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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of the Month Noyan Vural Architects

Introduce'
NVA was established to provide architectural design and constructional service in 2008. Noyan Umur
Vural has focusing on Minimalist, Innovative and Functional ideas in architecture.
NVA has developed its projects in different categories, with researching new ideas, approaches and
various materials which would strain the boundaries of architecture. Since it was established, it has
served architectural, interior design and urban translation projects in three categories with its
multidiscipline crew.
NVA services- Architecture, Planning, Interior Design, Preconstruction, Construction
NVA는 2008년에 건축 설계와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노얀 우무르 버럴(Noyan Umur Vural)은 건축의 최소
주의, 혁신적이고 기능적인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NVA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법을 찾아내고, 건축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는 재료를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카테
고리를 개발시켰습니다. 설립 이후, 여러 전문 분야의 팀과 함께 일하면서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도시 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VA 서비스-건축, 플래닝, 인테리어, 건설비 견적, 시공

Profile'
Education
Eastern Mediterranean Univ.
Faculty of Architecture, Bachelor of Architecture
Affiliations & Memberships
2012 ~ Current Board Member, Izmir Chamber of Architects(IZMIMOD)
››

Professional experience
2008 ~ Current NVA Architects (Owner, Architect), Izmir,Turkey
2012 ~ 2013		

Izmir Institute of Technology (Lecturer), Izmir,Turkey

2005 ~ 2007		

Meta Design Group (Architect), Izmir,Turkey

2004 		

Modulart Architects (Architect), Izmir,Turkey

학력
동부 지중해 대학교
건축학부 건축 학사
소속 및 멤버
2012~현재 이즈미르 건축 회의소(IZMIMOD) 이사
NVA contact
Address Kıbrıs Sehitleri Cad. 1443 Sk. No.83 Alsancak / Izmir
Tel +90 232 463 59 05
Fax +90 232 463 59 06
E-mail info@noyanvural.com
Homepage http://noyanvural.com/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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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경력
2008 ~ 현재
2012 ~ 2013
2005 ~ 2007
2004

NVA architects(대표, 건축가), 이즈미르, 터키
이즈미르 공과대학(강사), 이즈미르, 터키
메타 디자인 그룹(건축가), 이즈미르, 터키
모듈아트 아키텍츠(건축가), 이즈미르,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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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an Umur Vural
Noyan Umur Vural, born in İzmir in 1979, graduated from Eastearn Mediterranean University,
Department Architecture in 2003. After his graduation, he worked actively at various design and
application projects. In 2008, he founded NVA Architects, where he offers project and application
consultancy services as the head of the architectural and interior architectural project team. Noyan
Umur Vural was mentioned with his conceptual projects in various design media. Since 2012, he has had
teaching experiences at architectural design studios and project juries at several universities in Turkey, as
Izmir University of Economics, Izmir Institute of Technology.
Before applying his design principles into a project, firstly he gets his main decisions that take the
leading role in design process. He uses these decisions developing his wide sense towards a form of a
building .The final form is generated by integrating main geometric forms in various ways in his projects
.Whatever designs you see these geometric forms supporting the final product without losing the
minimal feeling they give. This is the strongest approach of his architecture; reminding us the beauty of
simple forms that is realized under the light of his main decisions by integrating them for a bigger
experience than they represent. Beyond all these facts, he believes that the design process means a lot
than the final product.
노얀 우무르 버럴(Noyan Umur Vural)는 1979년 이즈미르(Izmir)에서 태어났고 2003년에 동부 지중해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
다. 졸업 후,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와 응용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2008년 NVA Architects를 설립했고 건축과 인테리어
프로젝트 팀의 대표로서 프로젝트와 응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얀 우무르 버럴은 다양한 디자인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개념 프로젝트를 언급했고, 2012년부터는 이즈미르 경제 대학교와 이즈미르 공과대학 등 터키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건축 디
자인 스튜디오와 프로젝트 심사등에서의 경험을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자인 원리를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디자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결정을 건축의 형식을 넓은 의미
로 해석합니다. 최종 형식은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던 기하학 형식을 통합하면서 만들어내며 어떤 디자인을 보게 되
든지 건물이 주는 느낌을 최대한 잃지 않고 기하학 형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그의 건축이 주는 가장 강력한 접근 방법이며
기하학 형식을 통합을 하면서도 그 형식의 단순함이 전해주는 아름다움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을 넘어서서, 그는 디자
인 과정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NVA teams
Founding and Leader Architect Noyan Umur Vural
Founding Partner and Finance Manager Soydan Onur Vural
Construction Engineer Salih Erdil Vural, Serkan Şimşek
Design Team Gönül Kılınç, Malhun Ceren Bayhun, Öykü Cilasun,
Tolga Beyazıt, Leyla Çiftlik
Administrative Assistant Buse Altı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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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및 리더 건축가 노얀 우무르 버럴
창립 파트너 및 재무관리사 소이단 오누 버럴
시공 엔지니어 사할 엘딜 버럴 , 세르칸 심세크
디자인팀 더뉼 클런치, 말훈 제렌 바이훈, 오쿠 젤리아순, 톨가 베야지, 		
레일라 치프리치
행정 보조 보우세 일티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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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ology

2015

1. Where do you get inspiration for your creative work?

1. 창작을 위해 영감은 어디에서 얻는가?

Our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 with people have play the most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필연적으

important role. Next come the ideas inspired by the land, inevitably. And the

로 대지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고객과 사용자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의견이

suggestions about the client or user's way of living provide inspiration and

영감과 조언을 줍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는 항시 변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

guidance. The results change in accordance with our general design

자인 원리에 맞춰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principles as the incoming data changes.
2. 다양한 작업을 해왔다. 매 프로젝트마다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KS House

EP Summer House

TP House

Polibak Factory Building

2014

2. You have proceeded with diverse projects. What do you mainly think

것인가?

about when you work on each project?

우리는 우수한 방식으로 각 프로젝트가 가진 고유한 문제를 풀어나가며, 프로젝트의

We evaluate the unique problems of every project in a singular manner. I

모든 지역이 새로운 발견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건축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believe every project area is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an architect for

우리는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유사한 방식을 취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new discoveries and experiences. We take on processes with regard to their

서 여러 연결지점을 찾아가고 풍부한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

specific problems, but in a parallel manner. Different projects lead us to

표는 우리의 언어와 건축적 표현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different junctions and lead to different results. But it is my primary goal to
still protect our own language and architectural expression.

3.‘노얀 버럴 아키텍츠’
만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달라.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개념을 가지고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하학

TG House

CTC Commercial and Residential building

SC House

Bursa Mansion

2013

3. If there’s a design process just for ‘Noyan Vural Architect’, Please share

을 혼합하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메인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해 설계 기간 내내

it with us.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견에 맞춰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디자인의 원리에 맞

We generally start out by blending the geometry we form based on the

게 그린 초안에 맞춰 과정을 진행합니다. 기능이나 데이터와 관련해서 차이점이 발생

given data with the central conceptual idea of the project. The central idea is

하더라도 디자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언제나 염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very important to us and we keep it in sight throughout the project. We form

어, 40>82에서 경험했던 고객의 반대의견으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내겠다는

a scenario with regard to our suggestions and continue on the path we draft

열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추상적 개념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건축의‘언어’
를

through the principles of this design. Even though differences arise

구성하고 있는 기하학 형태, 재료, 건축 기술을 통해서 그 개념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according to function and data, we keep ourselves open to what the design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process brings along. For example, the contradiction we experienced with
Buca Apartment

Denizli Thermal Hotel

Özyavru Office Building

Pehlivanoglu Apartments

2012

IF House

F Hosue

2011

SB Summer House

Urla Conservatory

2010

our client in 40 > 82 led us to the desire to create an alternative way of living.

4.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We tried to focus solely on abstract concepts and try to reflect them into the

3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40>82는 개념과 디자인 면에서 평범함을 벗어났고 사용자에

concrete structure through geometric forms, materials, details and

게만 존재할 수 있는 건축의 이해에 목소리를 더해 주었습니다. 사용자가 그곳에 있으

construction techniques, which make up the ‘words’ of architecture.

면 건축의 요소로 존재하게 되고 사용자가 없다면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4. Which project is your favorite work? And the reason?

5. 건축가로서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0 > 82, in the sense that it is out of the ordinary in terms of concept and

건축은 이루어 질 수 있는 꿈을 실현하거나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design. It gives voice to an understanding of architecture that only exists

다른 꿈과 구분되는 점은 현실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

with its user. It exists as an element of architecture when its user is there, but

다. 상상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만들어 내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 연결이 끊

when the user is away, it becomes part of nature. It asserts that a structure

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 현시대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좀 더 추상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gains meaning with its user.

심리, 미래에 대한 추측, 내면의 성장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축가가 시간,
과거, 미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What do you think are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an architect?
Architects make up dreams that can be made, built or made concrete in

6. 건축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알려달라.

some way. What sets them apart from other dreamers is that they can

저는 건축이‘언어’
라고 불리는 형식과 구조의 요소를 가지고 삶에 대한 생각을 표현

realize their dreams without losing contact with the realities of life. As they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능한 한 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진

have the responsibility to physically create what they imagine, they cannot

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fford to lose contact with reality, with the developments of the period they
RE House

2009

HB House

2008

Alsancak Hotel

2007

A-Z House

are living in. And in a more abstract sense, they have to design with human
psychology, speculations about the future and existing developments in
mind. This is why architects have to be sensitive to time, past and future.
6. What do you want to gain though architecture? Tell us about your
plans.
I believe architecture is the art of giving voice to thoughts about life with
forms and structural elements, which are the its ‘words‘. In this context, I

TT House

80

SB Winter House

40>82

strive towards the satisfaction of expressing myself as well as possible.

Answerer _ Noyan Vural Architects
Interviewer _ Jung Min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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