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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IN THE VILLAGE
나누다, 연결하다, 소통하다_세 가지 키워드를 반영하여 마을과 상생하는 후암초등학교 리노베이션 계획안

VILLAGE IN THE VILLAGE : Sharing, Connecting, Communicating_A Plan to Renovation Huam Elementary 

School Co-existence with Village by Reflecting Three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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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st-present-future - 변화하는 도시 속 학교

사회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인 등학교에서의 자연스러

운 사회화. 즉 도시와 인간 사이의 계 형성을 목 으로 

한다면 학교는 경계로 형성되어진 고립된 공간보단 마을

의 연장 는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

습니다. 마을의 구성은 가로, 필지, 건축, 오 스페이스 등

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공간구성에 연장되어 교육 시설

로 자연스  들어올 때, 비로소 교육 시설은 도시를 만나

며 건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 고 '마을 같은 

학교' 즉 교육시설이 궁극 으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상합니다.

그림 1 아이소 메트릭을 이용한 ‘마을 같은 학교’ 구상도

2. 황 분석  ‘마을 같은 학교’ 공간 제안

후암동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근 미래에 규모 

고층고 의 개발이 정되어 있으므로 과거가 될 재 마

을의 흔 을 유지한 채 다가올 미래에 수용 가능한 계획

을 으로 설계를 진행하 습니다. 새로 변경된 길에서

부터 들어오는 내부 길의 형성으로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

도하고 용산공원에서 이어지는 녹색 축을 지 안으로 이

입해 내부에 조경공간을 형성하 으며 마을을 연상  하

는 다양한 스 일 매스의 배치는 도시맥락변화에 비한 

상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학교 건물 자체에서 가지

는 공간의 다양성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며 하

나의 사회화에 하여 이해하고 학교를 주입식 교육만을 

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니다. 결과 으로 학교

에서의 커뮤니티로 다양한 문화  로그램을 만들고 더 

나아가 새롭게 교육과 녹지, 도시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지

는 복합교육공간형성을 목 으로 합니다.

그림 2 지 황과 변화되는 지에 의한 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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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 학교

지속가능한 미래지향  교육환경으로서의 학교는 단순

한 지식 달의 장소가 아닌 창의성과 사회성을 발 시키

기 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공간을 

실 하기 해 커뮤니 이션 심의 교육환경과 멀티 문

화 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림 3 공간 배치에 한 엑소노 

Co- Educatinal space

커뮤니 이션 심의 교육환경에서는 ① 차 으로 확장

되는 커뮤니티 스페이스 속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결

(Linked Communty)과 ② 건물 사잇공간들을 극 으로 

활용한 녹색 커뮤니티 공간의 형성(Green Space), ③ 일

반 인 복도의 형태에서 벗어나 소통의 시작이 되는 이 

마주시는 복도(Meating Halway)를 으로 제시하 고

Potential as a Multicultural Platform

멀티문화 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은 ① 수직  소통과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마당과 교류하는 아트리움

(Communtly Hall), ② 아이들을 한 다양한 방과 후 

로그램을 수용 가능한 교육공간의 입체  배치(Aftor 

School Program), ③ 주민들의 문화, 교육 용도의 활용가

능성에 한 용합형 실배치 계획(Urban Studio)의 공간 

계획을 통해 실 하 습니다.

그림 4 실 배치에 한 아이소 다이어그램 

그림 5 동별 엑소노 다이어그램

그림 6 공간 컨셉 다이어그램

4. 수상 소감

학교는 지역의 커뮤니티나 지역교육복지시설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과 교통에 향을 끼치고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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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을의 모습과 기억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그래서 마을의 맥락을 해치지 않으며 마을의 시설로서

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희가 진행한 후암 등학교 리노베이션은 기존 학교건

물을 어느 정도 보존하며 진행하 기 때문에 완 히 새로

운 형태이기보다 작은 변화를 통해 기존 학교로부터 새로

운 공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은 통로의 역

할만을 하던 곳을 공간으로 만들고 머물게 하 습니다.  

따로 떨어져 독립 으로 존재하던 공간들을 이어 더 큰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었고, 확장을 넘어 공간에 자연을 담

기도 하 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의도와 다른 쓰임이 생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건축가의 의도와는 

다른 행동들이  다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낼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원들과 작업하면서 즐거웠던 시간들이 좋은 결과와 

함께  하나의 큰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과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던 경

험으로 남았습니다. 희를 지도해주신 민규식 교수님과 

한서  교수님께도 많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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