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1)

1997년 12월 30일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서 신교육과정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학교
설계가 요구되었다. 신교육과정에 대한 기본방향
은 문자 상으로만 정립이 되어있을 뿐 시행되지
도 않은 단계였고, 참고할 만한 前例도 희박하여,
교육청 담당자들조차 구체적인 개념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듯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교육
개념을 공간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건물의 기능 및 사용자 행태 연구에 투자해야 했
다. 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지 일년이 지난 지
금은 신교육과정에 부응하는 공간설계에 대한 연
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공사가 완성된
학교도 무수히 많으므로, 공간계획의 Prototype도
설정되어 있으니, 초기단계에서 겪은 혼란은 더
이상 없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이나 내
용 자체에 대한 것은 이미 學會誌 등에 충분히
소개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그 보다는 그
요구조건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만족시켰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겠다. 또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후의 협의과정과 변경과정에 대해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그리
하여 1999년 7월 佳稱 대지고등학교 의 현상설
계 공모가 발표된 시점부터 2002년 3월 죽전고

* ㈜ 인터시티 건축사 사무소 (舊 K .U .P . 건축사 사무소)

등학교 의 최종 준공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
적으로 밝힘으로써 학교건축과 관련된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 기본계획 단계, 즉, 현상설계 提出案에 대
한 소개로 시작하여 두 번째로는 당선 후 경기도
교육청과의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교육청 최종
승인 안이 나오기까지, 세 번째로 실시설계 단계,
네 번째로 공사 과정,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실태
와 맺음말,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진행과정
을 밝히고자 한다.

2. 기본계획案 ( 현상설계 제출 案)

소음, 조망, 일조 등 대지현황 분석 및 그에 따
른 대응방안 등 모든 건축계획에서의 필수적인
부분과 입면 계획개념 등 조형적 측면에 대하여
는 이 글의 의도 상 생략하기로 하고, 7차 교육과
정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대한 기능적, 공간적
대응책으로서의 배치계획, 평면/ 단면 계획에 대해
서만 간략히 소개하겠다.

1. 1 배치계획 (그림 1, 2 참조)

1) 배치계획의 개념
■ 환경조건의 최대한 활용 :
대지의 서측에 교사를 배치하여 운동장을 오후

의 햇살로부터 보호하며, 사용 빈도가 높은 일반
교실을 남향 배치하였다. 대지 동측의 중학교와

京畿道 龍仁市 竹田 高等學校가 완성되기까지
- 懸賞設計 公募부터 竣工까지의 과정-

Jook- Jeon High School in Yong- In City
F rom th e Schem atic design to the Building complet ion

朴 元 根 沈 榮 宣 崔 光 鐸

Park, W on- Keun Shim , Young- Sun Choi, Gw ang- T ak

學校施設

韓國敎育施設學會誌 第9卷 第4號 通卷 第33號 2002年 7月 87



朴元根 ·沈榮宣 ·崔 光 鐸

북측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행사 시에 예측되는
소음과 도로변의 차량 소음을 고려하여 교사를
남서측 코너에 배치하였다. 또한, 대지의 남측과
서측에 있는, 樹林이 무성한 구릉을 일반교실과
중정(잔디 광장) 공간이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1.

그림 2.

■ 다양한 옥외공간의 구성:
* SPINE 과 WING 의 조합으로 인한 중정 공
간을 형성하여 옥외 휴식공간 및 야외 수업장,
야외 공연장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14 참조)

*지역 주민 이용시설 ZONE에도 실내/ 외 공간
의 전이적 역할을 하는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
공하였다. (그림 17 참조)

*옥상공간의 활용 : 5층의 이동거점 위치에 옥
상 정원을 조성하여 공간 이동 시 자연스럽게
휴식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
림 21 참조)

*미술실에서 직접 연결 된 옥상공간을 옥외 작
업장으로 활용하여 미술실의 연장 개념을 도
입하였다.

2) 외부 동선 체계 (그림 3 참조)

그림 3.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명확한 구분 :
주차 및 서비스 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명확하

게 구분하여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 지역주민 동선과 학생/ 교사 동선의 구분 :

지역주민 및 방문객 동선은 도로와 가까운 위
치에 두어 동선의 편이성을 도모하였다.

2. 2 평면계획

1) ZONING (그림 4 참조) : 다음과 같은 교실
군의 한 단위가 큰 학교 내의 작은 학교개념으
로서 소속감 및 정체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림 4

■ 명확한 ZO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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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의 교육,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학교의 사용에 있어서, 지역주민 이용시
설과 이용제한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zoning
함으로써, 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고 이용상
의 혼란을 배제하도록 했다.

■ 일반교과교실군 1 :
일반교과교실 5개/ 교과센터/ 수준별 교과교실
2개

■ 일반교과교실군 2 :
일반교과교실 4개/ 교과센터/ 수준별 교실 2개

■ 특별교과교실 :
특별교과교실 2개/ 교과센터/ 수준별 교실 1개

■ 지역주민이용시설군 :
시청각실/ 컴퓨터실/ 도서실

2) 동선(CIRCULAT ION ) (그림 5 참조)

그림 5

■ WING 들의 교차점에 있는 이동거점을 중심으
로 단순명쾌한 동선처리를 하였다.

■ 모든 WING 들의 끝 지점마다 계단을 설치하
여 응급상황에 대비한 합리적 피난동선을 확보
하였다.

■ SECURIT Y를 고려하여 지역주민 이용동선을
분리하였다.

3) 융통성 (FLEXIBILIT Y) (그림 6 참조)
■ 다양한 학습방법/ 학습단위 구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교실 구획을 하였다.

그림 6

2. 3 단면계획

1) 단면계획 개념 (그림 7 참조)

그림 7.

■ 중정공간과 운동장이 필로티에 의해 상호 관
입됨으로써 공간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
어지게 하였다. (그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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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능에서 요구되는 단면계획 :

그림 8. 필로티를 통해 본 중정

* 시청각실, 음악실 - - 계단식 구성으로 시선
문제와 음향문제를 해결하였다.(그림 9, 10
참조)

9. 음악 실기교실의 계단식 구성

* 도서실 : 2층에 걸친 Void 공간을 구성하여

볼륨감을 강조하였다.
* 교실 크기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층고(3.6M )

및 천정고(2.7M )를 확보하였다.
■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하여 내부의 조명효

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그림 10, 11 참조)

2. 4 계획설계의 槪要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860- 1
번지 외 6필지

대지면적 : 12,441.0㎡(3,763.40평)
도로현황 : 북측 15m 도로
건축면적 : 2,879.63㎡ (871.09평)
연 면 적 : 11,335.46㎡ (3,428.98평)
건 폐 율 : 23.15%
용 적 율 : 91.11%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3. 교육청과의 협의과정 및 최종 승인 案

1999.10.29.가칭 대지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현
상설계 공모에 당선되고 나서 한 달 후 (11월25
일)에야 경기도 교육청과 설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기본설계안에 대한 교육청과의 의견 조율
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시작하여 계약
체결 후 실시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물론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 미미한 변경작업은 있었지만, 교육청 승인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설계자의 작품 의도와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스페이스
프로그램 상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이 요구
된 室들을 비롯하여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된 단위
공간들, 그 밖의 변경 내용들과 변경 이유는 다음
과 같다.

3 .1 새로 요구된 室들

1) 미디어실:교과연구실마다 Computer station
을 두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층 별로 학생들 전
용의 Media실이 필요하다고 하여 각 층에 1실 씩
5실을 설치하였다.

2) 지역정보화실 :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보센터
로서 동선관리를 위해 1층에 배치하였다.

3) 성적 처리실 : 성적처리과정의 기밀 유지와
자료의 보안을 위해 별도의 폐쇄된 공간을 필요
로 하였다.

4) 남/ 여 교직원 휴게실 : 주어진 지침서에서
요구된 공간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공간
이기에 미리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실수
였다. 이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의 Home
base와 잔디마당의 轉移的 공간인 발코니를 교직

그림 10. 미술실의 천창 그림 11. 최상층 복도의
자연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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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휴게실이 차지함으로써 의도된 연속성(시각적/
심리적)이 방해를 받게 되었다. (그림 12 참조
정면의 사각형 부분)

그림 12. 중정(잔디마당). 필로티 부분을 통하여

운동장과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다.

3. 2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된 실들

1) 식당 및 급식실 : 식당이 지하층으로 옮겨진
주 요인은 지역정보화실에 1층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현상설계 당시 학생들이 식당에서 식사

를 할지, 교실에서 하게될 것인지가 정해져있지
않아서 많은 면적을 割愛하지 못하고 주방 + 교
직원 식당 정도로 해석을 하여 부여한 면적이

221.60㎡였으나, 협의과정에서 학생식당 운영이
결정되고 또, 지하로 옮겨지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총 784.44㎡ (3.5배)로 면적이 증

가되었다. 중정에서 직접 외부계단으로 연결되
며, 작으나마 sunken plaza를 두어 동선, 채광
및 환기 문제를 해결하였다. 건축법 상 지하층

에 해당하지만 도로 레벨에서 직접 접근 가능한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비스 차량이 접근할 수 있
도록 했다.

2) 주차장 : 推後에 건설 예정인 체육관을 필로
티로 띄우고 그 하부에 지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토목 측량 및 설계 결과, 경사지의

切土된 土砂를 盛土하여 건물의 1층 바닥을 전체
적으로 올리고 도로 레벨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3) 교무실 / 방송실 / 복사실 / 상담실 : 1층에
두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교무실 및 부대공간
이 2층으로 옮겨진 것은 지형 여건상 침수의 우

려가 있다는 것, 만약의 沈水 時 중요한 자료가 1
층에 있으면 안된다는 다소 意外의 이유에서다.

4) 교장실 / 서무실 : 예상했던 면적의 3배 이
상으로 증가된 것은, 설계자의 입장이 지나치게
학생 위주였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5) 교실의 모듈 : 처음에 Space program에서
교실 크기가 너무 크게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서 질의회신 기간 동안 질의를 했으나, 그대로 하
라는 지침을 따라 9.6m x 9.6m로 설계했었다. 그
러나, 협의를 거치면서 예상했던대로 일반적인 신
교육과정 교실의 모듈인 8.4m x 8.4m로 축소되
었다. 교실의 모듈이 바뀌면서 건물 전체의 柱列
이 모두 흔들리고, 기둥들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다른 부대시설들의 면적에도 약간씩의 변경이 따
르게 되었다.

3. 3 기타 변경사항

1) 도서실 : 2개 층에 걸친 층고를 확보하여 계
단과 void 공간으로써 입체적이고 시원스런 공간
을 창출하려 했으나, 면적상의 이유로 평범한 단
층의 실이 되었다.

2) 시청각실에 부속된 영사실 : 多目的으로 활
용될 공간이므로 영사실 대신 시청각실의 면적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였다.

3) 옥외계단 : 교과교실 군 복도 끝에 있는 2개
의 계단은 옥외공간과의 교류라는 이상적인 의도
와, 건물의 외부마감재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옥외
계단으로 노출시켰으나, 빗물처리 및 유지관리라
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유리로 감싸지는 결과
가 되고 말았다.

4) 화장실 : 양변기가 화변기로 代替되면서 공
간에 여유가 생겨서 외벽에 면해있지 않던 남자
화장실도 외기에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어, 자연환
기 및 채광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애인 화장실도
남/ 녀 구분하여 설치, 남/ 녀 교직원 화장실도 첨
가되었다.

5) 복도의 天窓과 光井 : 면적이 작기도 했지
만, 공사비 절감의 목적 및 부족한 EPS 면적에
할애하느라 포기하게 되었다.

6) 교과교실 간의 벽 : 융통적 공간사용이라는
목적 하에 칸막이 벽으로 계획했던 교과교실 간
의 벽은 고정식 비내력벽이 되었다.

7) 체육관 동 설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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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설계과정의 사용자 참여회의
2000년 1월19일 가칭 대지고 교사 신축설계에

대한 설계과정의 사용자 참여회의가 실시되었다.
실시설계를 위한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 마지막
단계로서, 참석자는 주변 지역 학교의 교장, 교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각 1 명, 학부모 2 명,
지역주민 1 명, 학생 5명, 경기도 교육청 담당자,
그리고 설계자. 약간의 실내재료 마감이 변경된

것과, 시청각실 입구에 주민전용 화장실을 설치하
여 실시설계시 반영하기로 한 것 외에는 제시된
설계안 거의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

다. 입장이 다른 사용자들 間 상충되는 요구사항
들, 또, 건축 전문 지식이 없는 관계로 무리하게
요구된 사항들 등 기타 문제점도 있었지만, 實 使

用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

3. 5 교육청 승인안의 개요
건축면적 : 3,780.07 ㎡ (1,143.47평)
연면적 : 15,279.56 ㎡ (4,622.05평)

지하주차장 및 체육관 동 면적이 추가됨.
건폐율 : 30.38 %
용적율 : 99.30 %

4. 실시설계 과정과 최종 제출 안

2000년 1월 교육청 승인안이 확정되고 나서 2
개월이 채 못 되는 기간이 실시설계를 위해 소요
되었다. 건축주인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검토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시
설계과정 중의 설계변경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극히 적었다고 할 수 있다.

4. 1 변경 내용

1) 시청각실 입구 부분에 화장실 설치 : 사용자
참여회의에서 주민 의견으로 제시된 것으로, 주민
전용의 화장실 설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2) 이동식 칸막이 벽 : 2층 국어교과 2개 실, 3
층 외국어교과 2개 실의 구획을 鐵材 이동식 칸
막이로 하여 필요시 확장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실 공간의 융통성 확보가 7차 교육과정에서 중
요한 요건이으로 기본계획 시에 반영하였으나, 현
실적으로 융통성 있는 공간이란 것은 개별공간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과
정에서 배제되었다가,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융통성을 도입하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
이다. 室들 간의 벽은 조적 벽으로서 推後에 교육

그림 13. 현상설계 공모에 제출했던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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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 龍仁市 竹田 高等學校가 완성되기까지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공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
우 철거할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교실의 빈번
한 융통적 사용은 큰 이슈가 되지 못하였다.

3) 재료 : 외장 재료는 현상설계 제출안의 것이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실내마감재료는 급
식실 및 식당 바닥이 자기질 T ile에서 Epoxy
mortar로 바뀐 것 外에 교육청 승인 당시의 재료
마감계획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4) 일부 대지 레벨의 재조정
5) 정화조의 위치 변경
6) 체육관동은 실시설계에서 제외됨.

4. 2 실시설계 제출시의 개요
건축면적 : 2,719.77 ㎡ (822.73평)
연 면 적 : 14,027.113 ㎡ (4,243.21평) - - -

체육관 면적 제외됨.
건 폐 율 : 21.86 %
용 적 율 : 89.22 %

4. 3 협력 업체
구 조 : 하우구조 기술사 사무소
기 계 : 고도 기술사 사무소
전 기 : 기술사 사무소 IBS
토 목 : 경기토목 측량설계 공사
통 신 : 인터엠
견 적 : 대덕 ENG.

5. 공사과정과 최후 결과물

2000년 3월 11일 실시설계도면을 경기도 교육
청에 최종 제출하고 입찰가 기준 책정을 위한 공
사비 견적서도 제출하고 나니 설계용역의 계약
이행은 마무리된 셈이다. 설계/ 감리의 별도 발주
원칙에 따라 감리는 다른 업체(영화 종합기술단
건축사 사무소)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아쉽지만 건
물은 설계자의 손을 떠났다. 2000년 6월 예송 종
합건설㈜의 착공으로 공사는 진행되었고 설계자
는 경부고속도로를 오르는 길에 들러 진행상황을
살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실시설계도면을 거
의 완벽하게 갖추어 제출했기 때문에 도면의 불
확실성으로 인한 중도의 질의는 없었고, 다음과
같은 변경 뿐이었다.

5. 1 변경 내용

1) 창호의 변경 : Project 창의 일부가 미서기
창으로 바뀐 것은, 환기면적 미달에 의한 것이기
도 하며, 학교라는 용도 상 미서기창을 선호한 결
과였다.

2) 그 밖에 준공상태의 건물에서 설계도면과 크
게 어긋나는 것은 없었으나, 외벽 일부의 색상을
조감도에 있는대로 하지 않고 바꾼 것, 실내공간
의 색채도 설계자와의 협의 없이 채색한 결과 외
벽 색채와의 일관성 없이 산만하게 선택된 점이
몹시 아쉬웠다.

5. 2 개교와 준공을 하기까지
1차 준공을 2001년 3월로 계획하여 일부 완성

된 건물에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배정해놓은 학생
들은, 늦어지는 공정으로 인해 주변 학교에서 더
부살이를 하며 한 학기를 보내다가 2001년 8월에
서야 일부만 완성된 건물로 이사하여 2학기를 보
냈다. 골조는 5층까지 올라갔으나 마감은 1,2층만
완성된 상태에서 1차 준공허가를 받으면서, 가칭
대지고등학교 는 죽전고등학교 라는 이름으로 개
교를 한 것이다. 그리고, 2002년 3월 죽전고등학
교 신축공사는 설계기간을 포함하여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최종 준공되었다.

그림 14. HOME BASE 앞 발코니에서 내려다본

중정

6. 현재 사용 실태와 맺는 글

개교한 지 1 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방문하
여 본 학교의 사용실태는 예상했던 것과 많은 차이
가 있었다. 우선은 학교의 주변 환경에 있어서, 대
지의 남측과 서측에 있던 樹林이 아파트 단지로
변함으로써, 훌륭한 조망을 고려하여 계획했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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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간 등이 현 상황에 의해 퇴색되어 버렸다. 또
한, 교직원 휴게실, 서무실 등 관리/ 행정 ZONE에
서 실들간의 위치 변경이 많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Home base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비어있
는 것이었다. 교과교실 별로 특화된 시설이 없으니
이동수업의 의미가 없고, 지역정보화실은 물론 미
디어실, 교과연구실, 성적 처리실 등도 필요한 장비
가 없으니 비어있거나 다른 용도로 임시 사용되고
있을 수 밖에... 건축비에도 이미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되었으니, 그 건물에 채워 넣어야 할 첨단 장
비 및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쉽지는 않을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이
란 교육시스템은 의도가 이상적인 만큼 시설을 위
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학교 건물이
라는 물리적 환경만으로는 성취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시에 모든 여건이 갖추어질 수는 없겠
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걸려서라도 7차 교육과정
의 기반이 다져지고 건물이 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기를 기대해본다.

그림 16. 운동장의 남쪽 코너에서 정면을 바라봄.

그리고, 설계자와 함께 했던 계획안의 검토/ 의
견수렴 과정에서 설계자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해
주고 본 건물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
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 한 경기도 교육
청 건축 담당 김귀태 주사, 토목 담당 손승완 주
사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그림 17. 운동장 동쪽에서 정면을 바라봄

그림 15. 정문 밖에서 바라 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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