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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파이브 아웃도어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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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는 합리적이고 세심하며
감각적인 자연을 만들어가는 그룹입니다.

HEA는 도시 공간에서의 자연을 다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 회사입니다. 
자연과 도시라이프의 새로운 조화를 꿈꾸며, 감각차원의 
자연 경험을 창출하기 위한 설계 및 디자인빌드 
과정에서의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고민합니다. 

자연의 가치에 바탕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영향을 
추구하며, 도시 자연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www.h-e-a.co.kr

주식회사 에이치이에이

07



2

2017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HEA 브랜드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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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Background
2018 - 현재   주식회사 에이치이에이(HEA) 대표
2016 - 2017   세계수프로젝트 대표
2010 - 2016   미국 이코이드 코퍼레이션(ecoid) 대표
2009 - 2010   하버드대학교 디자인 연구원
2009   그라운드뷰(Groundview)디자이너
2008   라츠앤파트너(LATZ+PARTNER) 디자이너
2008   마샤슈왈츠파트너스(MSP, Martha Schwartz Partners) 디자이너
2006 - 2007   오피스박김 디자이너

Education
2010   하버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2007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학사
2007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학사

Experience
2017 - 현재   서울시 공공조경가
2016 - 2018   서울시립대학교 출강      
2012 - 2014   하버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특강             
2011   제8회 국제 식물공학회 초청 강연
2011   버지니아텍대학교(Virginia Tech) 특강

Honors & Awards
2014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2014   캐나다 국제정원 박람회 초청
2014   경산 자연마당 공모 당선
2013   익산 자연마당 공모 당선
2012   부산 자연마당 공모 당선
2006   제3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대상

백 종 현
대표

Professional Background
2018 - 현재   주식회사 에이치이에이(HEA) 대표
2016 - 현재   지앤디자인(Jien Design) 대표
2010 - 2015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책임디자이너
2009 - 2010   싱가포르 티에라디자인(Tierra Design) 디자이너
2006 - 2007   미공건축 디자이너

Education
2013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2009   하버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2006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학사
2006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Experience
2019 - 현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2017 - 현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2017   단국대학교 출강

Honors & Awards
2016   지-밸리(G-Valley) 복합문화센터 현상공모 당선
2016   서울정원박람회 동상
2016   줄포종합청사 현상공모 당선
2016   서울시 공공디자인 전문가 초청공모 당선
2012   제3회 대한민국 신진조경가 대상 최우수상
2009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입선
2005   제2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입선

김 대 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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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재 혁
소장

Professional Background
2018 - 현재   주식회사 에이치이에이(HEA) 소장
2016 - 현재   오픈니스스튜디오 대표
2011 - 2016   KnL 환경디자인 스튜디오 팀장
2009 - 2011   서울대학교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랩(SNU LUL) 디자인 연구원

Education
2011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석사
2009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학사

Experience
2017 - 현재   서울시 공공조경가
2018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2018   강릉원주대학교 특강

Honors & Awards
2019   경기정원박람회 최우수상
2018   일본 하우스텐보스 세계 플라워 가든쇼 최우수 디자인상
2017   경기정원박람회 초청작가
2017   대한민국 가든쇼 대상
2016   서울정원박람회 금상
2013   삼성에버랜드 국제 조경 디자인 공모전 3등
2012   제3회 대한민국 신진조경가 대상 대상
2011   제8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대상
2011   SLANT 국제 아이디어 공모 수상

3

#조경설계 #디자인빌드

 2018 일본 하우스텐보스 세계 플라워 가든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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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문화정원은 방문객과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문화 활
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기능을 잃은 기존의 정수장은 역사
적, 공간적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
생된다. 정원은 필수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여러 개의 원형 고리
로 구성되어 있으며, 팝업 마켓, 푸드 트럭 광장, 야외 극장 등 
지역 사회와 시민이 참여할 수있는 특별 시설이 계획되었다. 기
존 수목 및 시설을 재사용하는 동시에 다양하게 구성된 야외 공
간은 완만한 곡선의 주보행로와 연계된다. 버려지고 방치된 도
시의 정수장은 세심한 복원과 재생의 과정과 더불어 새로운 유
형의 재생정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의미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서 기능한다. 

조치원 문화정원

위치

면적

설계

준공

건축

서비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10,656 m²

2018

2019

이엠에이 건축사사무소(EMA)

기본설계 / 실시설계

2019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상
2019 대한민국 공공건축대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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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 Garden 

위치

면적

설계

준공

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130 m²

2018

2019

디자인빌드

대림 아크로 갤러리

햇빛을 받기 힘든 실내공간에 조성한 컨셉 정원이다. 인공조명
을 활용하고, 배수 및 급수 시스템을 갖추는 등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썼다. 다양한 유
실수와 관엽식물을 활용하여 이국적이면서 울창한 분위기의 정
원을 조성하였다. 

25



27



29



작은 숲 정원

위치

면적

설계

준공

서비스

경기도 성남시

1층 : 100 m²

2층 : 80 m²

2019

2019

디자인빌드

대림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 정원

숲 속의 작은 집을 연상케 하는 이 정원은 세 가지 식재 콘셉트
를 하나의 풍경에 담는다. 정원 한가운데에 세운 집 형태의 파빌
리온에는 잎이 아래로 처지는 행잉가든hanging Garden을 조성했
다. 밖에서 정원을 바라볼 때 파빌리온의 우측 공간에는 화사한 
꽃이 만발하는 양지정원Sunny Garden을 조성하였고, 파빌리온의 
왼편에는 숲 속의 오솔길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음지정원
Shade Garden을 조성하였다. 2층 테라스에 조성한 ‘가벼운 정원_
Light Garden'은 아파트 단지 내 저토심 인공지반 환경을 염두에 
두고 조성하였다. 10cm 남짓한 토심과 배수, 관수 등의 기본 조
건만 충족된다면 선택적 식재를 통해 가벼운 정원이 완성된다. 
이러한 전략은 도시에 더 많은 자연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작은 숲 정원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카테고리의 조
경 공간이다. 이 공간을 운영하며 모델 정원의 긍정적인 영향력
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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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시선, 치유의 시간

위치

면적

설계

준공

서비스

경기도 파주시

288 m²

2019

2019

디자인빌드

2019 경기정원박람회 최우수상

한국전쟁의 참상은 민족의 가슴 뿐 아니라 우리의 대지에도 짙
은 상흔을 남겼다. 우리는 아직 그 상처로부터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땅 DMZ에는 회복과 희망의 숨
결이 자리하고 있다.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에서 다른 모습
으로 남아있는 '대지와 사람' 어떠한 편견과 이념도 없이 스스로
를 치유하는 자연의 시선에 눈을 맞춰본다. <숲의 시선, 치유의 
시간>은 전쟁이 대지의 남긴 상처 중 가장 깊은 상처인 ‘참호’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 되었다. 대지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
을 서사적으로 담아,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치유의 정
원’이다.

참호[塹壕, trench]: 야전(野戰)에서 몸을 숨기어 적의 총포탄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이동하면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땅을 
파서 만든 방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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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작은정원

위치

면적

설계

준공

서비스

경기도 과천시

20 m²

2019

2019

디자인빌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정원

풍성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정원, 하늘과 자연이 함께 보
이는 정원이자 어린이들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 '미술관 작은정
원'이다. 주변의 자연과 대비를 이루는 선명한 색채와 생동감 있
는 형태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조성
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식물을 관찰하고, 화분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으로 어린이들에게 예술과 자연이 만나는 
연결고리를 마련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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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ttle Journey

위치

면적

설계

준공

협업

서비스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100 m²

2018

2018

김원희

디자인빌드

2018 일본 하우스텐보스 세계 플라워 가든쇼 
최우수 디자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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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면적

설계

준공

서비스

충청북도 청주시

210 m²

2018

2018

디자인빌드

Yellow Nest

청주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 놀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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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

위치

면적

설계

준공

서비스

인천시 남동구

10,000 m²

2017

2018

기본설계 / 디자인 감리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 특화설계

아파트 어메니티 공간의 질적 경험적 변화를 위해 특화설계를 
진행하였다. 중앙광장, 동앞정원, 어린이놀이터, 운동공간, 휴게
시설물 등 조경공간 전반에 대한 기본설계 및 디자인 감리를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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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파이브 아웃도어 라운지 & 루프탑

위치

면적

설계

준공

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5층 : 150 m²

13층 : 150 m²

2018

2018

디자인빌드

65



67



69



71



73



위치

면적

설계

준공

서비스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로 7017

18 m²

2019

2019

디자인빌드

2019 서울정원박람회 자치구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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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면적

설계

준공

서비스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로 7017

18 m²

2019

2019

디자인빌드

2019 서울정원박람회 자치구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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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면적

설계

준공

서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여의도공원

20 m²

2018

2018

디자인빌드

2018 서울정원박람회 자치구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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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세포

2017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위치

설계

준공

서비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7

2017

전시기획 / 설치

4가지 자연-세포(셀로, 셀라, 이끼-세포, 상자-세포)를 통해 도
시의 새로운 공유자연을 제안한다. 공유도시의 질서를 구성하
는 새로운 자연은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며 누구나 쉽고 편리
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인 동시에, 공유하고 연결되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자연이다. 자연-세포는 이러한 자연의 가능성
을 확장하는 적당한 크기와 성질의 재료로 마치 세포와 같이 모
이고 결합하여 도시의 공간과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에 전이된
다. 1)셀로는 도시 일상의 그린레고이며 가볍고 조립과 해체가 
쉽다. 안개관수방식과 IoT기술과 결합하여 도시녹화, 도시농업, 
도시바이오필터로서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2)셀라는 자연의 형
성을 돕는 최소단위모듈로 비균질적인 다공성이 특징이며 흙, 
물, 햇빛, 바람의 미묘한 변화를 일으켜 자연의 형성을 촉발한
다. 3)이끼-세포는 이끼를 다루는 최소단위모듈로 자연을 매개
로 하는 표현의 도구이다. 4)박스-세포는 땅과 자연을 담는 재
료이며, 개인의 힘으로 이동 가능한 크기와 무게로 자유로운 조
합이 가능하다. 박스-세포는 도시정원, 도시농업의 재료로 유용
하나 공기의 이동, 비, 바람 등과 같은 자연현상과 맞물려 때때
로 스스로 자연을 형성한다. 자연-세포는 도시의 변화와 예측불
가능성에 대응하는 방식이자, 누구나 쉽게 원하는 모습의 자연
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일
상과 자연은 더욱 적극적이고 흥미롭게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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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 #조경계획

망포바람공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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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수변생태·여가문화 공간 조성
국제설계공모

Seoul Stepping Stones는 프로젝트 디자인 전략에 대한 은유
적 표현으로 사용된다. 과거의 자연적인 수변공간은 회복되어 물
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극대화한다. 도시와 공원 사이의 
경계가 해소되어 공원 내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새롭게 조성
되는 수변공간은 서울의 특별한 공원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성화된다. 강남과 잠실 두 지역은 더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 문화, 여가와 생활의 공간으로 서로 연결된다. 보
행교는 중심 요소로 존재한다.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교차하고 
연결하는 동시에 과거와 미래 사이를 연결하는 상징이 된다. 서
울 징검다리는 소중한 추억과 미래의 가능성을 잇는다.

Seoul Stepping Stones

위치

면적

설계

협력사

서비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448,715 m²

2019

HENN

sbp

그룹한

동해엔지니어링

누리플랜

마스터플랜 /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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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폐조선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통영 도크 시티는 신아 옛 조선소 부지를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
하여 미래의 위험을 해결할 수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체계를 구
축하고자 한다. 기존 매립지였던 조선소 부지는 도시 재생의 가
치와 기능을 지원하는 새로운 공원 시스템으로 전환되며 부지
의 기존 세 가지 주요 블록을 유지하면서 토양 정화 과정을 대상
지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장하며 부두 및 조
선소 시설의 재구성을 통해 기존의 도시 경계를 적극적으로 재
해석한다.

호텔, 상업시설, 주거 공간 및 공중 보도가 연계된 대규모의 '워
터 스퀘어'가 계획되며, 대상지의 물과 오염된 지역이 겹치는 지
역은 치유의 시설로 구성된 습지대로 변신한다. 골리앗 크레인, 
레일 및 기둥과 같은 기존 조선소 구조는 방문객에게 대상지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독특한 풍경과 도시 재생 공원의 새
로운 정체성을 정의한다.

통영 도크 시티

위치

면적

설계

협력사

서비스

경상남도 통영시

185,000 m²

2018

엠엠케이플러스(MMK+)

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DTZ-PAC

교우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

한미옥

심주영

마스터플랜 / 기본계획

101



103



105



대유평공원은 KT&G의 오래된 연초제조창 공장 부지를 '그린 
허브'로 전환하여 환경 지속 가능성을 복원하고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도시공원으로 계획되었다. 공원의 비전은 지
역 사회와 일상 생활의 개선을 이끄는 에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생태 경관 구역, 문화 재생 구역 및 커뮤니
티 구역의 세 가지 공원 구역으로 구성된다. 각 구역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앤아웃 정원 
및 초원 전망대와 같은 독특한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대상지 내 
기존 공장시설의 가치를 고려하여 공장의 일부는 공원의 문화 
허브가되는 새로운 에코팩토리로 변모된다. 대유평공원은 지역
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그리고 서수원 지역의 '장소
와 사람, 그리고 일상의 어울림'을 담아내는 균형의 미학이다.

대유평 공원

위치

면적

설계

준공

건축

서비스

경기도 수원시

153,000 m²

2018

2021 예정

핸드플러스 건축사사무소 (hAnd+)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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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포 바람공원은 지역 생태 공원이자 도서관과 통합된 문화 공
원이다. 도서관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공원으로 확장함으
로써 잔디마당, 야외 독서실, 산림 놀이터 및 정원과 같은 새로
운 장소가 만들어지며 이러한 새로운 장소는 도서관과 공원의 
물리적 경계를 흐리게 하는 통합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공원 정
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원 내에서 사용된 재료와 새로 설계된 
공원 시설물은 도서관의 형태와 재료를 반영한다.

망포 바람공원은 기존 초원과 밭을 공원의 중심 공간으로 재탄
생시킨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 공원인 동시에 공원의 주변 지역
은 주변 학교 및 주거 단지를 지원하는 도시 공원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공원의 디자인과 기능은 다양한 선형성으로 도시 환경
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일련의 독특한 풍경을 제공
한다.

망포 바람공원

위치

면적

설계

준공

건축

서비스

경기도 수원시

45,000 m²

2018

2020 예정

조호 건축사사무소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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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산 자락에 자리잡은 서울시립대학교가 역사, 전통, 문화, 자
연을 보전, 활용한 그린캠퍼스이자 다면적, 다층적 융합대학으
로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캠퍼스만이 가질 수 있는 장소성 및 정
체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본 캠퍼스에 학문과 문화, 건축과 
자연,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교감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
대학으로서의 대학 입지를 굳히고, 나아가 서울시립대학교만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캠퍼스 부지의 물리적,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광장 및 정원기
능이 있는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
여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외부공간 및 커뮤니티 공
간조성을 통해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시설
의 이용현황과 새로운 수요공간을 분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
여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으로 시설들의 내
부환경 및 외부환경을 개선하여 캠퍼스 전체의 통일감을 부여
한다. 

서울시립대학교 마스터플랜 2040

위치

면적

설계

건축

서비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34,000 m²

2018

클로픈 아키텍츠 (CLOpen)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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