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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감도

1. 설계개요

지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왕읍 본 리 

산24번지 일원

지면  : 27,993.00㎡

지역/지구 : 계획 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규    모 : 지하1층 / 지상4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강당지붕)

건축면  : 5,151.27㎡

연 면  : 12,357.22㎡

학  수 : 19학 (일반학  18 + 특수학습 1) 

설계참여 : 정용 , 송웅룡, 강석진, 조문 , 강무

2. 설립배경  기본계획방향

미래지향 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탄력 으로 응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의 확보는 물론, 아름답고 환

경 친화 인 학교건립을 해 설립추진이 이루어졌다.

녹지로 둘러쌓인 지에 각각의 고유한 성격을 지닌 건

축물을 계획한다. 

건축물과 건축물사이 비워진 외부공간은 흐름과 비움을 

통해 주변 녹지와 연계성을 지니며 자연을 공유한다. 건축

물과 데크, 마당은 지의 성격에 따라 연속 이고 다이나

믹한 녹지흐름을 형성하며 자연과 건물, 인간이 상호 소통

하는 교류의 장 [Eco]mmunity school을 형성한다.

3. 주변 황 분석

지는 동쪽으로 농업지역으로 공장이 집해 있고 

서쪽으로는 농업보호구역에 해 있어 넓은 시야가 확보

되며 지의 동쪽에 해있는 도로(신내로 8m)는 남․북 

양쪽에서 근이 가능하다. 

지의 남․북으로 지축을 설정하고 동․서 방향 으

로는 자연을 유입할 수 있도록 녹지축을 설정한다.

그림 2. 황분석

    

그림 3. 축/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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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치계획

구분 ALT-01 ALT-02 ALT-03 (확정안)

배치도

종합의견

∙다양한 외부공간 구성은 양호하나 기숙

사와 교사동을 잇는 동선이 길고 폐쇄  

배치이므로 주민과의 소통이 불리

∙ 도로에 면해있어 소음

∙동선이 짧아 이동수업시 유리하나 조망 

 채  불리

∙기숙사동과 근 해 있어 기숙사의 라

이버시 불리

∙ 근성 우수

∙정면성 불리

∙기숙사와 교과동 간의 원활한 동선구축 

 다목 교실, 식당 도서 을 인 배치

하여 학생 이용성 우수

∙지역주민 개방공간 우수

향

∙일반교실 남향(우수)

∙특별교실 남향(우수)

∙일반교실 남향(우수)

∙특별교실 동향(우수)

∙일반교실 남향(우수)

∙특별교실 동향(우수)

개방감 

․조망

∙교과동의 개방감 양호

∙폐쇄  배치로 인한 주민과의 소통 불리

∙교과동의 조망 / 채  불리 ∙다양한 외부공간 구성 우수

∙조망과 채  우수

∙정면 개방감 우수

기숙사 

라이

버시

∙교과동과 기숙사의 동선이 길다

∙ 라이버시 우수

∙ 라이버시 불리 ∙교과동과 기숙사의 동선이 짧다

∙ 라이버시 우수

지형이용
∙우수 ∙우수 ∙지형의 흐름에 순응하는 각시설동 배치 양호

근성
∙도로에서의 근성 우수 ∙ 근성은 좋으나 정면성 불리 ∙도로에서의 근성 우수

표 1. 배치 안 분석

그림 4. 지의 성격 

    

그림 5. 로그램 용

    

그림 6. 로그램 연결

그림 7. 오 스페이스

     

그림 8. 동선체계

     

그림 9. 통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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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향을 고려한 배치

    

그림 13. 기능별 조닝

    

그림 14. 내·외부 유기  연계

그림 10. 배치도

사진 1. 운동장에서본 경

지의 성격에 순응한 각 로그램 역, 운동장, 개방

역을 설정하고 다목 강당, 식당, 도서 , 컴퓨터실, 시

청각실과 운동장을 근 배치하여 지역주민 이용 동선을 

구축하 다.

분 된 매스에는 그린데크를 계획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동선을 분리함으로

써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 다.

한 교과교실, 행정· 리실, 기숙사, 정독실, 식당 등 

주요실을 남향배치하여 채 을 확보하 으며 매스의 분

을 통한 사잇공간 확보  통경축을 계획하 다.

5. 평면계획

평면계획의 주안 은 교과동, 행정· 리동, 식당, 기숙사 

등 주요실을 남향배치하여 채   환기가 용이하며 교과

동간의 충분한 인동간격을 확보 함으로써 쾌 한 학습환

경을 조성하 다.

행정 리동의 집  배치계획으로 리의 효율성 향상 

 운동장 찰이 용이하도록 계획하 고, 교과동과 기숙

사동 심에 매개공간인 도서 , 시청각실, 컴퓨터실을 배

치하여 각 시설의 효율 인 이동동선 체계를 형성하고 질

서와 계가 있도록 시설을 배치하 다. 한, 기숙사의 

독립성, 일조, 통풍, 라이버시, 소음, 주변경 을 고려하

여 합리 으로 배치하 다. 

기타시설  외부공간 계획으로는 다목 강당, 운동장, 

생태학습장, 특별교실, 도서 , 동아리시설등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방과 후 여가활동  동아리활동, 창의활동 등을 

장려할 수 있도록 계획하 고 각 시설동의 성격에 부합되

는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연계하여 휴게  산책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변자연환경과 학생간의 자연친화 교류공간으

로 계획하 다.

그림 11.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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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홈베이스

 

사진 3. 미디어스페이스

 

사진 4. 독서실

 

사진 5. 복도

사진 6. 아트리움

 

사진 7. 다목 강당

 

사진 8. 식당

 

사진 9. 컴퓨터실

그림 15. 1층 평면도

             

그림 16. 2층 평면도

그림 17. 3층 평면도

                

그림 18. 4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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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커뮤니티공간 

  

그림 20. 행정 역의 조닝 

자연지형을 이용한 외부공간 계획과 커뮤니티시설을 계

획하 으며, 행정 리동을 집 배치하여 교사들의 리, 

감독이 용이하도록 하 다.

그림 21. 그린데크 

  

그림 22. 학습 역 조닝 

그린데크를 계획하여 각 동간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동

선계획을 하 고 합리 인 교과별 조닝계획과 창의활동을 

한 커먼스페이스를 계획하 다.

그림 23. 홈베이스 

   

그림 24. 에코멀티아뜨리움

홈베이스를 심으로 교과교실을 배치하여 학생 용 공

간을 계획하 으며, 에코멀티아트리움을 계획하여 비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쾌 한 공간계획을 하 다.

그림 25. 교과교실 타입 

  

그림 26. 기숙사 유닛계획

미디어스페이스를 심으로한 교과교실군을 집  배치

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커뮤니티공간으로 계획하 으며 기

숙사는 라이버스 확보를 하여 학습 역과 생활 역으

로 분리하여 계획하 다.

6. 입·단면계획

입면계획으로는 주변 녹지환경요소를 패턴화시켜 입면

계획에 반 하 으며 책이 쌓여있는 듯한 형상을 용하

여 상징성을 부여하 고 다목 강당의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이나믹하고 역동성 있는 입면형태를 계획하 다.

단면계획으로는 자연지형에 순응한 매스계획을 함으로

써 공사비 감  공기단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과동 3

개층이 개방된 에코멀티아트리움을 계획하여 시각  개방

감  입체  공간감을 부여 하 으며 채   환기를 고

려한 천창을 계획하 다. 한 친환경  요소인 옥상정원, 

천창, 아트리움, 휴게데크 등을 계획하여 자연과 소통하는 

친환경학교로 계획하 다.

사진 10. 교과동 동측 경

 

사진 11. 교과동 남측 경

사진 12. 기숙사 북측 경

 

사진 13. 기숙사 동측 경

그림 27. 입면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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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동측입면도

그림 29. 서측입면도

그림 30. 북측입면도

그림 31. 남측입면도

그림 32. 단면개념

그림 33. 종단면도

그림 34. 횡단면도

7. 녹색건축  에 지 약 계획

그림 35. 실내환경 계획 

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녹색건축 인증조건을 충족

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구 하기 하여

친환경 자재사용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공간계획으로 쾌

한 실내환경을 조성하 고 에 지 소비형 고효율 설

비시스템의 용으로 에 지 사용의 최소화를 실 하고자 

하 다.

한 자연지반을 이용한 녹지공간 조성  친환경 포장

재 사용으로 환경친화  생태환경을 조성하 으며 수기

기의 사용  우수이용으로 수자원 약을 계획하 다.

8. 작품후기

본 로젝트는 2011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으로 2014년 3월에 개교한 소 왕고등

학교이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연과 어우러진 학교”, 그 속에 모

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를 디자인 컨셉으로 주변자

연과 지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는 배치계획으

로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능동 으로 처 할 수 있는 이

성 ·감성  공간을 디자인하여 최 의 학습환경을 제공

하고자 하 다.

실시설계 시 교육청과 과업비, 학교의 운 계획등 여러 

가지 어려운 안에 한 고민과 회의를 거쳐 상설계안

을 최 한 수용해  충청북도교육청과 설계자문 원님들

께 감사드리며 ‘우리는 구에게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

다. 다만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  수 있을 뿐이다.’라는 

갈릴 오 갈릴 이의 말 처럼, 학생들이 선생님·친구들과 

소통하며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 즐거운 추억이 

가득한 장소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