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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변 황 그림 2. 근성

1. 계획의 제

1.1 ‘자연’과 함께하는 학교

지가 가지고 있는 활기찬 공간이미지를 통한 교사와 

학생의 교류의 장으로서, 자연이 함께하는 감성의 공간이 

되도록 주변자연 지형에 순응하고 부지 벨차를 극 수

용한 친환경  배치계획이 되도록 한다.

1.2 ‘꿈’을 실현하는 학교

학생들의 자기 능력개발을 북돋아 주고 이끌어주는 교

육공간으로, 창의 인 리더쉽을 갖춘 로벌 리더 양성과 

다양한 소양을 두루 경험 할 수 있는 여가, 취미, 문화, 체

육활동 공간을 갖추도록 한다.

1.3 ‘변화’하고 진화하는 학교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응하는 평면구성과, 사용하는 구

성원들의 친 감 있는 공간 창출, 개인별 특성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과정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는 시설계획

이 되도록 한다. 

2. 입지분석  배치계획

2.1 입지분석 

계획 지 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은 녹지지역(백운산)

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측으로 교육연수원이 치하고 있

으며, 면 20m도로를 경계로, 단독주택용지와 근린공원 

 공공청사 부지와도 인 하게 된다. 주변에는 주요 교육

시설인 인천과학고, 인천국제고  과학연구원이 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변 임야에서 흘러내리는 개천은 지구단

계획상에도 생태하천의 수공간이 단지에 설치되도록 계획

되어 있다. 지의 남북으로 자연과 도시를 잇는 축을 설

정하며, 남동방향으로 Open View가 형성되어 개방감이 

있으며, Site 심으로 북, 서 두면이 녹지로 둘러싸여 수

려한 경 을 보이고 있다.

2.2 배치계획

남북으로 길게 지형태에 맞춰 특별교사동과 리 역

을 배치하고 순차 으로 일반교사동, 동아리동, 체육 , 식

당, 기숙사를 치시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

다. 지형에 맞춰 자리잡은 건물 사이사이에 다양한 외부

공간을 계획하여 자연과 극 으로 계를 맺을 수 있도

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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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배치도

그림 5. 역별 기능 , 합리  조닝

1) 주요실의 남동향 배치

특별교과동, 식당, 기숙사의 주요실을 남동향으로 배치

하여 열린 조망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교과동을 남향

으로 배치하여 최 의 채   환기, 조망을 갖도록 한다.

그림 4. 주요실의 남동향 배치

2) 역별 기능 , 합리  조닝

교과동과 기숙사 심에 식당, 체육 을 배치하여 각 시

설간의 효율 인 이동동선체계  합리 이고 계있는 

시설배치가 되도록 하며, 기숙사를 북측에 배치하여 생활

의 독립성과 라이버시를 갖도록 한다. 체육 과 동아리

시설 등을 연계하여 체시설의 심에 배치하므로서, 학

생들의 방과 후 여가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이벤트 공

간이 되도록 한다.

3) 내·외부공간의 유기  연계

내·외부공간의 유기  연계로 면진입마당과 교과동, 

식당, 기숙사를 잇는 심보행가로(Stairway to Dream)와 

수직 코어로 수직&수평의 Multi Level Community를 형

성하고, 각각의 매스마다 독립된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심보행가로와 연계하여 휴게  산책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자연친화 인 요소인 빛과 바람이 실내 깊숙이 유입

될 수 있도록 시설 앙에 형아트리움, 천장, 식재계획

등을 계획하여 자칫 폐쇄 이기 쉬운 공간에 부드럽고 활

기찬 학습공간의 쉼터가 되도록 하 다. 

그림 6. 내·외부공간의 유기  연계

3. 외부공간  동선계획

3.1 외부공간계획

1) 진입마당은 운동장과 연계하여 주진입부의 면성, 

개방감을 가지며 푸른가로수길을 통해 교과동, 체육 , 기

숙사 등 각 시설로 이어지며 행사시 물의 정원과 연계하

여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게 한다.

2) 체험마당은 교과동 하부 필로티를 이용한 넓은 마당

으로 다양한 야외학습을 한 계단형 데크와 주변자연과 

연계된 조경계획으로 다양한 체험과 휴식의 마당이 되도

록 한다.

3) 어울림마당은 체육 과 동아리시설의 심에 놀이마

당을 두어 채 /환기는 물론,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체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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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외부공간계획

그림 8. 내부동선계획 그림 9. 외부동선계획

련을 한 활기찬 마당이 될 것이다.

4) 문화교류마당은 기숙사와 교과동의 간에 식당, 체

육 , 동아리 시설을 집  배치하여 휴게  특별활동, 각

종 이벤트가 있는 심 교류마당이 되도록 한다.

5) 푸른가로수길은 집입마당에서 기숙사까지 각 시설(교

사동, 체육 , 식당, 기숙사)을 잇는 외부동선으로 심 가

로가 되도록 하며, 

6) 물의정원은 부지내 흐르고 있는 개천을 되살려 물이 

흐르는 정원을 만들고 건 편 택지내의 수공간(지구단

계획)과 연계 되도록 한다.

3.2 동선계획

1) 보행동선은 면 20m도로에서의 근이 가능하며, 

우측차량 출입구와 연계된 부출입구를 계획하고, 차량동선

은 부지 우측 연수원 진입로에 차량출입구를 계획하여 

면 20m도로의 차량흐름과 독립 인 차량동선 체계를 확

보하고록 한다.

2) 내부동선계획은 지의 진입에서부터 교과동의 Green 

Atrium, Green Deck를 통한 기숙사까지 보행Street를 계획하

여 지와 건물의 내·외부동선을 연계하고, 각 동으로의 근

성도 고려하 으며, 지 벨차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계획과 

주요시설의 연결도 고려하 다. 

3) 외부동선계획은 인지성과 근성을 고려하여 지

면에 보행자 주출입 동선을 차량동선과 별도로 계획하므

로서 기숙사와 교과동을 잇는 내부동선을 구축하고, 진입

마당과 교과동, 식당/체육 , 기숙사동을 이어주는 외부동

선을 구축하 다.

4. 평면계획

4.1 지하1층 평면계획

진입마당과 연계하여 다목  시청각실, 시/홍보, 세미

나, 운 원회 등 주민·학부모를 한 개방시설이 집 되

도록 하 다. 한 정을 심으로 체육 과 동아리실을 

집  배치하여 학생들의 여가  취미생활이 용이하도록 

하 다. 주차장은 교과동, 체육 , 기계/ 기실과 직  연

계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0. 지하1층 평면도

그림 11. 여가시설 집약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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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상1층 평면계획

1층은 행정 리동을 집 시켜 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동장 찰이 용이하도록 하 다.

지형을 이용한 필로티 주차장을 계획하여 식자재 반입, 

기숙사 세탁물 등의 운반 등 서비스 코아와 연계하여 시

설이용에 편리하도록 하 고, 홈베이스를 심으로 하는 

학습공간을 집 하 다.

그림 12. 교과동 Zoning Plan

그림 13. 지상1층 평면도

4.3 지상2층(기숙사1층) 평면계획

2층은 일반교실 Zone으로 주요실을 남향배치하고, 교과

교실, 교과연구실, 미디어스페이스로 구성하 으며, 이동수

업에 비하여 홈베이스(Home Base)를 시설 앙에 배치 

계획하여 학생들의 학 활동, 공강시간 등에 이용이 용이

하도록 하 다. 한 사물함 설치와 오 스페이스와의 연

계를 통하여 학생 용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 다. 

4.4 지상3층(기숙사2층) 평면계획

3층에는 교사들의 연구개발  휴게공간을 두고, 해당교

과교실과 인 하게 교사연구실을 배치하여 질 높은 수업

비와 학생과의 교류공간이 되도록 하 다. 

그림 14. 지상2층 평면도

  

그림 15. 홈베이스구성

그림 16. 지상3층(기숙사2층)평면도

교과동과 기숙사를 직  

연결하는 데크로 자율학습 

후 이동이 편리

그림 17. 연결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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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동측면도

그림 24. 서측면도

그림 20. 기숙사평면도

그림 21. 기숙사유닛

그림 22. 동별 Zonning

교과동 3층 면학실과 기숙사를 데크로 직  연결하여 자

율학습 후 이동이 편리하도록 하 으며, 기숙사와 교과 동

의 심에 식당을 배치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 다.

4.5 지상4층(기숙사3층) 평면계획

4층은 Learning Zone으로 교과동 상부층에 면학실과 도

서실을 배치하고, 미술실  개인연습실을 갖춘 음악실을 

그림 18. 지상4층(기숙사3층)평면도

그림 19. 도서실 Plan

독립배치하여 타실로의 소음방지  효과 인 동선을 계

획하 다. 도서실은 2개층으로 계획하여 각층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이용의 효율을 높 다. 

4.6 기숙사 4,5층 평면계획

기숙사는 4인1실과 화장실, 샤워실 등 공용공간으로 계

획하 으며, 2층에 독립 인 원어민, 교사숙소를 계획하

다. 층부에는 세탁실, 화합실 등 공용공간을 성별로 분

리계획 하 고, 추후 수요인원의 남녀성비변화에 따른 기

숙사의 유동  운 과 가변  조닝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반 하 다. 한 태양열 집열 을 설치하여 온수활용이 

용이하도록 하 다.

4인1실 각실에 화장실, 샤워실을 계획하여 학생들의 편

의를 고려하고, 개인별 옷장, 침 , 책상을 1인용 Unit으로 

구성하여 개인 용생활공간과 라이버시를 확보, 효율

인 공간구성이 되도록 하 다.

5. 입면계획

교과동(일반교실)은 자연친화 인 입면계획으로 매스의 

유리(Green Skin)로 자연의 흐름과 시각 으로 생동감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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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단면도

그림 26. 식당, 체육  단면도 그림 27. 교과동(체육 ) 단면도

조감도 특별교과동 정면

앙아트리움 진입마당 기숙사내부

그림 28. 하늘고등학교 모습

게 계획하 으며, 켜와 첩을 통한 입면의 다양한 시 스

를 계획하 다. 기숙사동은 친근한 분 기 형성을 해 친

근하고 안정 인 목재패 , 라임스톤 등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었고, 수평, 수직 임을 사용하여 

생활공간의 안정감, 편안함을 고려하 으며, 유닛에 따른 

리듬감 있는 발코니 패턴을 사용하 다. 한 지역사회에 

개방 인 Open School의 주진입부 계획으로 흡입력 있는 

정면성을 확보하 으며, Solid면과 Void면의 비와 조화

를 통한 세련된 입면구성으로 미래지향 이고 창의  이

미지를 창출하 다. 

6. 단면계획

지형과 진입도로의 Level차를 이용하여 차량과 보행자

의 출입  이동동선을 입체 으로 명확히 분리하고, 기숙

사, 식당, 교사동 등 각 개별시설의 외부 다층의 벨에서 

근이 가능하도록 하 다.

교과동 메인로비 내 Open공간으로서 2,3,4층 3개층을 Open

하여 천정을 통한 자연채   환기를 고려하 으며, 다양

한 친환경  요소의 삽입을 통해 학교 체에 자연이 흐르

는 친환경 인 이미지를 구형하 다. 한 지의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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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하는 Mass계획을 통하여 토목공사비 감과 공사기간

을 단축하 고, Stairway to Dream에서 각 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단면계획을 하 다.

7. 맺음말

건축물은 개인의 소유라기보다 공공  가치와 사회 체

의 소유로서, 사회에 한 책임감을 갖고 지어져야 하며, 

건축가는 항상 일반 과 이용자에 한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격 이고 담한 형태로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건축

이란 이 게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도 

요하지만, 차분하면서도 우아하고 섬세하면서 평범한 것들

과 계를 맺는, 완성도 있는 건축에 더 많은 심을 가져

야 한다.

건물은 50년 후에도 남아야 할뿐더러, 더 좋아야 한다. 

제한된 비용을 이미지에 쓸것인가, 아니면 리티업에 쓸

것인가를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군더더기 없이 본질에 충실하고 그 에 시간이 쌓이고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오 제로만 머물지 않는 자연과 함

께하며 꿈을 실 하고 변화하고 진화하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