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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名願
Qualification Statement

philosophy 최고지향의 전문성 극대화
창조적, 미래지향적, 능률적인 건축
전문적인 개발 및 컨설팅 시스템 구축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581-3 동마빌딩 8층
건축사 선은수
064.733.3220
064.732.7327
sun32200@hanmail.net

건축설계, 건축감리, 인테리어, 시공컨설팅
사업성 조사  기획, 수익성, 시장조사, 인허가 방안
건축기본계획 개발계획, 단지계획, 법규 및 규모검토
건축설계,감리 설계, 인테리어, 감리, 공사예산관리
사후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증축, 리노베이션

About us



대표(건축사): 선은수(宣銀守)
생년월일: 68년 12월 15일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581-3
        동마빌딩 8층

   ~1994: 금오공대 건축공학과 졸업
         제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석사
1994~1996: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1996~1998: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
1998~2000: 광장건축사사무소
2000~2006: 건축사사무소 선건축 대표
    2007~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대표이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대한건축가협회 정회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위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디자인전공 겸임교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 설계자문위원
2007 대한민국 건축제 초대작가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아모레퍼시픽 설록차연구소 & 공장)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일반주거부분 국무총리상 수상
(SM’1 HOUSE)

 Profile

대표 건축사  선은수



STAFF

김대희 / 팀장
대전대학교 /01년도 건축공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03년도 건축대학원 졸업

문성영 / 차장
제주대학교 /06년도 건축공학과 졸업

강유리 / 기사
제주대학교 /14년도 건축학부(디자인전공) 졸업

변정현 / 과장
제주대학교 /12년도 건축학부(디자인전공) 졸업

설계 2팀

허동호 / 팀장
제주대학교 /03년도 건축공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07년 건축학과 대학원 졸업

여지예 / 과장
아주대학교 /08년도 건축학과 졸업
University of Reading Construction Management (MSC)

이충은 / 차장
제주대학교 /09년도 건축학부(디자인전공) 졸업

장형훈 / 대리
제주대학교 /13년도 건축학부(디자인전공) 졸업

설계 3팀

고경임 / 소장
제주대학교 /01년도 건축공학과 졸업

오지태 / 과장
금오공과대학교 /10년도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졸업

채지연 / 기사
제주대학교 /14년도 건축학부(디자인전공) 졸업

이제희 / 과장
경희대학교 / 09년도 건축공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 11년도 건축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설계 4팀

김우준 / 이사
제주산업정보대학 /98년도 건축과 졸업

강승종 / 소장
제주대학교 /04년도 건축공학과 졸업

안재정 / 차장
제주대학교 /08년도 건축학부(디자인전공) 졸업

황선영 / 과장
숙명여자대학교    /10년도 건축학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13년도 건축학과 졸업

박선욱 / 대리
제주대학교 /13년도 건축학부(디자인전공) 졸업

설계&감리 총괄

송석호 / 이사 - 건축분야 특급기술사

유완희 / 이사 - 건축분야 특급기술사

진   림 / 이사 - 건축분야 특급기술사

임용태 / 이사 - 건축분야 특급기술사

김민찬 / 이사 - 기계분야 중급기술사

강종욱 / 이사 - 토목분야 고급기술사

현관식 / 부장 - 건축분야 특급기술사

강준혁 / 부장 - 설계, 시공, 건축분야 고급기술사

김상혁 / 부장 - 토목분야 중급기술사

임호준 / 부장 - 기계분야 특급기술사

한성규 / 부장 - 설계, 시공, 건축분야 특급기술사

한재봉 / 단장 - 건축분야 특급기술사

배우필 / 단장 - 건축분야 특급기술사

김옥만 / 단장 - 건축분야 특급기술사

양숙녀 / 단장 - 건축분야 고급기술사

감리단

설계 1팀

전혜정 
제주대학교 /96년도 무역학과(경영학사) 졸업

손려려 
제주대학교 /14년도 통역번역대학원 졸업

경영지원팀



License_기술자격 및 증명서



Prizewinner work_수상,주요실적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현상설계     당선
삼천포시 실내 체육관 현상설계    당선
삼천포시 실내수영장 현상설계
안양시 실내체육관 현상설계
한국통신 청주전화국 현상설계     우수
청와대 부속청사 신축 현상설계
담배인삼공사 익산지점 신축 현상설계   당선
담배인삼공사 김천원료공장 현상설계   우수
분당공공 도서관 현상설계
주중 한국대사관 현상설계      당선
양재동 모이콤 빌딩 계획 설계
자동화 설비시험 평가센타 현상설계
신투리 지구 1,5단지 아파트 현상설계
연평초,중농어촌 현대화시범학교 현상설계  우수
제주시 올림픽 스포츠센타 현상설계   당선
제주시 청소년 수련관 현상설계
제주시 정보센타 현상설계
서귀포 칠십리 건축상      대상 2002
남제주군 건축상       대상 2002
서귀포 칠십리 건축상      우수 2003  
남제주군  건축대상      우수 2004
남제주군 건축상       대상 2004
서귀포 칠십리 건축상     우수 2005
남제주군 건축상       대상 2005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부분      건축상 2006
아라동’송은재’        대상 본상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부분      건축상 2007
남원 주택 ’자이헌’       대상 본상
제주 의학전문대학원 현상설계    가작 2007
한국건축문화       대상 2008

첨단과학단지 업무지원시설 턴키 2008
신재생에너지 종합홍보관 현상설계    당선 2009
중문도 우체국 현상설계      당선 2009
세계자연유산센터 현상설계     가작 2009
제주서부소방서 신축청사 현상설계    가작
북제주군국민체육센타 현상설계    가작
저지문화예술관 현상설계
벤처종합 지원센타 현상설계     가작
서귀포시 방문객센타 현상설계     당선
핀크스 비오토피아 감리
SK텔레콤 제주연수원 설계.감리
WELL-Being Place(서귀동 주상복합)
매트로빌딩 신축 설계,감리
E-마트 서귀포매장 설계,감리
서귀포터미널 이전 신축 설계,감리
신영영화박물관 증축 설계,감리
드라마 “올인”세트장 설계
남제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설계,감리
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 증축설계,감리
서광 녹차박물관 증축 설계,감리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설계,감리
서귀포의료원 증축 설계,감리
리체클럽 휴양 콘도미닌엄 신축 설계.감리
남제주군 감귤 종합 전시판매센타 신축 감리
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 신축 감리
남제주군 여성문화회관 신축 감리
일호지오빌 설계
지산오차드힐 설계
덕산리치빌 설계
사이프러스 Golf & Resort 콘도 감리

색달동 관광호텔 설계
성읍 파충류 테마파크 설계
서귀동 효병원 리노베이션
연동 Medical Center 설계,감리
연동 메디컬 센터 신축 설계 감리
핀크스 골프클럽 관리동 신축 설계,감리
서귀포시 시민천문과학문화관 신축 설계,감리
건강과 성문화 교육박물관 신축 감리
해비치골프 클럽하우스 증축 감리
금호제주2차 콘도미니엄 감리
효성연수원 신축 설계, 감리
저지문화예술관 신축 감리
Springdale Golf & Resort 신축 설계
서귀포시 시민 천문대 신축 설계 감리
제주 교육 대학교 Renovation
해비치 리조트 기숙사 신축 감리
우도 경기장 본부석 신축 설계
상예 밀랍 박물관 신축 설계
중앙 지하상가 캐노피 시설 설계 감리
핀크스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 신축 설계 감리
남원 어촌 체험 마을 방문객 센터 신축 설계 감리
월정 휴양 콘도 미니엄 신축 설계
남제주 화력 원룸형 사택 신축 감리
제주 항로 관제 레이더 신설 공사 감리
제주 화순 Town house _Rosemary  Town Houses
퍼시픽 랜드 요트 클럽하우스 신축 설계 감리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2단계 시설 현상설계                            당선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현상설계                                      우수                          
SM’1 HOUSE            한국건축문화대상
김창열 미술관 현상설계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현상설계

대지 위치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병원 병원 구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종합의료시설지구
건축 면적  3,668.46m2 (1,109.71평)
연  면  적 10,972.97m2 (3,319.32평)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5층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학전문대학원)
최고 높이  22.10m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01



대지 위치  서귀포시 서귀동 7-3번지 일원
지역.지구  보전녹지지역
건축 면적  1,940.05m2 (586.87평)
연  면  적 3,784.22m2 (1,144.73평)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지하1,지상2층
용       도 전시시설 
최고 높이  11.0m  

전시시설02
서귀포방문객센터 현상설계 당선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 예술관 현상설계

대지 위치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63
지역.지구  관리지역
건축 면적  900.43m2 (272.38평)
연  면  적 1,090.49m2 (329.87평)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2층
용       도 문화및집회시설(전시시설)
최고 높이  11.7m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시설) 03



MOVIELAND WAX MUSEUM
밀랍인형박물관

대지위치 : 서귀포시 상예동 270-1
대지면적 : 6,610.0㎡(1,999.53평)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 1,302.71㎡(   394.07평)
연  면  적 : 4,056.62㎡(1,227.13평)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2층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최고높이 : 14.75m

대지 위치  서귀포시 상예동
대지 면적  25,075.00㎡
건축 면적  1,421.05㎡
연  면  적 3,848.13㎡
구조/규모 SRC구조 / 지하1층,지상3층
용       도 전시시설 

전시시설04
무비랜드 밀랍박물관



벤처종합 지원센터 현상설계 가작
대지 위치  제주시 이도2동 1176-66,67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구,중심미관지구,방화지구
건축 면적  2,807.70m2 (849.32평)
연  면  적 9,313.44m2 (2,817.32평)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지하3,지상6층
용       도 업무시설
최고 높이  28.7m 

업무시설 05



대지위치  서귀포시 상예동 270-1
대지면적  6,610.0㎡(1,999.53평)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1,302.71㎡(   394.07평)
연  면  적 4,056.62㎡(1,227.13평)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2층
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최고 높이  14.75m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06
Springdale Golf & Resort Club_House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지원시설

대지위치  제주도 아라동, 영평동, 월평동 일원
대지면적  생산지원시설 9,863.00㎡
                업무지원시설 6,554.00㎡
연 면 적  생산지원시설 28,445.85㎡
               업무지원시설  3,015.01㎡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준공업지역
총세대수  69세대
높      이  19.8m

업무시설 07



대지면적  20,635.28㎡ (6,242.17평)
건축면적  3,392.71㎡ (1,026.29평)
규      모  지하 3층, 지상 13층
연 면 적  28,843.81㎡(8,725.25평)
    12,552.58㎡ (지하층)
    16,291.23㎡ (지상층)

의료시설08
J-HOSPITAL



서귀포 종합 문화 예술회관
대지면적  38,431.00㎡ 
건축면적  6,342.28㎡                         
연  면  적 7,959.66㎡

문화 집회 시설 09

건축위원회



대지면적  29,000㎡ (9,075평)                     
규      모  지상 3층
지역 지구  자연녹지, 도시계획구역
연  면  적 5,304.78㎡
건  폐  율 8.69%
용  적  율 17.49%

연구시설10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아모레 퍼시픽 설록차 연구소 & 공장
위      치  서귀포 안덕면 서광리 1241번지
용      도  공장
대지면적  6,420㎡      건축면적 : 2,835.71㎡ 
연 면 적  3,423.58㎡ 규      모 : 지상 3층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공장 11



대지 위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8일대
건축 면적  4,360.15m2 
연  면  적 6,918.41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2층
용       도 전시시설
최고 높이  9.0m 

전시시설12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현상설계 가작



노벨평화상 기념관
대지 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481번지 외 7필지
지역 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대지 면적    18,400.00㎡
건축 면적  3,579.25㎡
연  면  적 6,440.79㎡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2층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기념관) 

전시시설 13



대지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859번지
건축 면적  6,301.35m2 
연  면  적 16,884.93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4층
용       도 교육시설

교육시설14
제주 살롬 고등학교 신축 설계용역



제주 물산업 연구소
대지 위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 일원
건축 면적  1,719.95m2 
연  면  적 2,172.95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2층
용       도 연구소

연구소 15



대지 위치  애월읍 유수암리 1206번지 외 13필지
건축 면적  23,918.33m2 
연  면  적 36,677.01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3층
용       도 관람대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16
제주 경마장 구관람대 환경개선공사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건립공사

대지 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39번지 일원
건축 면적  13,717.94m2 
연  면  적 26,897.24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3층
용       도 전시시설

전시시설 17



대지 위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시설 용지
건축 면적  12,710.68m2 
연  면  적 28,413.93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4층
용       도 교육시설

교육시설18
제주 국제학교



영어교육도시 - BHA

대지 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613번지 일원
건축 면적  16,815.35m2 
연  면  적 37,217.70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4층
용       도 교육시설

교육시설 19



대지 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산 1-6번지 일원
건축 면적  30,414.06m2
연  면  적 87,666.93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4층
용       도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20
제주영어 교육도시 국제학교 (NLCS)



토스카나 가족호텔
(동방신기-시아준수)

대지 위치  서귀포시 강정동 3700-1번지 일원
건축 면적  1,842.87m2 
연  면  적 5,137.19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3층
용       도 가족호텔

숙박시설 21



대지 위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2번지
건축 면적  30,149.58m2 
연  면  적 56,853.11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상3층
용       도 리조트

숙박시설22
제주 아덴힐 리조트



Pinx biotopia 관리동

대지 위치  서귀포 안덕면 상천리 800-2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축 면적  820.99 m2
연  면  적 1,309.65 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상2층
용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최고 높이  6.4m 

근린생활시설 23



대지 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95번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축 면적  4,104.15 m2
연  면  적 8,472.36 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층, 지상3층
용       도 관광숙박시설 및 체육시설
최고 높이  11.95m 

관광숙박시설 및 체육시설24
Pinx biotopia 



연동 신라호텔

대지 위치  제주시 연동 274-16외 2필지
건축 면적  1.742.44㎡ 
연  면  적 19,805.50 ㎡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3,지상11층
용       도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최고 높이  44.85m 

관광숙박시설 25



대지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494번지 일원
건축 면적  4,090.371.70m2 
연  면  적 73,374,100.80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아파트동:지하3,지상19층
                오피스텔동:지하3,지상16층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업무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26
Yeon Dong_Greencity



곽지 관광지구 조성계획

대지 위치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622-37
건축 면적  13,717.94m2 
연  면  적 335,911.11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2층,지상6층
용       도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27



대지면적  25,161㎡
규      모  지하1층, 지상 2층
지역 지구  관리지역
연  면  적 2,824.05㎡
건  폐  율 6.83%
용  적  율 11.22%

문화 및 집회시설28
신재생에너지 종합홍보관  현상설계 당선작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지 위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건축 면적  523,354 m2 
연  면  적 94,872 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4층
용       도 관광시설

관광시설 29



대지위치  제주시 한림읍 일원
대지면적  284ha
용       도 숙박시설(특급호텔), 상업시설, 테마파크, 주거단지, 휴양 리조트

마스터플랜30
제주 중국성



제주 중국성

대지 위치  제주시 한림읍 일원
대지 면적    284ha
용       도 숙박시설(특급호텔), 상업시설, 테마파크, 주거단지, 휴양 리조트

마스터플랜



대지 위치  제주시 한림읍 일원
대지 면적    320,000㎡
연  면  적    171,000㎡
용       도 숙박시설(특급호텔)
규       모    지상 7층
최고 높이    30M

숙박시설

제주 중국성(최대형 특급 호텔)



제주 중국성(최고급 면세점)

대지 위치  제주시 한림읍 일원
대지 면적    120,000㎡
연  면  적    96,000㎡
용       도 상업시설(최고급 면세점)
규       모    지하2층, 지상3층

상업시설



대지 위치  제주시 한림읍 일원
대지 면적    200,000㎡
연  면  적    160,000㎡
용       도 상업시설((차이나타운)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상업시설

제주 중국성(차이나타운)



제주 중국성(테마파크)

대지 위치  제주시 한림읍 일원
대지 면적    350,000㎡
연  면  적    150,000㎡
용       도 관광휴양시설(테마파크)
규       모    지상3층
최대 높이    20M

관광휴양시설



대지 위치  제주시 한림읍 일원
대지 면적    290,000㎡ / 330,000㎡
연  면  적    62,100㎡ / 65,730㎡
용       도 주거단지(고급휴양주거단지)
규       모    200세대 / 237세대

주거단지

제주 중국성(고급휴양주거단지)



제주 중국성(휴양리조트)

대지 위치  제주시 한림읍 일원
대지 면적    1,180,000㎡
연  면  적    450,000㎡
용       도 관광숙박시설(휴양리조트)
규       모    3,000세대

관광숙박시설



대지 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35-7번지 일원

관광휴양시설31
제주 신화역사공원  



대지 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35-7번지 일원

제주 신화역사공원  
관광휴양시설



대지 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35-7번지 일원

관광휴양시설

제주 신화역사공원  



대지 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35-7번지 일원

제주 신화역사공원  
관광휴양시설



전시시설32
풍산 드림랜드 조성사업



JEJU ISLAND RESORT  
관광숙박시설 33



대지 위치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건축 면적  38,756.49㎡
연  면  적 75,609.56㎡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상2층
용       도 리조트

관광숙박시설34
JEJU GRANDRESORT 조성사업  



대지 위치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건축 면적  38,756.49㎡
연  면  적 75,609.56㎡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상2층
용       도 리조트

JEJU GRANDRESORT 조성사업  
관광숙박시설



대지 위치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960-7번지 일원
건축 면적  221,403㎡
용       도 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공공편익시설

관광휴양시설35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대지 위치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960-7번지 일원
건축 면적  221,403㎡
용       도 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공공편익시설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관광휴양시설



숙박시설36
도두 마리나 겔러리 호텔

주  소  도두일동 2614, 2614-1
대지면적  1979.9m2                  
규      모  지상 10층
지역 지구  준공업지역
연  면  적 7,919.60㎡
건  폐  율 60%
용  적  율 400%



대지 위치  제주시 삼도이동 1,260번지
건축 면적  2,678.09m2 
연  면  적 29,258.32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층, 지상11층
용       도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주 T HOTEL
관광숙박시설 37



대지 위치  서귀포시 서귀동 325-1외 1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건축 면적  1,055.30 m2
연  면  적 11,278.49 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층, 지상10층
용       도 숙박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최고 높이  29.98m

관광숙박시설38
서귀동 G HOTEL 



동인호텔

대지 위치  제주시 연동 306-14 비지니스호텔
건축 면적  371.20㎡ 
연  면  적 3,334.90 ㎡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2, 지상10층
용       도 숙박시설(관광호텔)
최고 높이  28.80m 

숙박시설 39



대지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182번지 외 10필지
건축 면적  1,570.81m2 
연  면  적 21,465.10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아파트동:지하3,지상10층
용       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업무시설(오피스텔)40
서귀동 오피스텔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2단계 시설 현상설계 당선작

대지 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건축 면적  485.83m2 
연  면  적 697.70m2 
건  폐  율 19.43%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상2층
용       도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41



위       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158번지
대지 면적  10,000.00m2                 
규       모 지하 1층/지상 2층
지역 지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휴양림구여
연  면  적 3,129.95㎡
건  폐  율 0.140%
용  적  율 0.158%

문화및 집회시설42
붉은오름 목재문화 체험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대지 위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1번지 외 1필지
지역 지구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건축 면적  1,273.93 m2 
연  면  적 3,253.38 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지하1,지상3층
최고 높이  15.00m
용       도 수련시설

수련시설 43



대지 위치  서귀포시 서귀동 325-1번지 외 1필지
주  용  도 숙박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 면적  1,609.70 m2 
건축 면적  1,055.30 m2 
연  면  적 11,278.49 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 구조 / 지하1층,지상 10층/ 248개실

숙박시설44
서귀동 Y HOTEL



대지 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5외 18필지
건축 면적: 99,620 m2 
연  면  적:  42,296 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3~4층
용        도: 콘도미니엄 및 미술관

테디벨리 리조트  
관광숙박시설 45



대지 위치 제주시 오라3동 2237-2번지
건축 면적 162.03 m2 
연  면  적 247.26 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 지상2층
용       도 단독주택

단독주택46
SM’1 HOUSE



대지 위치: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15-23임외 4필지
건축 면적: 9,800 m2 
연  면  적: 1,549.02 m2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 무량판구조 / 지상2층
용       도: 미술관

김창열 미술관 현상설계
미술관 47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Sun Architects & Engineers Co.,Ltd

www.sun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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