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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교육:  

  2005. 09 ~ 2006. 07: PG Diploma 건축실무학 석사, 영국 Kingston 대학 

  1997. 09 ~ 2000. 07: AA Diploma 건축설계 석사, 영국 AA School 

  1991. 03 ~ 1995. 02: 공학학사,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실무:  

  2008.01  ~ 현재: Research Architecture Workshop 

  - 당인리 문화공간 공모전 계획안  

  - LH 청주지북 A-4BL 계획설계공모전 당선 (TPL 협력) 

  -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본원) 증축사업 공모전 당선 (TPL 공동수급) 

  - 신남성초 체육관 공모전 최우수작(2등, TPL 공동수급) 

  2018 세종문화정원 공모전 계획안 

  - 홍익대학교 상부캠퍼스 재생 계획안 

  - 흑석동 다가구 인테리어 

  2017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공모전 계획안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증개축 계획안 

  - 홍대 앞 국민은행 문화공간 계획안 

  - 홍익대학교 아트벨리 계획안 

  - 순천예술광장 국제공모전 계획안 

  - 한국 전통혼례식장 계획안 

  2016 영천 렛츠런파크 공모전 계획안 

  - 공주사대부고 정문 및 옹벽 중간설계안 

  - 세운상가 공공공간설계 국제공모전 계획안 

  2015 Bamiyan Culture Center 국제공모전 계획안 

  2014 Matterbetter 러시아 핵잠수함 재활용 국제공모전 계획안 

  - 문화서울역 284 ‘100인의 건축가’ 전시계획 

  2012 대구고산도서관 국제공모전 계획안 

  2011 홍익대학교 성미산 기숙사 계획안 

  2008 용산아이파크 야외무대 계획안 

 

   2009. 11 ~  2010. 07: 김주원 + 진우건축 

  2009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이디어공모전 최우수상/  2차 지명초청공모전 계획안 
 

  2009. 04 ~  2010. 11: 김주원 + 모도건축 

  - 문원동 다가구주택 신축, 준공 

  - 서울역 북부역세권 공모전 계획안 

  2009 수촌 1리, 마을회관, 준공 

 

  2008. 04 ~ 2013. 03: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2012 지속가능한 과천 비전수립 정책연구 

  2011 서울시 중구 명소조성사업 기본구상 

  2008 충남감영역사문화지구 재활성화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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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03 ~ 2008. 02: 건축사사무소 m.a.r.u 

  - 아모레태평양 제 2기술연구소 신축 기본설계 

  - 대구보건대 연마관 신축 기본설계 

  - 해남화원관광단지 지명초청 현상설계 

  2007 필리핀 펜트하우스 주거 증개축 기본설계 

 

  2006. 02 ~  2007. 02: John Robertson Architects. Ltd. 런던 

  - Greenwich Millennium Village 집합주택 3차 건설 D&B 실시설계 

  2006 Manormead CEPB 요양원 D&B 실시설계  

  2005. 11 ~  2006. 01: Building Design Partnership. Ltd. 런던 

  2005 영국국방부 연구소 증축 실시설계. 

  2004. 11 ~ 2005. 11: Studio Bednarski. Ltd. 런던 

  - 38 Gloucester Road 단독주택 신축 실시설계 

  2005 Simon Close 단독주택 신축 설계총괄, 준공 

  - Oakworth Road 단독주택 증축 실시설계  

  2004 Cornwall Gardens 다가구주택 증축 기본설계  

  2002. 07 ~ 2004. 10: Munkenbeck and Marshall Architects Ltd. 런던 

  - Triton Tower Apartment, Brock St. 신축 기본설계  

  2003 Paddington Walk Apartment 신축 기본설계 

  - Blueprint Apartment, Balham Grove 신축 기본설계  

  - Hall Road 단독주택 독채 신축 설계 총괄, 준공 

  2002 Grand Rapids Art Museum, USA 신축 기본설계. 

   2000. 08 ~  2002. 06: Tony Meadows Associates. Ltd. 런던 

  2001 Finsbury Park Station 재건축 기본설계 

  - Southwark Viaduct 하부 막구조 및 방음벽 기본설계 

  2000 Farringdon Station 증개축 계획설계 

 

  논문:  

   대한건축학회 

  2014. 11 활성화된 주거지 내 가로공간의 지속가능성 연구 

   2011. 01 건축실무교육제도의 국내시행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16. 1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개선안 고찰 

   2015. 11 아파트 단지 내 생활권도시림의 지속가능성 

   2015. 11 국내 혼례공간의 건축적 기표의 변화 

   2015. 08 영국 Party Wall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역사문화학회 

  2008. 11 공주감영의 상징적복원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