industrial cluster of 
hybrid type blocks that can be devel-
oped 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support and private com-
panies at the development stage. It is a 
composition of block that is optimized 
for the existing industrial area with 70% 
of FAR.

The combination of the blocks shows 
various results depending on the com-
bination of the minimum unit. These 
blocks depends on the change of the 
function.

본 설계안은 최종적 단계도 완성형단계도  아닌 
발전방향의 한 제시안이다. 개발단계에서 정부
의 지원과 민간기업의 조합으로 발전가능한 복
합형 블럭의 산업클러스터 도시로 기존 산업지
역의 건폐율 제한인 70%미만으로 최적화 되어
있는 복합블럭의 조합이다. 

블럭의 조합은 산업지역이 형성될 수 있는 최소
단위 유닛이 설정된 결과값에 따라 다양한 결과
로 나타나고 이러한 블럭조합의 선택은 임의적
인 것이 아닌 기능에 따라 변화한다.

LAND USEㅣ토지이용 SITE PLAN ㅣ 배치도

Various 
combinations of 
basic units

Conference Center

Solar Energy System
Public Industry
Public Support
Ofiice & Exhibition
Private Industry
General Comercial
Mixed Comercial

Residence

Total Area: 1,295,000m2

TFR: 47%
FAR: 330%

Road Ratio: 27%

0 100 200 400m

B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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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S EYE VIEW ㅣ 조감도

SECTIONㅣ단면

PERSPECTIVE VIEWㅣ투시도 URBAN SYSTEMㅣ도시구성
Expressway
Major Arterial
Minor Arterial
Collector Road
Local Road
office line
Over 70%

Over 60m

60~70%

50~60m

50~60%

40~50m

40~50%

35~40m

Under 40%

20~35m
Under 20m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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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 & Heal
휴양시설클러스터

FENG XUANㅣ 봉헌

This design firstly takes into consid-
eration the location of the site,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social impact of the airport relocation. 
According to the population survey, 
the aging speed of Daegu is very rapid 
and as a consequence, its attractivity 
to the younger generation is gradually 
decreasing. Therefore, how to revitalize 
the whole city with the development of 
600ha of the land is our biggest concern.

My focus area is a city of recuperation. 
This design seeks to harmonize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mountain 
in the north with the site, adopting the 
strategy of low density development. 
Various urban functions, such as leisure, 
sightseeing, health and entertainment 
will be implemented in the site to creat 
a new city with  natural landscape and 
recuperation functions.
본 설계 스튜디오 대상지는 물리적 특성 이외에
도 공항 이전이 주변지역 주민과 대구 시민들에
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대구시의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계층에게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
능들 또한 저하되고 있다. 때문에 600ha에 달하
는 부지의 개발을 통해 대구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이 본 설계의 주된 목표이다. 

포커스 영역 ‘Heal&Hill’은 ‘휴양도시’를 꿈꾸며 
대상지 북쪽의 팔공산이라는 아름다운 자연경
관과 어울리는 저밀도 개발전략을 제안한다. 해
당일대는 고급형 휴양 리조트로 휴양, 휴가, 관
광, 건강, 오락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자연과 조화된 치료형 도시공간으로 다시 태어
나게 된다. 

USAGE AND PARKING PLAN ㅣ
용도 및 주차계획

SITE PLAN ㅣ 배치도

Mountain

Green 

Landscape Line

Water

Total Area: 295,000m2

TFR: Residential 60%, Tourism 35%
FAR: Residential 320%, Tourism 440%
Road Ratio: 20%

Residential
Tourist Commercial
Tourist Culture
City Green
Natural Green
Mt. Tourist Line

Main Road
Sub-main Road
Branch Road
Bicycle Road
Public Traffic Sta.
Public Parking
Bicycle Sharing Sta

0 50 100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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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ㅣ 배치도

SECTIONㅣ단면

BIRD’S EYE VIEW ㅣ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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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LAYERㅣ도시구성요소

Business Cluster
업무 클러스터

HYEIN KWONㅣ 권혜인

The site is a low-rise residential area 
located at the southwest side of Dae-
gu international airport. It is not only 
physically inferior but also does not 
fully utilize the strong water resources 
of Keumho river. Therefore, we suggest 
the relocation of Daegu city hall to the 
current airport site and development of 
waterfront area as a strategy to make the 
city more vigorous. 

The former airport building is renovated 
into Daegu city hall and business district 
with high rise buildings are placed at 
the south of the airport building. The 
area is connected to the city center area 
through mixed use street of commercial 
and businesses. Moreover, the blocks 
along the waterfront is also redeveloped 
to maximize the waterfront potential.

대상지는 대구국제공항의 남서측에 위치한 저
층 주거지역으로, 물리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금호강이라는 강력한 수자원을 충분
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 공항건물은 대구시청으로 활용하며 
공항건물의 북측으로부터 고층건물 구성된 업
무지구를 배치한다. 해당 영역은 상업과 업무용
도로 구성된 주요가로를 통해 대구 구도심과 연
계된다. 또한 수변부 블록 재개발을 통해 수변
공간이 가지는 잠재력을 최대화 한다. 

CONCEPT DIAGRAMㅣ컨셉 SITE PLAN ㅣ 배치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Above 100m
Above 45m
Above 20m

Above 15m
Below 15m

Level 5

Urban Structure ㅣ도시구조 Road System ㅣ도로위계
Existing Urban Structure
Planned Urban Structure

Residential
Residential+Commercial
Office+Commerical

Office

Commerical

School

Public Office

Open Space

0 6040 100 200m

A

C

 B

A＇

C＇

B＇

Total Area: 1,290,000m2

TFR: 60%
FAR: 330%
Road Ratio: 25%

Land Use ㅣ토지이용 Vertical Density ㅣ수직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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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VIEW ㅣ 투시도

SECTIONㅣ단면

A

CB

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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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Area
주거지역

KYUL LEEㅣ 이결

Daegu International Airport is a site with 
special conditions and separated from 
the downtown area by river and streams. 
Due to the development limitation in 
the surrounding area, the site and its 
surrounding areas are consisted of old 
houses and complex urban structures 
until now. 

During the field study, I witnessed a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surrounding area. This experience led 
to the main question of the concept of 
my work, which is ‘how to maintain the 
existing residential context but improve 
its’ quality through development?’ So I 
have selected the surrounding city area, 
Dong-chon, as a main focus area with 
partial inclusion of Daegu airport site.

Focus area is located on a flat surface 
with an elevation difference of no more 
than 10 meters. Low and mid-rise 
residential area is the main usage of the 
planned focus area. The area closer to 
the river has high horizontal densities, 
and the more it gets closer to the moun-
tain, the horizontal density will get low 
whereas the vertical density gets higher.

대상지인 대구 국제공항부지는 공항이라는 특
수한 조건과 강줄기로 차단된 공간이다. 이에 개
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상지
와 주변부는 노후한 집들과 혼잡한 도시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답사를 다니며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노후
된 주거환경을 목격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지가 
개발 후에도 기존에 있던 주거지 맥락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구 대구선이 관통하는 
지역이면서 현재 주거 밀집지역인 곳을 포함하
여 새로 개발될 대구공항 부지의 일부를 focus  
area로 잡아 설계를 시작하였다.

 이 부지는 단차가 10m도 안되는 평지로, 중저
층 주거구역을 배치하였다. 강에 가까울 수록 
수평적 밀도가 높은 기존 주거지의 특징을 살리
고, 산에 가까워질 수록  수평적 밀도는 낮아지
고 수직적 밀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하였다.

SITE PLAN ㅣ 배치도

BIRD’S EYE VIEW ㅣ조감도

Open space Old buildings New buildings

LAYER ANALYSIS AND PLANㅣ도시내부분석 및 설계  

Main street for cars
Main street for people

Open space
Water

Residential
Mixed-use

New buildings
Old buildings

0 50 100 200 300m

Total Area: 1,185,285m2

TFR: Residential 45%, Commercial 50%
FAR: Residential 250%, Commercial 380%
Road Ratio: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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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DROP
Flowing To The City

URBAN LAYERㅣ도시구성요소OVERVIEWㅣ개요

We try to make a new city that has a dis-
tinctive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existing city. At the same time, the road 
system in the form of a grid divided by 
1km distance along the existing subway 
station will increase the accessibility to 
the Dong-Daegu, which is the existing 
city.

The new water system from Palgongsan 
to Kumho River creates three big green 
open spaces. The open spaces created 
by a stream forms a colorful urban space 
by breaking the sold and monotonous 
grid forms. In addition, the Grand Park 
binds the function of the city and serves 
as a lung of the city, which helps the city 
to breathe. 

대구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대구공항을 이전함
에 따라 남겨진 거대한 부지를 기존 도시와는 
다른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이와 동시
에 기존 지하철역을 따라 1km간격으로 나누어
진 그리드 형태의 도로체계를 구성하여 기존 도
시와의 연결성을 높이고자 한다.

팔공산으로부터 금호강에 이르는 새로운 수체
계는 3개(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선형공원, 중심
의 물방울을 형상화한 대공원, 특별건축물군이 
들어서는 공원 )의 커다란 녹지공간을 만들며 
금호강으로 흘러 나간다. 이렇게 생겨나는 오픈
스페이스는 단조로운 그리드 형태를 깨어주면
서 유기적인 형태의 블럭들을 만들어내며 도시
공간을 다채롭게 만든다. 또한 중심의 대공원은 
도시의 기능을 묶어줌과 동시에 쉼의 공간으로 
도시를 숨쉬게하는 허파의 역할을 한다.  

자연요소(녹지·수계)에 의해 깨어지는 그리드 구조
Grid Structure broken by natural elements.

오픈 스페이스 면적

도로 면적

블럭 면적

총 면적

1,930,248m² (23.35%)

2,127,022m² (25.73%) 

4,208,711m² (50.92%)

8,265,981m² (100%)
오픈스페이스를 향해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하이
라이즈
High rised buildings that is arranged 
continously towards open space.

용도의 수직적 배치와 상업가로를 따라 형성되는 
생활권
Living Area formed along the vertical layout 
of the use and the commerical street.

효율적인 그리드 형태와 오픈스페이스를 따라 이
어지는 교통체계
A transportation system that flows efficient 
grid forms and open spaces.

수계를 따라 형성되며 도시공간을 묶어주는 동시
에 자연의 활력을 도심으로 퍼뜨림
Open space forms along the water system 
and binds the city space and spreads the 
vitality of nature in the  city

Less than 5th floor

8 lanes

Mountain

11~20th floor

2 lanes

Boulevard 1

6~10th floor

6 lanes

Linear park

Highrise

East Daegu KTX

Boulevard 2

4 lanes

Water

Subway line 1

Commerce Culture&Edu
R&D Industry
Office Residence

용도 ㅣ Land use

블럭구조ㅣ Block

오픈스페이스 ㅣ Open space

높이ㅣ Height

교통 ㅣ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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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PLAN ㅣ마스터플랜 

BIRD’S EYE VIEW ㅣ 조감도

Yeonhee Ji (GPUD)
Yoojung Choi (GSES)

Hyeji Jeon (GPUD) 

PARTICIPANT ㅣ참여자

1000m3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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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ade and high rise of the building 
towards the open space creates a new 
urban axis. The grid-shaped landscape 
has a structure that is open to the green-
ery in every direction, making green 
space part of daily life of inhabitants. 

The industrial area adjacent to the newly 
developed IC road is formed by the par-
allel structure of business-research-cam-
pus-industry to form industrial clusters. 
Plan complex commercial facilities that 
serve as landmarks at the center of 
diverse urban uses, which forms a neigh-
bourhood district. 

오픈스페이스를 향하는 건물군의 파사드와 하
이라이즈는  새로운 도시축을 형성한다. 그리드 
형태의 가로는 어느방향에서도 녹지로 열려있
는 구조로, 녹지공간은 찾아가는 곳이 아닌 일
상 속에 존재하게 된다. 

새로 생겨나는 IC 도로를 따라 인근에 조성되는 
산업지역은 업무-연구-캠퍼스-산업의 병렬적 구
조로 산학클러스터를 형성한다. 또한 다양한 용
도의 중심에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복합상업
시설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한다. 

URBAN LAYER ㅣ 도시구성요소DESIGN CONCEPT ㅣ 설계구상도

SECTION ㅣ 단면도

Beginning
산학연 클러스터

YEONHEE JIㅣ 지연희

Linear Park
Central Park

Apt Park
Roof Green
Private Park

Stream

Vertical parallel arrangement for 
the purpose of industry-academia 
cluster plan
용도의 수직적 병렬배치로 산학연  
클러스터 계획 

Horizontal and vertical continuous 
green flow and symbol of waterway
수평, 수직의 연속적 녹지흐름과  
물길의 상징성

8Lanes(44m)

Commerce Culture&Edu

6Lanes(32m)

R&D Industry

2Lanes(12m)

Bus Station
4Lanes(22m)

Office Residence

Bike Road

Vehicle Ent.

업무 주거시설 연구시설
Business ResidenceResearch&Developmentㅣ ㅣ ㅣ ㅣ

Street ㅣ 가로

Land Use ㅣ 용도

Open Space ㅣ 오픈스페이스

Approximately 500m Limousine Bus 
Stop Arrangement and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the subway
약 500m 간격마다 버스정류장 배치 및 
부도로에서의 진출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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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ㅣ 배치도

BIRD’S EYE VIEW ㅣ 조감도 PERSPECTIVE VIEW ㅣ 투시도

400m200m100m0

Total Area: 925,100m2

TFR: Mixed use 62%, Business 67%, Research 64%
FAR: Mixed use 648%, Business 708%, Research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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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ocus area is the center of 
morphological and functional aspects 
in the whole design, where various 
urban elements such as roads, land 
uses, and open spaces are gathered 
together. 

Just like the flow of the existing nature 
resources, Palgong Mountain and 
Guemho River, another huge natural 
elements passing through the site are 
integrated with grid structure. On the 
edge of the wide open space, high-rise 
and mixed use buildings are laid out 
along the open space so that they have 
contrasting form in comparison to the 
other districts and empower the urban 
layouts by gathering land uses.

도로, 용도, 오픈스페이스 등 여러 도시적 요소
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전체 설계에서 형태적 기
능적 측면의 중심이다. 

팔공산과 금호강의 흐름처럼 사이트를 관통하
는 거대한 자연요소가 통합된 그리드 구조와 대
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넓은 오픈스페이스의 경
계부에는 고층의 복합용도 건물들을 배치하여 
형태적으로 대비되는 모습과 더불어 기능적으
로 용도들을 집결시켜주어 힘을 실어준다. 

URBAN LAYER ㅣ 도시구성요소DESIGN CONCEPT ㅣ 설계구상도

SECTION ㅣ 단면도

Gathering

YOOJUNG CHOIㅣ 최유정

11~20F
5~10F 21~30F

Highrise

Mixed-use buildings
복합용도시설 배치

Highrise and mixed use buildings 
are laid out along the open space 
넓은 Open space의 엣지에는 
Highrise의 복합용도 건물들을 배치

8Lanes(44m)

Commercial
Living

6Lanes(32m)

R&D
Commercial&Culture

2Lanes(12m)
4Lanes(22m)

Office

Office&Commercial

Subway line 1

Commercial&Living
Open space

 The morphological and functional center

Street ㅣ 가로

Land Use ㅣ 용도

Heightㅣ 높이

Grid structure makes connection 
so that the transportation system 
can be circulated.
그리드 구조로 교통이 순환될 수 있도
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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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ㅣ 배치도

BIRD’S EYE VIEW ㅣ 조감도 PERSPECTIVE VIEW ㅣ 투시도

500m300m100m0

Total Area: 1,155,927m2

TFR: Residential 65%, Culture and 
Commercial 39%, Business 49%
FAR: Residential 451%, Culture and 
Commercial 711%, Business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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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reading

8 Lanes

Commertial Stream

High-ries building (more than 20F)

2 Lanes

Culture and Tourism
Open Space (Public green area)

6 Lanes

Reserch & Development

Low-rise buliding (1-5F)
4 Lanes

Offices

Mid-rise building (6-10F)

URBAN LAYER | 도시구성요소DESIGN CONCEPT | 설계구상도

SECTION PLAN | 단면도

복합문화공간

HYEJI JEONㅣ 전혜지

Transportation System | 교통

Zoning | 용도

Building Height | 건물높이

Water Axis | 수계

대구 동구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Green axis와 
Blue Axis’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금호강으로부
터 시작되는 녹지 및 물길이 열리는 공간이다. 

북쪽으로 흐르는 녹도와 남쪽으로 이어지는 물
길 사이로 비정형 의 특수한  건물들이 넓은 오
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위치하게 된다. 팔공산
으로부터 금호강까지 블록을 가로지르는 넓은 
오픈스페이스의  유려한 흐름은 기능상으로도 
도시구조상으로도 도시의 균형을 잡아준다. 

This is the place where people entering 
Dong-gu, Daegu begin to recognize 
‘Green axis and Blue Axis’. Moreover, 
here is the starting point of open green 
spaces and waterways from Guemho 
River. 

Special buildings with amorphous forms 
are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open 
space between the northern stream and 
the southern stream. The flow from Pal-
gong Mountain to the Guemho River to 
a large space across the block balances 
city both functionally and struc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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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 100 200m

SITE PLAN | 배치도

BIRD’S EYE VIEW | 조감도 PERSPECTIVE VIEW | 배치도

Total Area: 1,264,189m2

TFR: Research 45%, Business 60%, Mixed use 57%
FAR: Research 705%, Business 812%, Mixed use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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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gong Mt.

G
uem

ho

 

river

30m

Figure & Ground ㅣ 도시 조직

KNIT UP
DAEGU
이음; 자연, 지역 그리고 사람을 잇다.

     Green & Open Space ㅣ 녹지 및 열린공간
Private greenVertical green axis

10m

16 ~ 20

Focus Figure

Horizontal green axis

20m

11 ~ 15
1~5

Figure

Public green
Connectivity axis

26m

6 ~ 10
G

Ground

Plaza
Green building

Density ㅣ 밀도

Road system ㅣ 교통 체계

60m
50m

32m
40m

Culture Etc
Education

Residence
Hotel

Industy
Commerce
Business

Land use ㅣ 용도

Palgong Mt.

G
uem

ho river

Step1. Existing Green

Palgong Mt.

G
uem

ho
river

    Step2. Vertical Green Axis

Palgong Mt.

G
uem

ho
river

Palgong Mt.

G
uem

ho
river Palgong Mt.

G
uem

ho river

Sport

Culture
Indu-
stry

Step3. Horizontal Green Axis Step4. 200m Radiant Green Step5. Program Step6. Connection

Due to the military and airport usage of 
the site, it is disconnected from Pal-
gong Mountain, Bangcheon River and 
surrounding area. Moreover, the nearby 
inhabitants suffered from the noise for 
a long time. The goal of the plan for this 
site is to return the area to the inhabi-
tants as a place of rest and leisure place.

To overcome the lack of connectivity 
between the nature environments, Pal-
gon Mountain and Bangcheon River, we 
planned to create three vertical greenery 
axes from Palgong mountain to Bangc-
heon River. This will provide a new space 
and life style for the nearby residents 
who are exhausted by the noise. Each 
of this green axis will act individually as 
sports, culture and industry.

대상지는 군대와 공항으로 인해 주변 팔공산, 
기존 도시지역, 그리고 방천천이 단절되어 있
으며 시민들은 이 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오랜시간 고통을 받고있다. 계획의 목표는 대
상지를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의 장소로 돌려
주는 것이다.

팔공산과 방천천이라는 두 자연환경 사이 부
족했던 연결성을 팔공산으로부터 받아온 세
개의 세로 녹지축을 통하여 방천천과 이어주
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각각 스포츠, 문
화, 그리고 산업의 축으로서 공항의 소음으로 
지쳐있었던 인근 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공
간을 제공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세 개의 녹
지축은 동대구역과 대구 중심지와의 접근성
도 높여주어 도시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Type1. House

CONCEPTㅣ컨셉

2f~up

Type4. Industry Type5. Commercial 

Type3. Culture Type2. Buisness

URBAN LAYERㅣ 도시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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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2 0.5 1km N

MASTER PLANㅣ마스터플랜

Yelin Lee (GSES)
Jooahn Kwon (GPUD)

Jaeun Choi (GPUD) 

PARTICIPANT ㅣ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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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USE ㅣ 용도다양성

The advantage of the industrial complex 
is that it provides a high quality of life 
by providing various activities and rest 
especially for the workers. 

In addition, all of the fertilizer used in 
this area are from the food disposal 
facilities and energy are made when the 
food waste fertilizes.  This is a circulating 
system and this system will also purify 
the contaminated site. 

This unique landscape where indus-
try, nature and relaxation coexist will 
attracts people from various places and 
this will become a center of Korea’s 
industrial complex.

산업단지는 사이트의 중심가로인 상업 가로의 
동쪽 끝에 위치해있다. 산업단지의 가장 큰 장
점은 산업의 기능 을 넘어서 휴식과 경험을 추
가해 노동자 들에게  다양한 엑티비티를 제공해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곳에서 사용되는 비료는 모두 음식물 
처리 장에서 만들어지는 퇴비를 사용 하고, 에
너지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비료로 만들며 발생
되는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여 오염되어 있었던 
부지를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들은 이곳
에서 나온 퇴비와 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음식을 
먹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시 공
장으로 가는 순환형 시스템이다. 

산업과 자연, 휴식이 공존하고있는 이 독특한 
풍경이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을 이 곳으로 끌어
들이는 요소가 될 것이고, 여가의 공간으로서의 
산업단지가 될 것이며, 한국의 산업단지의 중심
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PERSPECTIVE VIEW ㅣ 투시도

DISPOSAL FACILITIES

POWER PLANT

Sew up the Nature
이음; 자연과자연

YELIN LEE ㅣ이예린

GREENHOUSEㅣ온실

EXCRETA DISPOSAL 
FACILITIES

TRUCK LOADING 
ZONE WATERFRONT SQUARE

GREEN SQUARE

RESEARCHWORKER APT

050125 250

CULTURE

GREEN

COMMERCIALHOTEL

메인 출입구는 산업단지의 느낌보다는 휴식과 여
가의 공간의 인식을 주어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장소로 보이도록 조성하였다.

The main entrance designed to feel comfort-
able place for leisure and rest rather than 
industrial complex.

INDUSTRY COMPLEX SECTION VIEW ㅣ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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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COMPLEX SYSTEM ㅣ시스템

COMPOSTING

URBAN 
FARMING

FOOD WASTE

MAIN ENTRANCE

CAR ENTRANCE

MAIN ENTRANCE

0 10 20 40

EXCRETA DISPOSAL 
FACILITIES

TRUCK LOADING 
ZONE

CONSUMER

The vertical green axis on industry complex 
floor plate consists variaty of materials such 
as wood, stone, and grass for give various 
experiences. Also, there is a commercial 
greenhouse with compost from the factory, 
and visitors can taste the food with fresh 
ingredients grown in this complex.
There are energy resource centers, research 
institutes, and various facilities on the other 
side of the main entrance.

산업단지 녹지축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바
닥 재료를 나무, 돌, 잔디로 구성하였다. 또한 공장
에서 나오는 퇴비를 이용한 상업용 온실이 위치하
여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 곳에서 직접 키운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메인 출입구 반대쪽으로는 에너지자원소, 연구소, 
처리시설, 발전소가 위치해있으며, 트럭 엑세스를 
위해 최적화 되어있다.

INDUSTRY COMPLEX BIRDS EYE VIEW ㅣ 조감도

Total Area: 823,125m2

FAR: 300%(DISPOSAL FACILITIES)
GREEN RATIO : 32%

ROAD RATIO: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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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main street of the site, 
connecting Isai Polis in the north with 
the Inner City and Medical Industrial 
Complex in the southeast. It is also 
expected to be an active place because 
it is connected to the highway access. 
This main road connects different 
districts in the site and serves as the 
central space. Pedestrian road including 
green area 30m out of the whole 
width of the site, 60m. It cooperates 
with low-floor commercial facility and 
activates street. We want to solve the 
high temperature phenomenon of 
Daegu city through three rows of trees 
in a row and greenery in the middle of 
a walkway. 

Commercial streets are built along the main 
road, and high-rise buildings are used in various 
ways such as hotels, culture, work, and housing. 

The site is connected to major cities such 
as Andong, Pohang, and Ulsan through the 
expressway, which is the main commercial 
street, and connects to the nearby centers in 
Daegu. In other words, connecting the region 
with the region is the core of this area.

Sew up the commerce
이음; 지역과 상업 

CONCEPT ㅣ 기본방향

SECTION ㅣ 단면도

SITE PLAN ㅣ 상업가로 세부계획

JOOAHN KWON ㅣ권주안

사이트는 메인 상업가로를 축으로 고속도로를 통
해 안동, 포항, 울산 등의 대도시와 연결되며, 대구
안에서도 인근의 중심지들과 연결된다. 즉, 지역과 
지역을 잇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이다. 

The focus area is mixed in purpose as a whole, 
and various activities of various people are 
expected. - 메인도로를 따라 상업가로가 조성되고, 

고층건물은 호텔, 문화, 업무, 주거 등 다양하게 활
용된다.  포커스영역은 전체적으로 용도가 혼합되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

이 계획은 대상지의 메인 가로로서 북쪽의 이
시아폴리스와 남동쪽의 혁신도시, 의료산업단
지를 연결한다.  고속도로 진입로와도 연결되
어 있어 활발한 이용이 예상되는 곳이다. 지역
과 지역을 이음으로서 대상지에서도 중심이 되
는 상업 가로축이다. 폭 60m 중 녹지를 포함한 
보행자 도로가  30m로 저층부 상업시설과 어
우러져 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로수의 3
열식재와 보행로 중간의 녹도를 통해 대구시의 
고온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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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rea: 800,990m2

TFR: 548 %
FAR:  57%

Road Ratio: 30%

The main streets create a sense of liveliness in 
the streets through the height of the building 
and the loggia and the balcony. Inside open 
space, you can see Palgongsan, and it is 
featured that building group of low floor is 
arranged.

메인거리는 건물의 높낮이와 로지아, 발코니를 통
해 거리에 생동감을 만든다. 내부 오픈스페이스에
서는 팔공산을 바라볼 수 있고,  저층부의 건물군
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0 30 60 240120

This focus area is the place where three verti-
cal green axis and horizontal green axis meet, 
and plays a role of connecting the various 
areas through the 60m highway. The high-rise 
buildings on the main street form a symbolic 
image that empowers the role of this street. 
In contrast, the interior of the block is spa-
cious and open-space and low-rise buildings 
provide comfort.

PERSPECTIVE VIEW ㅣ 투시도

BIRD’S-EYE VIEW ㅣ 조감도

이 포커스 영역은 세개의 세로녹지축과 가로녹지
축이 만나는 곳이며, 60m의 대로를 통해 여러 지
역을 연결하는 중추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로변의 
고층건물들은 이 가로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며 상
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블럭 
내부는 넓은 오픈스페이스와 저층건물군으로 안락
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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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ㅣ 단면도

This area is a new cultural cluster of the 
whole site. The biggest advantage of this 
area is that it is adjacent to the existing 
residential area and the new cultural 
zone station will be opened in connec-
tion to Dongchon leisure park station. 
The cultural complex, which is located 
at an angle to the axis of the new city, 
is designed to give a different feeling to 
those who use the site. 

The site is linked to the largest cultural 
green axis among the three themed 
green axis from Palgong Mountain peak, 
and the greenery axis will gradually ex-
tend to the existing residential area. The 
cluster promote local revitalization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e citizens 
with cultural facilities and utilization 
rates.

Sew-up Green & Culture
이음; 사람과 문화

JAEUN CHOIㅣ 최자은

URBAN LAYER ㅣ 도시구성요소

Street network ㅣ 거리 네트워크

Green & Open spaceㅣ 녹지와 열린공간

Bicycle network ㅣ 자전거 네트워크

Land useㅣ 용도

Walking Cultural Complex

Each cultural cluster has private open space.

Bicycle rental system linked with station

Arrange function making cluster

Parking

Vertical axis

Main bicycle

Library

Gallery Commerce

Existing

Green connection

Connected bicycle

Theater

Built area

Horizontal axis

Sub bicycle

Parking lot

Gallery (small) Support Culture

Subway

Connectivity axis

Rental point

Hotel

Pedestrian

Private open spaceOpen spaceMuseum Convention

Outdoor F Concert hall

P

이곳에 위치할 문화 클러스터는 기존 주거지역
과 맞닿아 있고,  동촌유원지역에서 이어지는 새
로운 문화단지역이 들어설 예정이므로 접근이 
용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새로이  들어설 
도시의  축에서  기울어진  축으로  위치한  문화 
단지는  대상지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남서쪽의 금
호강과 북동쪽의 팔공산은 대상지에 큰 가능성
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상지는  팔공산 봉우리에서  이어지는  세개
의  테마  녹지축  중가장  큰  문화  녹지축과  이
어져있고  이  녹지축은  점진적으로  기존  주거
지역까지  뻗어나갈 계획이다. 이곳에서 문화
는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콘서
트홀, 박물관 등을 계획하여 문화시설이 비교적 
부족하고 이용률이 낮은 동구 시민들에게 경험
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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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 OUTSIDE OPEN SPACE ㅣ 내,외부 오픈스페이스

BIRD’S EYE VIEW ㅣ 조감도 INNER COURT ROOF ㅣ 내부 지붕

The interior of the private open space has a roof so that outdoor activities are 
possible regardless of the weather. 

Each cluster is divided into two types, one with or without a roof, and the other 
with a roof.

The space below the roof consists of decks and lawns, and 
each building group is connected to 4m road which is used 
for emergency.

Total Area: 943,406m2

TFR: 41%
FAR: 201% (Convention Cluster)

Road Ratio: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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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LIVING LAB CITY

Although the Daegu International Air-
port is located in a good geographical 
position to provide convenient traffic to 
the citizens, it causes continuous prob-
lems of noise pollution and cut continu-
ity of city. Therefore, we made a phased 
long-term plan regarding the relocation 
of the Daegu Airport. Due to the focus 
on development of industrial bases and 
new cities in Daegu, it is unnecessary 
to relocate it right now. We therefore 
formulated a long-term plan whilst 
responding to the public’s opinion on 
the relocation problem. First, we should 
maintain the interiors of existing urban 
areas around the airport to improve the 
overall urban environmental quality and 
expand the green space that the city 
lacks. Through the existing urban area, 
we will transform the city into a new city 
paradigm in the fourth industrial age. In 
the planning, the relevant Eco facilities 
are set along the main axis, which build 
Daegu City into a Living Lab.

대구 국제공항은 도심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
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지만 도시
공간의 단절 및 주변지역 소음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전시기를 조정하고 현재 대구시 내 
신도시, 택지개발, 신규 산업단지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개발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여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을 
계획하였다. 공항 주변 기존 시가지(지저동, 불
로동, 방촌동 등)의 내부를 우선 정비하여 도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존시가지부터 
향후 신도시까지 전체적인 도시 기능을 향상시
키고 대구시 내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였다.  
기존 시가지를 통해 4차산업시대에 새로운 도
시패러다임을 맞이하는 곳으로서 탈바꿈하고자 
한다. 주요 교통축을 따라 컨벤션산업, 스타트업
산업, 연구개발산업, 복합업무클러스터 등 주요 
시설이 배치되고 친환경 산업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형성되어 도시 전체에서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실험해보는 리빙랩을  
조성하고자 한다.  기존시가지와 새로 형성된  
공간의 리빙랩을 통해 상호작용이 일어남으로
써 주민과 산업체 간 커뮤니티 형성되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계획하였다.

지속가능한 자립형 도시

DESIGN PROCESSㅣ디자인 프로세스

URBAN LAYERㅣ도시구성요소

녹지확장, 도시경계 재설정
Expense green, reset edge

블럭 합필 및 분필
Combine,divide blocks

도시구조 설정
 Design structure

블록별 개발방향 설정
Set develop-direction  

공항이전의 필요성 제고 
Reconsider about relocation

신규개발 필요성 제고 
Reconsider about new development

부족한 녹지 면적 
Lack of green space

WHO stardard(person)

Waterfront greenNatural green
Urban green
Natural wetland

Waterfront

Green & Water ㅣ 녹지 및 수공간
Expanse green and maintain waterfront

Tram lineMajor arterial
Minor arterial
Collector road

Subway

Street ㅣ도로위계
Improve Accessibility, make internal circuit

ConventionCommerce
Residence
Multi-industry

R&D
Start-up valley

Land Use ㅣ용도
Develop along main axis

Construction building
Existing building

Figure & ground ㅣ도시조직
Remain and construct buildings

2,475,231

349,379
193,637

Daegu Dong-
gu

New 
dev.

50m
100m
150m
200m
250m

DaeguBusanBerlinSeoul

25㎡

20㎡

15㎡

10㎡

5㎡

27.9

8
5.7 4.9

40.4%12.5%

27.2%
Relocate only K2

Not Sure

Relocate Both
Don’t Relocate Both

ISSUEㅣ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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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PLAN ㅣ마스터플랜

Sanghyun Kang (GSES)
Heejin So (GPUD)

Suwon Park (GPUD)

PARTICIPANT ㅣ참여자

Long-term planning by improving quality of 
life through increasing green areas and step-
by-step development using existing cities 
with a growth potential
녹지 증가로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기존 도심 내  
도시 영향력 확산가능지역을 이용하여 장기적인 
단계적개발계획 수립

0 0.2 0.5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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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20m

SECTION ㅣ 단면도

A A＇
업무 + 회의 + 상업공간 업무+ 상업 + 숙박공간 업무 + 상업 + 회의공간공용공간30m 도로, 브릿지 연결 

Business + Meeting + Commerce Business + Commerce Business + Commerce Common30m road, Bridgeㅣ ㅣ ㅣ ㅣ ㅣ ㅣ

SANGHYUN KANGㅣ 강상현

Green Gate
친환경 컨벤션센터

URBAN LAYER ㅣ 도시구성요소

60m Connector greenUnder 10m
30m Street green
20m PedestrianUnderground P. Wetland

Ground parking

FAR(%) ㅣ 용적률 Land Use ㅣ 용도

Green ㅣ 녹지 Street ㅣ 가로

Arrange high rise building at enterance Arrange multi -facilities around airport

Expansion of green space by linking  riversSet 30m road between high-rise buildings
Natural green
Urban green

300-400%Under 100% Residence Convention
Commerce Green100-200% 400-500%

Currently, Daegu International Airport 
is located at the entrance of Daegu city 
center and has high traffic density. There 
is a low-rise residential area around the 
airport, but it is neglected due to lack of 
management. Therefore, the geograph-
ical advantage of the site was used to 
guide the axis of sight to the high-rise 
buildings of the convention center cen-
tering on the airport buildings and to 
emphasize the mouth composition of 
the airport downtown. Also, most of the 
greenery was surrounded by roads and 
banks, which made maintenance diffi-
cult due to lack of accessibility. Hence we 
would provide people with the opportu-
nity to experience natural wetlands in the 
city center by expanding the greenery.

현재 대구공항이 위치하고 있고 대구 도심으로 
들어오는 입구부이며 교통의 밀집도가 높은 곳
이다. 노후저층주거지와 방촌천이 있지만 관리
부족으로 인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대상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공항 
건물을 중심으로 컨벤션센터 고층 건물 들로  
시각의 축을 유도하고 공항 도심의 입구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기존의 제방의 아래부분
에 녹지를 확장시켜 사람들에게 도심에서 자연
습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넓은 도로의 주변 공간들을 활용하여 대구
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저수지의 확장과 일부 공간을 마운딩
하여 다이나믹한 공간을 연출하였다. 그리고  
기존 공항을 활용하여 쇼핑센터 및 호텔 숙박 
시설을 확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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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ㅣ 배치도

0 50 100 200m

DESIGN CONCEPT ㅣ 설계구상도 BIRD’S-EYE VIEW ㅣ 조감도 PERSPECTIVE VIEW ㅣ 투시도

Total Area: 1,136,949m2

TFR: 75%
FAR: 352%
Road Ratio: 32%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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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ㅣ ㅣ ㅣ

OPEN LOBBY TERRACE

0 5 10 20m

Because the site is located in between 
stations, it has high accessibility. It has 
abundant natural environmental factors 
but inactively used due to lack of 
management. The old housing complex 
is densely populated, vacant houses 
are left untouched. Therefore, the axis 
of the city was set up to reestablish 
the irregular structure in the existing 
urban organization an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by the waterside. 
By constructing the bridge, site can 
improve its connectivity and the quality 
of the urban environment. Through this 
internal development, it can induce 
inflow of start-ups, thereby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reconstructing it 
as a test bed.

URBAN LAYER ㅣ 도시구성요소

60m SubwayUnder 10m
30m
20m Underground P.

Ground parking

FAR(%) ㅣ 용적률 Land Use ㅣ 용도

Figure & Ground ㅣ 도시조직 Street ㅣ 가로

230% average of FAR Arrange function along the axis

Different form of buildings along axisMain traffic node is located

Dongchon

Hae-an

스타트업 캠퍼스

HEEJIN SOㅣ 소희진

B＇
스타트업 관련 시설 + 상업시설 업무 + 상업공간

Green roof
Terrace

Open lobby

기존 주거공간
Residence Start-up Support + Commerce Business + Commerce60m Wide Street

60m 가로
B

SECTION ㅣ 단면도

Existing building
New building

300-400%Under 100% Residence Venture
Commerce Investigation100-200% 400-500%

200-300%

대상지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의 동촌역과 해안
역 사이에 위치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접근성
이 좋고 잠재력이 높은 공간이다.  북동쪽에  
방촌천과 남서쪽에 금호강이 위치하고 있어 자
연환경요소가 풍부하지만 관리부족으로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 되어 있고 빈집이 방치되어 있으며 정형화
되지 못한 도시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기존의 도시 조직 내부의 비정형화된 구조를 재
설정하고 수변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의 축을 설정하였다. 다리를 건설함으로써 
대구 도심과 연결성을 높이고 방촌천의 수변을 
정비하여 도심 내 수변을 통해 도시환경의 질을 
높였다.  대상지 내부 개선을 통해 스타트업, 창
업학교 등의 유입을 유도하고 청년들, 창업가 등
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
규 산업의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Green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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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 100 200m

Total Area: 522,382m2

TFR: 51%
FAR: 350%
Road Ratio: 25%

DESIGN CONCEPT ㅣ 설계구상도 BIRD'S-EYE VIEW ㅣ 조감도 PERSPECTIVE VIEW ㅣ 투시도

SITE PLAN ㅣ 배치도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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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ㅣ ㅣ ㅣㅣ
0 5 10 20m

URBAN LAYER ㅣ 도시구성요소

자연 속 친환경 산업신도시

SUWON PARKㅣ 박수원

C＇

업무 + 상업 + 전시공간30m도로 일방통행선형녹지

Green roof

Event house Open lobbyOpen lobby Green path Green path

업무+ 상업공간 30m 도로 일방통행
Office + Commerce Oneway traffic(30m) Office + Exhibition + RetailOneway traffic(30m)Linear park

C

SECTION ㅣ 단면도

FAR(%) ㅣ 용적률 Land Use ㅣ 용도

Building Height ㅣ건축물높이 Road ㅣ 도로

Increase the density of block along main road Set G.F of main street as Commercial function

Arrange High-rise buildings along main roadSet Underground parkinglot along main road

600-900%0-300% Industry Commerce

3-10 Floor 30 Floor
20 Floor Over 40 Floor

300-600% Over 900%

Main Locality
Sub main
Sub

Underground P.

The vision of a new city built on the ba-
sis of the existing city also affects the 
development of the new city. The main 
use of the site would as the eco-friendly 
industrial research facility, which would 
be built in preparation for the growth of 
start-up companies located along the 
four-way axis. In the design, the space 
between the airport border and the air-
plane runway is created as a linear park 
to connect the daily life of people in the 
new and old cities. Commercial facilities 
can be installed on the lower floors of 
both sides of the park to increase the uti-
lization rate.  In the linear park, daily lei-
sure space was created and the site was 
designed as an experience area for busi-
ness so that people could participate.

기존도시를 기반으로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의 
비전은 기존도시의 맥락이 신도시 개발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상지의 주요한 용도는  
친환경산업 연구시설이고 이는 기존도시조직을 
정비하며 조성한 4갈래의 축을 따라 입지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래에 큰 기업으로 성장하
는 것을 대비하여 건설한 것이다. 설계에서는   
공항경계선과 비행기활주로 사이의 공간을  
선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신 · 구도시의 사람들
의 일상을 이어주고자 하였다. 선형 공원의 양쪽  
건축물의 저층부에는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고 그 위로는 테라스공간
을 이용하여 건물속에서도 공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선형 공원에는 일상의 
오락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친환경사업의  
체험지역으로 설계하여 사람들이 일상속에서 
친환경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Green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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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rea: 730,985m2

TFR: 68%
FAR: 734%
Road Ratio: 36%

DESIGN CONCEPT ㅣ 설계구상도 BIRD'S-EYE VIEW ㅣ 조감도 PERSPECTIVE VIEW ㅣ 투시도

SITE PLAN ㅣ 배치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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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BED

대구를 이끌어갈 씨앗

URBAN LAYER ㅣ 도시구성요소

CONCEPT ㅣ 설계 구상
• 1st Phase 
• Test bed 
• Using Airport 
• Small actors

6-Lanes Public4-Lanes Private

Street

 Traffic ㅣ 교통체계
Connecting Regional Road System

 Open Spaceㅣ 오픈스페이스
Spreading Open Space

Commercial HighR&D Low

Residential Entrance

Office

LAB

 Land Use ㅣ 용도
Mix-used Function

 Parking Capacityㅣ 주차용량
Barrier Free Parking System

500%~ 20~300~500% 12~20

200~300% 5~12~200%

 FAR ㅣ 용적률
Serial Order FAR

 Building Heightㅣ 건물 높이
Serial Order Building Structure and Height

Culture

~5

Intersection

Rooting

Seeding

Spreading

• 첫 번째 개발 
• 시범복합지역 
• 공항 활용 
• 작은 주체들

Growing

• 2nd Phase 
• CBD 
• Stablizing 
• Various actors

• 두 번째 개발 
• 중심업무지역 
• 안정화 단계 
• 다양한 주체들

• 3rd Phase 
• Industry camp 
• Expanding 
• Huge actors

• 세 번째 개발 
• 산업 캠퍼스 
• 확장 단계 
• 큰 주체들

• Final Phase 
• Affecting to 
cities 
• Ability to 
adapt future 

• 마지막 단계 
• 다른 도시로 영
향력을 퍼뜨림 
•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대구시는 우리나라의 5대 광역시이자 70~80년
대 수출 산업의 주역이었지만 산업구조의 재편, 
인구감소 그리고 고령화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구시가 가지고있는 
인프라, 대학교, 자연환경과 같은 잠재력을 볼수 
있었고 이를 대구국제공항 이전 부지를 이용해
서 살리고자 한다.

Seedbed에서는 기존의 산업단지와 연계가 가
능한 기업, 창업가, 청년,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조성하고, 이후 업무지구, 문화시
설, 연구시설 등의 유입을 통해 기능이 잘 어울
어진 도시를 만들어 낼 것이다. 즉 Seedbed는 
씨앗이 커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되듯이, 대구시
의 미래가 자라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지역
이 될 것이다.

Daegu is megalopolis in top 5 of Korea 
and was leader of exporting industry in 
70's and 80's. But city has problem due 
to reorganizaion of industry,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In this situation we 
found potentials such as infrastructure, 
university and natural environment, and 
tried to revive these potentials through 
international airport area.

In Seedbed, we offer place for company, 
startup, young ages and artist which can 
be assosiated with industries. After that, 
by inflow of CBD, culture and lab Seed-
bed will be the city with multifunction. 
As 'seed' grows to tree and tree makes 
forest, Seedbed will be the incubator 
where future g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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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min Eun (GSES)
Younghun Choi (GPUD)

Maying (GPUD)

PARTICIPANT ㅣ참여자 

MASTER PLAN ㅣ 마스터플랜

0 50m 200m 500m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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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PASSAGE STREAM ADAPTION

Mixed-Use Test Bed
시범복합지역

JEONGMIN EUN  ㅣ 은정민

본 대상지는 1번째 개발 지역으로서 청년, 소규
모 사업가, 예술가 등을 위한 복합 용도 지역이
다. 이들은 모두 소규모 산업들과 시작 단계에 
위치해 있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여가를 즐기
고 거주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권을 조성한다. 
본 대상지에서 공항과 주 출입구들로 이어지는 
길들의 연결을 위해 도시 구조를 재편하였다. 공
항건물은 대상지 전체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
며 공항 건물로부터 도시의 기능, 사람, 통행, 녹
지의 연결과 확장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주 출
입구 – 공항건물 – 대상지 를 연결하는 구성으
로 도시 구조를 설계하였다. 랜드마크인 공항건
물 지역은 식물원, F&B, 팝업 스토어, 스튜디오, 
컨벤션 센터, 코워킹 시설 등 다양한 복합 공간
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다른 지역은 업무
공간, 주거공간, 오픈 스페이스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TION ㅣ 단면도

Commerical PublicOffice Private

Parking Building

Residential StreetCulture

24m(4line) 9m(2line)

Land Use ㅣ 용도
Mix-used Function

Street ㅣ 도로
Road & Parking System

 Open Spaceㅣ 오픈스페이스
Accessible Open Space

Building Structure ㅣ 건물구조
Serial Order Building Structure and Heirachy

URBAN LAYER ㅣ 도시구성요소

60m(6line)

BUILDING STRUCTURE METAPOLOGY ㅣ 건물 설계 전략

A - A’ Section

The site is the first development site, a 
mixed-use area for young people, small 
business people, artists, etc. They are all 
engaged in small industries and start-
ing stages. It creates a place for people 
to work, enjoy leisure and live as one 
neighborhood. The Urban structures 
have been reorganized to allow for 
the connection of roads leading from 
this site to the main gates through the 
airport. The airport building serves as 
a landmark for the entire area and is 
the point where the connection and 
extension of the city’s functions, people, 
roads and green spaces begins from the 
airport building such as a botanical gar-
den, pop-up store, studios, convention 
center, and co-working facilities. Other 
areas also consist of a mix of workspac-
es, housing, commericials and open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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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S EYE VIEW ㅣ 조감도 PERSPECTIVE VIEW ㅣ 투시도

SITE PLAN ㅣ 배치도

0 30 60 150 300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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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rea: 789,912m2

Road Ratio: 251,578m2 (33%)
Green Ratio: 157,572m2 (20%)
Block Ratio: 385,481m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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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WorkingResidential Residential

Culture CultureSharing

1st Floor Land Use ㅣ 저층 용도  From 2nd Floorㅣ 상층 용도

Culture Area ㅣ 문화지구 Residential Area ㅣ 주거지역

A A` B B`

이 지역은 Seedbed에서 2번째로 개발되는 중
심업무지구이다. 시범복합지역에서 소규모 사
업들이 성공을 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하고 성장
시키기 위해서 중심 업무지구가 들어오는 것이
기 때문에 대구 공항부지에 '뿌리'를 내리는 공
간이자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업무공간은 차량
교통이 용이한 동서 축과 대중교통이 용이한 남
북 축을 따라서 위치한다. 이는 다른 업무 지역
과 협력하고 기존 시가지와 주변 도시들에서 접
근이 편하도록 한 것이다. 업무시설과 기존 주
거지역사이에는 격납고를 이용한 문화지역이 
있다. 격납고 주변의 다양한 성격의 공간들로 
인해 업무지역과 기존 주거지역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팔공산과 가까운 지역에는 늘어난 업
무공간을 보조하기 위한 주거지역이 있다. 이 
세가지 업무, 문화, 주거지역은 보행녹지와 오
픈스페이스로 연결이 되어 순환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들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1
층 부분의 용도는 상업과 공유이다

SECTION ㅣ 단면도

20~ Public20~10 Private

4~10 Street~4

Buidling Height ㅣ 건물 높이  Open Spaceㅣ 오픈스페이스

CBD with Culture
중심업무지 with 문화

YOUNGHUN CHOI  ㅣ 최영훈

BUILDING STRUCTURE METAPOLOGYㅣ 건물 설계 전략

URBAN LAYER ㅣ 도시구성요소

Base Base 
Hangar 
Passage

Base 
Hangar 
Passage 
Foot Print

Base Base 
Big Void 
Small Void

Base 
Big Void 
Small Void 
Split

This area is a CBD(Central Business Dis-
trict) at 2nd phase. This place is where 
Seedbed is 'Rooting' in terms of space 
and time because this area will be de-
veloped for supporting Mixed used test 
bed and making it grow. Working area 
is located on East-West axis for cars and 
South-North axis for transportation. This 
location is good to cooperate with 1st 
and 3rd phase area and is easy to access 
from other cities or downtown of Daegu. 
And there is culture area between work-
ing area and existing residential area 
to connect them naturally by various 
space created by hangars. Also support-
ing working area, new residential area 
is situated. These three area(working, 
culture, residential) is connected and 
circulated with greens and open space. 
To make it connected more naturally, 
1st floor land use is for commercial and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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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rea: 1,722,478m2

Road: 447,844m2(26%)
Open space: 344,495m2(20%)
Block: 930,137m2(54%)

a

b

BIRD’S EYE VIEW ㅣ 조감도 PERSPECTIVE VIEW ㅣ 투시도

SITE PLAN ㅣ 배치도

0 50 100 250 500m

a

b

A

A`

B

B`



80 DAEGU LIVING LAB // International Airport Area Relocation

This area is a complex urban fabric,-
mainly industry.It is the 3rd develop-
ment phase in our whole site, to provide 
space for larger growth in larger scale 
industries in the 1st and 2nd stage of 
development. While the region is mainly 
for industry, it’s not an industry that pro-
duces pollutant emissions or mass pro-
ductions, and to develop into industrial 
campus areas with the main purpose of 
creation,exchange and education. Con-
sidering that workplace and living space 
is becoming increasingly unclear, this 
site has arranged complex facilities such 
as residential, recreational, education, 
culture, commercial. And distributes the 
buildings and open space efficiently, to 
provide eco-friendly work space, living 
space and recreational space.

본 지역은 산업을 위주로 한 복합형도시구조를 
가진 구역이다.본 사이트는 3번째 개발단계로서 
첫번째,두번째 개발단계에서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산업들의 더 큰 성장을 위해 공간을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지역은 산업을 위주로 하지만 
오염물 배출이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산업
이 아닌 연구와 창조,교류,교육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산업캠퍼스지역으로 발전하도록 설계해 
보았다. 또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일터와 생활공
간의 계선은 점차 불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
안하여 본 지역에서는 산업위주외 주거,유휴,교
육,문화,상업 등 시설들을 도시공간에 복합적으
로 배치하였다.또한 건물과 오픈스페이스를 효
율적으로 분배하여 친환경적인 업무공간, 생활
공간, 유휴공간 등을 제공하였다.

SECTION A-A’ ㅣ 단면도

Commercial PublicR&D Private

Parking ENT. 20~25m 5~8

Residential Street

Office

LAB

60m 8~20
30m

15m
Pedestrian

~5

Land Use ㅣ 용도
Mix-used Function

Street ㅣ 도로
Road & Parking System

 Open Spaceㅣ 오픈스페이스
Accessible Open Space

Building Structure ㅣ 건물구조
Serial Order Building Structure and Heirachy

Industrial Campus
산업캠퍼스

MA YING  ㅣ 마영

URBAN LAYER ㅣ 도시구성요소

0 5 10 25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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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rea: 1,066,300m2

Road Ratio: 321,500m2(30%)
Open Space: 200,800m2 (19%)
Block Ratio: 544,000m2 (51%)

BIRD’S EYE VIEW ㅣ 조감도 PERSPECTIVE VIEW ㅣ 투시도

SITE PLAN ㅣ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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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tas Green spaces
Points of reference Green axis
Meeting points (spots) Agriculture

BUILDING
GREEN
Inhabiting Daegu from a new perspective

CONCEPTㅣ개념

Alternative modes of transportation -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대중교통

Streets as urban public space  - 도시 공공공간
으로서의 거리 

Enhancing the natural elements of Daegu
대구시의 자연요소 강화

Connect urban reference points and the hill 
side - 도시의 주요지점과 산봉우리 연계

Design process for the green network  - 녹색 
네트워크 디자인 프로세스‘Building green’ in Daegu has to be 

seen as a way to set of a new discussion 
about the perspective of the city and the 
question which challenges Daegu might 
have in the future. What kind of needs 
will the inhabitants have and how will 
they change?  How can we make a big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y now? This 
project aims to generate a radical pro-
posal, setting up the discussion about 
the idea of putting nature in the process 
of urban planning and urban design first.

Building green is not only about building 
parks in the city. It is about generating a 
new kind of density, full of contrasts and 
offering flexibility which makes future 
changes possible. Natur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limit or city boundary, 
but rather as an integrated element of 
the city.

‘Building Green’은 현재 도시의 패러다임과 미
래 대구가 직면하게 될 도전에 대한 새로운 토
론의 장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
게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또한 앞으로 있
을 큰 변화를 어떻게 옳은 방향으로 끌고갈 것
인가?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
지는 동시에 도시 계획과 설계 과정에서 자연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급진적인 안을 제안한다.

Building green은 단순히 도시 내에 공원을 만
드는 차원이 아닌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새로운 유형의 밀도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연은 도시의 경계가 
아닌 도시와 통합된 하나의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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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ducationalVersion

High speed routes New tram line A
Medium speed routes New tram line B
Low speed routes Current metro line
Shared routes (pedestrian-low speed)

Residential area
Sub-center
Active zone
Working area

Vannia Contreras (KIT)
PARTICIPANT ㅣ참여자

MASTER PLANㅣ마스터플랜

TRAFFICㅣ교통 TRANSPORTATIONㅣ대중교통 LAND USEㅣ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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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lection of the focus area is driven 
by the idea to illustrate the representa-
tive zone, which shows the variations of 
the green areas as well as the different 
land uses, typologies and public spaces. 
The selected focus area is, as every quar-
ter of the project, surrounded by parks 
with varying characteristic, depending 
on the urban areas next to it. This area is 
called the “Active Zone” since its strong 
commercial activity, in particular on 
the ground floor. Special attention was 
paid to the aspect of sufficient amount 
of public space and free movement. 
On higher levels the usage is changing 
to office or residential creating 24/7 
usage within a lively urban environment 
fostering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포커스 영역은 대상지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역으로 다양한 녹지공간과 더불어 서
로 다른 종류의 용도, 유형 그리고 공공공간을 
가지는 곳으로 선택하였다. 대상지 내 다른 영
역과 마찬가지로 포커스 영역은 주변 도시 영역
에 의해 정의되는 가지각색의 공원으로 둘러싸
여 있다. 이 영역은 많은 상업 활동이 일어나는 
영역이므로 “활성영역(Active Zone)”이라고 불
린다. 설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된 측
면은 충분한 공공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자유로
운 이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상층부로
는 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을 배치하여 해당 일대
가 항시 활발하며 소통과 사회적 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NETWORK OF PUBLIC SPACESㅣ공공공간 네트워크

An active area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활성영역

Open spaces
오픈스페이스

Arcades and passages 
forming boulevards 
아케이드와 파사쥬로   
이루어진 대로

Working/Co-working and 
exhibitions areas 
일/협업 그리고 전시장소

Arcades and  
passages create a 
permeable ground 
floor with addi-
tional public roof 
top spaces on the 
lower buildings. 
아케이드와 파사쥬
는 저층 건물의 공공 
옥상공간과 함께 투
과성 있는 지상층을 
형성한다.

VANNIA CONTRERAS ㅣ 바니아 콘트레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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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ducationalVersion

Commercial Gallery Working/co-working Exhibitions

1. PERMEABILITY OF GROUND FLOORㅣ
     지상층의 투과성

2. ROOFTOP SPACE AS ADDITIONAL PUBLIC SPACEㅣ
     공공공간으로써의 옥상공간

North-south section of the focus area, show-
ing a strong public-commercial use of the 
ground floor with an infill of (co-)working and 
exhibition spaces.
포커스 영역의 북-남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1층부
에 강한 공공 및 상업 기능과 함께 작업공간과 전
시공간이 마련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88 DAEGU LIVING LAB // International Airport Area Re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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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 the city
Reuse the existing
다시, 도시를 생각하다. 

CLIMATIC FACTORSㅣ기후요소

CONCEPTㅣ개념

Climate corridor - 기후통로 Transportation - 교통

Corridors are shaped by climatic factors. 
They are connecting the Palgong Mountains 
with the Gheumo river, collecting the water 
from the mountains and preserve cold-air 
corridors to cool down the new district. 축들
은 기후적인 요소에의해 정의된다. 이는 팔공산과 
금호강을 이어주는 동시에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
을 모으며 차가운 공기를 유지하여 대상지를 시원
하게 해준다.  

An innovativ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with two new subway lines and an air taxi 
system gi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seven 
different new quarters with mixed land use, 
unique thematic focuses and alternating den-
sity. 두 개의 새로운 지하철 노선과 에어택시로 이
루어진 획기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7개의 서로 다
른 구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준다.

설계의 첫 번째 컨셉은 기후통로로 이는 대상지
를 7개의 작은 영역으로 나눈다. 기존의 활주로
는 시원한 공기가 흐르는 통로가 되며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통로는 팔공산 계곡에
서 흘러드는 물을 저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
에도 기후통로는 대상지를  팔공산과 금호강을 
녹공간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가진다. 

두 번째 컨셉은 이동성이다. 새롭게 제안하는 
교통개념은 지하와 상공을 활용하여 지상공간
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하공간에는 두 
개의 지하철 노선을, 상공으로는 무인 에어택시 
도입을 제안한다. 새로운 교통수단은 대상지와 
동대구를 직접적으로 연계하게 된다.

The first concept of the proposed district 
layout is climate corridors, which define 
seven smaller quarters. The existing run-
way is reused as a cold-air corridor(main 
wind flow direction) of the site. Addition-
ally, the green corridors from north to 
south are designed as retention areas, 
which absorb the rainwater from the 
valley. Furthermore they are connecting 
the mountains to the river and the green 
spaces with each other. 

The second concept is mobility. The 
new mobility concept is usage of un-
derground and sky as means of public 
transportation, which generates more 
flexibility on the ground level. For the 
underground two new subway lines are 
proposed and for the sky, an autono-
mous air-taxi system is suggested. The 
newly suggested means of transporta-
tions will connect Dongdaegu and the 
site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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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SPATIAL DESIGNㅣ기능적 공간계획

Jana Slametschka (KIT)
PARTICIPANT ㅣ참여자

Legend

old building
new identity 

cultural theater 

botanical
garden

sportsarea

main focus 
business

STEP-BY-STEP DEVELOPMENTㅣ
단계별 개발계획
A cautious step-by-step development over 
10-20 years offers the chance to adapt the 
functional spatial design to unpredictable 
parameters of the future. 
10~20년에 걸친 점진적인 개발은 기능적인 공간
계획이 예측불가한 미래변수들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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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COMMERCIAL

COMMERCIAL
BUSINESS

BUSINESS
LIVING

LIVING
LIVING

LIVING

LIVING

A sustainable city means interaction of urban-
ism and architecture. To save resourc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ims for a sustainable 
design. There are already a lot of resources on 
site. We should reuse the existing elements 
and to continue their life cycle. The graphic 
on the right shows some possibilities to 
extend the lifespan of the existing resources. 
E.g. parts of the runway could be reused as 
bicycle lane or it could be reused as construc-
tion materials for new buildings.
지속가능한 도시란 도시와 건축의 상호작용을 필
요로 한다. 자원을 아끼는 것은 지속가능한 디자인
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대상지는 이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시는 현존하는 요
소들을 재활용하여 이들의 라이프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왼쪽의 그래픽은 기존 자원
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을 보
여준다. 예를들어 활주로는 자전거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에 건축자재로도 이
용될 수 있다. 

REUSE THE EXISTINGㅣ기존요소의 활용

Sustainable City
지속가능한 도시

JANA SLAMETSCHKAㅣ야나 슬라메츠카

SECTION ㅣ단면

This section shows some snapshots of the 
future city: a city development supported by 
robots, a green corridor with the potential of 
a local recreation area for the citizens and a 
public space transformed by a new mobility 
behaviour.

이 단면은 미래 도시의 한 단편이다. 로봇에 의해 
지원되는 도시 개발, 시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써의 녹지축 그리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해 변
화된 공공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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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Using robots in the industrial sector is com-
mon nowadays. Why we don‘t use robots as 
construction workers? A construction kit with 
standardized elements make it possible to 
reuse elements more easily. Using revers-
ible connections and recyclable materials 
preserve resources and extend their life 
cycle. The interaction of sustainability and 
technology offers a huge potential for the 
re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Airport 
Site in Daegu.

오늘날 산업영역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일은 보편
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로봇을 건설인력으로 쓸
수는 없는걸까? 규격화된 건설 조립품은 자원의 재
활용을 더욱 쉽게 가능토록 한다. 재활용 가능한 자
원의 활용은 자원을 보존하며 수명을 연장시킨다. 
지속가능성과 기술의 상호작용은 대구국제공항 부
지의 재개발에 있어 큰 가능성을 제공한다. 

SUSTAINABLE ARCHITECTURE PRINCIPLESㅣ지속가능한 건축 원칙

‘construction work-
ers’ of the future
미래의 ‘건설 노동자’’

reversible connec-
tion (screwed)
되돌릴 수 있는 연결부 
(나사)

Ke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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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URBANISM
A holistic approach for the new city planning

Design Steps
1. Current borders of the airport site - 현재 

공항부지 경계
2. Extend study area for the adjustment of 

new district into existing urban fabric - 새
로운 지역이 기존 도시조직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도록 연구 대상지 확대

3. Existing military wall separating the site 
from the town - 기존 도시영역과 대상지
를 분리시키는 군사경계 벽

4. Wall destruction in literal and symbolic 
sense to link existing and new districts 
- 기존 도시영역과 대상지의 긴밀한 연계
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상징적 의미에서
의 벽 제거

5. Buildi up and strengthen the relation-
ship between the new district and the 
surrounding - 새로운 지역과 주변지역 간
의 관계 구축 및 강화

6. Existing green areas - 기존 녹지지역
7. Green axes as an extension of the Pal-

gung Mt.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into town - 팔공산을 확장하여 도시와의 연
결을 강화하는 녹지축 형성 

8. Grid structure in between the green axes 
-  녹지축 사이의 그리드 구조 

9. Block structure consists of organic green 
axes and a geometrical rectangular grid - 
유기적인 녹지축과 기하학적인 격자형 그
리드로 형성된 블록구조 Atmospheric view  of  Green axis  녹지축의 분위기를 표현한 이미지

1

6

2

7

3

8

4

9

5

With ‘Green Urbanism’ project, the 
approx. 7km2 large military area will be 
converted into a new community-orient-
ed city district, which triggers the inno-
vation spirit of the town by following the 
rules of sustainability. The ‘horizontal 
layering’ of different landscapes divides 
the newly planned part of the town in 
five horizontal layers beginning from the 
existing town landscape and to the river 
landscape, the neighbored buildings, 
the newly planned area itself and lastly 
the mountain landscape.
‘Green Urbanism’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군
사 지역 약 7km2은 새로이 공동체 중심의 도
시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지속가능성의 
규칙에 따라 도시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이다. 새로운 영역의 다양한 풍경은 ‘수평층화
(horizontal layering)’을 통해 기존의 도시 풍
경과 강 풍경, 인근 건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으로 대표되는 다섯 개의 수평 층으로 나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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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PLAN

Physical Model 
모형 

The concept of the project builds upon the 
idea of developing strict rules in order to 
create a district with a coherent and homo-
geneous concept allowing different social 
groups to live, work and to spend their time. 
These rules comprises traffic planning, public 
spaces, green areas, etc. plus detailed build-
ing typologies.

본 프로젝트는 엄격한 규칙들을 대상지에 적용함
으로써 서로 다른 종류의 사회 집단들이 살고, 일하
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질서정연하며 동질성을 띄
는 지역을 민드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에는 교통, 
공공공간, 녹지계획과 더불어 구체적인 건축물 유
형이 포함된다. 

Pauline Blanck (KIT)
Violeta Minic (KIT)

PARTICIPANT ㅣ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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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irst focus area shows the descend-
ing height and density of the buildings 
along the green space, which is flowing 
from the hills towards the river, setting 
the borderline for the buildings. 
The land use concept supports the idea 
of a permanent flow while land use is 
changing from commercial along the 
main street to mixed use on the two-
line roads to pure residential along the 
shared-space-streets. The public space 
has the function of reminding the com-
munity of the earlier use of the area. The 
subway station is located at the plaza 
by transforming a former hangar build-
ing which was relocated from the south 
boarder of the area.
첫 번째 포커스 영역은 팔공산에서 부터 금호강
으로 흐르는 녹지를 따라 낮아지는 건물의 높이 
와 밀도 변화를 보여준다.

토지이용 개념은 중심가로를 따라서는 상업용
도, 2차선 가로변으로는 복합용도 중심, 마지막
으로 보차혼용가로에서는 순수 주거용도로 변
하는 흐름을 가진다. 대상지에 새로이 형성되는 
공공 공간은 지역 사회에 대상지의 과거 용도를 
상기시키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과거 대상지의 
남쪽 경계에 위치해있던 격납고를 광장으로 이
전한 후 이를 지하철역으로 개조하여 사용한다. 

Commercial | Mixed Use | Residential
상업ㅣ복합용도ㅣ주거

NEIGHBORHOODS QuartersBLOCK SIZE

DESIGN PRINCIPLESㅣ설계 원칙

ISOMETRIC DRAWING OF RESIDENTIAL TYPOLOGYㅣ
주거 유형의 아이소메트릭 도면

ISOMETRIC DRAWING OF MIXED USE TYPOLOGYㅣ
복합용도 유형의 아이소메트릭 도면

PAULINE BLANCKㅣ파울린 블랑
VIOLETA MINICㅣ비올레타 미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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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Bicycle paths

Shared space streets /
Pedestrian paths

Vehicle roads

Buildings

Public spaces

Green areas

BLOCK STRUCTURE LAND USE PUBLIC SPACES

Atmospheric view of public space 
공공공간의 분위기를 표현한 이미지

 COMMERCIALㅣMIXED USEㅣRESIDENCE
상업ㅣ복합용도ㅣ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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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quartersㅣCommercial
헤드쿼터ㅣ상업
PAULINE BLANCKㅣ파울린 블랑
VIOLETA MINICㅣ비올레타 미닉

PEDESTRIAN ROADS BICYCLE PATHS VEHICLE ROADS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LAYERSㅣ여러층으로 형성되는 커뮤니티

The second focus area shows one part 
of the headquarters district. This is the 
area with the highest buildings placed 
in direct neighbourhood to the existing 
river with its streams flowing through 
the district and allowing high quality 
public spaces. These public spaces are 
designed to offer different activities and 
invite workers to spend their tea breaks 
here. Due to the high amount of work-
ers, the headquarters area is adequately 
supplied  by public transport. There are 
for instance two subway lines crossing 
at one of the stations and offering the 
fastest way to the main station of Daegu.
Furthermore, the headquarters are used 
as the main entrance into the area. With 
their prominent location at the river as 
well as the outstanding building typolo-
gy, they serve as one of the landmarks of 
the project.

ISOMETRIC DRAWING OF COMMERCIAL TYPOLOGY ㅣ
상업용도 유형의 아이소메트릭 도면

ISOMETRIC DRAWING OF HEADQUARTERS TYPOLOGY ㅣ
헤드쿼터 유형의 아이소메트릭 도면

두 번째 포커스 영역은 헤드쿼터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 헤드쿼터 일대에는 대상지 내 최고층 
건물들이 위치해 있으며 기존 하천이 일대를 통
과하며 수준 높은 공공공간을 형성하는 곳이다. 
이러한 공공공간에서는 다양한 활동과 함께 근
로자들의 경우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도 
있다.  많은 수의 근로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헤
드쿼터에는 적절한 용량의 대중교통이 제공된
다. 예를 들어, 중심역에는 지하철 노선 두 개 선
이 교차하며 대구역까지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
을 제공한다. 헤드쿼터 일대는 전체 대상지의 주
요 입구로써 기능하기도 한다. 강가라는 두드러
지는 위치와 뛰어난 건물 타이폴로지로 헤드쿼
터 일대는 전체 프로젝트의 랜드마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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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Bicycle paths

Vehicle roads

Buildings

Public spaces

Green areas

Riverside

VIEW AXES DEVELOPMENT PHASESSUBWAY LINES

Atmospheric view of main street
주가로의 분위기를 표현한 이미지

HEADQUARTERSㅣCOMMERCIAL
헤드쿼터ㅣ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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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교통

JOHANNA BÜRSTLEIN (HSKA)ㅣ요한나 뷰어스트라인 (HSKA)

TRAFFIC CELLSㅣ교통세포

TRIP DISTRIBUTION BY CARS AND DAY ㅣ하루 차량 이동 분배

POPULATION AND EMPLOYEESㅣ
인구와 근로자

The airport area was divided in six traffic 
cells inside and three traffic cells outside 
the area. The outside cells are representing 
the traffic coming from the city center (cell 
9), traffic coming from northwest (cell 7) 
and traffic coming from northeast (cell 8) 
via highway. 

Inhabitants and jobs are generated 
through the net total floor area per land 
use type. For each inside cell the number of 
ways (2 ways/day), created by inhabitants, 
had been calculated. Additionally the ways 
per day, created by workers and visitors of 
the area had been estimated. Each worker 
does two ways/day and for each service 
employee another 20 customers were 
added. The synergy effect was contributed 
with a factor of 1,5, so each service employ-
ee generated 30 customer ways.

For each cell the choice of destination was 
assumed based on distance and attraction 
of the other cells. The modal split was 
generated for every possibility going from 
one cell to another. The car occupancy was 
contributed with a factor of 1,2 passengers 
per car. With the results of ways and modal 
split, the total number of car rides and 
public transportation rides between the 
cells could be defined. 

The illustrations on the left show the trip 
distribution by cars and day. The trips per 
car coming and going from cell 1 to the other 
cells is shown right as an example.

ENVISAGED MODAL SPLITㅣ
예상되는 수단선택

공항 지역은 6개의 내부 교통세포(traffic cells)와 
3개의 외부 교통세포로 나뉜다.  외부 교통세포는 
도심에서 오는 교통(9번), 북서쪽에서 오는 교통
(7번), 북동쪽에서 오는 교통(8번)으로 구성된다.

거주자와 일자리 수는 토지이용 유형과 총면적
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각 내부교통은 거주자에 
의해 발생하는 인당 이동량(2회/일)과 더불어 해
당 지역의 근로자와 방문객에 의해 발생하는 이
동량이 추가된다. 또한 각 근로자는 인당 하루 2
회 이동하며 각 서비스 직원에는 20명의 고객이 
추가적으로 계산되며 시너지 효과로 1.5배 증가
하여 각 서비스 직원은 30회의 고객 이동량을 가
지게 된다.

각 교통세포의 목적지는 다른 세포와의 거리와 
매력도를 기반으로 가정된다.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이동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단선
택(modal split)을 통해 생성된다. 자동차 탑승인
원은 자동차 한 대당 1.2명의 승객으로 계산되며 
수단선택을 통해 세포와 세포 사이 차량이동 총
량과 대중교통이동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 

왼쪽의 그림은 차와 일별 이동의 분포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1번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이동하는 차
량당 이동량은 오른쪽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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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波)
물과 생명을 살리는 도시: 방촌천과 금호강에 새 생명의 물결이 일다

A new life stream will flow to the area 
around K2 site, with Bangchon stream, 
Kumho river and the water industry, 
which will be the next driving force for 
growth in Daegu, as a center.

First of all, Bangchon stream is restored 
and connected to Kumho River. Along 
the waterfront is a linear park with a 
high density of greenness created, which 
provides high-quality public spaces for 
residents. Afterwards, main commer-
cial area is planned around the area 
connected to Hwaranggyo Bridge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residents. In 
addition, the buildings around commer-
cial district is gradually changing from 
high-rise, mid-rise and low-rise to create 
a natural and stable skyline. 

Finally,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are evenly distributed having 
stations of subway line 1 as a center. 
Moreover, an industrial and business 
zone is placed between Gonghanggyo 
bridge and Ayanggyo bridge, which is 
one of the main entrances to the site. 

방촌천과 금호강 그리고 대구의 차세대 성장 동
력이 될 물 산업을 중심으로 K2부지 주변지역에 
새로운 생명의 물길이 흐르게 된다. 

우선 방촌천을 되살려 금호강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만들어주고 수변을 따라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선형 공원과 녹도가 있는 우수한 수
변공간을 조성한다. 다음으로 대상지와 주변지
역이 다양한 도시적 활동과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북쪽에 설치한 30m 도로와 주요 통행로
인 화랑교가 만나는 지점에 선형의 중심상업지
역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강화
한다. 또한 이 상업지대를 중심축으로 하여  
고층, 중층, 저층 주거지를 배치하여 자연스러우
며 안정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도시철도 1호선 역을 중심
으로 주거지와 상업지를 골고루 배치하여 교
통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주요 출입구 중 하나인  
공항교와 아양교 사이에 공업 및 업무지대를  
배치하고,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유통 상업지
를 배치하여 물산업 및 지역 산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High percentage of residential areas and 
commercial areas along the street - 주거지역
의 비율이 높으며 가로형으로 상업지역 구성

Three bridges connect the site with the sur-
rounding area - 3개의 교각이 대상지와 주변지역
을 연결하며 대상지 내부로 동촌로(30m) 관통

More than 90% of buildings are lower than 
two storeys - 90% 이상이 2층 이하의 건물 (특히 
고도제한구역) 

Mostly old buildings but new buildings con-
centrated along the Hwarang-ro  - 노후건물이 
많으나 화랑로를 따라 신규 건축물이 밀집

Land use - 토지이용 현황

CURRENT SITUATIONㅣ대상지 현황

Current Traffic - 교통환경 현황 Building age - 건축물 노후도 현황

Building height - 건축물 층고 현황
Residential area
Commercial area

Green area 0-2
3-5

6-10
1-15

After 2001
1981-2000

1961-1980
before 1960

Over 30m
20-30m

15-19m
Under 15m

Newly built buildings

Old buildings

Gohang-gyo

Ayang-gyo

Hwarang-gyo

Main commercial

Residential

Height restriction area

High-rise area

VISION AND GOALSㅣ비전과 계획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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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d between the K-2 airport and 
the Kumho river, the site includes six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total area of 
the site is 585 ha, which is 4.8% of Dong-
gu, Daegu. 

To the north is Palgong Mountain locat-
ed and to the south are Geumho river 
and Yeonho mountain located, creating 
outstanding natural environments. 
Gyeongbu Expressway, Iksan Pohang 
Expressway, and Bangchon Station are 
the major traffics connecting the site 
with Daegu and other nearby cities. 
Moreover, several new towns, including 
Isia-Polis in the northwest, East Daegu 
Mixed-Use Transfer Center in the west, 
and Sinseo Innovation City in the east, 
are located nearby the site. 

계획 대상지는 K-2 공항과 금호강 사이에 위
치한 동구 일대로 6개의 행정동을 포함하
고 있다. 총면적은 585ha로 대구 동구면적 
12,208ha의 4.8%에 해당한다.

북쪽으로는 팔공산, 남쪽으로는 금호강과 연
호산을 끼고 있는 뛰어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익산 포항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가 있으며, 대중교통으로는 동
촌역, 해안역, 방촌역, 용계역이 포함되어있는 
우수한 교통 중심지 이기도 하다. 또한 북서
쪽에는 이시아폴리스, 서쪽에는 동대구복합
환승센터와 대구 도심, 동쪽에는 신서혁신도
시가 위치하고 있어 차후 대구 발전의 중심지
가 될 수 있는 곳이다.  

SITE AND POPULATIONㅣ대상지와 인구 SWOT ANALYSISㅣSWOT분석

EunSeo Jang (KMU)
Gyunbo Sim (KMU)

PARTICIPANT ㅣ참여자

Polluted Bangchon river
Concentrated old buildings
Imbalanced green space
방촌천의 심각한 오염
노후 불량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
불균등한 녹지 공간

High traffic volume
Increasing real estate prices due to K2
Outflow of population into the new towns
높은 차량 통행량
K-2 이전 기대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주변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

Possible development due to K2 site
Connection to highway and major traffics
Access to Geumho river and waterfront park
후적지 개발로 인한 잠재적 개발 가능성
고속도로 등 다양한 교통의 편리
금호강 수변공원 접근용이

Assist functions of K-2 New Towns
Bangchon river as a landmark
Convenient traffic conditions 
K-2 신도시의 기능 보조
방촌천의 복원으로 랜드마크 조성
도심 및 교외의 편리한 교통 환경

SURROUNDINGSㅣ주변지역

ISSUESㅣ문제점



104 DAEGU LIVING LAB // International Airport Area Relocation

ALT1. STILLNESS ㅣ대안 1 정적인 ALT2. DYNAMICㅣ대안 2 동적인

RO
AD

ㅣ
가

로
망 Use existing road network

Advantageous for the 
future city growth 
기존 도로망을 이용
미래 도시의 성장에 유리

Highlight existing grid 
and grid types and it’s 
variability
Bring the city to life 
기존 가로망 및 격자형 가로
망과 변화성 강조
도시에 생동감 부여

LA
N

D 
US

E 
ㅣ

토
지

이
용 Centralization of commer-

cial districts
Difficulty in connection 
with the new city
중심상업지역의 집중 배치
신도시와의 직접적인 연계 
어려움

CBD in linear arrange-
ment
Usage of land in rela-
vance with surroundings
중심상업지역의 선형 배치
주변과 연계된 토지 이용

DI
ST

RI
CT

ㅣ
생

활
권 Small scale districts 

oriented
Increase in road rate
소생활권 중심
도로율 증가

Middle scale oriented
Advantageous for devel-
opment
중생활권 위주
개발에 유리함

GR
EE

N
ㅣ

녹
지

Connect massive green 
area with Geumho river 
and Bangchon stream
Imbalance of green distri-
bution 
집중된 대규모 녹지와 금호
강과 방촌천의 연계
녹지의 불균형

Dispersed green spaces 
connected to new town, 
Geumho river and Bangc-
hon stream
분산된 녹지 및 신도시 연
계 녹지축과 금호강과 방촌
천의 연계

AX
IS

ㅣ
축

Axis highlighting external 
connections
Convenient access to 
external districts
외부 연결을 강조한 축
외부 접근의 편리함

Axis emphasizing internal 
connection
Flexible to changes 
내부 연결을 강조한 축
변화에 적응 가능

Alternatives and Masterplan
대안과 마스터플랜

EUNSEO JANGㅣ장은서
GYUNBO SIMㅣ심균보



1052018 Daegu International Urban Design Conference

MASTER PLAN ㅣ마스터플랜

Legend
Detached housing Education

Apartment housing(middle)

Public facilities

Apartment housing(low) Exhibition

Apartment housing(high)

Central commercial area

Green

Road

Distribution commercial area

Parking

Site boundary
General commerial area

Water

Subway

Semi-residential area

0 0.5 1km

N

Industr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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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CITY
WATER, WORK, WALK, WITH

NEIGHBOURHOOD PLANㅣ근린도

REGIONAL PLANㅣ지역도

군부대 이전으로 생기는 넓은 부지를 글로벌 신
도시로 계획한다. 글로벌 신도시 개발계획을 통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며 새로운 산업, 인구, 관
광객을 유치하여 도시활력을 창출한다. 또한 이
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구시의 미래성장
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개발의 목표는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되 미래 환
경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고,  사회적 물리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
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Green and Water - 녹지 및 수계 Major facilities - 주요시설물

Land Use - 용도지역 Road - 도로망

Water Green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Existing roads

Green

District office
School

Police station
Community office

Residential

Restricted development

Commercial

Green

Industrial

Land Use - 토지이용도
City hall & office

Major facilities - 주요시설물

School
Police station

Fire station 

Hospital

Main road
Road - 도로망

Second road
Third road

A large, former military area will be 
planned as a new global city. The global 
new town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ts development plan and 
creates urban vitality by attracting new 
industries, populations and tourists into 
the site. The jobs created by this devel-
opment will be a driving force behind 
the city’s future growth. 

The goal of development is to create a 
sustainable urban environment that can 
meet the needs of today but not destroy 
the potential of future environments and 
respond flexibly to social and physical 
changes of the surrounding areas. 

Geographical important, rich 
green, flat land 
지리적 요충지, 풍부한 녹지, 평평
한 대지

S

W

O

T

Noise from airports and 
military units, insufficient 
infrastructure  
공항과 군부대의 항공 소음, 부족
한 기반시설
Population inflow due to devel-
opment of new cities such as 
Dongdaegu and Isiaapolis 
동대구역, 이시아폴리스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Increasing senior population, 
infrastructure degradation 
인구정체와 노령인구 증가, 기반
시설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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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ched housing

MASTER PLANㅣ마스터플랜

Public facilities

Office

Industrial

Commericial

Apartment housing

Green

Mixed use

School

Mingyu Lee (KMU)
 Seungman Kim (KMU)

PARTICIPANT ㅣ참여자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analysis of existing target locations, two 
alternatives were planned to compare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The advantage of Plan A is that it can plan 
a nature-friendly city by using a large green 
belt that runs on Palgongsan Mountain in the 
North. The disadvantage is that the central 
arrangement of major facilities makes it 
difficult for residents of the border area to use 
major facilities. 

ALTERNATIVE Aㅣ구상도 A ALTERNATIVE Bㅣ구상도 B

The good thing about Plan B is that it can 
provide convenience to residents through 
the link between housing and parks, and that 
commercial and business areas are located at 
the center. The downside is that it is difficult 
to construct a skyline behind a target site. 
Based on the above two plans, the master 
plan was created. 
기존의 대상지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토대
로 두 가지의 대안을 계획하여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구상도 A의 장점은 대상지 북측의 팔공산에서 이
어져오는 커다란 녹지축을 살려 자연친화적인 도
시를 계획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주요 시설
물의 중앙배치에 의하여 변두리지역 주민의 주요 
시설물 사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구상도 B의 장점은 주거와 공원이 연결되어 주민
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상업지역과 업무지
역이 중심지에 배치돼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대상
지 뒤편 스카이라인 조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위의 두가지 구상도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을 제
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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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Ceremony 28. March. 2018



1232018 Daegu International Urban Design Conference



124 DAEGU LIVING LAB // International Airport Area Relocation



1252018 Daegu International Urban Design Conference

DESIGNED AND EDITED BY
Sungeun Park
Heejin So
Younghun 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