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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성초등학교
미래창의교실

Architect_ 전아키텍츠 (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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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eon Elementary School
Future Creativity Class

’꿈담사업‘이 정착되고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기존

의 1, 2학년 학생들 중심의 교실 변화를 넘어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미래창의교실’을 시도하게 되었다. ‘미래창의교실’은 학생 수가 

줄어듬에 따라 남아도는 낡은 교실을 전학년이 사용 가능한 미래형 교

실로 바꾸는 프로젝트이다. ‘꿈담교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IT 

교육이 가능하며, 특활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토론, 다양한 창작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요구되었다.

신성초등학교 미래창의교실은 그 시범사업이었다. 먼저 사용자 참여설

계를 통해 이곳은 ‘메이커 룸(Maker Room)’ + ‘퍼포먼스 룸(Perfor-

mance Room)’ + ‘멀티미디어 룸(Multimedia Room)’의 기능이 충

족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요일별로 진행되는 IT 교육장소이며, 3d 프

린트기를 이용해서 창작물을 만드는 메이커 스페이스 작업장소, 자발

적인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넓은 오픈스페이스, 그리고 푹신한 의자에

서 쉼이 가능한 영역이 필요했다. 또한 앞의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규모 발표장 겸 무대의 

기능도 해결되는 공간이어야 했다.

Chun architects

건축주  서울 신성초등학교

대표건축가  ㈜전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전성은

디자인팀  장선윤 김자영

구조 

시공  (주)백림 종합건설 

사진작가  김재윤

대지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로 114, 신성초등학교 

주요용도  미래창의교실

대지면적  

건축면적  미래창의교실 132 m² , 복도 45 m² 

연면적  

규모  

주차  

높이  

건폐율  

용적률 

설계기간  2019. 05. 14 - 06. 26

시공기간  2019. 07. 14 - 08. 31 

Architecture OverviewProject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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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의교실 공간

활동공간으로 이어지는 문

우선 두 개의 교실을 트고, 한쪽 공간은 주로 수업이 가능한 수업

공간으로, 다른 한쪽은 활동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수업공간에도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가구배치가 가능하게 하였고, 활동공간에

는 무대이면서 쉼이 가능한 공간을 계획했다. 두 개의 교실을 사용

함으로써 생기는 총 4개의 문은 새로운 타입의 슬라이딩 문으로 

교체하여 문이 바뀌는 것만으로 기존과 다른 영역성을 부여했다. 

그중 활동공간과 연계된 문 하나는 마치 잠수함문과 같은 작은 원

형창을 만들어 아이들이 기존의 교실과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경험으로 다른 공간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였다.

시원한 공간감을 확보하기 위해 천장은 오픈하여 노출천정으로 

계획하였으며, 소리의 울림을 방지하기 위해 원형 디자인의 흡음

판이자 조명이 되는 천장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이는 사각의 공간

에만 노출되었던 아이들에게 원형이라는 다른 형태의 공간요소를 

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활동공간에는 큰 원형 곡선의 단을 설치하고 그 위를 패딩을 덮어 

아이들이 활동과 더불어 자유롭게 눕거나 앉아 쉴 수 있도록 하였

다. 두 번째 단에는 숨은 손잡이가 있어 바닥으로 내리게 되면 마

주 보고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된다. 또한 위에 놓인 패딩을 분리하

면 무대로 활용될 수 있다.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기본으로 가변적

인 배치를 통해 다양한 활동에 대응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Project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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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유리판 뒤에 자석판을 삽입하여 아이

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이나 제작 과정을 

붙일 수 있게 하였다. 낙서를 하고 싶은 아이

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유리월에는 글씨

를 쓰거나 낙서가 가능하게 하였다.

IT 교육을 위한 전자패드 랙장은 전면에 칠

판과 함께 조율된 디자인으로 심미적 기능성

을 주었으며, 전면칠판부는 2개의 레이어로 

화이트 칠판부와 빔프로젝터 화면의 화이트

보드를 삽입시켰다. 활동영역의 후면부에는 

3d printe 배치 공간으로 두어 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만 공간 정리가 쉽게 

하였다. 미래 창의 교실의 실명에도 기존의 

학교실명현판이 아닌 그 실을 상상할 수 있

는 싸인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타입의 ‘미래창의교실’은 다른 학교

공간 대상의 연구(화개초등학교 개축연구)과

정을 통해 여타 특별교실, 영어강의실, 음악

실, 멀티미디어실 등에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어쩌면 ‘미래창의교실’뿐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학교 교실의 전형이 달라져야 

함을 미리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성초등학교 미래창의 교실은 사업 계획 당

시에는 학생들의 특별활동 전용공간으로 계

획하였으나, 현재는 선생님들의 간편한 회의

나 학부모의 학교 방문 시 함께 이야기를 나

누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고 한다. 마치 학

교에 괜찮은 열린 카페 공간이 생긴듯하여 

학교에 관여된 모든 사용자의 공간으로 유용

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