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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직원 복지  조감도

제주 학교 교직원 복지 은 교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

서 민간 투자방식(BTO)으로 건설되는 시설로 학의 무

한경쟁 시 를 맞아 학경쟁력 확보와 교직원의 복지향

상을 한 아 트이다.

교직원 복지 은 국내외 명한 교수, 실력 있는 신임교

원, Post-Doc 연구원, 로스쿨, 메디컬스쿨과 련된 유입 

인구 등 우수한 인재들을 한 주거생활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며, 학 구성원의 문화, 복지  편의시설 수요에 

부응하여 학발 의 주요 동력인 교직원의 직무 만족도

를 높여 학발 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주 는 기존의 교수아 트가 지난 1979년 건축되어 

26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반 시설물에 한 보수가 시 할 

정도로 많이 노후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  유지

비용이 20억원 이상 과다소요 되는 을 감안하여 민간투

자에 의한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었다.

교직원 복지 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사업검토를 시

작하여 사업타당성 연구조사  내부구성원 의견을 수렴

하여 2007년 3월 교육인 자원부로부터 사업승인을 지정

받아 2007년 6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우선 상

상자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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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주 학교 교직원 복지  투시도 

ALT-1 ALT-2 ALT-3(선정안)

표 1. 배치 안

그림 4. 지 황도 그림 5. 지 벨 황도 

1. 건축개요

지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학로 66 (제주 )

지면 : 14,795.00㎡ ( 체 1,011,124,00㎡ )

건축면 : 3,945.06㎡

연 면 : 18,485.79㎡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2. 지특성

그림 3. 지 치도

지는 제주 학교 아라캠퍼스내에 치하고 있으며, 캠

퍼스 내의 상 보 지역과 보 녹지지역의 경계에 치하

고 있으며, 주변에 소나무 군집이 형성되어 있는 우수한 

자연 환경에 입지하고 있다.

계획 지에는 기존의 노후화된 교수 아 트가 치하

고 있으며, 지내에는 최 와 최고 에 약 20M에 단차가 

발생하고 있어 배치 계획시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자연에 순응한 배치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교직원을 한 친환경  고품격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한 배치 검토를 통해 「옥외 공간

을 통한 활발한 커뮤니티 형성」, 「지형에 순응한 열린 

배치」, 「캠퍼스 축에 순응한 경 계획」등의 개념을 반

한 배치안을 선정하 다.

선정된 배치계획은 앙에 커뮤니티 장 등 다양한 외

부공간을 조성하여 자연환경을 단지내로 유입시키고, 숲으

로의 경 을 고려한 남향의 주동배치로 쾌 한 실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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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배치 주안

그림 9. 지하1층 평면도

그림 10. 지상1층 평면도

그림 11. 지상3층(기 층) 평면도

조성하 으며, 단지 앙에 유아보육시설과 편의시설의 배

치로 용이한 근성 확보  단지 활성화를 유도하 다.

능선을 따라 어우러진 배치는 진입부와 앙 장에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외부 환경으로의 열린 공간계획으로 

교직원 복지시설이 주변환경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장소가 

되도록 하 다.

한, 지형을 활용한 데크주차장 설치로 지상에 보행산

책로를 조성하여 거주자의 안 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그림 6. 배치 로세스 

그림 7. 배치도

4. 향과 조망을 고려한 주거공간 계획

주거공간은 주향의 남향 배치  앙 장과 주변 자연

을 향한 열린 조망을 확보하여 쾌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으며, 4가지 타입의 단 세  계획으로 거주자의 특성을 

배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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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휴게마당에서 바라본 편의시설

그림 12. E동 진입마당

그림 12. 단 세  구성도 

그림 13. 아트리움 내부 투시도

한, 원룸형과 투룸형으로 구성된 E동은 앙에 자연

채 과 환기를 고려한 아트리움 설치로 밝고 쾌 한 실환

경 조성  진입공간에서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

다. 

단 세 는 신임교원, Post-Doc 연구원, 로스쿨, 메디컬

스쿨생 등의 특성을 고려해 31.5㎡, 43.5㎡, 89㎡, 91㎡의 4

가지 타입으로 구성하 으며, 맞통풍 구조로 자연환기를 

극 화 하 고, 모든 타입에서 자연채 과 열린조망이 확

보될 수 있도록 하 다.

5. 휴게마당과 연계한 편의시설

교직원 복지시설의 편의공간은 입주민의 근성과 이용

편의성에 주안 을 두었으며, 옥외 휴게마당과 연계한 단

지의 심부에 배치해 이용자의 근성과 이용 편의성의 

향상  공간의 내외부가 유기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쾌 한 실환경이 되로록 하 다.

특히, 보육시설은 마당을 향해 돌출된 원형 매스로 계획

함으로써 유아들이 자연과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배

려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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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입면 계획도 

그림 15. 편의시설 개념도

6. 입면 계획

교직원 복지시설의 입면계획은 층부와 층부, 상층부

로 나 어 디자인 했으며, 주변 자연  캠퍼스변과의 조

화를 고려해 계획하 다.

입면의 재료는 내외부의 구분보다는 각 동의 통일성과 

조화를 고려해 계획하 으며, 층부는 제주석과 노출 콘

크리트를 사용해 지역  특성과 안정감을 부여하 고 

층부는 수직  면분할로 매스의 리듬감을 부여했다.

한, 목재와 칼라유리의 사용으로 친환경  느낌과 

 분 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 다.

상층부는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고려해 능선을 따라 어

우러진 곡면형태의 디자인을 용하 으며, 징크 넬을 

사용해  분 기와 상징성을 부여하 다.

체 인 입면계획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수평, 수직 

임을 사용한 생활공간의 안정감, 편안함을 고려하 으

며, 곡선형 지붕형태를 통한 리듬감과 이고 친환경

인 이미지 창출에 주안 을 두었다.

7. 단면 계획

단면계획은 층별 조닝을 통한 합리  동선계획에 기

하여 필로티와 아트리움에 의한 공간의 연계와 개방감 확

보  각 공간의 성격을 고려한 층고 계획으로 거주자에

게 안정감 있는 공간감을 제공하 다.

한, 지형의 벨차를 이용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출입 

 이동동선을 입체 으로 명확히 분리하고, 다층에서 각 

시설별 근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5개층이 오 된 E동

의 아트리움과 지하공간의 썬큰 등을 활용한 내․외부 공

간의 연계  개방감의 극 화와 다양한 수직  오  공

간을 통해 입체 인 공간 조성  실내에 자연이 유입될 



  

special series 기획연재

46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0권 제6호 통권 제97호 2013년 11월

그림 17. 단면 계획도 

수 있도록 하여 거주자가 자연과 보다 가까워 질 수 있도

록 하 다.

8. 맺음말

학의 무한경쟁 시 를 맞이하여 각 학교는 우수한 인

재 입에 힘쓰고 있으며, 이들을 한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에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 학교 교직원 복지 은 국내외 명한 교수, 실력 

있는 신임교원, Post-Doc 연구원, 로스쿨, 메디컬스쿨과 

련된 유입 인구 등 우수한 인재들을 한 주거공간 제

공을 목표로 조성된 시설이며, 캠퍼스내에 치한 시설이

지만 공동주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교직원과 연구

원 그리고 가족들을 한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라이버시를 한 기존 캠퍼스 시설과의 한 분리  

연계가 고려되어야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캠퍼스내에 조성되는 주거공간은 교직원 복지시

설로서의 성격이 강해 최소한의 기 으로만 각 시설들이 

계획되어 일반 인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부 복리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실이다.

본 계획안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자연채 과 환기성 

 공간의 다양성 등 주거공간에 한 배려는 충족되고 있

으나 이들을 한 부 복리 시설은 최소한의 시설만이 조

성되어 있어 일반 인 공동주택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교직원 복지 은 복지개념의 시설에서 탈피에 진

정한 주거공간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해 거주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 이며, 향후 조성되

는 교직원 복지 은 교직원과 가족들의 보다 안정된 생활

환경 조성을 해 단 세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부

복리 시설에 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