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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10월13일 (06주차) 
 프로젝트 01 정리 | 프로젝트 02 INTRO 
 10월 17일 (07주차) 
 대지분석 | 사례조사 | PLAY 개념의 건축화 | 개인 대지모형 제작 (1:100, A1 size 이내, 주변건물 포함) 
 10월 24일 (08주차) 
 아이디어 발전 1 | 아이디어 스케치 | 스케치 모형 제작, 컨셉 평면도 작성 
 10월 31일 (09주차): 
 매스 스터디 & 재료팔레트 스터디 | 구조 스터디 1 
 11월 03일 (목, 9주차) 
 건축전 준비 기간 (주택 판넬 & 모형 & 전시기획 & 버스정류장 설치) | 건축전용 판넬제작 개별 완료 
 10월 31일 (10주차): 
 각반 교수님들과 건축전용 판넬 리뷰 | 매스 스터디 & 재료팔레트 스터디 | 구조 스터디 2 
 11월 10일 (목, 10주차) 
 건축전 오프닝 행사 후 버스정류장 해체 
 11월 14일 (11주차) 
 개념의 공간화 1 | 재료팔레트 제안 | 구조 제안 | 장애인 접근 전략 제안 
  
 11월 17일 (목) 
 프로젝트 02 중간평가 | 매스모형, 개념 및 프로세스., 평면도 1:50 @A2 & 단면도 1:50 @ A2 
  
 11월 21일 (12주차) 
 개념의 공간화 2 | 재료팔레트 발전 | 구조 발전 | 장애인 접근 전략 발전 
 11월 28일 (13주) 
 디자인 심화 발전 과정 1 – 아이디어의 구체적 공간화 및 도면화 
 12월 05일 (14주) 
 디자인 심화 발전 과정 2 – 아이디어의 구체적 공간화 및 도면화 
 12월 12일 (15주 – 보강주간) 
 디자인 심화 발전 과정 3 – 아이디어의 구체적 공간화 및 도면화 
  
 12월 19일 (월, 최종발표), 오전 10시,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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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02: kindergarten 
 
 

key words: 어린이/사용자/그룹/소통/재료/텍토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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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프로젝트 프로그램  
 Learning Place for Children |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열린 배움 공간으로서 유치원 
 중규모 유치원으로 50~80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중규모’ 유치원 
 
대상대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내동 8-1 (마산사회 복지관 앞 주차장 대지, appx. 380 sqm ) 
 마산의 전형적인 경사지  
 
대지용도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50% 이하 , 용적율 250% 이하 (창원시 조례) 
 ex) 대략 대상지 면적이 380m² 이면 건폐율 50% (190m²)사용 기준 연면적 최대 475m² 건축 가능 
 
 최대면적 이내에서 스튜디오별로 자율적 결정 필요 
 
필요 건축계획 조건 내역  
 여성부가 출간한 ‘영아보육시설 건축설계 및 환경구성’ 매뉴얼 참조 
  http://mogef.go.kr/files/23/moge(chapter3).pdf 
 
 다음 주까지 매뉴얼의 내용 요약해서 개별 발표하는 시간을 각 스튜디오별 가질 예정 
 
건축학 인증 SPC CODE  
 SPC 09 : 건축재료 및 건축술 활용할 수 있다. 
 SPC 10 : 건축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SPC 11 : 대지 주변의 사회적 정보와 역사적 맥락 조사 및 분석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SPC 13 : 장애인 어린이와 부모가 접근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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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치원 예시 
 

■ 보육 영유아 총 3 2명 
수유, 이유, 걸음마기 영아 5명, 
자립기 영아 7명 
유아 2 0명 
 
■ 종사자 총 4명 
교사(원장 포함) 3명, 취사부 1명 

중규모 유치원 예시 
 

■ 보육 영유아 총 84명 
수유, 이유, 걸음마기 영아 1 0명, 
자립기 영아 1 4명 
유아 6 0명 
 
■ 종사자 총 1 1명 
원장 1명, 사무원 1명, 교사 7명, 조리인 2명 

 
 



유치원 기능 버블 다이어그램 (bubble 
diagram) 

유치원 3개 기능 : 교육/서비스/관리 | 단위공간 

교육/서비스/관리 사이의 서로 관계 





프로젝트02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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