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화성은 오래된 수원의 원도심으로 노후된 공간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가지 재정비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존재로 인하여 엄격한 법정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이 더뎌지고있다.

 이에, Modern Prism은 수원화성 생활권과 북수원 생활권의 접점인 부지에 
지역사회와 외부와의 접촉점, 예술인들의 문화교류거점의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문화복합시설, 새로운 문화산업형태를 제안하여 새로운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규 모
건폐율
용적용적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80 
20,460.0 ㎡
8,517.7 ㎡
12,441.9 ㎡
지하 4층 , 지상 3층 ( 14M )
41.63 % ( 용도 규제 - 60% 이하 )
60.81 % ( 용도 규제 - 200% 이하 )60.81 % ( 용도 규제 - 2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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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홍문공영주차장 부지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합시설 신축 계획안

Spectrum 1. 체험과 공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Spectrum 2. 전시와 체험

관광산업의 활성화

Spectrum 3. 공연과 전시

도시의 브랜딩 효과 향상



규제로 인한 용적률 및 건폐율 확보의 어려움

2009 수원시에서 공고한 고시에 따르면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가 요구된다.

< 60 %

< 200 %

지하공간의 계획으로 용적률 및 건폐율 준수

높은 규제 수준을 역이용, 대지의 지하공간을 사용 
요구 공간을 계획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준수한다. 

수원화성 성곽변 공원 

도시 공간과의 연계를 이용한 토지이용률 향상 

지하와 접속되는 공간 계획, 보행자를 끌어들이며,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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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원을 전시하는 공간. 지역 문화의 브랜딩| 전시공간

: 지역문화를 체험하는 공간. 체험을 통한 문화교육의 장.| 체험공간

: 공연문화를 수용하는 공간. 문화 교류의 접점.| 공연공간| 사이트 이슈

문화자원의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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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수집대상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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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의 교차점

| 프로그램 컨셉 | 디자인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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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n Prism의 프로그램 & 매스 프로세스

대지에 따른 형태 대지 내 공지 형성 도로 축에 정리 매스 분절 / 굴절 매스 흐름 형성 위계 & 출입 정리 매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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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2. Modern P
rism - 장안문의 스

카이라인

Flow 1. Modern Prism -
 수원화성 성벽의 스카이라

인
Plan.B _ 스카이라인의 흐름 설정

Level 1. 수원화성 성벽의 높이

Level 2.  Modern Prism의 높이

Level 3.  장안문의 높이
Plan.A _ 3개의 레벨 설정

| 수원화성과의 관계성 | 수원화성의 경관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