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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중앙유럽대학교(Central European University, CEU)를 

위한 캠퍼스 마스터 플랜의 첫 번째 단계이다. 우리의 임무는 부다페스

트 중심부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에 35,000㎡ 규모의 새 캠퍼스를 설계하

는 것이었다. 그 계획은 인접하고 이전에 단절되었던 역사적인 건물 다

섯 채와 새로운 건물 두 채의 건설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

한다.

부다페스트는 광장과 통로의 도시다. 거리 경관은 부지 차원에서 반복적

이며 파라미터 높이가 약간 다를 뿐이다. 나도르 15(Nador 15)에 있는 신

축 건물의 현대적인 표현은 이웃들과 배려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석회암 파사드는 시내 대부분의 역사적인 건물들과 같은 채석

장에서 조달됐다. 이 새 건물은 역사적으로 보호된 이 맥락에서 최근에 

처음으로 지어졌다.

기존의 CEU캠퍼스는 각각 출입구가 있는 인접한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

으며, 그 건물 간의 상호 연결성은 최소화되어 있다. 우리는 이 도시 중

심가에 개입하여, 서로 단절되고 이질적인 건물들을 개방된 캠퍼스로 만

들 기회를 확인했다. 우리는 이 캠퍼스를 은유적인 사거리를 바꾸기 위

해 선택적으로 빼고 더하는 과정을 채택했다. 우리는 ‘수술’전략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기존 시설과 새 시설을 연결된 안뜰의 알기 쉬운 순서로 

연결했다.

우리는 기존의 뜰을 연결하고 비효율적인 건물을 철거하며 일련의 안뜰 

주위에 새로운 건물을 설계하는 단계별 전략을 제안했다. 안뜰은 겨울과 

여름의 기후의 극단적인 상태에서 조절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붕으

로 덮여 있다. 그 안뜰은 순환 시스템과 사회적 공간을 제공하는 캠퍼스

이다. 각 개구부는 절단되어 시각적으로 연결된다. 

Central European University

This is the first phase of a campus master plan for the Central 
European University(CEU). Our brief was to design a new 35,000㎡ 
Campus on a World Heritage site in central Budapest, incorporating 
all University Departments and facilities. The scheme involves the 
radical transformation of five adjoining, previously disconnected, 
historic buildings and the construction of two new buildings.

Budapest is a city of courtyards and passageways. The 
streetscape is repetitive in plot dimension and only slightly 
varied in parapet height. The contemporary expression of 
the new building at Nador 15 is designed to be in thoughtful 
conversation with its neighbors. The limestone facade is locally 
sourced from the same quarry as most of the historic buildings 
in the city. This is the first new building to be built in recent 
times in this historically protected context. 

The existing CEU campus consisted of adjoining buildings, 
each with their own entrance, with minimal interconnectivity 
between them. We identified opportunities to intervene in this 
urban downtown block, to make what was a disconnected and 
disparate set of buildings into an open campus. We employed 
a process of selective subtraction and addition to transforming 
the campus into a metaphorical crossroads. By a carefully 
considered ‘surgical’ strategy we linked existing and new 
facilities through a legible sequence of connected courtyards. 

We proposed a phased strategy, making connections between 
existing courtyards, demolishing inefficient buildings and 
designing new buildings around a series of courts. Courtyards 
are roofed over to provide a tempered environment from the 
climatic extremes in winter and summer. The courtyards are 
the campus, providing circulation system and social space. 
Openings are cut through to provide visual connections. 

Location Budapest, Hungary

Function Educational facility

Site area 2,697㎡

Total floor area 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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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ade elevatio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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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floor plan

1. Reception

2. Rear auditorium

3. Front auditorium 

4. Stage

5. Cafe

6. Event court

7. Cloakroom

8. Classroom

9. Spiral stair

10. Meet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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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floor plan

1. Foyer

2. Classroom

3. Tiered Classroom

4. Social Space

5. Spiral Stair

7th floor plan

1. Reading hall

2. Classroom

3. Library reception

4. Library office

5. Copy station

6. Librarry stair

7. Social space

8. Mechanic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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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floor plan

1. Reading hall

2. Classroom

3. Groupwork room

4. Library office

5. Copy station

6. Librarry entrance stair

7. Library stair

8. Social space

9. Meeting room

1

2

2

2

2

2

2

2

2

2

3

3

3

4

5

6

7

8

8

89 9 9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