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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치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26-1번지

지 역 / 지 구 자연녹지지역

용        도 교육연구시설

 지  면 19,718.00㎡

건 축 면 3,569.04㎡

건   폐   율 18.10%

연   면   7,820.54㎡

용 률산정면 7,207.72㎡

용      률 36.55%

건 축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조 경 면 2,527.93㎡

설        비 EHP 냉난방방식

주 차  수 77 (장애인주차 4 , 형주차 4 포함)
(법정:150㎡당 1 )

주요외장마감 노출콘크리트, ZINC, 투명복층유리

표 1. 설계개요

층별
충주학생회 충주 어교육센터 비

고면 주용도 면 주용도

지상
4층

71.56 계단실, 창고 71.56
숙소1～4, 
린넨실

지상
3층

1485.49
리실, 장실, 자유열람실, 

아동열람실, 모자열람실, PC실, 
일반자료실, 문헌정보실

1485.49
숙소1～4, 
사감실, 

식당, 주방

지상
2층 1786.05

음악실, 미술실, 세미나실, 
멀티미디어실, 다목 실 1786.05체험학습실

지상
1층

1847.19
시실, 숙직실, 감시제어반, 

공연장, 귀빈실, 연습실, 
음향조정실, 안내

1847.19체험학습실

소계 5190.29 5190.29

지하
1층 483.22

기계실, 공조실, 기실, 
발 기실, 수조 483.22 기계실

소계 483.22 483.22

합계 5673.51 5673.51

표 2. 층별 면 개요

1. 들어가며

충주학생회   충주 어교육센터는 교육연구시설로서 

충북 충주시 호암동 526-1번지에 총 사업비 144억 4천만

원, 연면  7,820㎡의 규모로 도서  기능과 주민들의 평

생교육활성화 역할을 하게 될 충주학생회 과 북부권(충

주, 제천, 단양) 어 체험교육의 심이 될 북부 어체

험센터로 건립되었다.

이 사업은 2007년 10월 23일에 충주 학생회  신축공사 

건축설계경기에서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의 계획안이 

당선되었고 실시설계를 통하여 2010년 4월 13일에 개 하

다.

학생회 과 어교육센터, 평생교육시설, 문화 술공간

이 복합된 교육․문화공간으로 학생  지역주민 모두를 

한 복합화 시설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시

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설계개요

충주학생회   충주 어교육센터는 지면  19,718㎡

으로 지상4층 지하1층의 규모로 철근콘크리트구조이다.

충주학생회 은 아동 자료실, 모자 열람실, 자유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등 도서  기능  교직원 정보화 연수, 지

역주민 상 평생교육과 방과 후 학교 로그램, 학생 특

별활동 로그램을 한 시설이다.

한, 문화 술 공간으로서 학생발표회, 학생문화 술 

공연  교직원 직무연수 기능을 제공하는 750석 규모의 

규모 공연장 설비를 갖추고 있어 충주지역에 학생, 교직

원, 지역주민들을 한 새로운 문화 술공간이다.

한, 충주, 제천, 단양지역 등학교 6학년과 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회화 심의 어 체험학습을 

한 어체험센터도 복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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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충주학생회   충주 어교육센터 조감도

그림 2. 충주학생회   충주 어교육센터 지 황

그림 3. 충주학생회   충주 어교육센터 교통  근 황

3. 계획의 기본방향 

학생회   어교육센터 계획의 기본방향은 랜드스

이 를 통한 지역의 상징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이루

어지는 친환경 이며 심미 이고 편안한 향토성의 재고,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  양질의 교육과 문화정보

제공 그리고 문화의 심으로서 융통성을 가진 열린 공  

공간계획에 을 두고 있다.

충주 학생회   어교육센터 계획에 용한 주안

은 상징성, 친환경성, 커뮤니티 형성, 효율성으로 크게 4개

로 나  수 있다.

호반의 도시인 충주의 랜드스 이 를 반 한 축(Axis)

을 설정하고 상징  도시의 벽(Wall)을 통하여 랜드마크 

이미지를 실 하고 하 다. 지의 흐름을 반 한 매스

의 수직  상승감과 방향성을 통한 시각축(View Corridor)

을 형성하여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한, 충주의 주요 문

화시설과 연계하여 충주지역 학생들의 쉼터이자 문화  

허 (Hub)로서의 구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하 다.

시설의 기능  측면에서는 독서, 시, 공연, 리 등으

로 구분하여 상호 유기  확장 구조를 갖도록 계획하고  

각 공간의 기능별 유기  동선계획  공간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극 화하고자 하 다.

4. 지 특성

충주학생회   어교육센터는 충주의 주요 문화시설

인 충주문화회   청소년수련원, 충주시립도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곳에 치하고 있다. 

지 주변 도로 황은 서측에는 8m 소로, 북측에 35m 

로가 해있으며, 지 벨은 체 으로 평지로 되어 

있다. 지 동측에는 남산, 남측에는 성여자고등학교와 

인 해 있으며, 서측도로 건 편에는 성여자 학교가 

치하고 있다. 남측 방향  멀리에는 호암지와 주요 문화

시설들이 치하고 있다.

북측 로  서측 소로는 보행  차량 근이 가능하

고, 북측의 로는 외부에서 지로 근시 주 출입동선이  

형성될 수 있다. 반면에 서측 소로는 공연장과 연계하여 

부출입구를 설치하 으며, 남측에는 고등학교와 학교를 

연계하여 보행자의 안 을 고려하여 보행동선 공간으로 

처리하 다. 

도로에 인 한 북서측과 남쪽은 동쪽에 비하여 열린 조

망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서측은 외부에서 근시 가장 

먼  시각 으로 인지할 수 있는 곳으로 건물의 상징성 

 개방성을 강조하기 하여 건물하부 모서리 부분을 비

우고 기둥을 마치 지지 로 활용하여 건물을 가볍게 들어 

올린 것처럼 입면을 계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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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호암지 그림 5. 남측 경

1단계 : 역구분 2단계 : 도시맥락과 시각축 유입

3단계 : 동선의 흐름 4단계 : 내외부공간의 연계성

5단계 : 로그래

그림 6. 배치계획의 개

그림 7. 배치 역에서 공간구성의 계

그림 8. 완충공간 그림 9. 평생교육의 장

5. 배치계획

충주학생회   어체험센터는 충주의 정체성과 자연

을 담는 시설로 계획하고, 열린 공간, 열린 교육시설로서 

개방성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여 계획하는 것을 목

으로 계획하 다.

배치계획은 지  5단계를 통해 효율 으로 개하

다. 1단계 역구분은 효율성 있는 지활용을 한 배치

를 설정하고, 2단계 도시맥락과 시각축의 유입은 지주변

의 교육시설과 자연을 연계하여 시각  축으로 유입하고, 

주변시설을 고려하여 기능을 배치하 다. 3단계 동선의 자

연스러운 흐름을 해 교육시설과 잇는 보행자동선을 고

려하여 보차분리, 무장애(Barrier) 진입 계획하 다. 다음

으로, 4단계 내외부공간의 연계성을 해 이벤트 장, 주

변 교육시설등을 연계 배치하 으며, 5단계 내외부시설의 

유기  연결성을 고려한 로그래 을 통해 배치계획의 

효율성을 극 화 시켰다.

6. 평면계획

충주학생회   어체험센터의 평면계획은 다양한 이

용자의 요구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도록 각 공

간의 기능과 성격을 고려한 평면계획을 하여 다양한 공간

체험이 가능하고, Open Space를 통한 공간의 확장성을 극

화 시켰다.

그리고 교육 역과 문화 역의 기능과 성능에 따른 명

쾌한 조닝(Zoning)을 통해 기능에 따른 역구분과 연계

성을 고려하고, 정 역과 동 역의 연계성을 고려한 

이공간을 반 하 다.

한, 내부공간에 자연을 유입시켜 쾌 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층부의 필로티를 극 도입하여 시각  

개방감을 부여하고, 주변자연환경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연

친화 인 공간계획  Open Space를 통한 실내에 자연채

유입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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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충주학생회   충주 어교육센터 투시도

그림 10. 충주학생회   충주 어교육센터 1층 평면도

그림 11. 충주학생회   충주 어교육센터 2층평면도

그림 12. 충주학생회   충주 어교육센터 3층평면도

그림 13. 충주 어교육센터 숙소 기본모듈

7. 입면계획

입면계획은 상승  매스와 건물의 첩을 통해 변화감 

있는 입면의 다양한 표정을 연출하 고, 청소년의 미래지

향 인 이미지를 사선의 다이나믹한 조형으로 표출하 다. 

그리고 주변환경을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개방 인 

입면구성을 하 으며, 개방과 조망을 고려한 투명한 입면

구성을 하 다.

 한, 입면개념에서는 매스와 건물의 첩을 기본개념

으로 하여 입면의 다양한 연출을 통해 학생회   어

체험센터의 개성  학습분 기를 조성하 으며, 미래지향

이고 창의 인 계획을 도모하 다. 한, 개방과 조망을 

고려한 한 조합과 분배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 인 입

면표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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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단면계획

그림 21. 실내사진

그림 15. 충주학생회   충주 어교육센터 입면도

그림 16. 수직  입면 그림 17. 미래지향  입면 

그림 18. 매스 그림 19. 역동  매스연출

 

8. 단면계획

단면계획은 층별/시설별 조닝을 통한 합리  동선계획

을 하 으며, 필로티에 의한 공간의 연계  개방감 확보, 

천정고(CH=3,000) 확보로 쾌 한 실내환경을 조성하 다.

세부 단면계획에서는 학생회 의 열람실, 자료실 다목

실 등  어체험센터의 숙소를 남향 배치하여 자연채

을 확보하 고, 필로티, 로비, 홀로 연계하는 넓은 기공

간 확보  필로티의 극  도입으로 커다란 매스의 상

승감과 개방감을 극 화하 다.

9. 마치며

충주학생회   충주 어교육센터는 교육연구시설로서 

학생회 에 어교육센터와 평생교육시설이 복합된 교

육․문화공간으로서 학생  지역주민 모두를 한 복합

화 시설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본 원고를 하여 신성종

합건축사사무소(주) 표이사께서 원고 작성에 많은 도움

으로 완성되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