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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목포 학교 5공학 은 기계공학과, 조선공학과, 해양시

스템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등 4개 학과의 강의와 실험  

실습을 해 건립되었다. 각 학과에 부합되는 교육환경 제

공  학과간의 복합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2007년 8월에 

진행된 ‘목포 학교 제5공학  신축공사 건축설계경기’에

서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계획안이 당선되었

으며, 이후 실시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쳐 2011년 7월에 개

되었다.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치한 목포 학교 5공학 은 필

로티, 정, 다양한 형태의 데크를 활용해 주변의 자연을 

건물내부로 유입하고 이를 커뮤 티의 심공간으로 계획

하여, 시각  개방감 확보를 통한 밝고 활기찬 내부환경의 

구축과 함께 커뮤 티 증진을 통한 학과간 복합연구 분

기의 조성을 이루었다는 에서 학교의 교육  연구 

공간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시설을 소개하

고자 한다.

지 치 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목포 학교 캠퍼스)

지역/지구 교육시설보호지구, 자연녹지지역

용도 교육연구시설

건축면 2,593.10m
2

연면 8,536.98m
2

주요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7층

주요외장마감 토벽돌, AL쉬트 넬, 투명복층유리, U-GLASS 

표 1. 설계개요

구  분 실 별 명 칭 계획면

지하1층 앙감시실, 기실, 발 기실 300.97m
2

지상1층

선박유체실험실, FRP모형제작실, 유체실험

실, 선박용 실험실, 선박구조실험실, 재료실

험실, 열공학실험실, 비실, 로비

2,137.88m
2

지상2층 멀티미디어실, 학원 비실(조선/해양) 768.13m2

지상3층

교수연구실, 교수휴게실, 기계공학PC룸

메카트로닉실험실, 자동제어실험실, 

기계가공실험실, 기계계측실, 학과사무실 등

1,782.36m
2

지상4층
교수연구실, 강의실, 학생회실, RIC사무실

RIC교육실, 리사무실, 학과사무실 등
1,688.71m

2

지상5층 강의실(기계공학과), 세미나실, 라커룸 등 548.60m2

지상6층

자재료실험실, 신소재물성실험실, 재료공

정제어실험실, 세라믹재료실험실, 속재료

실험실, 세미나실(신소재공학과)

761.77m
2

지상7층 기계재료실험실, 구조재료실험실, 강의실 548.56m
2

합  계 8,536.98m
2

표 2. 층별 면 개요

2. 설계개요

목포 학교 5공학 은 연면  8,536.98m
2
으로 지상7층 

지하1층 규모로 철근콘크리트구조이다. 

기계공학과, 조선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신소재공학

과 등 4개 학과의 강의  실험/실습과 교수연구실, 세미

나실 등을 한 시설이다. 특히 첨단 강의  형 실험 

 실습을 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학과간 융복합 연

구 활성화가 가능한 교육 공간이다.

3. 계획의 기본방향

목포 학교 5공학  계획의 기본방향은 4개 학과별 강



  

special series 기획연재

70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0권 제4호 통권 제95호 2013년 7월

의  실험/실습에 부합된 교육환경의 제공  학과간의 

복합연구 활성화가 가능한 자연과 연계된 교육연구공간의 

구축이다.

그림 1. 목포 학교 제5공학  조감도

설계자는 이를 한 계획의 해법으로 Ring Connection

(연결고리)의 Design과 Plate(휴게데크)의 Design을 제시

하 다. 두 개의 동선체계를 조합하여 성격이 서로 다른 

사무/교수연구실과 강의/실험실 기능을 이어주는 Ring 

Connection(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했고, 이 연결고리에 

다양한 성격의 Plate(휴게데크)를 부가하여 외부환경과 연

계를 유지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 다. 

시설을 기능  측면에서는 연구, 강의, 실험, 리 등으

로 구분하면서 동선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여 상호 

유기  연결구조를 갖도록 한 것이다.

Design Ring Connection(연결고리)

Design plate(휴게데크)

그림 2. 목포 학교 제5공학  계획의 기본방향

4. 지 특성

목포 학교 캠퍼스는 라남도 무안군에 치하고 있다. 

캠퍼스의 남서측은 주-목포 간 1번 국도에 해 있고 

다른 3면은 남 서남지역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산

으로 수려한 풍 을 지닌 승달산에 둘러싸여 있다.

5공학 은 길게 뻗은 캠퍼스의 가장 안쪽에 치하고 

있어서 기존 캠퍼스 배치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축의 정

에 해당된다. 한 외 력 에 연 한 남서측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은 수려한 자연조망을 갖고 있다. 지로의 주

된 근은 보행자는 남서측 외 력  사이로의 근이 

주가 되며, 차량은 북서측 도로를 통한 근이 주가 된다.

남서측은 외부에서 근 시에 가장 먼  시각 으로 인

지되는 곳이므로 건물의 상징성  개방성을 강조하기 

한 고려가 필요하며, 북서측은 기존의 테니스코트 등의 오

 스페이스와 연계된 외부공간 계획이 요구된다.

그림 3. 캠퍼스 황도

5. 배치계획

배치계획은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개되었다.

1단계 Approach는 캠퍼스의 맥락과 지주변 교육시설

과의 계를 고려한 근방식의 설정이다. 보행 근이 이

루어질 것으로 상되는 기존 외 력  외부공간의 흐

름을 받아들여 5공학 의 외부공간과 하나의 공간으로 읽

지게 계획하여 외부공간의 자연스런 연계를 이루었다.

2단계 Possession은 효율성 있는 지활용을 해 인

한 주변상황과 연계되도록 강의/실험동 역과 연구/사무

동 역을 설정하고, 기존 캠퍼스배치 축의 정 에 해당되

는 강의/실험동은 고층으로 계획하고 기존 교육시설과 매

개 역인 연구/사무동은 층으로 계획하 다.

3단계 Link는 각 역의 유기  통합과 내외부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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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런 연계를 하여 진입공간에 정을 설치하고 그 

주 로 휴게데크와 연결복도를 계획하여 시각  개방감의 

확보  사용자간 커뮤 티의 증진을 도모하 다.

1단계 : APPROACH 2단계 : POSSESSION

3단계 : LINK

그림 4. 목포 학교 제5공학  계획의 기본방향

그림 5. 목포 학교 제5공학  배치도

그림 6. 차량진입 그림 7. 보행진입

3단계의 배치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ㅁ자형 정은 건물

체의 코아로서 진출입동선과 실내동선의 심이 되고 

휴게데크  연결복도와 연계되어 다양한 외부공간과 다

채로운 시각  시 스를 제공한다.

6. 평면계획

목포 학교 5공학 의 평면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4개 

학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강의  실험/실습을 한 공간

의 제공뿐만 아니라 학과간의 복합연구 활성화가 가능하

도록 하는 교육연구공간의 계획이다. 이를 하여 층부

는 각 학과별로 요구되는 공간의 성격과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되어 학과별 독자 인 사용이 가능하며, 2개 층 층고

의 1층은 4개 학과의 형 실험실들을 집약하여 복합실험

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한 고층부는 별도 설비의 구

축이 필요하지 않는 강의  실습 시설을 배치하여 공동

으로 사용하되 사용상의 요구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도

록 계획되었다.

이와 함께 정에 면한 옥외데크, 외주부의 휴게데크, 

동선의 결 에 치한 조망발코니 등을 통하여 주변의 

수려한 자연을 내부공간에 유입시키고 실내활동을 자연으

로 연장하여 자연과의 교감을 극 화 하고, 이들 다양한 

데크를 정 방향으로 개방된 복도로 연결하여 밝고 활기

찬 커뮤 티 공간을 조성하 다.

그림 8. 목포 학교 제5공학  1층평면도

그림 9. 목포 학교 제5공학  기 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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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캠퍼스 경이 보이는 휴게데크

그림 11. 휴게데크 그림 12. 휴게테크

그림 13. 옥외테크 그림 14. 조망발코니

7. 입면계획

입면  조형계획은 지 남, 북, 서쪽으로 이어지는 수

평요소( 층부)를 도입하여 진입시 시각  정면성을 강조

하고, 상층부의 매스는 최 한 단순한 배경으로 처리하여 

원경으로 펼쳐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 다. 

그림 15. 정면도

그림 16. 배면도

그림 17. 경 그림 18. 정

한 ㅁ자 배치를 통한 매스의 첩은 입면의 변화감을 

제고하며, 내부에서 외부로의 조망 시에 공간의 깊이를 더

해주는 경  임 역할을 수행한다.

입면의 재료는 내외부의 구분보다는 연속 인 흐름에 

더 많은 심이 담겨있음을 보여 다. 공간을 닫아주는 재

료와 열어주는 재료가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용되었다.

내외부공간의 연속성  투명성이 강조되는 커튼월 입

면과 이와는 조되는 U 라스를 이용한 반투명 입면은 

실내에 유연한 공간을 구 하기 한 건축가의 재료  해

법으로 해석된다. 실제 반투명 외피로 쌓인 내부 공간은 

계 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빛의 표 을 달리 하면서 내

부에 유연한 공간을 제공한다.

그림 19. 반투명한 외피로 쌓인 내부 공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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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면계획

단면계획은 층별/시설별 조닝을 통한 합리  동선계획

에 기 하여, 필로티에 의한 공간의 연계  개방감 확보, 

각 실의 기능  성격에 부합된 천정고(CH=3,000) 확보, 

방 별 층수 조정에 따른 쾌 한 일조환경 조성 등이 시

도되었다.

세부 단면계획에서는 진입의 과정이 2개 층 높이의 필

로티, 4개 층이 개방된 정, 2개 층 높이의 로비 등을 차

례로 거치게 하여 공간의 변화감을 제고하고 외부와 내부

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개방감을 극 화하 다.

그림 20. 단면개념도

그림 21. 종단면도

그림 22. 횡단면도

9. 마치며

건축은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만들어질 주변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고, 이 행 는 땅과 건물 그리고 사람에 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스페르 펜(Sverre Fehn)은 

“건축은 지에 종속되어 있는 술이다.”라고 하 다. 이

처럼 지는 장소성을 형성하며, 이러한 장소의 아이덴터

티는 건축가의 디자인 형성에 직 으로 여해 구체

이고 실천 인 형태로 표 된다.

목포 학교 5공학 은 장소에 한 건축가의 해석에서

부터 출발하여 디자인을 발 시켜나간 교육연구시설로서  

그 가능성을 보여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주변의 수려

한 자연환경의 가치를 마음껏 릴 수 있도록 시도된 배

치  공간계획에서 학교의 교육연구시설 설계에 한 

새로운 제안을 읽을 수 있다. 

본 원고에 사용된 세부자료는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에서 제공하 음을 밝힙니다.

그림 23. 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