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RRICULUM VITAE

민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1

PHILOSOPHY 민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PROFILE

단순함 속에 다양함 이라는 건축적 사고를 가지고 건축 작업‘ ’

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건축물 자체가 정체성을 갖고 도시. 

에서 하나의 오브제로 인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료로 . 

인위적인 멋을 내기보다는 하나의 재료만을 사용하더라도 그 

재료가 갖는 고유의 물성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더욱 빛낼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기계적 장치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간에 빛을 자연채광 드리우( ) 

고 바람길을 열어 보다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과하지 않은 , 

적절함으로 재미있는 공간 감동의 건축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  

           

CONTAC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큐비 센텀 호90 e 1110

t 051 782 9147

f 051 784 9147

w www.min-architects.com

e sakura@min-architects.com

CURRICULUM VITAE

   이 영 민

   대표 건축사 부산시 공공건축가/ (KIRA) / 

   추 수 정

   대표

EDUCATION EDUCATION

충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서울캠퍼스( )

WORK EXPERIENCE WORK EXPERIENCE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소재( )㈜ 건축사사무소ars

PROJECTS PROJECTS

인천 타워 인천시151 , 리조트 마스터플랜 강원도OO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인천시, 골프 리조트 클럽하우스 콘도 제주도OO & & ,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단계 인천시2 , 팔레스호텔 리노베이션 서울시,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지명현상설계 인천시 2014 , 헤르만하우스 단계 파주시2 ,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 전주혁신도시, 신월동 주상복합 서울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사옥 경주시, 신사동 근린생활시설 서울시 , 

하이원행정동 영월시, 청담동 근린생활시설 서울시  , 

청담동 서울시PRADA FLAGSHIP STORE, 우리옷 홍단 사옥 부산시‘ ’ , 

판교테크노밸리 주성 사옥 성남시ENG , 남산동 도시형생활주택 부산시, 

오만도파르 주지사사무소 국제현상설계, Oman Dofar 구서동 오피스텔 부산시 , 

주거단지Bloom Gardens Phase2 , Abu Dhabi

국제현상설계Taichung City Cultural Center , Taiwan

VNPT IT Tower,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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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민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PROFILE

사업자등록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증       

건축사자격증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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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민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PROFILE

상가주택 박공박공‘ ’ 상가주택Jacob’s Well 

Location 물금읍 양산, Location 정관읍 기장, 

Bldg. Area 123.20㎡ Bldg. Area 125.01㎡

G.F.A 332.47㎡ G.F.A 258.41㎡

Type 근생 다가구주택+ Type 근생 다가구주택+

Bldg. Scale 지상 층 다락3 + Bldg. Scale 지상 층 다락3 +

화양연화 상가주택‘ ’ K823

Location 장전동 부산, Location 명륜동 부산, 

Bldg. Area 51.93㎡ Bldg. Area 133.00㎡

G.F.A 153.66㎡ G.F.A 498.72㎡

Type 근생 단독주택+ Type 근린생활시설

Bldg. Scale 지상 층 다락4 + Bldg. Scale 지상 층5

삼단하우스 8 5 3 . HOUSE

Location 안락동 부산, Location 서생면 울주, 

Bldg. Area 74.37㎡ Bldg. Area 77.79㎡

G.F.A 224.05㎡ G.F.A 131.41㎡

Type 근생 단독주택+ Type 단독주택

Bldg. Scale 지상 층 다락4 + Bldg. Scale 지상 층 다락2 +

궁근정리 주택 세움‘ ’ House, 5 yards

Location 상북면 울주, Location 장안읍 기장, 

Bldg. Area 180.04㎡ Bldg. Area 188.32㎡

G.F.A 173.35㎡ G.F.A 174.33㎡

Type 근생 단독주택+ Type 단독주택

Bldg. Scale 지상 층2 Bldg. Scale 지상 층1

place 9 망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Location 거제동 부산, Location 망미동 부산, 

Bldg. Area 62.28㎡ Bldg. Area 974.54㎡

G.F.A 123.66㎡ G.F.A 1,056.06㎡

Type 단독주택 Type 교육연구시설

Bldg. Scale 지상 층 다락2 + Bldg. Scale 지상 층2

金 家豬 진현동 한옥 POOL VILLA

Location 장목면 거제, Location 진현동 경주, 

Bldg. Area 152.66㎡ Bldg. Area 126.86㎡

G.F.A 365.20㎡ G.F.A 126.86㎡

Type 단독주택 Type 숙박시설

Bldg. Scale 지상 층3 Bldg. Scale 지상 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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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민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PROFILE

Incheon 151 Tower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Location 송도 인천, Location 송도 인천, 

Bldg. Area 175,989㎡ Bldg. Area 25,544㎡

G.F.A 662,303㎡ G.F.A 128,042㎡

Type Mixed Use Type 교육연구시설

Bldg. Scale 지하 층 지상 층2 , 151 Bldg. Scale 지하 층 지상 층2 , 21

무영건축 재직 시 설계 참여작 무영건축 재직 시 설계 참여작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사옥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

Location 경주 경북, Location 전주 전북, 

Bldg. Area 20,788㎡ Bldg. Area 51,703㎡

G.F.A 72,538㎡ G.F.A 105,555㎡

Type 업무시설 Type 업무시설

Bldg. Scale 지하 층 지상 층1 , 12 Bldg. Scale 지하 층 지상 층1 , 9

무영건축 재직 시 설계 참여작 무영건축 재직 시 설계 참여작

아시안게임 2014 
보조경기장 지명 현상설계

PRADA Flagship Store

Location 부평 인천, Location 강남 서울, 

Bldg. Area 22,775㎡ Bldg. Area 296.00㎡

G.F.A 21,080㎡ G.F.A 3,689.96㎡

Type 운동시설 Type 근린생활시설

Bldg. Scale 지하 층 지상 층1 , 2 Bldg. Scale 지하 층 지상 층5 , 6

무영건축 재직 시 설계 참여작 무영건축 재직 시 설계 참여작

하이원행정동 판교테크노밸리 D-1-1

Location 정선 강원도, Location 분당 성남, 

Bldg. Area 3,142.25㎡ Bldg. Area 2,358㎡

G.F.A 16,648.80㎡ G.F.A 36,514㎡

Type 업무시설 Type 업무시설

Bldg. Scale 지하 층 지상 층1 , 8 Bldg. Scale 지하 층 지상 층4 , 11

무영건축 재직 시 설계 참여작 무영건축 재직 시 설계 참여작

Bloom Garden II
주거단지 국제현상설계

VNPT IT TOWER

Location Abu Dhabi Location Vietnam

Bldg. Area 144,560㎡ Bldg. Area 6,170㎡

G.F.A 89,406㎡ G.F.A 153,615㎡

Type 단독주택 Type 상업 및 업무시설

Bldg. Scale 지상 층2 Bldg. Scale 지하 층 지상 층4 , 35

무영건축 재직 시 설계 참여작 무영건축 재직 시 설계 참여작

Taichung Culture 
국제현상설계Center 

Oman Dofar 주지사사무소
국제현상설계

Location Taiwan Location Oman

Bldg. Area 11,600㎡ Bldg. Area 4,182.62㎡

G.F.A 62,000㎡ G.F.A 19,193.00㎡

Type 문화 및 집회시설 Type 업무시설

Bldg. Scale 지하 층 지상 층2 , 10 Bldg. Scale 지하 층 지상 층1 , 4

무영건축 재직 시 설계 참여작 무영건축 재직 시 설계 참여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