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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트랜스포머는 도시에 대한 유쾌한 상상을 치밀하게 실행하는 도시기획집단 입니다.

Urban Transformer is urban initiative group which imagines creatively and practices meticul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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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도시·건축의�영역

도시계획
Urban Planning

도시설계
Urban Design

도시기획
URBAN INITIATIVE

건축설계
Architecture

경제·재무
Financing

브랜딩
Branding

컨텐츠�기획
Contents·Program

네트워크�구축
Community Build

법과�행정
Administration

인문·사회
Humanities

도시·건축�이�외의�영역

도시기획자 · URBAN INITIATIVE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도시에 대한 전문성 위에 다른 분야

의 다양한 힘들을 ‘도시기획’으로서 엮어내고자 합니다. 

URBAN TRANSFORMER는 도시기획자(Urban Initi-

ative)로서 도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자 합니다.

We would make the ‘urban plan’ out of our exper-

tise upon urban planning as well as diverse strength 

from other fields. As urban initiative, Urban Trans-

former aims to create new paradigm in the city.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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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 · WHAT WE DO
BUSINESS MODEL

어반트랜스포머는 장소의 

시작을 만들어냅니다.
Discover the Value

과정을 디자인합니다.
Process Design

풍경을 그려냅니다.
Space Design

사람을 연결합니다.
Partnership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Contents Pro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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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based on Business Model PROJECT based on SITE

사업모델
Business Model

대상지
Site

대상지
Site

사업모델
Business Model

프로젝트
Project

우리의 일은 한 마디로 설명하기도 힘들며,  몇 개의 비즈니

스 모델로 정리하기도 힘듭니다. 우리의 일은 새롭고 다양한 

시도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은 땅에 대한 가치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땅에 가

장 적합한·적절한 기획을 도출해냅니다.

What we do can not be explained with few words nor 

few business models. Our works are new, diverse and 

creative. The projects start with exploring values and 

possibility which the territory has. Through the pro-

ces, we develop the most appopriate and feasible urban 

plan for the site.

우리의 일 · WHAT WE DO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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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a million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but not one for what we do.

CATHEDRAL GROUP
*영국의 도시재생회사

There’s no word for what we do.

Why would there be?

No one’s done it before.

우리의 일 · WHAT WE DO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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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NODEUL ISLAND

PROJECT PORTFOLIO

Date     2015.8 - 

Location     SEOUL

Business Area     Urban Planning & Design│Management│Placemaking│Program Planning & Implement│Marketing

Collaborate with     서울특별시│플랙스앤코│OTD코퍼레이션│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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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 NODEUL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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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은 한강예술섬, 오페라하우스 등 많은 사업이 계획되고 무산되기를 반복하던 땅입니다. 
이전의 사업이 실패했던 건 거대한 스케일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들섬은 서울시민이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하며 한강을 향유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 개발 사업이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노들섬은 다양한 활동들이 어우러지는 문화
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들섬에 여러 분야를 품는 힘을 가
진 음악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기지를 계획했습니다.

노들섬 · NODEUL ISLAND

장소를 기반으로 한 초기 공간 전략 및 비전 수립
Place-based Initiative Strategy and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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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꾸는 노들섬은 '한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완성되는 땅이었습니
다. 기획하는 단계, 공사가 이루어지는 단계, 운영을 실험하는 단계, 그리고 안정적으로 노들섬이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
기까지 각 단계별 실행 전략과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건축설계와 공간 측면에서도 공모전을 통해서 단번에 완성할 수 있었지만, 건축공간과 외부공간도 운영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노들섬을 계획하였습니다.

노들섬 건축물 배치 가이드라인 단계별 운영수행계획

노들섬 · NODEUL ISLAND

비전과 기획에 따른 단계별 계획 수립
Phased plan according to vision 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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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프로젝트는 이 땅에 가장 적합한 운영 프로그램과 운영자를 먼저 선정하고, 이후 그에 적합한 건축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프로세스로의 전환을 시도한 첫 사례입니다. 우리는 노들섬의 미래 운영자로서 우리가 제안
한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는 건축물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고, 건축물과 환경 조성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노들섬 건축물 배치 가이드라인 노들섬 외부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노들섬 시설 적정 면적 산출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가에게 운영에 적합한 새로운 공간을 제안
하고 공간 세부계획을 함께 조율하며 운영계획이 반영된 최종건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들섬 · NODEUL ISLAND

비전과 기획에 따른 건축물 & 환경 조성 계획 수립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plan according to vision 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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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이 시민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성과 힘이 필요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들섬에 적합한 협업주체들을 찾고 설득하였습니다. 노들섬에 
가장 적합한 플레이어들과 함께 노들섬을 운영할 협업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노들섬 프로젝트에서 도시기획자로서 우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협업의 토대를 만들고 적절한 다
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 입니다.

확장되는 노들섬 협업 PLAYER

노들섬 운영 위탁 컨소시움

노들섬 · NODEUL ISLAND

노들섬에 적합한 PLAYER를 찾아 협업 체계 구축
Searching the proper players and building fin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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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 NODEUL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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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단순히 그들의 컨텐츠를 노들섬이라는 공간에 유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그들의 활동이 노들섬에 들어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노들섬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새로이 기획하였습니다.

노들섬 X 안녕서울 노들나들 투어프로그램 발굴 노들축제 X 네이버 뮤지션리그 크리에이터 데이

노들섬 X 스타일지음 노들 채집기

노들섬 · NODEUL ISLAND

협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공간 콘텐츠 발굴
Discovering new contents of the place through cooper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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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은 800평의 상업시설이 포함된 3000평의 문화시설과 외부의 야외공간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우
리는 협업체와 함께 시설이 실제 작동하기 위한 프로그램부터 시설 관리계획 이를 위한 예산 사용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노들섬 공간 프로그램

노들섬 공연장 대관 관리 전략

노들섬 운영 수입 및 지출 계획

노들섬 · NODEUL ISLAND

3,000평의 건물과 축구장 크기의 외부공간에 대한 종합 운영계획 수립
Establishing comprehensive managing plan for the whole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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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Planning and Operating the pilot project for two years

노들섬 개장 전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
업에 대한 공감과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2년 간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노들섬은 
문화 활동 공간으로 시민들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적극적인 개입과 관계들의 퇴
적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공간이 완성되기 전의 노들섬에서 여러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과 홍보 활동을 시도하며 노들섬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들섬 파일럿 프로젝트 과업 프로세스

2016년, 노들섬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노들기지국에서 장터와 공연, 다양한 시민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 2017 2018

콘텐츠제작 콘텐츠 강화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기록/사무운영

브랜드 전략 구축

시민·전문가 참여프로그램시민참여 프로그램

착공

현장 행사사전조사·연구 개장 전 운영안정화

노들섬 · NODEUL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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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축제 기획
Nodeul Festival

음악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기지로 다시 태어날 노들섬을 미리 만나보는 노들축제. 
네이버 크리에이터와 연계한 공연 + 전시 + 참여형 워크숍 + 먹거리 프로그램으로 구
성된 노들섬의 원데이 종합 축제로, 약 3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네이버 꽃 프로젝트
와의 협업을 통한 7팀의 뮤지션 공연 크리에이터데이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약 16
천여 명과 함께 했습니다.

대규모 축제 외에도 노들섬 땅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의 다양한 참
여 활동들을 진행하여 노들섬을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
발하는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노들섬 · NODEUL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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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뮤직, 영상: 노들섬 홍보 콘텐츠 제작
Promotion contents for Nodeul: Nodeul Music & video

2016년 노들섬 첫번째 컴필레이션 앨범 '노들뮤
직 Vol. 1 오직 너를 위한 고백'이 발매되었습니
다. 노들뮤직 Vol. 1은 민트페이퍼와의 협업을 통
해 음악성과 대중성을 가진 뮤지션 네팀이 참여
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노들섬에서의 아
름다운 낮과 밤'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노들뮤직과 음악이 담긴 노들섬은 피키캐스트와
의 협업을 통해 두 편의 드라마타이즈로 제작되
었습니다.

스튜디오와 협업하여 도시의 일상 속 나를 위한 작은 휴식처인 노들섬의 현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복잡한 도시의 일상이 노들섬의 자연 환경으로 전환되며 간접적으로 노들섬
을 경험하고, 현재 조성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노들섬을 상상하게 합니다.

노들섬 · NODEUL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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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전시 기획
Exhibitions

노들축제의 한 켠에는 노들섬에서 그간 일어났던 활동들과 노들섬의 현재, 
그리고 노들섬의 미래의 이야기가 전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시민들이 
노들섬 브랜드를 이해하기 쉽도록 참여형 전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8 도시재생엑스포에 참여
하여 노들섬에서 볼 수 있는 다
양한 풍경을 담은 사진과 현재 
노들섬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
달하는 영상 전시, 노들섬의 미
래를 상상하게 하는 모형전시
를 하였습니다.

노들섬 · NODEUL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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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프로모션 협업 구축
Partnership for brand marketing and promotion

전문 브랜드 전략 기업 더. 워터멜론과 함께 노들섬에 적합한 브랜드 전략을 구축하고, 노들섬만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와 
굿즈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워터멜론, 서울시, 건축가와 함께 총 14회의 브랜딩 워크숍과 회의를 통해 노
들섬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패키지와 8종의 브랜드 슬로건, 브랜드 로고, 3종의 브랜드 
굿즈를 개발하였습니다.

노들섬 · NODEUL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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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한 가운데에 자리잡은 섬, 

종합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기획에서 운영까지

Full package Placemaking 수립자

From planning to managing the island at the middle 
of Seoul based on comprehensive strategy,

Full Package Placemaker

노들섬 · NODEUL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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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카사리아 이코시티

KASARIA ECO CITY IN ZAMBIA

PROJECT PORTFOLIO

Date     2017.3 - 

Location     ZAMBIA (AFRICA)

Business Area     Urban Planning & Design│Architecture Design│Development & Construction

Collaborate with     황창연 신부님(평창 성필립보 생태마을)│ZAMBONG(잠비아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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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카사리아 이코시티 · KASARIA ECO CITY IN ZA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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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땅에 천주교 재단과 손을 잡고 새로운 도시만들기 전략 수립
Establishing original placemaking strategy in Africa with Catholic group

잠비아 내 무풀리나(Mufulira) 지역은 이미 20년 전부터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가 선교활동을 전개하
던 곳입니다. 황창연 신부님은 수녀회의 선교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듣고 후원자를 모아 5년 전부터 선교
지의 농업기술학교와 농장을 지원해왔습니다. 2015년 9월, 이러한 천주교의 활동에 감명받은 잠비아 정부
가 교구에 30㎢에 이르는 넓은 대지를 무상으로 증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카사리아 이코시티에서 가장 먼저 지어지는 것은 신학교, 수녀원, 피정의집 등의 종교시설들 입니다. 우리는 
종교시설이 도시와 마을에서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넘어서 도시 발전 측면에서 시작점이자 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들어가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잠비아 카사리아 이코시티 · KASARIA ECO CITY IN ZA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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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리아 이코시티는 천 만평(약 3,000ha)의 넓은 땅입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우리는 
대규모 토지에 단순히 도시설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인구, 경제, 농업, 녹지, 에너지, 물 등 도시를 구성하는 전 분야에 대해서 단계적인 
종합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000만평의 대규모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단계적 개발 계획안 수립

Strategic and phased development plan
upon comprehension of the 3,000 ha site.

잠비아 카사리아 이코시티 · KASARIA ECO CITY IN ZAMBIA

첫 만평의 거대한 땅을 일시에 개발하는 대규모 조성 방식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확장해나가는 시나리오 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첫마
을’을 시작으로 카사리아 이코시티는 단계적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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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과 동시에 첫마을 건설을 위하여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방안 실행
Strategy for constructing the first village with natives

잠비아 카사리아 이코시티 프로젝트는 거대 자본이나 대형 건설사에 의해서 일시에 개발되는 대
규모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서 한국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하나씩, 한땀씩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지인들을 참여시켜 마을을 만
들어가는데에 필요한 실행 전략과 방안을 구상합니다.

전문적이고 대형 장비를 통해서 쉽게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도시에서는 ‘빠르게’보다 ‘함께’가 더 중
요한 가치입니다.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목표 중 하
나입니다.

잠비아 카사리아 이코시티 · KASARIA ECO CITY IN ZA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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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카사리아 이코시티 · KASARIA ECO CITY IN ZAMBIA

물, 에너지 시스템 연구 및 제안 : 전문가들과 협업체계 구축
Research and suggestion of water and energy system : partnership with experts

카사리아 이코시티는 주변으로부터 끌어올 전기와 상하수도망조차 존재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어떤 인프라 
시스템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하며 비용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만큼 각 분야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그들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카사리아 이코시티의 전기 및 에너지에 대한 전략 카사리아 이코시티의 물(식수)에 대한 전략

27



띵굴마켓과 협업하여 재미있고 의미있는 기획을 통해서 사회적 의미의 실현과 동시에 잠비아 아이들
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계속 기획하여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카사리아 학교설립을 위한 다양한 펀딩 프로그램 개발
Diverse funding program for building schools in Kasaria

교육은 카사리아 이코시티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학교 시설을 지어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과 잠비아 아이들을 좋은 의미로 연결해주기 위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현하고자 합니다.

잠비아 카사리아 이코시티 · KASARIA ECO CITY IN ZA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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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카사리아 도시의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수립
Setting up sustainable operation system for the new town

도시의 물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우리의 역할은 아닙니다. 지어진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잠비아 현지인들과 한국인들이 
각자의 역할 속에서 원활히 도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전략을 만드는 일도 우리가 맡은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잠비아 카사리아 이코시티 · KASARIA ECO CITY IN ZAMBIA

첫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비전 및 세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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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잠비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안적 도시개발 전략 
수립의 중심 주체

Alternative Urban Development Strategy
with participation of Zambian natives

잠비아 카사리아 이코시티 · KASARIA ECO CITY IN ZA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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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제분 크리에이티브 로드맵

DSFG Creative Roadmap

PROJECT PORTFOLIO

Period     2017.12  - 2018.4

Location     영등포 대선제분 부지 (SEOUL)

Business Area     Urban Strategy & Design│Process Design│Architecture Concept Design

Collaborate with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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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제분 크리에이티브 로드맵 · DSFG Creative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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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스터디 : 400%용적률 스터디 : 320%

MASS 원칙에 가장 적합한 규모

용적률 스터디 : 360%

용적률 스터디 : 280%용적률 스터디 : 200%철거 후 : 60.22%

연면적 : 11,418.77㎡

물리적 가능성 스터디
Possibility of the place

기존 공장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용도를 더하는 과정에서 MASS에 대한 배분과 물리적 가능성에 대해서 다각도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건물과 신·증축되는 건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담아내기에도 적합한 규모를 찾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대선제분 크리에이티브 로드맵 · DSFG Creative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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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제분 크리에이티브 로드맵 · DSFG Creative Roadmap

구조에 따른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도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물리적 가능성 스터디
Possibility of th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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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제분 크리에이티브 로드맵 · DSFG Creative Roadmap

메인 광장에서 바라본 조감도

시나리오에 따른 풍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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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 네덜란드 창의적 도시재생으로의 여행

PLACEMAKING ALTERNATIVES IN THE NETHERLANDS

PROJECT PORTFOLIO

Period     2018.2  - 2018.8

Location     NETHERLANDS│KOREA

Business Area     Placemaking  Alternatives│Urban Research│Publication│Exhibition

Collaborate with     주한네덜란드대사관│넥스포2018│보안여관│몬드리안펀드│크리에이티브인터스트리즈펀드│더치컬처 국제문화협력센터│포토그래퍼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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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장소 만들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역량을 가진 조직
Profound research on creative placemaking alternatives

2014년부터 네덜란드와 영국을 중심으로 해외의 창의적인 도시 재생 및 장소 만들기의 사례를 발
굴하여 연구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서치 트립을 통해 도시와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더 나아
가 공간을 만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네트워크이며 동시에 유
쾌한 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해외 사례의 현장을 방문
하고 이니셔티브들을 직접 만나며 지속적
인 리서치 작업을 진행 해 왔습니다. 우리는 
해외 도시 장소 만들기를 심도 깊게, 그리고 
꾸준히 연구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 PLACEMAKING ALTERNATIVES IN THE NETHERLANDS

ⓒ 이현준

ⓒ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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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기반으로 한 워크숍 및 자체 출판 기획, 전시기획의 역량
Workshops, self-publication and exhibition based on the research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 PLACEMAKING ALTERNATIVES IN THE NETHERLANDS

해외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
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합니다. 서울역 
주변 지역에 대한 고민을 주제에 따라 연
속적으로 다루며 진행된 TUT 국제워크
숍 시리즈는 단순한 해외 사례의 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닌,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련 공공기관 등과 함께 창의적이고 실
질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습니
다. 현재 TUT 국제 워크숍 시리즈를 기
반으로 한 서울역 일대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된 우리의 연구는 2018년 '도시를 만드를 사람들'로 출판되었습니
다. 네덜란드의 3개 도시에서 12명의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
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전시가 통의동 보안여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도시공간들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가치관과 배경, 그리고 역할로 만들어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
습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의 창의성과 실행력, 관용의 사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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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 PLACEMAKING ALTERNATIVES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펀딩 유치
Fundings from Dutch institutions

이번 출판과 전시는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의 문화프로그램 NEDxPo2018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현지의 여러 문화산업 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의 기반
Building broad network internationally

우리의 꾸준한 관심과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맺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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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공간 조성의 패러다임 개척과 연구를 해나가는
URBAN THINK TANK

Pioneering and researching new urban-placemaking paradigm
Urban think tank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 PLACEMAKING ALTERNATIVES IN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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