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세윤 

 

박세윤은 1979년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인 구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유년기와 청소년기 대부분

을 80~90년대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진 창원시에서 성장한다. 시골의 풍경과 급격한 산업화의 

틈새에서의 성장은 그가 빛, 어둠, 시간, 그리고 삶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끈다. 

1998년 그는 서울시에 있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학문적인 건축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 이

후 4년간의 학사 공부와 약 3년간의 병역 의무 복무 후 그는 2006년 뉴욕시에 있는 컬럼비아 대

학교에서 Master of Architecture 과정을 시작한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동안 그는 두 명의 은사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한 명은 메이블

윌슨 (Mabel O. Wilson) 교수이고 다른 한 명은 레슬리 길 (Leslie Gill) 교수이다. 두 사람은 그에게 

건축가로서 어떠한 사소한 발견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되며 쉽게 흘려버릴 사소한 발견이 작가 

고유의 논리적 해석을 통해 새로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2008년 그는 건축가로서의 첫 직장을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에 있는 건축가 렘 쿨하스 (Rem 

Koolhaas)가 이끄는 OMA (Office of Architecture)에서 시작한다. 인턴 신분이었기에 그가 존경하는 

건축가인 렘 쿨하스 (Rem Koolhaas)와의 특별하고 친밀한 교류는 하지는 못했지만 OMA의 한 명

의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었음은 그를 디자이너로서 성숙시킨다. 훌륭한 디자인, 더 나아가 위

대한 예술 작품은 작가의 치열한 비판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토대 위에서 만들어짐을 깨닫는다. 

OMA를 떠난 후 그는 OMA출신의 두 명의 젊은 건축가인 비야케 잉겔스 (Bjarke Ingels)와 페르난

도 로메로 (Fernando Romero)가 각각 독립 후 설립한 건축 회사인 BIG와 FR-EE에서 배움을 이어

간다. 

2012년 그는 자신을 건축가의 길로 이끌었던 위대한 건축물 – 시애틀 도서관 (Seattle Library)를 

디자인한 건축가 조슈아 프린스 라무스 (Joshua Prince-Ramus)가 이끄는 REX에서 자신의 고국인 

한국에서 진행된 용산 국제 업무 지구 (YIBD: Yongsan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2014년 그는 뉴욕 브루클린의 작은 공방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앞서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수많은 사람의 삶을 비추어 단단한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진 작가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Light, Darkness and the Tree, Passage of Time, Birth and Death 그리고 How Architecture works In 

프로젝트들은 그가 작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휘인 빛, 어둠, 시간,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찰의 과정 물이며 앞으로 그의 성장과 함께 더욱 치열하게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