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대학로 558
커뮤니티 센터, 생활관, 게스트
커뮤니티 센터 : 지하 1층 ~ 지상 3층
판상형 생활관
P1, 3동 : 지하 1층 ~ 지상 7층
P2, 4동 : 지하 2층 ~ 지상 7층
타워형 생활관타워형 생활관
T1동 : 지상 1층 ~ 지상 11층
T2동 : 지상 1층 ~ 지상 12층
T3동 : 지상 1층 ~ 지상 13층
게스트형 : 지상 2층
1,823명 (누리관 포함)
남학생 1,260명
여학생 551명여학생 551명
게스트 6세대

위      치 |
시      설 |
규      모 |

수용인원 | 

현재 기숙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여 공유하는 삶의 참여를 이끌어냄

분절 스카이라인 자연 유입

"도시경관에 개방감을 주는 고층 타워형 생활관"
도시적 경관을 형성해 개방감과 녹지의 흐름을 연결

단지 내 단차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배치 계획 

"다양한 교류가 일어나는 커뮤니티 센터"
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각 시설들과 유기적으로 연결

높은 층고와 아트리움으로 개방감을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

"주변 녹지와 단지를 향한 열린 조망을 확보한 생활관" 
단지 중앙으로 녹지의 흐름을 이어 연속되는 다단형 생활관

옥상정원과 주동 간의 연결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 유도 

주변환경 및 기존 시설과 유기적으로 조화로운 단지 
다양한 사용자의 생활패턴에 부응하는 생활공간
쾌적한 실내환경을 고려한 층별 공용공간
공공성을 반영한 커뮤니티공간

군산대학교 기숙사는 노후화된 시설과 낮은 수용률, 비효율적인 공용공간,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
대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주거면에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기숙사의 시설 개선이나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수용인원의 증가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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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센터 게스트형

자연 속 휴식을 위한 숲속 쉼터 

수직적으로 오픈되어 채광 및 개방감을 주는 
선큰 커뮤니티 공간  

만남과 소통을 위한 
중앙계단 및 잔디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