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RRICULUM VITAE 

 

 

변효진 (Byun Hyo Jin)   

 

BHJ 건축사사무소 (BHJ architects architecture. design. urbanism) 대표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29 길 5, 3 층 

www.bhj-architects.com 

www.instagram.com/bhj.architects 

bhj.architects@gmail.com 

 

건축사, 프랑스건축사 DPLG, 도시설계가 

서울시 마을건축가, 서울시교육청 꿈담건축가 

 

 

￭ Diplome / Licence 

 

2020.12  건축사 (제 25372 호, 국토교통부장관) 취득 

2006.06  프랑스 건축사 DPLG (ARCBELV 518581, 프랑스정부) 취득 

2006.06  프랑스 Paris-Belleville 국립건축대학교 석사 졸업 

2000.02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졸업 

 

 

￭ Teaching 

 

2017 - 2020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2017 - 2020  세종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 Practice  

 

2017.01 – 현재  BHJ 건축사사무소 (BHJ architects architecture. design, urbanism), 대표 

 

2021.01 

서울시 동대문구 보건소 증축 건축기획 

 

2020.02 ~ 2020.12 

용인시 사암리 개인주택 신축 설계 및 시공감리  

 

2020.11 ~ 2020.12 

파주시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설계공모전 출품 

 



2020.08 ~ 2020.10 

서울시 동대문구 배봉휘경마을지도 

 

2020.04 ~ 2020.09 

[2020 년 꿈담교실] 숭곡초 병설유치원 복도 및 교실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감리  

 

2019.11 ~ 2020.09 

경상북도 영주시 유해환경 개선사업계획 

 

2019.12 ~ 2020.01 

KOICA 몽골 광물석유청 중앙시험실 역량강화사업 건축분야 예비조사 

 

2019.09 ~ 2019.11 

파주시 운정보건지소 신축 설계공모전 출품 

 

2019.04 ~ 2019.09 

   [2019 년 꿈담교실] 신방학초 1,2 학년 교실 및 복도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감리 

 

2019.07 

   Natural Thai Spa 논현동점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2019.01 ~ 2019.02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입선 

 

2019.01 

   파주시 자운서원 Prime House Coffee 팝업스토어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2018.04 ~ 2018.12 

서울시 양명초등학교 다목적강당/급식시설 & 정문 설계공모전 당선 및 실시설계 

(봄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설계) 

 

2018.04 ~ 2018.05 

서울시 등명중학교 다목적강당/급식시설 설계공모전 장려상 

(봄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설계) 

 

2017.12 ~ 2018.05 

[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면목 3,8 동 개선사업 설계 및 시공감리 

 

2017.11 ~ 2017.12 

서울시 공릉초등학교 체육관 설계공모전 최우수상 

(봄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설계) 

 

2017.11 ~ 2017.12 



KOICA 모로코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지원사업 건축분야 심층기획조사 

 

2017.05 ~ 2017.06 

서울시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설계공모전 출품 

 

2016.11 ~ 2017.01 

서울시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설계공모전 출품 

 

2016.11 ~ 2016.12 

KOICA 스리랑카 해양대학 교육 및 연구 역량강화사업 건축분야 심층기획조사 

 

 

2011.03 – 2015.07 Devillers & Associés sarl d'Achitecture, Urbanisme et Paysage (Paris), 

팀장 / 프로젝트 매니저 

 

2015.04 - 2015.07 

Toulon Chalucet 지구 (Toulon, France)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공모전 당선 

(Vezzoni et Associés 사무실과 연합팀 구성) :   

지구 마스터 플랜, 공동주택단지, 예술대학, 경영대학, 멀티미디어관, Var 도의회 사무소 

증축 및 개축, 교회 개조, 공원 재정비  

 

2012.01 – 2015.03 

81 세대 공동주택단지 (Bois d'Arcy,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당선, 총 

기획/계획/실시설계, 시공감리  

 

2011.05 – 2011.12 

Grand Ouest Place 지구 (Massy, France)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공모전 : 

지구 마스터 플랜, 763 세대 주상복합단지, 복합용도시설 (12 실 영화관, 국제회의센터, 

호텔, 비지니스센터, 기술혁신센터, 스케이트장, 대형마트, 레스토랑), 550 대 공공 

지하주차시설 

 

2011.04 

28 세대 주상복합 및 100 세대 공동주택 (Asnières-sur-Seine,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2011.03 

53 세대 시민공동주택 (Rennes,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2006.09 – 2010.06 Gaëtan Le Penhuel & Associés Architectes (Paris), 팀장 / 프로젝트 매니저 

 

2008 – 2010 

주상복합 (Asnières-sur-Seine,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당선, 총 기획/계획설계, 1 차 

실시설계 : 



실내시장, 상업시설, 102 세대 공동주택, 공공 진입광장, 공공 지하주차시설 

 

2007 – 2010 

시립어린이집 (Clichy-sous-Bois,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당선, 총 기획/계획/실시설계, 

시공감리 

 

2007 – 2010 

66 세대 공동주택 및 13 세대 개인주택 (Cergy-Pontoise,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당선, 총 기획/계획/실시설계   

 

2009.05 – 2009.07 

Robert Doisneau 공립고등학교 (Corbeil-Essonnes, France) 증재축 설계 공모전 

 

2009.03 – 2009.04  

주상복합단지 (Arcueil,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  

어린이집, 102 세대 공동주택, 상업시설  

 

2008.09 – 2008.10 

55 세대 시민공동주택 (Alfortville,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2007.11 – 2008.01 

Saint-Exupéry 공립교육단지 (Fresnes,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용체육관, 교육자 사택, 공공 지하주차시설 

 

2007.03 – 2007.05 

71 세대 시민공동주택단지 (Romainville,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당선 

 

2006.09 – 2006.10 

시립어린이집 및 학생식당 (Evry,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2003.07 – 2006.07 Gaëtan Le Penhuel & Associés Architectes (Paris), 프로젝트 매니저 

(프랑스 Paris-Belleville 국립건축대학교 재학 중) 

 

2006.06 – 2006.07 

133 세대 시민공동주택단지 (La Courneuve,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2006.04 – 2006.05 

30 세대 시민공동주택단지 (La Courneuve,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당선 

 

2006.02 - 2006.03 

시립어린이집 (Epinay-sous-Sénart,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2005.01 – 2005.03 

시립초등학교 (Bondy,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2004.03 – 2004.05 

여성 임시보호 및 재활 센터 (Montigny-le-Bretonneux,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2003.12 – 2004.02    

   시립유치원, 초등학교 (Grigny,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2003.07 – 2003.09 

   Ionesco 공립기술고등학교 (Issy-les-Moulineaux, France) 건축설계 공모전 당선   

 

 

2002.04 – 2002.05 Michel Kagan Architectes (Paris) + 건원종합건축사사무소 연합팀, 코디네이터 

 

경기도 고양시 시민문화센터 단지 건축설계 공모전 : 

단지 마스터 플랜, 2000 석 오페라, 공연장, 전시관, 시민체육관, 도서관, 사무시설, 

공공주차시설 

  

 

￭ Other projects 

 

2014   바다와 공존하는 집 공모전 (Ile de Noirmoutier, France) 

2009   EUROPAN 10 공모전 (Dunkerque, France) 

 

 

￭ Other activities 

 

2012.10 – 2014.03 프랑스 건축·도시 온라인 저널 “Le courrier de l'architecte”에 월간 기고 (글 & 

일러스트레이션) 

   https://www.lecourrierdelarchitecte.com/_auteur_1213 

 

2011 – 현재  회화 작품 활동 (2016 Luxembourg Art Prize 참가) 

https://www.lecourrierdelarchitecte.com/_auteur_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