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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마당과 공생하는 마을 숲 만들기...
- 서울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설계 -

“The Child & Youth Arts Education Center” in the Northeast Region and “Gangbuk-gu Comprehensive Sports 

Center” Construction

유    모 / (주)건축사사무소 유앤피, 표이사
Ryu youngmo / UNP Yon & Partners, CEO

ryuym@uandp.co.kr

그림 1. 아동청소년 술교육센터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조감도

1. 개요

∙시 설 명 : 서울시 동북권 아동 청소년 술교육센터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     치 :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 811-2

∙ 지면  : 문화시설 - 2,100㎡, 

운동시설 - 1,704㎡

∙건축면  : 1,951.94,㎡

∙연 면  : 문화시설 - 4,768.95㎡, 

운동시설 - 2,4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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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역사  황

그림 4. 주변 황

그림 5. 상지 황

∙건축층수 : 문화시설 - 지하2층, 지상3층, 

운동시설 - 지하1층, 지상2층

2. 사업배경  목

2.1 사업목적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술교육센터  강북구 종합체육

센터는 동북권 아동ㆍ청소년에게 양질의 술교육을 지원

하고 문화계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할 뿐 아니라 편

되어 있는 강북구 공공체육시설로 인해 다소 소외된 미아

동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1개의 사업 상지에 술교육센터와 종합체육센터를 

유기 이고 통합 으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그림 2. 강북구 아동청소년 술교육센터의 목

2.2 미아동 지역읽기

계획 지인 미아리 지역은 총독부 당국의 시책으로 좌

되다가 해방 이후 서울시가 본격 인 난민정착사업을 

해 미아리 공동묘지 이장을 추진하면서 지역개발이 지

속 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1960년  어들면서 경제개발

에 따른 인구유입과 1970년 는 간선도로의 확장과 미아

삼거리 입체교차로 건설 1980년  이르러서 산업화에 따

른 매연  공해업소를 서울시 밖으로 거 이  1985년 

4호선 개통에 따른 아 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2003년 

상지 부근이 뉴타운 8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0년 사

업이 완료되었다. 

상지는 반경 1km이내에 12개 학교( , ,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상지와 최 의 아 트는 총 4곳으로 

1만세 가 거주하고 있다. 서쪽의 ‘북한산국립공원’과 동쪽

의 ‘오패산’과 ‘북서울꿈의숲’이 있어 쾌 한 환경을 유지

한다. 상지 북쪽은 주택가, 남쪽은 미아8구역과 길음뉴

타운등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사업 상지 남측과 동측으로 아 트 단지가 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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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건축 방향의 주안

그림 7. 건축 로세스

있으며 동측에 치한 아 트 경계부에는 단지 내 보행통

로가 조성되어 있다. 남측으로는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이 

치하고 있으며 북측은 근린가로가 형성되어 있다.

3. 공동의 공간을 한 건축방향

3.1 배치계획

본 계획안은 지가 가지는 장소의 의미를 구축되는 형

태와 공간 조직에 의해 가치를 드러내고자함에 의미를 두

고 진행 하 다. 공간은 장소의 의미를 표 하는 역할을 

하고, 인간과 계를 가지면서 내재된 의미를 드러내기 때

문이다. 이처럼 공간과 장소 그리고 인간은 필수불가결한 

계를 가지면서 도시를 형성해왔다. 미아동 계획 지는 

역사 인 사건과 지역사회의 요구 그리고 주민들의 행

를 통해서 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작고 노후화된 장

소와 크고 새로운 장소의 경계 에 치하며, 술과 체

육, 도시와 자연 등 서로 다른 것들이 계되는 장소이다. 

이는 소통과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기능을 담기보다 그 

지역의 서로 계 맺음을 요시하여 통합될 수 있는 규

모와 공간을 고려하 다. 

계획의 시작은 경사지의 벨을 나 고 길을 연장하

으며, 건물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읽고 경사에 따라 앉 졌

다. 주변에 해 공간을 열어주는 배치를 통해 매스의 볼

륨과 길, 녹지와 다양한 문화공간을 만들었다. 공간은 크

고 작음이 반복되어 서로 다른 것들이 질서를 통해 자연

스럽게 확장되며, 병치되어 겹치고 첩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공간으로 생성되었다. 한 시각 인 흐름이 입체

가로를 통하여 연속 으로 인지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하고, 벨차로 생긴 공간은 자연스럽게 여러 마당으

로 연결된다. 이러한 마당은 공간의 규모와 치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담도록 하 다.

그림 8. 배 치 도

3.2 외부공간 계획

낮은 삼거리에 장을 만들어 흡입력 있는 진입부를 형

성하 으며, 지역주민과 학생들로 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마련하 다. 3개의 큰 매스와 작은 

매스들은 서로 분 되어 보이나 내ㆍ외부 으로 유기 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 다. 지하에서부터 상층부까지 내부

에서의 소통과 외부에서의 진입 그리고 경 으로 풍요

로운 물길을 따라 산책하는 잔디 마당에서의 시와 공연

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벨을 이용하여 수직 인 연

계가 수평 인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 으며, 각

각의 공간은 서로 다른 테마를 가진다. 다양한 테마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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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양동마을 경

그림 10. 외부공간계획

그림 11. 술교육센터  종합체육센터 투시도

그림 12. E.L 43.2 평면도

지기 해 공동된 장소성을 통해 모임과 소통 등 집분산

의 기능을 담는 마당의 개념을 목하 다. 

벨차로 발생된 단은 자연스럽게 앞마당과 사랑마당 

뒷마당으로 구  된다. 이러한 마당은 공간의 규모와 치

에 따라 기능을 담는다. 

진입공간은 큰 마당으로 지역의 행사 공간으로 활용하

고, 면의 작은 마당들은 휴게와 소통의 장소로 활용한

다. 건물 간 결 으로 장소의 정체성을 알리며 인지성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 다. 잔디마당은 노천갤러리 공간으

로 시민이 편리하게 술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도로

변 작은 마당은 포켓형 쉼터이며 경사지에 치한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의 사회  약자들을 한 공간이다. 야외 

공연장은 학생 동아리 지역 내 음악  공연집단의 공연 

장소이며, 옥상지붕은 조류를 한 생태  공간과 주민을 

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3.3 평면계획

체육센터의 지하층에 하 과 층고를 고려해 수 장과 

체력단련장을 배치하 으며, 시/체험공간의 확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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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E.L 49.2 평면도

그림 14. E.L 53.7 평면도

그림 15. E.L 57.6 평면도

그림 16. E.L 61.8 평면도

하여 야외 시 역확보  연계를 고려하 다. 

종합체육센터의 카페와 술교육센터의 시 역을 연

계하고, 장 쪽으로 열려있는 카페를 계획하여 이용자들

의 편의를 고려하 다.

다양한 마당을 통해 내부로 들어오고 홀을 통해 다양한 

로그램이 연계되도록 하 으며 릿지와 외부 엘리베이

터를 통해 두 시설간의 연계성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

려했다.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과 옥외 야외공연장, 연습실과 

노천갤러리 마당과 연계하여 내부공간의 확장을 고려하 다.

술센터의 사무실에 교육 비실과 회의실을 근  배치하

여 로그램실들의 체계 인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술가실은 세미나실과 연계로 정보와 연구를 공유하고, 

옥상데크는 작품 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유사시설들

을 각 층별로 조낭하 고, 외부공간과도 연계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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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우측면도, 배면도

그림 19. 정면도, 좌측면도 그림 21. 주차문제  검토  해결방안

그림 17. E.L 65.7 평면도

3.4 입면계획

건물의 사드는 하얀색 매스와 풍부한 녹지 그리고 빛 

세가지 재료를 사용했다. 하얀색 매스의 White Glass는 

깨끗한 이미지 뿐 아니라 내부에서는 라이버시를 고려

하여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내부에서는 외부를 볼 수 

있다. 낮에는 반사되어 자연을 돋보이게 하고, 밤에는 은

은한 빛이 흘러나와 경사지에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다. 풍

경아래 사람들이 모이고 공동의 마당에서 서로 소통하는 

미아동의 새로운 장소가 만들어 질 것이다.

3.5 단면계획

단면계획에 있어 두 가지 주안 을 고려하 다. 지의 

13m 고 차를 극복하는 방법과 주변 열약한 교통과 내부 

로그램의 특성상 주차에 한 문제를 건축 으로 해결

하는 것이었다. 

첫째 상지 주변 부분이 산지지형이므로 상지 

한 암에 한 처가 필요하 다. 자연의 흐름에 상충하기

보다 13m 고 차를 순응하는 단면계획을 하 다. 3개의 

단을 나 어 공간을 배치하고 수직/수평  연계를 통해 

두 개의 로그램이 순환되는 공간으로 계획하 다.

그림 20. 종,횡단면도

둘째 계획 상지는 북측 7m 일방통행도로와 해있으

며, 근 로 삼거리에서 계획 지로의 근은 250m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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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마을 숲 만들기 개념도

회하는 일방 근이다. 한 출차시 동측 방향으로 교통량

이 집 되는 문제와 인  거주자 우선 주차와 상충 등 안

사고 험이 내재되어 있다. 

그림 22. 단면투시도

이러한 문제해결을 해 남측과 북측 두개의 주차 출입

구를 계획하 다. 남측과 북측의 양방향 주차진출입을 통

해 교통량을 분산하여, 주변 도로의 교통부하 문제와 거주

자 우선 주차와의 내재된 문제를 최소화 하 다. 이는 

술교육센터와 종합체육센터의 추후 분리운 을 효율 이

고 능동 으로 처하도록 차량 진출입 동선을 고려한 것

이다.

3.6 생태건축 공간계획

숲은 도시를 풍부하게 만들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

가는 장소이다. 한 숲은 쾌 하고 생산 인 삶의 장소를 

제공해왔다. 도시 주거에만 이 맞춰진 계획으로 녹지

가 부족하다. 아 트 동 사이에 갖춰진 녹지 숲은 인간에

게는 최 의 장소일 수 있지만 서식처와 먹이 처 등 장소

가 필요한 동물(새)들에게는 그다지 안 한 장소가 되지 

않는다. 

새들은 먹이 활동을 한 이동을 하는 습성이 있다. 북

한산(정릉)과 오패산(북서울꿈의숲)에 생태징검다리 역할

을 하는 장소로 제공된다. 지상층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옥

상 층을 이용하여 확보하고, 숲과 데크가 있는 장소로 제

공한다. 이는 휴게공간과 생태  공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소를 제안한 것이다. 이로써 계획된 건물

은 지역 내 랜드마크  건물로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갖

게된다. 도시의 도에서부터 근하여 사람과 자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부족한 옛 장소의 녹지를 재 하기 해 

도시에 합한 수직  녹지 숲을 계획하 다.

4. 맺음말

본 계획안은 지가 가지는 장소의 의미를 건축의 형태

와 공간을 통하여 가치가 드러나고 이러한 가치들은 인간

의 소통에 의해서 지속 으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즉 장소의 의미형성은 주체인 인간의 소통을 

통한 경험 등이 통합 인 계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아동의 역사 인 사건과 지역사회의 요구 그리고 주

민들의 행 를 통해서 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작고 노후화된 장소와 크고 새로운 장소가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단 된 도시의 형태가 만들어졌으며, 공

간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계획안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어떠한 계를 통해서 소통하고 

다양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는지에 을 맞추고 진행하

다. 

경사지의 삼각형 땅에 아동청소년 술종합센터와 종합

체육센터라는 두 개의 시설이 통합될 수 있는 규모와 공

간 계획을 시작으로, 건축물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읽고 

지 경사에 따라 앉 졌으며, 공간은 거 한 물리  경계

보다는 크고 작음이 반복되어 자연스러운 흐름이 낮은 높

이와 한 규모로 앉 졌다. 그 흐름을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마당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시공간과 잔디마당, 

산새정원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황들이 내/외부공간에

서 연속 으로 흘러가도록 하 다. 이러한 흐름은 사람들

을 모이게 하고 공동의 마당에서 서로 소통하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미아동의 새로운 장소가 될 가능성을 마련하

다. 

본 계획안은 입체 인 공간에서 시각, 청각, 후각 등을 

통해 의미의 주체인 인간의 소통을 유도하 으며, 두 시설

이 가지는 서로 다른 공간의 의미는 단일한 기능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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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벗어나 의도하지 않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의

미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이처럼 공간은 

장소의 의미를 표 하는 역할을 하고 인간과 계를 가지

면서 의미가 드러나는 가능성을 지닌다. 아동청소년 술

교육센터와 종합체육센터는 장소와 공간 그리고 생태 인 

소통의 매개체로써 미아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