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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치도

용인흥덕고등학교를 통해 바라본 교육환경의 변화
Observe Educational Environment Changes Through Heungdeok High School

윤  상  국 / (주) 건축사사무소 표이사
Yoon, Sang-Guk / Architect, KWAN Corp.

kwanarch@chol.com

1. 서론

용인흥덕고등학교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

을 해 각종 기반시설이 완비된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도시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진행된 용인흥덕 택지개발지

구 내의 학생수용을 해 2008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

된 흥덕고외 3교 임 형 민자사업(BTL) 경쟁입찰을 통해 

우선 상자선정, 실시설계  시공과정을 거쳐 2010년 3월 

신학교로 개교를 하 고, 배움과 성장이 있는 참여/소통

/희망/신뢰의 공동체로서 나날이 발 을 거듭하여 3년이 

지난 재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2010년 개교 당시 36학 으로 출발하 으나 2010.06월 

교과교실제 선진형 연구학교로 지정, 효과 인 교과교실제 

에 필요한 교육공간 확보를 한 학교측의 지속 인 노력

으로 2011년 27학 , 2012년 24학 으로 변경인가를 받았

고 재 1,3학년 8학 , 2학년 9학 등 총 25학 으로 운

 에 있다. 

개교 이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오늘 건축가의 설계의

도가 어떻게 반 되었고 실사용자가 어떻게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가의 분석을 통해 학교시설 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개선방향을 알아보도록 한다.

그림 1. 외부 경사진 1

2. 설계개요

지 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동 574-1

지 면 14,976.00㎡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면 3,036.07㎡ 

연 면 12,440.00㎡ 

건 폐 율 20.27%

용  율 76.88%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조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학  수 36학  

설    계 (주) 건축사사무소

시    공 한동건설(주)

3. 배치계획

지는 IT산업과 첨단사업의 심도시로서 인근에 다수

의 학  연구소, 반도체공장 등이 들어선 경기도 용인

시 흥덕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동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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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배치도

도로가 만나는 신갈분기 , 그리고 국도 1번, 42번도로가 

통과하는 등 교통의 요충지에 치하고 있다.

북측과 남측으로는 공동주택지가 있으며 동측에는 흥덕

앙공원이, 서측에는 15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태평양

화학공장, 자동차 시장, 정비공장 등이 치해 있다. 정

해진 범 안에서 기본설계안에 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BTL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건물의 배치는 기본설계안(원

안)의 장 은 부각시키고 문제 을 개선하는 것에 주력하

다. 

학생  지역주민의 근성을 고려하여 서측 15미터 도

로변에 보행자 주출입구를 두었으며, 차량 진출입구는 별

도로 계획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교차가 되지 않도

록 하여 안 성을 확보하 다.

그림 4. 외부 경 2

 

그림 5. 주진입계단

그림 6. 필로티

 

그림 7. 정

1층은 주민개방시설  행정구역등 최소한의 기능을 제

외하고는 피로티로 처리하여 서측 출입구에서 동측 흥덕

앙공원까지의 시각 , 공간 인 개방감  연속성을 갖

도록 하 다. 

4. 평면계획

개교 이후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평면의 실구

성이다. 홈베이스  공용공간, 실습공간등은 기계획

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일반교과교실, 지원시설의 경우 그 

변화가 컸다. 설계자와 교육청간에 오랜 시간 의를 거쳐 

만들어진 계획안이었으나 36개 학 을 한 학교시설을 

재 25개 학 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 그에 따른 변화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설계 당시 36개학 을 학년별, 교과목, 층별로 계획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재는 학년 25개 학 을 학년별 같은 

층에 배치하여 안정감 있는 면학분 기를 조성하여 학생

들의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1학년의 경우 학교생

활에 잘 응할 수 있도록 학 을 2개의 소학 으로 분반,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배려와 

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림 8 시청각실복도

 
그림 9 시청각실

그림 10. 1층로비

 
그림 11. 도서실

지하1층에 지경사를 이용하여 설치된 300석규모의 시

청각실, 기계, 기실 등이 있으며 시청각실의 경우 평상

시 동아리 연극반, 강연, 학년모임, 각종행사, 학생 공연등, 

활용도가 높게 쓰이고 있다.

지상1층에는 도서/미디어실, 미술실 등이 있으며 당 1

층에 있던 교장실, 행정실은 교무실이 있는 2층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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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업무에 따른 이동거리를 최소화하 고 교과교실제의 

운 에 따른 교육지원을 효과 으로 하기 해 교무실, 행

정실은 2개실 규모로 통합하여 일반행정  학사운 지원

업무를 담시키고, 교사는 교과군별로 마련된 교사연구실

에서 교수·학습  교육과정 운 에 념할 수 있는 체계

를 구축하 다. 

교장, 행정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장애가 있는 특수교

육 상학생을 한 특별교실(해맑음반)과, 학생들의 생활

체육  기 체력 증진을 한 체력단련실 설치하여 복지

를 한 공간으로 운용하고 있다.

2층에는 행정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한 공간

으로 외부에서 직  근이 가능한 400석 규모의 식당  

이와 연계한 가사실, 그리고 음악실, 컴퓨터실, 교무·행정

실, 교장실이 치하고 있다.

그림 12. 식당

 

그림 13. 가사실

그림 14. 특별교실

 
그림 15. 컴퓨터실

3,4,5층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공부에 념할 

수 있는 주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학년별 특성을 고려

한 지원시설을 계획하 다. 

3층에 치한 다목 체육 은 교과교실과의 사이에 데

크를 계획하여 소음으로 인한 수업에 향이 없도록 하

으며 유사시 피난을 고려하여 2방향 피난이 되도록 연결

통로를 설치하 다.

각 층의 심부에는 휴게공간, 게시 , 사물함을 갖춘 

홈베이스가 있어 학년별 생활 심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

으며 채   환기조건이 좋은 곳에 치하고 있어 학생

들의 만족도가 높다.

단지 아쉬운 이라면 홈베이스, 학생 기  휴식공간

이 교실 이외인 경우 냉난방이 되질 않아 날씨에 따른 활

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악되고 있어 최소한 홈베이스 

부분이라도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각층 홈베이스  홀 부근에 학생들

을 한 휴식공간을 계획하 으나 보다 다양한 휴게공간

을 제공하기 해 심시간 홈룸의 개방  학년별 다목

실을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16. 다목 강당

 
그림 17. 연결통로

그림 18. 홈베이스(4층)

 
그림 19. 홈베이스(3층)

4층은 학생들의 생활공간의 심  역할을 하는 곳으로 

학년이 같이 사용을 하는 보건실, Wee클래스, 상담실, 

학생자치회실, 탈의실등을 두었고 휴게실의 기능  진로, 

진학특강, 인문학아카데미, 자연과학아카데미, 학부모 아카

데미 등이 운 되는 2개실 규모의 다목 실을 배치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 다. 

3학년이 있는 5층에는 졸업 후 진로상담을 한 상담실

이 있으며 2011학년부터 강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지됨에 따라 학생들의 자율  학습을 한 자기주도학습

실 두어 졸업 후 미래를 비해야 하는 졸업반의 특수성

을 배려하 다.

그림 20. 상담실

 
그림 21. 자기주도학습실

그림 22. Wee 클래스

 
그림 23. 다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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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층 평면도

그림 24. 지하 1층 평면도

그림 25. 지상 1층 평면도

그림 26. 지상2층 평면도

그림 27. 지상3층 폄면도

그림 28. 지상4층 폄면도

그림 29. 지상5층 폄면도

5. 입면계획

흥덕고등학교는 유비쿼터스 시범지역구내의 시설로서 디

지털 이미지의 외 디자인을 하여 유 자(Gene) 배열과 

Bar-Code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입면구성으로 미래지향  

이미지를 구 하 으며, 매스분 을 통해 좌측면의 주츨입

구의 정면성  입구성을 강조하 다. 

그림 30. 입면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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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정면도

그림 32. 좌측면도

6. 단면계획

좌측면 출입구 진입 역과 벨차를 이용한 흥덕마당에

서 큐 마당, 꿈의마당으로 연속되는 외부공간의 계를 

형성하 고, 경사진 외부공간의 하부에 다목 강당을 계획

하여 지활용을 극 화하 다. 한 피로티  외부데크

를 통한 내·외부 공간의 시각, 공간의 연계를 고려하 다.

그림 33. 단면계획 개념도

그림 34. 종단면도

5. 결론

공교육의 내실화, 선진형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해 

2009년 이후 정부의 주도로 교과교실제가 면 으로 시

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교사 심의 획일 인 수업방

식에서 학생을 한 학생 심형 학교로 변화하고 있으며, 

수 별/맞춤형 수업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발   자발

 수업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교과교실제가 정착되기 

해서는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기존학습의 형태를 탈피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한 학교, 교사, 학생 모두의 이해와 

극 인 참여의지가 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그 모든 행 가 일어나는 학교를 만드는 건축가

로서의 역할 한 매우 요하다.

교육환경의 변화, 학생, 학부모의 요구, 그리고 같은 교

과교실제를 시행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생활수 과 지역

인 특성에 따른 학교의 운 차이에 따라 공간의 쓰임과 

배치가 달라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공간, 공용

공간을 제외한 일반실 등은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많은 

변화가 생겼고 앞으로도 생길 것이다. 

 건축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든 변화들을 측하기란 

쉽지 않고 그 측된 변화를 반 하는 것은 더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건축가로서의 역할은 학교에 한 충분한 이

해를 바탕으로 이 모든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탄탄한 바

탕을 만들어 주는데 있고 그러기 해서는 교육정책의 변

화에 한 지속 인 심과 교육환경에 한 이해가 필요

하다. 교육에 한 이해 없이 과업지시서나 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후일을 한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입찰을 통한 교육시설의 설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교육시설 련 실 이 충

분한 검증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선정되겠지만 신

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

수한 작품의 경쟁을 통해 건축가의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

어를 보다 많이 이끌어 내는 것이 교육시설의 발 을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상설계, BTL등 경쟁을 통해 당선이 된 계획안조차도 

실무자 의과정을 거치면서 이러 러한 이유로 설계자 

본래의 의도가 희석되어 지는 경우가 많은 데 입찰을 통

한 설계과정에 있어서는 발주처의 향을 더욱 많이 받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지 계란 말이 있고 학교건축은 그 백년지

계가 실 될 배움터를 만드는 일이다. 당장 앞의 일을 

해결하는 것도 요하겠으나 조  더 멀리 보며 충분한 

비시간을 갖고 조심스럽게 근해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