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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투시도 

1. 개요

∙시 설 명 : 한국교통 학교 스마트교통융복합  

∙     치 : 충청북도 충주시 학로 50

∙연 면  : 6,507.77㎡

∙건축면  : 1,624.55㎡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층    수 : 지하1층, 지상6층

∙최고높이 : 29.95m

∙건 폐 율 : 37.18%

∙용  률 : 137.51%

∙주차계획 : 22  (장애인 주차 1  포함)

∙조경면  : 1,370.00㎡

재의 학은 기존의 문  지식 탐구  교육을 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서로 다른 역간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학문 , 교육  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 

 복합에 의한 새로운 학문의 조류는 다양한 역에서 

차 더 활성화 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  연구공간을 

요구 하고 있다.

한국교통 학교 스마트교통융복합  계획은 캠퍼스 내

의 다른 시설을 이어주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계획, 자연 

환경과 벨 등을 고려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주변 교

육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교육의 심공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한국교통 학교 스마트교통융복합  계획은 상설계안

을 기본으로 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설계 로세스를 

통해 컨텍스트의 가능성과 융복합의 의미와 기능  요구

사항이 건축 공간으로 단계별 과정을 통해 구성 될 수 있

도록 계획되었다. 

2. 기본설계

2.1 계획개념

계획 지는 기존 캠퍼스의 심부에 치하고 있으며, 

재 캠퍼스를 구성하고 있는 교육공간이 형성하는 메인

축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 환경은 북서쪽 숲과 남동쪽 요도천으로 둘러싸여 

향과 열린 조망 등 양호한 자연환경에 치하여 있다.

계획 지의 치 , 환경  지의 조건은 교육 클러스

터 내부의 소통과 연결, 자연환경과 계획 건축물의 소통과 

연결, 캠퍼스와 클러스터의 소통과 연결 등 캠퍼스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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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성 요소 간 만남과 소통을 통한 융합  복합을 활

성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공간으로 해석 하 다.

2.2 배치계획

배치계획은 자연의 유입, 교육공간의 연계, 열린 공간의 

계획을 통해 한국교통 학교 내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새로운 흐름을 통해 스마트 교통연구

의 심 공간, 다이나믹한 내․외부 공간을 통한 새로운 

의미의 교육연구 공간으로 탄생할 것이다.

배치계획은 캠퍼스 융합 심 장 형성, 남향 고려 배

치, 로그램 간 연계와 커뮤니티 공간 형성, 다이나믹 코

어 계획의 4가지 컨셉을 통하여 공간으로 구성된다.

캠퍼스 주변의 교육공간이 이루는 축을 자연스럽게 받

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캠퍼스 코어공간을 심 장으로 

계획하여 시선과 동선의 자연스러운 유입과 소통을 고려

하 다.

그림 2. 캠퍼스 축과 코어의 형성

자연환경을 비롯한 지의 외부환경을 활용하여 주요 

공간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스마트교통융복합 의 내부 환

경이 쾌 하게 형성되도록 계획하 다.

그림 3. 환경을 고려한 남향배치

로그램 간 연결과 소통을 담아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융복합 공간

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주변 환경과 계획 건축물이 이루는 새로운 흐름과 동선

을 자연스럽게 구성하 으며, 다이나믹 코어를 통해 새로

운 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그림 4.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연결

그림 5. 다이나믹 코어

2.3 평면계획

[대지의 등고를 고려한 다양한 동선 계획]

기존 지형이 가지는 벨을 이용한 공간 구성을 통해 

서로 다른 벨간의 자연스러운 동선 체계를 구성함으로

서 주변 캠퍼스 공간간의 연결과 내부 수직공간의 연결을 

고려하 다. 

그림 6. 다양한 동선의 계획

그림 7. 다양한 동선과 로그램 연결

[명확한 프로그램 조닝과 소통의 공간 계획]

주요 로그램인 공연구  강의 역의 활용성 증

를 해 명확한 조닝계획을 하 으며, 각 로그램간의 교

류와 휴게를 한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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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명확한 조닝  커뮤니티 공간 계획

[주변 환경과 소통하는 융합 공간 계획]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녹지공간과 요도천의 열린 공간

을 고려하여 공간  연계와 내․외부 환경을 계획하 다.

시 공간과 연계한 외부 데크의 계획  조망을 고려

한 평면구성을 통해 환경과 공간의 소통을 계획하 다.

그림 9. 주변환경과의 연결

[친환경성을 고려한 남향 배치 계획]

로그램을 고려한 실내․외 주요공간의 남향배치를 통

해 쾌 한 연구  교육 환경을 계획하 으며, 자연 환경

을 고려하여 친환경  개념을 극 반 하 다. 

옥상 정원의 계획을 통해 친환경 계획 요소를 극 반

하 으며, 열린 휴게 공간을 제공하 다.

그림 10. 환경을 고려한 평면계획

2.4 단면계획

[명확한 조닝과 연결을 통한 풍부한 공간 계획]

명확한 단면 조닝을 통해 연구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 으며, 앙부에 공용 홀과 외부공간의 계

획을 통해 조닝 간 연계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계획하 다.

그림 11. 명확한 수직조닝

[공간별 최적의 천정고와 층고 계획]

다양한 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여 각 실의 최  천정

고를 반 하 으며, 필요 설비와 공간을 고려하여 정 층

고를 계획 하 다.

그림 12. 공간별 천정고  층고계획

2.5 입면계획

[쾌적한 환경을 위한 발코니 계획]

주요 내부공간별 로그램의 특성과 거주시간을 고려한 

발코니 계획으로 쾌 한 실내 환경의 확보  친환경 설

계를 용하 으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흐름의 교차

와 만남의 개념을 깊이감과 입면 구성 물성을 통하여 강

조하는 입면 디자인 요소로서 건축 계획에 반 하 다.

그림 13. 발코니를 통한 입면계획

[새로운 흐름의 만남과 융합의 장]

그림 14. 수평  흐름과 만남을 강조한 입면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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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물성을 가진 재료  내․외부 공간 등으로 

이루어진 건축요소의 만남과 엮임을 수평  층의 개념

을 통해 표 함으로써 새로운 융복합 공간을 강조하여 계

획 하 다.

2.5 외부공간계획

[레벨과 컨텍스트를 이용한 다양한 외부공간]

다양한 외부공간의 계획을 통하여 지를 둘러싸고 있

는 컨텍스트를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는 외부 공간을 계

획 하 다.

외부 데크와 로우 스텝, 융합의 장과 스마트 라자

등은 지의 등고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하 으며, 

수공간 등의 설치로 더욱 풍성한 외부공간을 구성하 다. 

그림 15. 다양한 외부공간 계획

[다양한 흐름을 존중하는 외부공간 계획]

캠퍼스 체의 동선을 비롯하여 건축물 출입을 고려한 

동선에 이르는 다양한 계의 동선과 캠퍼스 시설물과 자

연환경에 이르는 주변 공간과의 유기  연결을 고려한 구

성으로 건축물의 주된 컨셉인 연결을 입체  흐름 개념을 

통하여 계획하 다. 

그림 16. 입체  외부공간 계획

3. 실시설계

3.1 실시설계의 주안점

기본 설계에서 분석한 주변 환경과 분석내용을 바탕으

로 계획된 공간개념과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구체화 하고 발 시키는 단계로서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과 피드백을 통하여 보다 완성도 있

는 건축물을 계획 하고자 하 다.

3.2 배치계획

사용자의 편의성과 건축물의 활용성 증 를 해 내․

외부공간의 구성을 기존 개념을 바탕으로 조정  발 시

키는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 하 다.

그림 17. 변경 후 배치도

[부출입구 및 다목적 홀의 변경]

부출입구를 외부공간의 심으로 변경하여 조정함으로

서 외부공간에 출입구의 심성과 인지성을 확보하 고, 

출입구와 연계된 다목  홀에 필로티공간과 천창계획 등

을 통한 외부공간의 새로운 연계를 통하여 개방성과 활용

성을 증 하 다.

[외부 공간 패턴을 활용성과 레벨을 고려하여 조정]

융합의 장  로우 스텝 공간의 벨과 사용성을 

고려하여 조정함으로서 내부와 연계성을 확보한 외부 공

간으로 계획 하 다.

한 무장애 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이용자가 건축물을 

비롯한 외부공간의 이용을 비롯하여 캠퍼스 동선간의 원

활한 활용성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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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평면계획

평면계획은 기본설계에서 계획된 공간과 개념을 심으

로 사용자의 편의성  사용성을 증 시킬 수 있도록 실

시 계획을 실시하 다.

[저층부 공간의 활용성 증대 ]

부출입구와 코어의 형태 조정을 통하여 공간의 활용성

을 높 으며, 샤워실, 수유실 등의 로그램의 추가 계획

을 통해 사용성을 확보하 다. 출입방향을 고려한 내부 공

간의 방향성과 계를 조정하여 다양한 공간의 활용을 가

능하도록 조정하 다.

그림 18. 층부 평면 조정  동선계획

[명확한 조닝계획 및 커뮤니티 공간계획]

융복합 의 주된 로그램인 공 연구 공간과 강의 공

간의 사용성을 고려한 명확한 조닝  소통과 휴게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 다.

그림 19. 명확한 조닝과 공용공간을 통한 연결 계획

[휴게공간 조정을 통한 다양한 공간 계획]

5-6층의 실내 휴게 공간을 외부 휴게 데크로 변경계획 

함으로서 다양한 휴게 공간을 조성 하 고, 입면에서 다양

한 깊이감과 공간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그림 20. 휴게공간 조정을 통한 입체  공간 계획

[시공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한 모듈조정]

반복되는 공간과 공용 공간 등의 크기와 사용성  시

공성과 구조  안정성을 고려하여 모듈을 조정하 다. 

3.4 입면계획

입면 계획은 통일성과 변화를 통해 건축물과 외부공간

의 조화를 고려하 으며, 캠퍼스내의 새로운 랜드마크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하 다.

[통일성을 고려한 입면계획]

건축물 내부와 외부공간의 사용성과 조화를 고려한 입

면계획을 통해 디자인 컨셉을 강조 하 으며, 수평  건축 

어휘의 강조  변화를 통한 입면 디자인으로 계획 하 다.

그림 21. 통일성을 고려한 입면 디자인

[수평적 요소를 통한 입면계획]

시각  투명성을 가지는 재료와 매시 한 량감을 가

지는 재료를 수평  선형성을 강조하여 계획, 지식의 층

과 융합을 형상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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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조감도

그림 27. 투시도

그림 22. 수평요소를 통한 입면 디자인

3.5 단면계획

[주변 지형과 환경을 고려한 공간구성]

계획 지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벨 구성을 이용한 

벨 계획을 통하여 유기  동선을 구성하 으며, 다목  

홀과 형 강의실 등의 로그램에 합한 다양한 공간을 

계획 하 다. 환경을 고려한 입체  공간구성  천창등의 

계획을 통해 쾌 하고 사용성 높은 공간을 계획하 다. 

그림 23. 다양한 공간을 고려한 단면 계획

3.6 외부공간계획

[장애인을 고려한 외부 공간 계획]

그림 24. 벨을 활용한 외부공간 계획 

장애인을 고려한 외부동선계획을 통하여 캠퍼스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 가능 하도록 계획 하 으며, 지의 벨을 

활용한 입체  외부공간이 구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입체적 외부공간 계획]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을 입체 으로 계획하여 시각  

공간  연계를 구성하여 사용자간의 더욱 다양하고 활발

한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서의 휴게공간을 계획하 다.

그림 25. 외부공간의 유기  구성계획

4. 결론

본 한국교통 학교 스마트교통융복합 은 융복합 이라

는 새로운 학문의 패러다임을 담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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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가 가지는 벨과 환경, 

캠퍼스가 가지는 고유의 공간과 컨텍스트를 새로운 의미

로 소통하고 이어주는 공간 구성을 통하여 하나의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존의 기능에서 나아가 여러 분야의 

문 지식이 교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갈 수 있

는 창의력과 지식의 장으로서 계획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