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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y “renovation & Addition”? What meaning does this have in terms of your work, 
moreover in the aspect of today’s architecture?

Making maximum use of existing building stock becomes more and more a priority of the 
contemporary society in order to control urban sprawl and reduce ecological footprints 
while creating diversity by inserting new programs in the existing parts of the city. The proc-
esses of renovation and addition aim to support the existing building stock so that it could 
cope with such contemporary priorities. In order to reuse existing building stock, each 
renovation process is based on a matrix of additions, subtractions, and re-adjustments, on 
which our architectural work is inscribed. The notion of “existing situation” gets a primary 
role in such design processes. Renovation and addition in our work aim to multiply the 
importance of the existing through small-scale insertions, generating additional layers of 
value.

2. compared to the process of building a whole new building,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process of renovating or reconstructing the existing building? Do these methods have a 
distinctive feature which you find attractive?

The process of renovating or reconstructing existing buildings gets an additional level of 
complexity as we identify the existing spatial logics and their relationships to materiality. 
Sometimes, these logics are not homogeneous, and they are materialized over time by 
different authors. The challenge of revitalizing such buildings is therefore, not to seek for an 
original spatial logic taken place at a specific time period, but rather to identify and man-
age the convergence of various logics, both existing and proposed ones.

3. Do you have a standard in terms of selecting which part of the building is to be pre-
served and which part should be renovated? (in this case, the term “part” refers to not 
only the materials and structural elements but also to the memories 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building.) Also, how do you maintain balance between the two parts?

What is interesting about the process of renovation is that each case stands by itself, there-
fore impossible to have any pre-established design approaches. The existing building acts 
as an active context, generating all sorts of possibilities of interven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rved parts and new additions of the building could be both externalized

and internalized. Externalized relationships could be created between distinctive parts of 
the building, both preserved and added ones. Internalized relationships could emerge from 
the preserved parts of the building through the intervention within the existing spatial sys-
tems or through the intervention at selected locations. The degree of these relationships 
varies from project to project.

4. reconstruction and extension seems like an effort to enhance the spatial value of the 
existing building. is there a strategy or know-how for this subject?

As mentioned above,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processes of reconstructing 
and extending existing buildings is the ability to uncover latent logics of spatial organiza-
tion. Usually, the spatial value of the existing depends both on the diversity of organizing 
systems and on the ways they are materialized. Sometimes, the technology behind such 
materialization is obsolete or cancelled by contemporary regulations and building industry 
practice, concerning energy, safety, standardization, etc. Some other times, the new 
program does not support the existing relationships among various spatial systems of the 
building. One of the main tasks to achieve is to find ways to translate the generic, standard-
ized character of building industry and regulations into the specificity of the spatial value 
of the existing. In such case, the role of the architect becomes even more important than in 
the case of designing a whole new building. The architect becomes the actor who has the 
culture of composing heterogeneous priorities based usually on generic practices that lie 
behind technological systems, so present in contemporary buildings. The architect’s role is 
in fact, to compose a specific whole out of such generic practices, therefore adding to the 
qualities of the existing.

5. Are there any common mistakes or obstacles you usually confront while doing projects 
like this? share with us one episode you’ve experienced while you were working on the 
project featured in this book.

One of the two main obstacles of such projects is how to house new programs with com-
pletely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private to public (i.e. a house to a wine-bar), or from a 
mostly outdoor like program to a program bound by restrictions of indoor characteristics, as 
in the case of Athienou Cultural Center. The other main obstacle is the difficulty of incorpo-
rating generic technological systems and contemporary building regulations into the

renovation processes of buildings dating back to previous centuries.
In all cases, dynamic relations among the project’s actors are necessary in order to avoid 
a fragmented way of confronting design issues. In the case of Athienou Cultural Center 
project, the transformation of a market with absolutely no technological services and 
outdoor like characteristics (a large canopy supported by a series of “Y” shaped concrete 
columns hovering over two lows of market shops) into an indoor cultural center has gener-
ated all sorts of challenges. (i.e. How to retain the light character of the structure? How to 
retain the outdoor, low-tech character of the main space with an umbrella-like shape?) The 
decision to restrain the use of any technological features regarding the canopy had to be 
negotiated amongst the project’s actors especially with the electrical and mechanical engi-
neers. It was decided that all systems would be limited to the secondary spatial system of 
the building, up to the height of 2.5m approximately. Lighting, air-conditioning, ventilation 
made maximum use of the secondary spatial system. The location of a substantive
mechanical center under an external ramp leading to the building was done in the same 
logic. For this reason, comprehensive studies were done in order to find ways to provide 
light to the main space in an indirect manner, since no light features were placed under the 
ceiling of the canopy.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in the near future will hopefully verify 
the success of such decisions.

6. the architectural projects, which you’ve designed and constructed, might also be re-
constructed or extended by someone in the future. As the original artist, do you have any 
special requests for them?

Such architectural projects do not have an original author. They are created by a hybrid 
author composed of the initial one, the users of the building up to the renovation phase, 
the new author and the future users. The implicit negotiation among these authors needs 
to be revealed in order to formulate the content of any additional renovation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any future reconstruction would be based upon the diverse logics of the 
building and the new priorities of a future program. In the case of Athienou Cultural Center 
for example, most of the interventions in the secondary spatial system of the building are 
reversible. Thus, a future reconstruction would have the ability to evaluate the relevance of 
such interventions and remove anything not pertinent to new pri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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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Renovation & Addition”인가? 당신의 건축 작업에서, 더 나아가 이 시대의 건축에서 이들은 어떠한 의미

가 있나?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은 도시 스프롤 현상을 억제하고 생태발자국1)의 양을 줄이면서도 기존의 도시 

공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첨가해 다양성을 빚어냄으로써 현대 사회의 우선순위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

축 및 증축 작업들은 기존 건물이 현시대의 우선순위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한다. 기존 건물들을 재사용하기 위해 

각각의 개조 작업은 가감과 재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건축 작업은 이러한 기반 위에 새로이 쓰였

다. ‘기존의 상황’이라는 개념은 이 같은 종류의 작업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우리가 하는 건축 작

업에서 개축과 증축은 소규모로 건물 일부분을 첨가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치들을 생산해내며, 이

를 통해 기존의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크게 증대하고자 한다.

2. 완전히 새로 짓는 건축 작업과 비교해, 기존의 건물을 개축 및 증축하는 작업은 어떠한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

나? 그들만의 남다른 매력이 있나?

현존하는 건물을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과정은 기존 공간이 지닌 논리, 또는 이것과 건축 재료와의 관계를 규명하

면서 한층 더 복잡성을 띠게 된다. 때때로 공간이 지닌 논리들은 동질의 것이 아니며, 여러 건축가의 손을 거쳐 

구현된 것들이다. 건물을 개선하는 작업에서의 관건은 어떤 특정 시대에 국한하는 공간 논리를 추구한다기보단, 

이전의 것과 새로 기획하는 것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공간 논리의 수렴 과정을 밝히고 운영하는 것이다.

3. 기존의 건축물에서 ‘그대로 보존할 부분’과 ‘새로이 만들거나 고칠 부분’을 결정하는 당신만의 기준이 있나?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란 건축 재료 및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이 지닌 기억이나 역사 등도 포함한

다.) 또한, 그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은 어떻게 유지하나?

기존 건물을 고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각기 사례들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독립적이어서 이미 정립

한 디자인 접근 방식이란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건물은 그 자체로 적극적인 맥락 역할을 하고, 

이 때문에 건축적인 개입에서 모든 종류의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건물에서 보존하는 부분과 새로 증축한 

부분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는 외재적일 수도 있고 내재적일 수도 있다. 외재적인 관계들은 건물 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 즉 보존한 부분과 새롭게 첨가한 부분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다. 내재적인 관계란 것은 기존 공간

을 구성하는 시스템 내에서의 건축적인 개입을 통해, 혹은 선택한 장소에 국한한 개조 작업을 거쳐 생겨날 수 있

다. 이러한 관계들의 정도는 프로젝트마다 다양하다.

4. 개축이나 증축은 기존 공간의 가치를 한층 높이려는 노력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당신이 구사하는 나름의 

전략이나 노하우가 있나? 

앞서 언급한 대로, 개축이나 증축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공간을 이루는 잠재적인 논리를 밝혀

내는 능력이다. 보통, 기존 공간의 가치는 공간을 구성하는 시스템의 다양성과 그러한 시스템들이 어떠한 방식

으로 구현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때때로 이러한 구현 방식의 이면에 있는 건축 기술은 더는 쓸모없는 구식의 것

이 되었거나 에너지, 안전, 규격 등에 관련한 현시대의 규제나 건축업계의 관행으로 말미암아 무효가 된다. 또 다

른 경우에는 건물에 새로 도입한 프로그램이 이전의 다양한 공간 시스템 간에 형성된 관계를 더는 뒷받침하지 

않기도 한다. 개축이나 증축에서 달성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일반적이고 규격화한 건축업계의 관행과 건

축 규제들을 어떻게 기존 건물의 공간 가치를 지닌 특수성으로 옮겨내느냐다. 이 경우, 건축가의 역할은 건물 자

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할 때보다 더욱 중요해진다. 건축가는 현대의 건축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기술적인 시스

템의 이면에 가려진 건축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기반하는 이종적인 우선순위들을 조정하는 행위자가 된다. 건축

가의 역할은 이러한 일반적인 관행 속에서도 구체화한 전체를 구성하고 이로써 기존 건물의 특성들을 늘려나가

는 것이다.

5.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흔히 겪는 실수나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 책에 소개된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겪은 에피소드를 간략히 소개해 달라.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지니는 두 가지의 주요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이를테면 일반 주택에서 와인바로 변용하

는 식으로 개인 공간이 공공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든지 Athienou Cultural Center와 같이 대체로 야외 공간의 

성격을 띠었던 프로그램을 실내 공간의 제약에 얽매인 프로그램으로 바꾸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완전히 다른 

성향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존의 공간에 수용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난관은 지난 세기에 지어진 

건물을 개축할 때 일반적인 기술 시스템과 현대의 건축 규제들을 접목하는 것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에 관련한 문제들을 대함에서 단편적인 대응을 지양하고자 프로젝트 참여자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

하는 것이 모든 사례에서 필요하다. Athienou Cultural Center에서는, 어떠한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야외 시장이란 공간(두 줄로 늘어선 상점들 위에 드리운 Y자 모양의 콘크리트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 커다란 차

양)이 실내 문화센터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각종 난제를 양산하였다. (무겁지 않아 보이는 기존 건물 구조의 특성

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우산 같은 모양의 중심 공간이 지닌 야외 공간 같으면서도 재래식인 특성을 어떻게 유

지할 것인가?) 전기 기술자나 기계 기술자 등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과의 협상을 거쳐 건물에 드리운 차양에 

어떠한 기술적 요소도 가미하지 않기로 하였다. 모든 종류의 시스템은 대략 2.5m 높이까지 건물 내 이차적인 공

간 시스템 안에 두었다. 조명, 냉난방, 통풍은 이 이차적인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된다. 건물로 향하는 

외부 비탈길 아래에 있는 실질적인 기계실 자리는 위와 같은 논리를 따르고 있다. 건물의 차양 아래로 조명을 설

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의 중심 공간에 간접 채광을 하고자 폭넓은 연구를 수반하였다. 근래에 있을 이 프로

젝트의 완공은 바라건대 이와 같은 결정들의 성공을 입증할 것이다.

6. 당신이 디자인하고 완공한 건축 작품들도, 앞으로 누군가가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 공간에 증축이나 개축 작업

을 가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작품의 원저작자로서 그 미래의 건축가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같은 건축물에는 원저작자라는 개념이 있지 않다. 이런 건물들은 최초의 건축가, 개축 직전까지 건물을 사용

한 많은 사람들, 개축 과정에 참여한 건축가, 그리고 미래에 이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작

가 군에 의해 만들어진다. 미래에 있을 추가적인 개축 작업의 내용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

한 작가들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협상의 과정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앞으로 있을 개축 및 

증축 작업은 공간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논리들과 미래의 프로그램이 지닐 새로운 우선순위들을 바탕으로 이루

어질 것이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processes of reconstructing anD extenDing 
existing buiLDings is tHe abiLitYto uncover Latent Logics of spatiaL organiZation.”

1)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토지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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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is about the extension of a listed neoclassical 
building for the creation of two existing residences and an 
artist’s studio. The main concept is to superimpose the 
two existing scales of the area: the initial small scale of the 
listed building (1935, 1950s) and the large scale of the new 
urban development (apartment buildings with 4 stories 
high) 

As a first step, the initial small scale is reinforced by 
generating new relationships with the existing garden, 
allowing at the same time the independent function of the 
two residences which exist since 1950. The large scale is 
introduced in the project as a second design step with the 
main extension of two to three floors located at the back 
side of the initial building.

The larger height of the main extension generates all sorts 
of dialogues with the existing building through materials 
(zinc), material colors (the stone color relates to the 
plywood color – an unintentional relationship), through the 
use of terraces and through views from the interior.

The extension of the listed building with one volume for 
both residences and studio maintains the unified character 
of the building avoiding any fragmentation in smaller 
residential parts. The extensions of the residence on the 
north part of the site (T11 from the Tombazis street, No 11) 
are organized in such a way as to allow natural light and 
views to and from the initial building. For this purpose, a 
small atrium is situated between the main extension and 
the existing part. Plus, parts of the garden are elevated in 
order to reach the level of the interior and encourage their 
everyday use.

Regarding the residence on the south part of the site (T13), 
the main extension volume is located at the back 

Architect: socrates stratis
project team: riccardo Urbano
structural engineer: Loucas varnava
contractor: m. Achilleos ecodomiki Ltd
Location: tombazis street, nicosia, cyprus
original area: 144m2 (in 1935)
formerly extended area: 74.5m2 (in 1950)
Area: 465m2 (newly extended: 246.5m2)
original completion: 1935
Design: 2001~2002
completion: 2007
photograph: courtesy of the architect

t11 & t13 resiDences 
anD artist’s stuDio 

reorganizing the ground floor rooms and mostly creates 
a double story space for the artist’s studio on the upper 
floors. The artist studio, partly in metal structure, is 
organized around this double story space with a large north 
opening for indirect lighting. The slope of the metal roof 
allows the maximum size for the opening plus a sufficient 
slope towards the south for placing photovoltaic panels on 
the roof.

former suburban superimposition of 
two different scales

contemporary larger density fin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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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신고전주의 풍인 등록 건축물을 두 곳의 거주 공간과 

한 곳의 예술 작업실로 만들려는 증축에 관련한 작업이다. 이 작업의 

주요 개념은 이 지역에 있는 두 개의 기존 영역인 초기의 조그마한 등록 

건축물(1935년 및 1950년대)과 새로운 도시 발전에 따른 4층 높이의 

커다란 아파트 건물을 겹쳐 놓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단계로, 초기의 작은 건물이 기존의 정원과 새로운 관계를 

생성해 1950년부터 있었던 두 거주지가 동시에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였다. 커다란 건물은 그 초기 건물의 뒤쪽에 있던 2~3층의 메인 

증축 부분과 더불어 두 번째 디자인 단계에서 비로소 이 프로젝트에 

도입된다.

높다란 높이의 메인 증축 부분은 재료(아연) 및 재료의 색채(돌 

색깔이 합판 색과 연관해 의도하지 않은 관계 생성), 그리고 테라스 

및 실내에서의 전망 등을 이용해 기존의 건축물과 온갖 종류의 소통을 

만들어 낸다. 

두 주거 공간과 작업실을 겸하는 하나의 볼륨으로 등록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작업은 소소한 주거 요소들의 분열을 막으면서도 이 건물의 

일관된 성격을 유지해야 하는 일이었다. 부지의 북쪽 부분에 있는 거주지

(Tombazis 거리에서 T11 건물, 11번지)의 증축에서는 자연광이 잘 

들어오면서 그 건물의 안팎에서 전망이 잘 보이게끔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메인 확장 부분과 기존 건축물 사이에 조그마한 아트리움을 두었다. 

또한, 정원 일부분을 높여 실내와 높이를 맞추고 일상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모하였다. 

부지의 남쪽 부분에 있는 거주지(T13) 작업에서는, 메인 증축 공간이 

뒤쪽에 자리해 1층의 방들을 재구성하고 위쪽 층들에 있는 예술가 

작업실에 2층 높이의 공간을 만들어 준다. 부분적으로 철재 구조체로 된 

이 작업실은 간접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커다란 북쪽 창이 있으며, 2층 

높이의 공간에 둘러싸여 이루어진다. 금속 지붕의 경사 덕분에 창이 최대 

크기로 들어가며, 남쪽으로 경사가 충분해 지붕 위에다 광전지 패널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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