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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존 학교들의 교사 평면형태를 보면

＊정회원,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이 일제식 수업 위주의 편복
도형의 평면형태이나, 1990년대 초반 이후2)“현대

본 논문은 2001학년도 동의대학교 대학자체 학술연구조
성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밝힌다 .

初等學校 校舍 平面類型 및 面積의 現況에 관한 硏究

- 平面圖의 分析을 통해 -

A Study on the Status of Plan Type and Area at Elementary School Facilities

- by Analyzing Architectural Plan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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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eu , Ho- Seoup

Abstract
T his paper present s result s fr om analysis of architectural plan draw ing s of 355 elementary schools

recently designed for 4 years . T heses plans are analyzed by factor s such as local distr ibution , number of
classes , type of plan , t ot al construction area, area per a clas s , area per a student, and area st atus of each
space .

T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 ide fundamental resources for architectur al des igning and planning
of elementary schools thr ough finding trend and status of elementary school building s that have no det ailed
data of area index .

T he result 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s :
1. A s a result from analyzing number of classes in the surveyed schools , schools having 36 classes are

dominant and schools having 72 classes are also show n. Average number of classes is 34.1. T his result
reflect s that elementary schools have been planned as large- scale schools .

2. In terms of type of plan , w e found out that ins tead of disappearing tr adit ional sing le corr idor type
building , the open school building that have multi- purpose spaces are mainly designed . In addit ion to that ,
there are few schools w ith large clas s r oom s .

3. In the st atus of area of each school, they have much larger areas than areas prov ided by building
guidelines . Secondly , there are some schools w ith tw o times area difference even though they have same
class number . T herefore, it needs to adjust the school building guidelines to practical needs in the
consider ation of elementary school building for compulsory education .

T hough the plans of recently designed school for 4 year s are m ore differentiated than past , there are
few schools planned by appr opriate plan design and area distribution scheme. A s a consequence, s ome
impr ovements like impr ovement of building guidelines are desperate .

키워드 : 초등학교, 평면 , 학급수 , 평면구성, 면적
Keyw ords : Elementary School, Plan, number of class , Plan Desig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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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범학교”의 등장, 1995년경부터는 열린교육
의 실시를 위한 다목적 스페이스를 보유한 평면을
가진 학교들과 기존의 배치형태를 벗어난 학교들
도 등장하여, 초등학교의 평면형태는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시·
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새로운 학교를 신축하거나
전면 또는 부분 개축하여 학교시설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1)에 의하면 최근 4년
간(1997년∼2000년) 전국적으로 약 400여개의 학
교가 설계되어져 그 중 상당수의 학교가 준공되어
졌다. 이들 학교의 평면은 초등학교의 최근의 평
면계획 경향과 수준, 향후의 방향 등을 알 수 있
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이미 알고 있듯이 교육부는 교육시설의
기준을 “학교시설·설비기준 운용요령 및 해설
(1997. 9. 23)”에서 학생 1인당의 기준으로 전체
면적2)만을 정하여 놓고 있다. 이 기준의 배경으로
는 필요한 각 실의 종류나 수, 면적등은 각 교육
청이나 해당 학교에서 정하도록 하여 현장에 맞게
계획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해 주며, 또한 대규
모 학교의 경우 학급당의 면적기준으로 인해 불리
해지는 교사의 면적조건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었
다.

이렇듯 초등학교시설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급
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최근의 우리나라의 초
등학교들의 평면구성 및 면적구성, 실 종류 및 수
등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물론 부분적으로 교육시설학회지에 소개된 자
료나 연구3)등은 있으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했
다기에는 분석한 자료의 수등의 측면에서 전국적
인 현황을 파악했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

1) 교육인적자원부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시·
도 교육청 평가의 분야중 시설분야도 평가대상으로 되
어 있는데, 그 평가항목중 다양한 공간구성 여부등의
평가항목을 위해 매년 매년 신설/ 개축/ 이전사업을 위
한 설계용역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해 기본설계가 완
료된 초등학교의 도면을 자료로써 제출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초등학교의 도면
을 매년매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

2) 교육부의 학교시설·설비기준 운용요령 및 해설 (1997
년 9월 )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교사 최소 건축 면적은
학생수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 240인 이하 : 7N, 241인∼960인이하 : 720+4N,
961인 이상 : 1,680+3N (N은 학생수 )

3) 이런 연구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류호섭, 초등학
교의 공간종류 및 면적구성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학
회지, 4권4호, 1997.12 ②김승제 ,최병관, 새로운 국민학
교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4
호, 1995년 4월 등이 있다 .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1997년∼2000

년 사이의 4년간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설계
된 355개 학교의 기본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을
수집(1998년 6월∼2001년 6월), 평면구성과 관련한
평면유형, 교사면적, 실 종류와 수·면적 등의 여
러 요소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평면유
형의 현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향후의 초등학교의
평면계획 및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들 학교들의 면적
현황을 앞서 언급한 개정된 시설기준과 비교 하여
그 수준을 파악함과 아울러 개선점등을 제시하고
자 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중 하나이다.

2. 조사대상 개요

앞서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도면의 학교수는
약 400여개라고 언급하였으나 이 중 부분개축한
학교수를 제외하면 355개교가 된다. 이들 학교중
신축은 328개교, 개축은 27개교(25개교는 전면개
축, 2개교는 일부만을 남겨 규모나 공간구성에서
거의 전면개축에 가깝다)로 수집당시 이 학교들은
모두 기본설계가 끝나 각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학교들의 평면도에서 교사유
형, 면적구성(건축면적, 1학급당 면적, 학생1인당면
적, 각 영역별면적), 실 종류와 수·크기등을 교사
유형별, 연도별, 학급수별, 지역별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양으로
인해 주로 교사유형, 면적구성(건축면적, 1학급당
면적, 학생1인당면적, 각 영역별면적)등의 현황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하고, 실 종류와 수·크기등의
현황에 대하여는 다음 논문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1) 조사대상 학교의 지역별 현황
이 355개교의 지역별, 연도별 분포를 보면 <표

- 1>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경기도가 최근의 인

구집중으로 인하여 119개교로 전체의 33.6%를 차
지해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것, 1998년은
IMF로 인해 설계된 학교수가 다른 해에 비하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2>에는 체육시설이나 식당 등의 시
설을 설치한 학교수의 현황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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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 학교의 지역별 현황

지역
1997 1998 1999 2000 전국

학교수
(학급수)

평균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평균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평균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평균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평균
학급수

서울 10(378) 37.8 2(78) 39.0 8(341) 42.6 9(310) 34.4 29(1107) 38.2
부산 9(308) 34.2 4(141) 35.3 2(62) 31.0 7(279) 39.9 22(790) 35.9
대구 7(226) 32.3 6(220) 36.7 4(150) 37.5 3(108) 36.0 20(704) 35.2
광주 8(258) 32.3 7(216) 30.9 6(210) 35.0 3(90) 30.0 24(774) 32.3
인천 8(247) 30.9 3(97) 32.3 4(141) 35.3 2(91) 45.5 17(576) 33.9
대전 3(87) 29.0 1(24) 24.0 3(108) 36.0 2(48) 24.0 9(267) 29.7
울산 2(82) 41.0 2(82) 41.0 2(78) 39.0 6(192) 32.0 12(434) 36.2

경기 27
(859) 31.8 16

(597) 37.3 35
(1251) 35.7 41

(1521) 37.1 119
(4228) 35.5

경남 6(207) 34.5 4(116) 29.0 8(279) 34.9 3(102) 34.0 21(704) 33.5
경북 8(309) 38.6 1(12) 12.0 5(180) 36.0 2(60) 30.0 16(561) 35.1
전남 4(132) 33.0 5(210) 42.0 3(96) 32.0 3(113) 37.7 15(551) 36.7
전북 9(255) 28.3 1(42) 42.0 2(72) 36.0 8(210) 26.3 20(579) 29.0
충남 4(144) 36.0 0(0) 0.0 2(66) 33.0 1(30) 30.0 7(240) 34.3
충북 5(180) 36.0 2(66) 33.0 1(12) 12.0 2(72) 36.0 10(330) 33.0
강원 5(122) 24.4 1(30) 30.0 1(36) 36.0 2(60) 30.0 9(248) 27.6
제주 1(36) 36.0 1(18) 18.0 1(12) 12.0 2(72) 36.0 5(138) 27.6

합계 116
(3830) 33.0 56

(1949) 34.8 87
(3094) 35.6 96

(3358) 35.0 355
(12231) 34.5

표 2 지역별 체육관 및 강당 , 식당 , 유치원 보유현황

지역
총

학교수

체육관 및 강당 식당 유치원
수 % 수 % 수 %

서울 29 26 89.7 13 44.8 5 17.2
부산 22 13 59.1 12 54.5 2 9.1
대구 20 8 40.0 9 45.0 10 50.0
광주 24 17 70.8 15 62.5 16 66.7
인천 17 6 35.3 6 35.3 11 64.7
대전 9 8 88.9 1 11.1 9 100
울산 12 3 25.0 9 75.0 1 8.3
경기 119 41 34.5 46 38.7 86 72.3
경남 21 8 38.1 16 76.2 13 61.9
경북 16 5 31.3 10 62.5 2 12.5
전남 15 3 20.0 5 33.3 10 66.7
전북 20 17 85.0 18 90.0 9 45.0
충남 7 2 28.6 7 100 1 14.3
충북 10 0 0.0 9 90.0 8 80.0
강원 9 8 88.9 4 44.4 5 55.6
제주 5 1 20.0 4 80.0 2 40.0

합계 355 166 46.8 184 51.8 190 53.5

초등학교에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등을 계획
한 학교는 166개교로 전체의 46.8%를 차지하고
있어 예상보다는 많으며, 이 중 2000년의 경우에
는 62개교로 그해 설계된 학교중 64.6%나 차지할
정도로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지
역적으로 보면 서울(89.7%), 대전(88.9%), 강원도
(88.9%), 전라북도(85%), 광주(70.8%)의 순으로 체
육관이나 다목적 강당등을 계획한 학교를 많이 설
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식당을 보유한 학교수는 184개교로 전체

의 51.8%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
남도가 100%이며 다음으로는 충청북도, 전라북도
가 90%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동일 부지내에
유치원이 설치되어있는 학교수는 190개교(53.5%)
였다.

2) 조사대상 학교의 학급수 현황
또한 각 학교의 학급수 분포를 보면 <표- 3>에

서 알 수 있듯이 36학급의 학교가 143개교로 전체
의 40.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30학급(42
개교)과 24학급(38개교)의 학교가 각 각 11.8%,
10.7% 그리고 42학급의 학교가 29개교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학급수별로 본 조사대상 학교수 분포

학급
수

1997 1998 1999 2000 합계
학급
수

1997 1998 1999 2000 합계

6 2 0 0 0 2 33 3 0 0 0 3
8 1 0 0 0 1 34 3 1 0 0 4
12 0 1 2 0 3 35 1 1 0 0 2
13 1 0 0 0 1 36 46 17 38 42 143
14 1 0 1 0 2 37 1 0 1 0 2
15 0 0 0 0 0 38 1 0 1 0 2
16 0 0 1 0 1 40 2 0 0 0 2
17 0 0 0 1 1 41 1 0 1 0 2
18 2 1 0 5 8 42 7 6 6 10 29
20 1 0 0 0 1 43 0 2 0 0 2
21 0 1 0 0 1 44 0 0 3 0 3
22 1 0 1 0 2 45 1 0 5 1 7
23 0 0 1 0 1 46 2 1 0 0 3
24 11 5 9 13 38 48 4 4 5 3 16
25 1 0 1 0 2 50 0 0 0 3 3
26 1 1 0 1 3 51 0 1 0 1 2
27 1 0 0 0 1 53 1 0 1 0 2
28 0 1 0 1 2 54 0 1 0 2 3
29 3 0 0 1 4 55 0 0 0 1 1
30 15 11 8 8 42 56 0 0 1 2 3
31 1 0 0 1 2 72 0 0 1 0 1
32 1 1 0 0 2 합계 116 56 87 96 355

또한 12학급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3개교뿐인데
반하여 36학급이상의 학교수가 226개교로 전체의
63.6%나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56학급의
학교(3개교, 서울(수색초)·경기도(양은초, 석천
초)), 72학급의 학교(1개교, 서울(신정초))가 아직
도 신축되고 있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4년 동안의 전체 학교의 평균 학급수를 보
면 34.1학급이여,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학
교가 건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지역별로 평균 학급수를 산정하여 크
게 3구분하여 보면, 평균 35힉급이 넘는 지역은 7
개지역(서울·부산·대구·울산·경기도·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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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라남도), 평균 30학급이 넘는 지역은 5개지
역(광주·인천·경상남도·충청남도·충청북도)이
며, 그 이하로서는 4개지역, (대전·전라북도·강
원도·제주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보아 대규모의 학교가 많이 건설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7개지역은 대규모의 학교중심의 설
계 및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시급하
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교사평면유형

이제까지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편복도형의 교
사로 설계되어져 왔으나, 언급하였듯이 1990년, 특
히 1995년 이후 매우 다양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학교의 교사 전체의 평면형
을 분류하기위해, 우선 단위 교사동의 평면형을 <
표- 4>와 같이 구분하였다.

각 학교의 전체 교사유형은 이상과 같은 교사
의 단위평면유형이 혼합 또는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학교의 전체교사유
형은 매우 많고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
나타난 유형은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16개의
유형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16개 유형을 다시 교사전체면적의 수준과 관련
이 깊은 6종의 평면형, 즉 A형 : (편복도형, 중복
도형, 편복도형+중복도형), B형: 중간형(편복도형+
편복도확장형, 편복도형+중복도확장형, 중복도형+
편복도확장형) C형: 편복도확장형, D형: (편복도확
장형+일체형, 편복도확장형+대교실형) E형: 대교
실형, F형 : 다목적스페이스 일체형으로 구분하여
이하 분석의 기준으로 하였다.

우선 C형이 192개교로 전체의 54.1%를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A형이 77개
교로 전체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D형
과 E형의 학교도 그 수는 적지만 10개교 전후로
있다는 것과 최근에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대교실형의 평면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최근에 복도 확장형중

교실과 복도사이의 벽이 오픈된 형태에서 생기
는 교사들의 불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도 생
각되기도 한다.(강원도, 대전)

표 4. 단위교사 평면유형과 개요

교사유형 형태 개요

편복도형
(a)

종래의 교실과 복도로 구
성된 평면, 여기서 교실
과 복도의 크기는 전통적
인 편복도형 교사에서 볼
수 있는 20평(9.0m×7.5m
혹은 9.0m×7.2m등), 5평
(복도폭 2.7m정도) 내외
의 크기이다.

중복도형
(b)

일반적인 중복도형의 평
면유형이다. 교실크기나
복도의 크기는 편복도형
과 동일하다. 단지 부분
적으로 계단이나 화장실
등이 있는 평면은 편복도
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교
실등 거주공간이 이웃했
을 때는 중복도형으로 분
류하였다.

편복도
확장형(c)

위의 편복도형의 평면유
형에서 복도폭이 3.0m 이
상으로 확장된 평면유형
을 말한다.

중복도
확장형(d)

위의 중복도의 평면유형
에서 복도폭이 보다 확장
된 형태이다.

대교실형
(e)

위의 편복도형의 평면유
형과 복도폭은 같으나 교
실의 크기가 약 20평이상
으로 확대된 교실을 보유
한 평면유형을 말한다.

대교실형
(f)

위의 편복도형의 평면유
형이나 복도폭이 3m이상
이며, 교실의 크기가 20
평이상으로 확대된 교실
을 보유한 평면유형을 말
한다.

교실
일체형

(g)

교실과 복도의 구분이
없이 2∼4개의 교실 하나
의 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면유형을 말한다.

다목적
스페이스
일체형

(h)

복도가 따로이 있으며,
교실과 다목적 스페이스
가 내부에 가동 칸막이가
있어 하나의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리할
수도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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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유형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표- 5>
에서 알 수 있듯이 C형은 해마다 증가해 가고 있
어, 2000년에 설계된 학교중 78.1%의 학교가 설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A형과 B
형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각 각 4.2%,
5.2%까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연도별로 본 학교 교사평면 유형

평면유형
1997 1998 1999 2000 합계

전체 단위

A형

a 39(33.6) 13(23.2) 7(8.0) 4(4.2) 63(17.7)
b 4(3.4) 0(0.0) 2(2.3) 0(0.0) 6(1.7)

a+b 8(6.9) 0(0.0) 0(0.0) 0(0.0) 8(2.3)
소계 51(44.0) 13(23.2) 9(10.3) 4(4.2) 77(21.7)

B형

a+c 22(19.0) 11(19.6) 9(10.3) 5(5.2) 47(13.2)
a+d 0(0.0) 0(0.0) 3(3.4) 0(0.0) 3(0.8)
a+e 0(0.0) 3(5.4) 0(0.0) 0(0.0) 3(0.8)
b+c 3(2.6) 3(5.4) 2(2.3) 0(0.0) 8(2.3)
b+e 0(0.0) 0(0.0) 1(1.1) 0(0.0) 1(0.3)
b+g 0(0.0) 0(0.0) 1(1.1) 0(0.0) 1(0.3)
소계 25(21.6) 17(30.4) 16(18.4) 5(5.2) 63(17.7)

C형

c 27(23.3) 24(42.9) 47(54.0) 66(68.8) 164(46.2)
d 1(0.9) 0(0.0) 6(6.9) 0(0.0) 7(2.0)

c+d 8(6.9) 1(1.8) 3(3.4) 9(9.4) 21(5.9)
소계 36(31.0) 25(44.6) 56(64.4) 75(78.1) 192(54.1)

D형
c+e 3(2.6) 1(1.8) 3(3.4) 7(7.3) 14(3.9)
소계 3(2.6) 1(1.8) 3(3.4) 7(7.3) 14(3.9)

E형
e 0(0.0) 0(0.0) 2(2.3) 2(2.1) 4(1.1)

e+f 0(0.0) 0(0.0) 1(1.1) 3(3.1) 4(1.1)
소계 0(0.0) 0(0.0) 3(3.4) 5(5.2) 8(2.3)

F형
h 1(0.9) 0(0.0) 0(0.0) 0(0.0) 1(0.3)

소계 1(0.9) 0(0.0) 0(0.0) 0(0.0) 1(0.3)

합 계 (%) 116(100) 56(100) 87(100) 96(100) 355(100)

한편 4년간의 이러한 평면유형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표- 6>에 나타냈는데, 각 교육청별로 그
주된 유형을 보면, A형은 인천시와 충청남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B형은 전 지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C형은 전북, 부산,
제주, 울산, 경기도, 서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
며 D형은 서울을 비롯한 7개지역, E형은 강원도
를 비롯한 5개지역에서 매우 적은 수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에 따라 평면유형의 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는 교육청에 따라 집행하는 시설
면적에 차이가 있음과 아울러 평면형에 대한 교육
청 및 시설관계자들의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
라고 추측된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여러 다양한 평면형
의 학교가 설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의

표 6 교사평면유형별로 본 학교수의 지역별 분포

전체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합계

서울 0(0.0) 5(17.2) 18(62.1) 5(17.2) 1(3.4) 0(0.0) 29(100)
부산 1(4.5) 3(13.6) 18(81.8) 0(0.0) 0(0.0) 0(0.0) 22(100)
대구 7(35.0) 3(15.0) 8(40.0) 2(10.0) 0(0.0) 0(0.0) 20(100)
광주 11(45.8) 5(20.8) 8(33.3) 0(0.0) 0(0.0) 0(0.0) 24(100)
인천 12(70.6) 3(17.6) 2(11.8) 0(0.0) 0(0.0) 0(0.0) 17(100)
대전 0(0.0) 2(22.2) 5(55.6) 0(0.0) 2(22.2) 0(0.0) 9(100)
울산 0(0.0) 3(25.0) 9(75.0) 0(0.0) 0(0.0) 0(0.0) 12(100)
경기 24(20.2) 17(14.3) 76(63.9) 2(1.7) 0(0.0) 0(0.0) 119(100)
경남 6(28.6) 7(33.3) 8(38.1) 0(0.0) 0(0.0) 0(0.0) 21(100)
경북 5(31.3) 4(25.0) 5(31.3) 1(6.3) 1(6.3) 0(0.0) 16(100)
전남 1(6.7) 5(33.3) 8(53.3) 0(0.0) 1(6.7) 0(0.0) 15(100)
전북 0(0.0) 1(5.0) 18(90.0) 1(5.0) 0(0.0) 0(0.0) 20(100)
충남 5(71.4) 1(14.3) 0(0.0) 1(14.3) 0(0.0) 0(0.0) 7(100)
충북 2(20.0) 3(30.0) 5(50.0) 0(0.0) 0(0.0) 0(0.0) 10(100)
강원 2(22.2) 1(11.1) 2(22.2) 1(11.1) 2(22.2) 1(11.1) 9(100)
제주 1(20.0) 0(0.0) 4(80.0) 0(0.0) 0(0.0) 0(0.0) 5(100)

초등학교의 신축 또는 전면개축의 경우 열린교육
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의 평면을 가진학교중에
서 C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으며 편복
도형인 A형의 학교는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교사 건축면적 현황

전체 355개교중 각 실의 치수나 크기를 알 수
없었던 14개교를 제외한 341개교의 평면도를 대상
으로 최근 초등학교의 면적현황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교사전체면적, 1학급당
의 면적, 학생 1인당의 면적으로 구분하여, 그 현
황을 연도별, 지역별, 교사 평면유형별로 분석하고
자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교육부의 최소기준
과 비교하여 최근의 초등학교의 면적수준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교사전체면적은 2종류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즉 전체교사면적(A)는 교육부의 시설기준
과 비교하기 위한 부지내의 체육관, 대강당, 식당
등의 모든 건물(단 유치원은 제외)의 합계 건축면
적을 뜻하며, 전체교사면적(B)는 교사유형끼리의
면적을 비교하기 위한 면적으로서 앞서의 전체교
사면적(A)에서 체육관 ,대강당, 식당등의 면적을
제외한 건축면적이다.

한편 교사전체면적(A), (B)와 그에 따른 1학급
당의 면적, 학생 1인당의 면적을 연도별로 각 학
급수(24학급에서 48학급까지)에 따른 최소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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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표- 7>과 <표- 8>에, 평균치는 <표- 9>와 <
표- 10>에 나타냈다.(단 여기서는 각 학급수별로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으로 대상 학교수는 254개교이
다. 즉, 6, 12, 18학급의 학교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교사유형별에 따른 교사전체면
적(B)과 1학급당의 면적, 학생1인당의 면적을 <표
- 11>에 나타냈다.

표 7 학급수별로 본 면적지표 (A)별 최대·최소값

학급규모
(학교수 ) 구 분 최대값 (㎡ ) 최소값 (㎡ )

24
(36)

전체교사면적 (A ) 10068.5 4661.3

1학급당 면적 419.5 246.7

학생1인당면적 10.5 4.9

30
(40)

전체교사면적 (A ) 9729 5238.8

1학급당 면적 324.3 174.6

학생1인당면적 8.1 4.4

36
(137)

전체교사면적 (A ) 12277.5 5675.5

1학급당 면적 341 157.7

학생1인당면적 8.5 3.9

42
(27)

전체교사면적 (A ) 13871.5 6183.5

1학급당 면적 330.3 147.2

학생1인당면적 8.3 3.7

48
(14)

전체교사면적 (A ) 13305.6 7486

1학급당 면적 277.2 156

학생1인당면적 6.9 3.9

표 8 학급수별로 본 면적지표 (B)별 최대·최소값

학급규모
(학교수 ) 구 분 최대값 최소값

24
(36)

전체교사면적(B) 8170.4 4399.9

1학급당 면적 340.4 183.3

학생1인당면적 8.5 4.6

30
(40)

전체교사면적(B) 8432.5 4752.8

1학급당 면적 281.1 158.4

학생1인당면적 7 4

36
(137)

전체교사면적(B) 9998.8 5207.4

1학급당 면적 277.7 144.6

학생1인당면적 7.1 3.6

42
(27)

전체교사면적(B) 11953.6 5820

1학급당 면적 284.6 138.6

학생1인당면적 7.1 3.5

48
(14)

전체교사면적(B) 12070.4 7296.3

1학급당 면적 251.5 152

학생1인당면적 6.3 3.8

표 9 학급 수별로 본 면적지표 (A)의 연도별 평균값

학급수
(학교수) 1997 1998 1999 2000

전체교사
면적(A)

(㎡)

24(36) 5921.9 6822.4 6683.7 7732.1
30(40) 6458.9 6692.9 7709.7 8898.2
36(137) 7629.7 8231.4 8381.0 9300.6
42(27) 7818.3 9080.3 10089.3 10752.5
48(14) 9856.8 8314.1 10228.9 11612.8

1학급당
면적(A)

(㎡)

24(36) 246.7 284.3 278.5 322.2
30(40) 215.3 223.1 257.0 296.6
36(137) 211.9 228.6 232.8 258.3
42(27) 186.2 216.2 240.2 256.0
48(14) 202.7 173.2 213.1 241.9

학생
1인당

면적(A)
(㎡)

24(36) 6.2 7.1 7.0 8.1
30(40) 5.4 5.6 6.4 7.4
36(137) 5.3 5.7 5.8 6.5
42(27) 4.7 5.4 6.0 6.4
48(14) 5.1 4.3 5.3 6.0

표 10 학급수별로 본 면적지표 (B)의 연도별 평균값

학급수
(학교수) 1997 1998 1999 2000

전체교사
면적(B)

(㎡)

24(36) 5351.9 6159.8 6041.2 6905.3
30(40) 5980.5 6237.8 6927.4 7616.8
36(137) 6973.3 7550.7 7900.4 8341.5
42(27) 7273.5 8480.8 9438.9 9679.4
48(14) 8611.6 8163.9 9124.9 10659.2

1학급당
면적(B)

(㎡)

24(36) 223.0 256.7 251.7 287.7
30(40) 199.4 207.9 230.9 253.9
36(137) 193.7 209.7 219.5 231.7
42(27) 173.2 201.9 224.7 230.5
48(14) 179.4 170.1 190.1 222.1

학생
1인당

면적(B)
(㎡)

24(36) 5.6 6.4 6.3 7.2
30(40) 5.0 5.2 5.8 6.3
36(137) 4.8 5.2 5.5 5.8
42(27) 4.3 5.0 5.6 5.8
48(14) 4.5 4.3 4.8 5.6

표 11 학급수별로 본 면적지표 (B)의 유형별 평균값

학급수
(학교수) A형 B형 C형 D형 E형

교사
전체면적

(㎡)

24 5314.7 5662.1 6380.1 6273.7 6954.2
30 5787.4 6405.5 6859.2 7566.9 7769.5
36 6722.9 7262.8 7262.8 8871.1 8058.8
42 6814.5 8263.2 9611.4 9203.9
48 7323.6 8483.3 9526.4

1학급당
면적
(㎡)

24 221.4 235.9 265.8 261.40 289.76
30 192.9 213.5 228.6 252.2 258.98
36 186.7 201.7 201.7 236.6 223.86
42 162.2 196.7 228.8 219.14
48 152.6 176.7 198.5

학생
1인당
면적
(㎡)

24 5.5 5.9 6.6 6.54 7.24
30 4.8 5.3 5.7 6.3 6.47
36 4.7 5.0 5.0 5.9 5.60
42 4.1 4.9 5.7 5.48
48 3.8 4.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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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전체면적

우선 교사전체면적(A )현황을 학급수별로 나
타난 것이 [그림- 1]이다. 우선 교육부의 최소면
적과 비교하여 볼 때, 최소기준 이상의 면적을
가진 학교수는 337개교로 전체의 98.8%에 해당
하며, 최소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수는 4개교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최소기준 이상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소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
의 학교(경기도·충남 각 2개교)가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림 1 학급수별로 본 교사전체면적 (A)의 분포

또한 <표- 7>에 의하면 같은 학급수라 하더
라도 학교에 따라 전체교사면적(A )은 거의 2배
이상의 차(특히 24학급(최소 : 4661.3㎡, 최대 :
10068.5㎡, 2.16배), 36학급(최소 : 5675.5㎡, 최대
: 12277.5㎡, 2.16배), 42학급(최소 : 6183.5㎡, 최
대 : 13871.5㎡, 2.24배)에서 더욱 심함)가 나타
날 정도로 그 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마다 건축면적은 증가되어 가고 있
으며, 학급수 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편차는 더
욱 커져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면적이 획일적인 기준에서 탈피하여 다양화
와 융통성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지기는 하
나 의무교육의 대상인 초등학교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전국적으로 적정한 면적수준을
정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비교적 균일하게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 1학급당 면적
앞서의 전체 교사면적(A )를 학급수로 나눈 1

학급당의 면적의 분포현황을 학급수별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 학급수별로 본 1학급당 면적 (A)의 분포

그림에 의하면 우선 최소 130㎡에서 최대
495㎡의 범위안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앞서 전체교사면적(A )에서도 그러하였듯이
같은 학급수라 하더라도 그 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학급수의
증가에 따라 1학급당의 면적은 감소해가고 있음
과 아울러 평균추계치선으로 보면 학급수가 증
가할수록 최소기준면적에 근접해 가고 있다.

그림에서 1학급당의 평균면적의 추계치선을
연도별로 보면 1997년, 1998년이 거의 비슷하며,
1999년과 2000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1
0%∼11%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교사전체면적(B)의 1학급당의 면적을
각 평면유형별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 유형별로 본 1학급당 면적의 분포

전체적인 현황은 앞서의 전체교사면적(B)의
분포현황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에 의
하면 같은 학급수라 하더라도 A형과 B형의 차
B형과 CㆍDㆍE형의 차는 대략 32.2㎡(36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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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면적기준)임을 알 수 있다.
(3)학생 1인당 면적
조사대상 학교들의 학생 1인당의 면적(1학급

당 40명 기준으로 계산)의 분포현황을 [그림- 4]
에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1학급당의 면적과 같
은 현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1999년을
기점으로 매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학급수별로 본 학생 1인당 면적 (A)의 분포

한편 교사전체면적(B)의 학생 1인당의 면적
을 각 평면유형별로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전체적인 현황은 앞서의 전체교사면적(B)의 분
포현황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에 의하
면 같은 학급수라 하더라도 A형과 B형의 차, B
형과 C형·D형·E형의 차는 대략 0.82㎡(36학
급 평균면적기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유형별로 본 학생 1인당 면적 (B)의 분포

이를 보면 매년 매년 그 면적이 증가됨을 알
수 있으며 표에 나타나 있듯이 각 평면유형별로
차가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3], [그림- 4], [그
림- 5]에서 우선 면적이 많은 순서대로 보면, D
형, E형, C형, B형, A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크게보면 D형·C형·E형과 B형 그리고
A형으로 3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D형·C형·E형중에서도 확장된 복도폭 등에
따라 전체면적이 또한 세분하여 언급될 수 있다
고 생각되나 이는 추후 언급하기로 한다.

각 평면유형에 따라 그 면적 차는 매우 큼을
알 수 있으며, 이 차는 학급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 커짐을 알 수 있다

(4) 공간유형별 면적현황
355개의 초등학교 평면도의 분석결과 매우

많으며 다양한 실명이 보였으나 유사한 기능의
실들을 통합하며 분류한 결과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60개의 실종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표 12 각 학교평면도에 나타난 실명의 종류

구분 실 명 구분 실 명

교수
학습
공간

보통교실

관리
및

교사
공간

교사연구실

특별
교실

과학실 교재연구실

음악실 회의실

미술실 상담실

어학실 교원휴게실

컴퓨터실 인쇄실

기술실 문서고

가사실 숙직실

다목적스페이스 전산실(성적관리실)

심화보충교실 교감실

재량교실 외래강사실

수준별교실 정보자료실

소·중·대강의실 교과전담실

특수학급교실 학부모운영회실

학습
지원
공간

도서실 창고 및 예비실

시청각실

보건
위생
공간

양호실

다목적실 샤워/탈의실

방송실 식당,조리실

예절실 급식시설

정보실(정보검색실) 탕비실

국악실 화장실

자료실

공용
공간

현관

서예실 HALL 및 전시공간

향토실 복도

역사관 계단

특별활동실

실내
체육
공간

체육관

학생회의실 강당

관리
및

교사
공간

교장실 수영장

행정실 무용실

교무실 체력단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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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교사 면적현황을
앞서의 3가지 지표에 의한 면적현황 이외에 교
사를 구성하는 각 실들의 기능을 고려하여 <표
- 12>와 같이 크게 7종의 공간영역으로 구분하
였으며, 각 공간영역의 면적이 전체교사면적에
서 차지하는 비율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중 체육관련공간은 특별교실의 측면에서 교
수학습공간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듯 싶으나 대
부분의 학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별도의
구분으로 하였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표- 12>와 같이 각 공
간영역별의 면적현황을 학급수, 지역별, 연도별,

표 13 교사유형별 학급수별 구분으로 본
교수학습공간·공용공간의 비율 (체육관련 스페이스 있는
학교 )

구분 학급규모
(학교수)

면적
구분 A형 B형 C형 D형 E형

교수
학습
공간

24
(20)

최대값 33.2 46.3 59.0 45.8 33.7
최소값 33.2 32.8 34.4 41.3 33.7
평균값 33.2 39.0 44.9 43.5 33.7

30
(19)

최대값 37.1 50.1 53.3 48.0 52.7
최소값 35.1 42.4 41.8 39.9 46.9
평균값 36.1 46.2 46.4 43.9 49.8

36
(64)

최대값 42.7 49.5 63.4 48.0 47.9
최소값 35.4 40.1 39.2 36.7 47.9
평균값 39.7 46.1 48.7 42.9 47.9

42
(13)

최대값 45.7 54.7 41.7
최소값 45.7 40.0 41.7
평균값 45.7 48.3 41.7

48
(6)

최대값 42.5 52.1
최소값 42.5 49.4
평균값 42.5 50.5

전체 평균값 39.3 44.9 48.0 43.2 44.6

공용
공간

24
(20)

최대값 32.5 21.8 36.5 27.3 26.6
최소값 32.5 20.4 8.3 26.5 26.6
평균값 32.5 21.1 22.6 26.9 26.6

30
(19)

최대값 29.3 25.7 26.5 36.2 22.6
최소값 27.7 21.7 17.9 21.5 20.2
평균값 28.5 23.8 20.6 28.9 21.4

36
(64)

최대값 35.4 33.2 28.7 25.2 22.4
최소값 20.3 19.6 11.7 19.4 22.4
평균값 28.3 24.8 20.2 22.8 22.4

42
(13)

최대값 25.0 28.7 27.3
최소값 25.0 14.9 27.3
평균값 25.0 20.2 27.3

48
(6)

최대값 23.6 31.2
최소값 23.6 18.0
평균값 23.6 22.9

전체 평균값 28.6 23.5 20.7 24.3 23.8

교사유형별로의 관점에 따라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각 실들의 면적을 알 수 있는 341개교에
는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의 실내 체육관련스페이스가 있는 학교가 166
개교, 없는 학교가 175개교로서 이 실내체육관
련 스페이스의 면적의 여하에 따라 각 공간영역
별 면적비(전체교사면적중에서 차지하는 해당공

간면적의 비율)가 다르게 된다는 것은 쉽게 예
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
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13>은 체육관이

나 다목적 강당, 수영장, 체력단련실등의 실내체
육관련스페이스가 있는 166개교의 전체와 이 들

표 14 교사유형별 학급수별 구분으로 본
교수학습공간·공용공간의 비율 (체육관련 스페이스 없는
학교)

구분
학급규모
(학교수)

면적
구분 A형 B형 C형 D형 E형

교수
학습
공간

24
(16)

최대값 43.0 39.9 57.9 59.0
최소값 36.3 39.9 40.3 59.0
평균값 39.9 39.9 48.4 59.0

30
(21)

최대값 46.8 59.5 62.3
최소값 36.8 45.5 46.0
평균값 42.2 51.0 53.1

36
(73)

최대값 50.6 61.4 62.1 46.1 42.9
최소값 39.2 40.8 41.5 46.1 42.9
평균값 43.4 50.7 54.0 46.1 42.9

42
(14)

최대값 54.0 54.5 57.9
최소값 43.9 54.5 40.4
평균값 47.8 54.5 51.9

48
(8)

최대값 50.9 49.4 68.1
최소값 49.3 49.2 61.2
평균값 50.1 49.3 65.2

전체 평균값 44.1 49.9 53.5 46.1 48.9

공용
공간

24
(16)

최대값 38.7 29.9 30.0 8.3
최소값 30.0 29.9 15.5 8.3
평균값 33.2 29.9 22.5 8.3

30
(21)

최대값 35.7 29.6 25.9
최소값 29.2 17.1 14.1
평균값 31.9 24.0 20.7

36
(73)

최대값 35.1 34.2 32.6 28.4 29.5
최소값 26.6 13.3 12.0 28.4 29.5
평균값 30.4 24.6 21.1 28.4 29.5

42
(14)

최대값 32.5 26.9 30.9
최소값 27.0 26.9 17.9
평균값 30.0 26.9 23.6

48
(8)

최대값 29.2 30.2 18.2
최소값 22.9 29.9 13.9
평균값 26.0 30.0 16.4

전체 평균값 30.7 25.0 20.8 28.4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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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들을 교사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공간영역별

의 평균치와 최소치,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며,
<표- 14>는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 수영장, 체
력단련실등의 실내체육관련스페이스가 없는 175
개교 전체와 이들 학교들을 교사유형별로 구분
하여 각 공간영역별의 평균치, 최소치,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① 교수학습공간 면적현황
앞서 <표- 12>에서 나타나 있듯이 과거에는

없었던 다목적스페이스, 심화보충교실, 재량교
실, 수준별교실, 소·중·대강의실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중 다목적 스페이스는 열린교육
에의 대응을 위해, 심화보충교실, 재량교실 등등
은 제 7차 교육과정에의 대응을 위한 실명이라
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교육방법과 관련한
실명이 나타난 학교수는 총 42개교로서 이들 학
교들의 설계연도는 1998년의 2개교(울산 호계
초,굴화초)를 제외하면 모두가 1999년과 2000년
에 설계된 학교이여, 이는 초등학교의 제 7차
교육과정의 도입시기가 2000년으로 정하여진 것
과 유관하다. 실별의 수나 종류등에 대한 분석
은 앞서 밝혔듯이 추후 언급하고자 한다.

교사면적중에서 교수학습공간의 총 면적을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여 교사평면유형별로 나타
낸 것이 [그림- 6]이다.

그림 6 유형별·학급수별로 본 교수학습공간의 면적비 분포

이 면적의 계산시 복도폭 3.0M이상의 경우는
학습공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실제 3.0M
이상이라 하더라도 통행공간으로만 사용하는 학
교가 많이 있으나 여기서는 실제의 사용여부와

는 관계없이 당초 설계시 학습공간으로의 사용
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교수·학습공간의 면적비가 높게 나타난
학교도 있다.)

그림에서 Ⅹ축의 상부는 실내 체육스페이스
가 있는 166개교의 교수학습공간의 면적비를 학

급수별로 나타낸 것이며, Ⅹ축의 하부는 실내체
육스페이스가 없는 175개교의 교수·학습공간의
면적비를 학급수별로 나타낸 것이다.(이 내용은

이하 제시되는 공간영역 그래프에서 동일하다)
[그림- 6]에 의하면 각 학교들의 교수학습공간

의 면적비는 체육관·강당의 유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없는 경우에는 34.3% (강원 임계
초)∼68.1%(경기도 동인초)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급수의 증가에 따라 면적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전 학교의 평균치를 보면 체육관·강당

이 있는 학교의 경우 46.2%, 없는 학교의 경우
49.5%임을 알 수 있다. 이 체육관·강당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교수학습공간의 면적비

중에서 다시 세분하여 크게 보통교실들(학급수)
이 차지하는 면적, 특별교실들이 차지하는 면적,
제 2교실(다목적공간이나 수준별교실, 심화보충

형교실, 재량교실)들이 차지하는 면적비를 학급
수별 그리고 교사평면유형별로 나타낸 것이 이
하의 [그림- 7], [그림- 8], [그림- 9]이다.

그림 7 학급수별로 본 보통교실 면적비 분포

이 3종의 그림을 보면 보통교실의 면적비는
13.6%∼45.8%의 범위에서 학급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특별교실의
면적비는 0.0%∼16.4%의 범위에서 학급수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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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학급수별로 본 특별교실 면적비 분포

그림 9 학급수별로 본 학습공간 면적비 분포

가와 관계없이 확산되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교실들이 차지하는 면적비는 0%∼
28%사이에서 학급수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목적 스페이스가 차지하는 면적비는
0%∼ 28%의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교수학습공간의 면적을 교사평면유
형별로 구분하여 그 경향을 보면, C형- B형- D
형- E형- A형의 순으로 그 차지하는 비율이 감
소함을 알 수 있다. 즉,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나
획일적인 평면유형보다는 다양한 공간과 면적이
있는 교사유형의 학교에서 교수학습공간 면적비
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학습지원공간 면적
학습지원공간의 종류는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전체 교사 면적중에서 그 차지하
는 면적비는 학급수의 증감과는 뚜렷한 경향은

보이지 않으며 0.0%∼15.6%사이이며, 평균
4.55%를 나타내고 있다.(단, 여기서 서예실, 국
악실 등등은 그 기능상 특별교실에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 일반화된 실이 아니므로 학습지
원공간으로 분류하였다.)

③ 교사·관리공간 면적
교사·관리용의 공간종류는 <표- 12>에 나타

난 바와 같으며, 전체 교사 면적중에서 그 차지
하는 면적비의 분포를 보면 3.5%∼14.1%의 범
위에 분포되어 있으나, 어떤 뚜렷한 경향은 보
이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학년별의 교사연구실이나 휴게실이 최근
들어 많이 설치됨으로 인해 최소치는 다소 향상
되었으나 전체교사면적이 향상됨으로 인해 상대
적으로 이 공간의 면적비 자체의 향상에는 이르
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④ 보건위생공간면적
보건위생공간의 종류는 <표- 12>에 나타난

대로이며 이들 공간의 합계 면적이 전체면적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4.0%∼ 23.6%의 범위에 뚜
렷한 경향없이 분포하고 있다.

⑤ 공용공간 면적
본 연구에서의 공용공간의 종류는 <표- 12>

에 나타낸 대로이며 그 공간들의 합계 면적이
전체 교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8.
3%∼38.7%의 범위에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면적비를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
여 교사유형별로 비교하여 본 것이 [그림- 10]이
나 평면유형에 따른 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C형에서 제일 적으며
A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0 학급수별로 본 공용공간 면적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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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체육관련공간 면적
체육관련공간이 있는 165개교에서의 체육관

련공간의 종류에는 <표- 12>에서 나타난 대로이
며 그 차지하는 면적비는 2.7%∼28.1%의 범위
이다. 이 공간은 최근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
이여, 시설수준의 향상이란 측면에서는 뒤늦기
는 했으나 매우 바람직스럽다.

5. 결 론

본 논문은 최근 4년간(1997년- 2000년)동안 설
계된 355개교의 평면도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항목으로서는 지역적 분포, 학급수 현황, 평면유
형, 건축연면적, 1학급당의 면적, 학생 1인당의
면적, 각 공간별의 면적현황 등이였으며, 이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최근 4년동안 설계된 학교의 학급수를 보
면 36학급의 학교가 가장 많으며 최대 72학급까
지 있으며, 평균으로는 34.5학급일 정도로 아직
도 대규모 학교 위주로 설계되고 있는 실정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평면유형별로 보면 과거의 획일적인 편복
도형의 교사는 거의 사라지고, 편복도 확장형인
다목적 스페이스를 가진 열린학교가 주로 많이
설계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아울러 그 수는
적으나 대교실이 설치된 학교도 나타나고 있음
도 확인되었다

3. 각 학교들의 면적현황을 보면 시설기준보
다도 훨씬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음이 파악되
었고, 같은 학급수의 학교이라고 해도 면적의
차가 2배 이상의 차가 날 정도로 편차가 큼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육부가 1997년에 개정한
시설기준을 현실성있게 향상시켜야 하며,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를 적정한 범위안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각 공간영역별의 전체교사면적에 대한 비
율을 보면 이 역시 학교에 따라 매우 편차가 심
함을 알 수 있었다.

5. 최근 식당, 체육관과 다목적 강당, 수영장
등을 설치한 학교수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전반적으로 최근 4년간에 설계된 학교의 평
면을 보면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해져가고 있기
는 하나, 바람직스러운 평면구성과 면적을 갖춘
학교는 매우 적은 현실이여, 향후 계획 및 설계
되는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예를 들자면
시설기준의 향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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