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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유가 학교 경

1. 설계개요

지 치 : 구 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 로 

5길 20

지면  : 13,047.20㎡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 계획구역

규    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다목 강당)

건축면  : 4,599.65㎡

연 면  : 13,931.65㎡

학  수 : 완성학 -일반 36학 , 특수 1학  (900명)

개교학 -일반 8학  (157명)

개교일자 : 2017.03.01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학교)

설    계 :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시    공 : (주)동서개발

2. 설립배경  주변 황

구 유가 학교는 구 테크노폴리스 택시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에 신규 학생 유입에 비하여 설립되었다.

유가 학교 부지는 테크노폴리스 앙에 치하며, 주거

단지와 연구시설이 만나는 경계에 치한다. 북측에 등

학교와 유치원, 남측과 동측, 서측에 공동주택이 인 하며, 

서측 20m 도로, 북측 8m 보행자 도로로 부지 근이 가능

하다.

서측방향으로 낙동강, 동측방향으로 비슬산 사이에 놓인 

지는 공동주택 숲에 의해 녹지의 흐름이 끊어져 다소 

답답한 도시풍경을 지니고 있다. 유가 학교는 이 끊어진 

녹지거 을 연결하고, 인근 등학교와 함께 공동주택 단

지 내의 열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환경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1. 공동주택단지 심에 치한 계획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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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치계획

공동주택 단지에 요된 유가 학교는 지역에서 교육시

설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오 스페이스  녹지공간을 제공

하며,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로 자리하기에 그에 따른 합리

인 배치 안 3가지를 검토, 발 시켰다.

구분 배치 안-1 배치 안-2 배치 안-3

배치

형태

정면성

개방형 열린 

배치로 정면성 

확보

○
열린 배치로 

정면성 확보
△

진입부 정면성 

확보 불가
×

주민

개방

개방시설 

진입부 

인 배치

○ 막힌 운동장 △

불합리한 

학생/주민 

동선 

△

향/인동

간격

정남향배치  

인동간격 확보
○

정남향 배치/

소한 

인동간격

×

정남향배치/

소한 

인동간격

×

보차

분리

명확한 

보차분리
△

명확한 

보차분리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혼재
×

표 1. 배치 안별 장단   선정안

그  향과 동선, 경제성, 개방형 학교 계획 등 종합  

검토를 통해 배치 안-1이 최종안으로 선정되었다.

배치 안-1은 첫째 도시와 소통하는 열린 배치계획, 둘

째 효율 이고 안 한 동선계획, 셋째 경제성  공간의 

쾌 성을 종합 으로 검토하 을 때 가장 합리 이고 

합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2. 배치도

그림 3. 기존 황  주변환경을 고려한 배치

그림 4. 합리 이고 안 한 동선계획

첫째 도시와 소통하는 열린 배치계획은 앞서 말한 인근 

테크노폴리스 택지개발지구 내 열린 공간 제안을 가능하

게 하는 운동장의 도로 인  배치, 녹지 공간 조성 등을 

계획하 다. 이는 단순이 오 스페이스의 도로 인 배치 

뿐만 아니라 지 내에서 다양한 공용공간을 이어주는 커

뮤니티 벨리로 연장하면서, 공간의 확장성, 연계성을 확보

하 다.

둘째 효율 이고 안 한 동선계획은 진입에 있어서 자

칫 혼재될 수 있는 학생동선과 차량  식자재, 응  동선

을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학생 안   이용 효율성을 

확보하 다.

셋째 경제성  공간의 쾌 성 확보를 한 지하실 집

약배치  정 인동거리 확보, 주요 실의 남향배치 등을 

계획하 다.

사진 2. 공동주택을 배경으로 치한 유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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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면계획

그림 5. 기 층(3층) 평면도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주요 실의 남향배치를 최우선

으로 하여 계획하 으며 개방 역의 근성 향상을 한 

진입부 인 배치를 통해 공간의 효율성  수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지능형 맞춤학습 교육으로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맞춰 

학교 공간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유가 학교는 보다 다양 

하고 복합 인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계획하 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교육내용에 맞춰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실내공간으로 계획하 고, 부분의 공간이 학생들에게 

교실이 되고,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의 확장성과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하 다.

그림 6. 2015년 교육과정 개정안의 반

5.1 평면 컨셉 :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을 고려한 창의·지성 

배움 공간 계획

2015년 7차 교육과정개정안은 기존의 경쟁 심 학교교

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린 다양한 교육활

동을 추구하며, 자유학기제를 통해 이를 실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를 반 한 교육공간계획이 필수 이며, 유가 학

교에서는 체험학습, 토론학습, 탐구학습, 로그램학습 등

을 고려한 “스마트 통합 교육 공간”을 계획하 다. 

사진 3. 스마트교육공간_미디어스텝&스마트부스

컨셉 1. 아이디어 스페이스

아이디어 스페이스는 21세기 지능형 맞춤학습 교육공간 

계획으로, 스마트교육을 한 교육+공간이다. 기존학교들

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많이 쓰이는 앙 연결 계단에 IT

학습 련 시설들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교류  

실제 교육에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하 다.

사진 4. 아이디어 스페이스

아이디어 스페이스는 IT교육공간 뿐만 아니라 인 한 

실들을 연계하여 공용공간의 용공간화를 실 시키면서 

궁극 으로 추구했던 열린교육, 소통하는 교육을 실 시키

는 교육의 장으로 계획되었다.

재 아이디어 스페이스는 기존 IT교육 주의 로그

램이 아닌 공작, 시마당으로 사용 이며, 그 공간 활용

도에 있어서 단순한 소통계단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

이 가능한 공간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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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아이디어 스페이스 면 시공간 활용

컨셉 2. 내·외부공간연계와 전용-공용공간의 연계

유가 학교는 특히 넓은 공용공간과 다양한 외부테라스가 

구성되어있다. 이는 닫힌 공간에서 이론 우선의 경쟁 심 

교과수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토론·실습·정보검색 등의 

교육과정을 고려한 것으로, 시설별 한 외부 공간  

공용 공간 조성으로 보다 다양한 활동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2층 피크닉 데크는 학생들의 휴게 공간 활용 뿐 아니라 

다목  강당과 연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소규모 

체육활동  학교 행사 등을 진행 할 수 있다.

사진 6. 교사동-체육  연결통로  피크닉 데크

사진 7. 다양한 외부공간

도서실과 연계된 2층 독서데크는 학생들이 보다 친근하

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해 계획되었다. 

한 도서실은 폴딩도어를 활용한 공용공간과의 연계활용을 

염두한 계획으로, 공간의 확장성을 고려하 다.

교과교실  특별교실은 앞서 말한 아이디어 스페이스

와 연계하여 사용하며 시, 발표, 토론 수업 등에 사용하

며 보다 다양하고 창의 인 활동공간을 제안한다. 

사진 8. 도서실연계를 한 폴딩도어

2) 층별 중점사항

개방 역으로 구성된 1층은 외부공간과의 연계사용 뿐만 

아니라 내부 실의 다목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 다. 

표 으로 식당의 경우 일반 인 식사 공간에 무 를 계획

하여 평상시 식당공간으로 활용하다, 식사시간 이후에는 

학생들의 학습활동  방과 후 활동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7. 1층 평면도와 식당

사진 9. 식당의 다양한 활용

학생 공용공간이 심이 되는 2층은 도서실과 아이디어

스텝을 공간 으로 연결하는 폴딩도어 계획으로 학습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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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제안하 다. 면의 아이디어 스페이스계획은 시, 

발표, 소통공간으로 활용되는데, 이러한 공간의 연계로 도

서실은 더 이상 막히고 폐쇄 인 공간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소통하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안

된다.

그림 8. 2층 평면도와 도서실 역

사진 10. 도서실/교육정보자료실의 확장

2층부터 4층까지 걸쳐져 있는 아이디어 스텝은 기존의 

IT 련 교육공간이 아닌 시  소통공간으로 활용된다. 

아이디어 부스는 아이들의 토론, 모임, 회의 등을 한 공

간으로 활용되며, 아이디어 스텝과 시각  연계를 고려한 

공간이 된다. 교사동 앙의 열린 공간은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뿐만 아니라 환기  채  확보 등 쾌 한 학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

그림 9. 4층 평면도와 아이디어스텝(3층) 아이디어부스(4층)

사진 11. 아이디어 스텝과 아이디어 부스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외마당과 연계를 고려한 5층 

음악실 배치를 통해 원활한 수업  학생들의 다양한 활

동을 고려하 다. 음악실 내에는 수업을 한 공간과 학생

들의 방과 후 활동을 고려한 개인 연습실 등으로 구성되

며, 스튜디오를 모티 로 만들어진 공간은 학생들로 하여

 보다 창의 이고 다양한 꿈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공간

으로 여겨진다.

그림 10. 5층 평면도와 음악실 역

사진 12. 음악실 외 과 교실 내부

3) 기타 계획

실내에서도 활동 인 아이들을 고려한 세부 디테일 계

획으로 안 한 학교 환경 조성  실내 공간의 극 인 

활용을 고려하 다.

사진 13. 안 한 학교룰 한 세부 디테일

이러한 안 한 디테일 계획은 성장기 아이들의 호기심, 

활동성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 계획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학교를 편안하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놀이  교육 공

간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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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단면계획

사진 14. 체육  면 사드

마을과 비슬산의 표정을 담은 유가 학교는 공동주택의 

규칙 인 패턴과 자연의 자유로운 패턴을 담아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열린 공간  녹지공간역할을 한다. 

사진 15. 디양한 입면계획

서측의 루버는 일조조 을 통해 쾌 한 공용공간 조성

역할을 하며 활기찬 자연의 이미지를 담았다. 한 다양한 

입면 계획을 통해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입면을 계획

하고자 노력하 다.

6. 작품후기  맺음말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학교는 보다 친숙하고 편안한 공

간으로 다가가야하며, 경쟁 우선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 개

개인의 개성과 성장에 맞춘 교육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유가 학교는 보다 많은 소통공간과 공용공간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이야기 속에 보다 다양하고 

창의 인 교육이 펼져질 것을 기 한다.

사진 16. 유가 학교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