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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ream : 예천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SEES:ream : Yecheon New City Complex Community Center

  권  식 / (주)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표
Chun Kwon-Sig / CEO, HAEMA Architects
jks101@haemaarch.com

1. 개요

∙시 설 명 : 천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 치 : 경상북도 천군 호명면 산합리 1123, 1124

∙ 지면  : 5,519㎡(약 1,669.50평)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  약 9,905.43㎡

 도시에서의 복합화는 단순한 통합과 집 보다는 

체계화와 유기  연계성 강화의 과정을 통해 재분산과 분

담을 지향하고,  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

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으로 분산된 여러 

요소들을 물리 으로 체계화 시키고 기능과 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공간 ·기능  차원의 복합화를 의미한다.

본 지는 천 신도시 진입부에 치한 지역으로 천

의 구도심과 신도시를 잇는 도시 축, 주민들의 생활을 잇

는 생활 축, 그리고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통경축을 고려하

는 것으로부터 계획이 시작되었다. 계획 지의 특징은 

천의 신도시 1기 계획단지로 북서측 가장자리에 치하고 

있어, 도시를 진입하기 한 문이자 얼굴로서 의미를 갖

는다. 주변 황을 살펴보면 북서측 30m 도로에 면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커뮤니티 가로가 형성되어 있다. 그 기 

때문에 향후 주민 통행 증가를 측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에 따른 근과 다양한 진출입에 한 동선이 요구된다. 

한 남북으로 약 3m의 경사지형으로 지형  특성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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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계획의 4  주안

려되어야 한다는 을 기본 골자로 지의 형태와 주변 

환경에 응하여 복합화한 것으로 지역공동체의 심공간

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그림 1. 지 황

2. 본론

2.1 계획개념

천군 신도시에 새롭게 들어서게 될 복합 커뮤니티센

터는 지역주민들을 한 청소년 문화의 집, 가족센터, 다 

함께 돌  센터, 건강생활 지원센터 등을 하나의 지와 

공간에 담아 각 역 간 연계, 개방, 복합화를 통해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다양한 연령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소이다. 이에 우리는 도시

의 얼굴이 되는 ‘상징성’, 다양한 활동을 담는 ‘실용성’, 사

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 근성’, 지역과 소통하는 ‘연결성’

을 계획의 주안 (그림. 3참조)에 두어 도시를 품고 있는 

도시건축으로서 지역민 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 속에서 

만남과 담소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계획하 다.

그림 2. 지의 계획개념

1) 도시의 얼굴이 되는 ‘상징성’

본 상지는 천군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진입하는 노

드 에 치한 지역으로 그곳에서 바라보는 매스의 인지

성과 상징성 확보를 해 천군을 상징하는 비옥한 토지

와 물을 은유 으로 표 하여 역동성을 강조하 다. 한 

정면성 확보와 진입을 고려하여 남북으로 반외부  성격

의 진입 통로를 두고 이는 앙 홀을 심으로 각 역별 

독립  연결  동선의 순환을 도모하 다.

2) 다양한 활동을 담는 ‘실용성’

복합커뮤니티 시설은 각각의 독립된 성격의 로그램이 

하나의 지 에 복합화되는 것으로서, 역별 독립성 보

호가 요구된다. 크게 청소년 시설 역과 주민 편의시설 

 행정 역으로 구성된 본 계획안은 Time Sharing 개

념을 도입하여 휴일과 업무시간 이후 개방공간 근이 용

이하도록 역별 조닝  별도의 출입구 계획을 통해 지

역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확보하 다.

3)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 근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효율  동선계획을 해 사통오달

의 입체  진입 동선을 계획하 다. 이는 상지의 우측으

로 주거 단지가 좌측으로는 행정타운이 있으며, 양 구역은 

커뮤니티 가로로 연계되어 그 심에 치하고 있어 다양한 

동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으로 3m의 경사지를 

활용한 출입 동선을 확보하여, 보행약자는 물론 교통을 

이용한 근성이 유리하도록 편의성을 고려하 다.

4) 지역과 소통하는 ‘연결성’

주변의 연계를 고려한 통과 동선을 통해 인근의 주거 

단지와 행정타운의 연계를 모색하 다. 특히 지의 흐름

에 따른 보행 축 연결을 통해 도시생활 서비스를 주민들

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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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치개념

신도시 진입부에 자리한 지의 특성과 지리  치를 

고려하여 열린 배치를 계획하 다. 특히 북측과 서측 도로

에 면하고 있어 면하는 부분의 도로축에 응과 함께 커

뮤니티 장을 만들어 공동체의 심이 되는 물리  공간

은 지역주민들의 교류의 장소가 된다. 층부에서 분리된 

두 매스의 사이의 열린 공간은 열매 마당을 통해 기존 커

뮤니티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보행가로가 된다.

그림 4. 배치 로세스

한, 지의 특성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주차 역을 

별도로 구획한 보차분리를 통해 보행자의 안 을 최우선 

고려하 다. 마지막으로 주출입구에 공개공지를 두어 이용

자와 보행자는 교차 에서 자연스러운 교감이 이루어지도

록 계획하 다.

그림 5. 배치도

2.3 평면계획

지하층은 기존 지형의 벨차를 활용하는데 주안 을 

두었다. 먼  남측의 낮은 지형을 활용하여 무장애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 다. 

한 지하 주차 역을 외부인 용으로 계획하여 주차의 

편의성을 확보하 다. 돌 센터는 상부층의 가족센터와 공

동육아 나눔터를 심으로 수직 인 조닝으로 계획되었다.

1층에서는 행정존인 신도시 출장소와 가족센터존을 분

리하여 각각의 역성을 확보하 으며, 동서남북 어디서든 

진출입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 다. 특히 주출입구

를 통해서 부출입구로 이어지는 반외부  성격의 보행통

로는 방문자의 이동 동선으로의 이용은 물론 신도시내 지

역을 잇는 보행 길로서의 의미가 더해진다.

2층은 가족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시설을 배치하

으며, 이는 앙의 홈 베이스 격인 북카페를 통해 연결된

다. 특히 청소년 시설은 2층부터 최상층까지 같은 역에 

분포하고 있어, 수직 동선을 활용하고 있다.

3층은 쿠킹룸, 작은 화 , 동아리실 등 주로 청소년 

역으로 구성되었다. 동아리실의 병렬배치를 통해 가변형 

벽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목 에 따라 확장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는 음악실

과 스실을 연계 배치하고 사무실과 청소년 상담실로부

터는 이격배치 하 다.

4층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스포츠 공간과 옥상정원으로 

계획 되었으며, 탈의실의 앙배치로 체육활동장과 체력단

련실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 한 옥상정원은 체력

단련실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휴식공간  외부활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2.4 입·단면계획

입면계획에서는 지역의 상징성을 달해야 한다는 과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상징성 표 에 을 둔 입면 

디자인을 목표로 하 다. 특히 외부 재료로서 반사 유리와 

펀칭 메탈을 사용하여 매스의 형태를 나타냄과 동시에 낮

에는 외부의 환경을 투 하여 신도시 천의 모습을 달

하며, 밤에는 실내외 다양한 활동의 모습을 외부로 확산시

킨다.

단면 계획에서는 시설별 원활한 근을 한 수직 동선

을 고려하 으며, 청소년의 창의성을 도모하기 해 다채

로운 천정고 도입으로 공간에 입체성을 더하 다. 이외에

도 자연환기를 고려한 드타워 계획으로 쾌 하고 자연

친화 인 내부 환경을 조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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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하1층 평면도 그림 8. 지상2층 평면도

그림 7. 지상1층 평면도 그림 9. 지상3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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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남측면도

그림 12. 서측면도

그림 10. 지상4층 평면도

2.5 외부공간 및 친환경계획

외부공간계획에서는 크게 5가지의 마당을 두어 각각의 

테마와 함께 이용 방법에 따른 이벤트가 일어난다. 먼 , 

커뮤니티센터의 얼굴이자 주진입로에 치한 푸른 잎 마

당은 이용자들의 근이 용이한 보행가로와 열린 녹지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 다. 한, 푸른 잎 마당을 지나 매

스를 통해 후면으로 이어지는 열매 마당에는 다양한 유

실수가 어우러진 문화마당을 조성하여 소공연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목  공간이다. 이외에도 

랜덤 패턴과 바닥조명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공간별 특성

을 극 화하고, 친수공간, 수경공간을 통해 풍부한 외부 

공간의 감성 정원을 완성시켰다.

친환경 설계기법을 용한 에 지 약형 친환경 커뮤

니티센터 구 을 목표로 하 다. 녹색건축 실 을 해 유

지 리  에 지 효율 제고를 한 에 지 감  환경

오염 방, 수자원 감  생태환경 조성 그리고 실내공

기질 향상  휴게시설 조성을 통한 녹색건축물 우수등  

기 을 획득하 다.  태양  발   지열히트 펌 와 

같은 신재생에 지 설치 계획을 통해 력 생산의 에 지 

감과 탄소 배출 감에 일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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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단면도-1

그림 14. 단면도-2

그림 15. 조감도

3. 결론

천군 신도시에 새롭게 들어서게 될 복합 커뮤니티센

터는 각각의 로그램들을 하나의 지와 공간에 담아 각 

역 간 연계, 개방, 복합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청소년들

의 편익을 도모하고, 다양한 연령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소이다. 도시를 품고 있는 공공의 도시건축

으로서 지역민 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 속에서 만남과 

담소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지역을 표할 수 있는 상징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