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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1) 

기존 구조에서의 교육환경개선은 교육방법의 

변화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공간과 융통성 있는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물리적 수명이 다한 노후화 된 초등학교에서

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

서 다양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

한 학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 의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개발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의 대상인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195번지에 위치한 대신초등학교는 물리적 수명이 

다하여 기존 시설의 정비만으로는 교육환경의 현

대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환경의 재개발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교의 시설현황을 

파악하여 기존 시설의 문제점 도출과 현재의 시설

과 필요한 시설사이의 간격을 조사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에 따른 시설적 요구조건과 지역의 중

심시설로서의 사회적 요구조건 및 사용자의 면담, 

설문조사를 통한 시설에 대한 요구분석 등의 계획

요건을 토대로, 시설계획의 지침을 설정하여,  이

를 바탕으로 대신초등학교 재개발 계획을 위한 기

 * 정회원, 동주대학 공간디자인계열 건축전공 교수
** 정회원,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신초등학교의 현

대화재개발기본계획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신초등학교

가 위치한 대지의 현황, 즉 그 특성 및 조건과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 인문환경 그리고 대상 학교

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재개발계획의 계획여건 및 

제한조건을 파악한다.

2) 문헌조사와 면담,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교시

설에 절대적인 향을 미치는 기존의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제7차 교육과정)뿐 만 아니라 미래의 변

화된 교육과정을 분석하며 교육적 조건의 변화와 

아울러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분석한다.

3) 1)과 2)를 근거로 대신초등학교의 소요단위

공간의 종류, 크기, 개수 및 그 구성형태를 설정하

여 설계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각 공간의 

성격, 규모 및 각 공간간의 관계, 계획요소와 규모

기준을 종합하여 현대화재개발계획을 위한 기본구

상의 근거로 이용하 다.

이를 토대로 대신초등학교의 현대화 재개발계

획의 3가지의 기본 대안을 제시하며, 각 대안은 

계획점검항목을 통하여 그 장‧단점을 분석함으로

써 실제 기본설계 적용 시에 필요한 설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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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대화재개발계획의 개요

1) 연구기간 : 2001년 12월 17일∼3월 16일

   (90일간)

2) 계획개요

◦ 사업명 : 대신초등학교 현대화재개발기본계획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195번지

◦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학교시설보호지구, 

             일부 최고고도지구(36m)

◦ 대지면적 : 12376.5㎡

◦ 학급 수 : 초등학교 38학급 (특수 2학급 포함)

◦ 학생 수 : 1,170명 (학급당 35명)-2002, 03 현재

◦ 건축개념 : 제7차 교육과정과 미래 변화될 교

            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현대화 시설

2. 지역 및 학교현황조사분석
2.1 지역현황

1) 위치 및 지역여건

대상학교가 위치한 서구는 부산시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도심반경 1.0∼5.5㎞내에 있으며 전형적

인 배산 임해지역으로 북쪽에 구봉산, 엄광산, 구

덕산이 형성되고 서쪽에 시약산, 아미산, 천마산, 

남쪽이 장군산과 진정산으로 연결되어 산지를 형

성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중구와 동구, 도구가, 

북쪽으로는 진구와 경계를 이루고 북서쪽으로는 

사상구, 서쪽으로는 사하구와 접하고 있다.

관할구역으로는 동대신(東大新) 1∼3동, 서대신

(西大新) 1∼4동, 부용동(芙蓉洞), 부민동(富民洞), 

토성동(土城洞), 아미(峨嵋) 1∼2동, 초장동(草場

洞), 충무동(忠武洞), 남부민(南富民) 1∼3동, 암남

동(岩南洞)의 1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13.34㎢ 이며 인구는 16만 3,027명(1999년 통계), 

가구수  5만 44(1999년 통계)이다.

서구의 북쪽에 위치한 서대신동은 면적 5.36㎢

이며 인구 3만 3,467(1999년 통계)명이다.

서쪽으로 구덕산(九德山:565m)이 있으며, 보수

천(寶水川)으로 이어지는 구덕천이 지나고 있다. 

동쪽은 동대신동, 남쪽은 아미동․부민동, 북쪽은 

개금동․주례동과 접해 있다.

대신초등학교는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 가 19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 인문환경

◦ 인구 : 1999년 12월 31일 통계로 서구의 인구는 

158,520명으로 부산시 전체 인구의 약 4.3%에 해

당되며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고지대와 산

복도로가 많은 지역특성상 대단위 택지개발지구가 

없고 젊은층이 결혼으로 분가하여 타구로 전출가

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신초등학교가 위

치한 서대신동 3가는 2001년 10월말 인구현황에 

의하면 2,586세대에 인구 7,827명으로 15개의 동 

중에 10번째이며 서구의 인구이동률은 1999년 통

계에 의하면 -3.7%로 나타났다

그림 1. 연도별 초등학생수의 추이 

◦ 교육기반시설

표 1. 서구의 교육시설현황    

학교수  
학급수교실수

학생수  

계 국공립 사립 계 남 여

1996 42 20 22 902 1,007 38,306 22,65515,651

1997 41 20 21 840 1,110 35,820 21,89213,928

1998 40 21 19 783 948 31,771 19,81111,960

1999 40 20 20 727 786 28,477 17,04211,435

2000 39 20 19 881 925 33,665 22,63611,029

유치원 15 2 13 53 118 1,749 933 816

초등학교 10 10 - 268 271 9,500 5,013 4,487

중학교 8 5 3 198 198 7,080 5,010 2,070

고등학교 6 3 3 181 169 7,668 5,840 1,828

인문계
실업계

2
4

2
1

-
3

64
117

64
105

2,817
4,851

1,507
4,333

1,310
518

자료 :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통계연보｣(2000)    

표 2. 서구의 초등학교현황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1996 11 299 11,388 5,895 5,493 394 97 297

1997 11 293 10,528 5,482 5,046 377 83 294

1998 11 283 10,045 5,274 4,771 361 83 278

1999 10 272 9,710 5,139 4,571 338 71 267

2000 10 268 9,500 5,013 4,487 321 63 258

공립 10 268 9,500 5,013 4,487 321 63 258

사립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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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교현황

1) 학교의 연혁

1937년 3월 31일 구덕공립 보통학교 설립인가

로 4월 10일에 개교했으며 다음해인 1938년 부산

대신공립 심상소학교로 개칭했다. 

부산의 전통적인 주택지에 자리잡아 개교 후 

줄 곧 많은 졸업생을 배출해왔으며 2001년 2월 19

일까지 총 30,24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 다. 

2) 학생 및 교직원 현황

표 3. 학급편성현황

       학년
구분 1 2 3 4 5 6 계

학급수 5 5 5(1) 4 5(1) 5 29(2)

학생수 남 109 110 102 86 87 96 590

여 77 88 69 87 77 102 500

계 186 198 171 173 173 198 1090

학급당 평균 37.2 39.6 42.75 43.25 43.25 39.6 40.37

수업편제 전교   1 부제 수업

3) 학교시설현황

표 4. 학교시설현황

교지
교지총면적 운동장 교사면적 화단

12,906.3㎡
(3,872평)

5,652.9㎡
(1,696평)

5,280.0㎡
(1,584평)

1,973.4㎡
(592평)

 현재 대신초등학교

는 저학년동, 본관동, 

후관동의 3개 동으로 

입구의 저학년동에는 1, 

2학년 교실 그리고 교

육자료실, 연구실과 특

수교실이 있고 본관동

은 관리,행정실, 고학년 

교실과 특별실이, 후관

동은 체육관과 식당이 

있다.

2.3 개발여건분석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세력권분석

학교의 주변지역은 전통적 주거지이며, 각 종 

학교시설이 집되어있는 지역으로 주변에는 대신

중학교, 경성전자고등학교, 중앙여자중학교를 비롯

하여 경남상업고등학교, 서부교육청 등이 있으며 

구덕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의 대규모 체육시

설과 인접해있다.

본 대상학교는 해발 65m에서 72.7m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교의 학군은 60m에서 80m의 해발로 

학교의 남쪽방향과 서쪽

방향으로 집중분포되어 

있다. 학군지역은 구시

가지의 좁은 골목길로 

연결되어있어서 보행과 

차로가 혼잡스러운 실정

이다. 

2) 대지분석

① 토지이용현황

대신초등학교의 대지는 

전체적으로 3단계의 레

벨을 이루고 있다. 주도

로인 남측의 8m도로보

다 운동장이 약 2.0m 높으며 본관동은 운동장보다 

4.5m가 높고 뒷동인 체육관이 위치한 곳은 본관동

보다 약 3.0m가 더 높다. 또한 체육관의 뒤편에 

7.0m 높이의 옹벽을 사이에 두고 중앙여자중학교

가 위치하고 있다.

표 7. 종합대지분석현황

구분 주변현황인구유동
경사
도 도로현황교통량소음시각적 개방감

교육
환경

대지 
동측

 주택과 
경성전자
고등학교

없음
약 
7.5% 
경사

없음 없음 거의 
없음

좋지 
못함

보통

대지  
서측 주택지 다소

약 
7.5% 
경사

4m폭의 
도로 약간 약간 좋지 

못함
좋지 
못함

대지 
남측

교회, 
다세대
주택 등

많음 약간
8m계획
도로

다소 
주차
문제

다소 좋음
좋지 
못함

대지 
북측

중앙여자
중학교

약간 옹벽
보행로,
6M계획
도로예정

현재는 
없음

약간 좋지 
못함

양호

② 대지종합분석도

그림 4. 대지분석도 

현황도로

Summer
  wind

Winter
  wind

good view
  

대신초등학교
   재개발

경성전자고교

Site
Axis

W E

N

S

Sola

6M ROAD

8M ROAD

그림 2. 대신초등학교       
     기존평면도

그림 3. 대신초등학교 
학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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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지의 단면도 

+0 -2.0
+4.2+7.2

도로경계선도로경계선

그림 6.남측전경 그림 7. 북측전경

그림 8. 서측전경 그림 9. 동측전경

③ 사용자 요구조사분석결과

대신초등학교 교사와의 면담 및 설문조사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 대신초등학교에서는 열린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열린교육에 대한 교사의 지

지도도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으

며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 한 교실 당 수용적정 학생 수는 25명에서 30

명 가량으로 학생 1인당 2.2∼2.5㎡정도의 면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 교사당 수용 적정 학생 수는 

20명으로 나타났다. 

◦ 기존 시설 중 학습공간에 대한 평가는, 자료

센타의 미비와 교실면적의 협소, 다목적 공간 부

족에 대하여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 관리, 지원시설에 대한 요구는, 교사연구실의 

경우 학년별 교사연구실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

났으며, 자료센타의 경우 저, 고학년 담당 교사간

에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대체적으로 학년별 자료

센타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 열린교실(열린 교수‧학습을 시행하는 교실이 

아닌 교실과 복도사이의 열림, 교실과 교실사이의 

열림을 의미)형태에 대해서는 교사의 불만족이 대

단히 높게 나타나 교육현장과 교육개혁방향과의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의 중심시설로서 지역주민의 학교개방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시설과 체

육시설의 개방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3. 계획요건분석
3.1 교육적 환경의 변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학습내용과 교육활동을 수업시간 수

와 관련하여 총합적으로 조직한 전체계획을 말한

다. 학교계획은 그 과정에서 교실 혹은 학습생활

공간의 종류, 수 성격을 규정하여야 하며 또한 학

교의 교육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7차 교육과정의 특징

표 6.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징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목표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 교
육의 충실

내용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능

력의 신장

운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제도
지역 및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 의 자율성 확

대 
 

2) 교육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계획요건

교육적 환경변화의 한 요인인 제7차 교육과정

의 내용에서 추출할 수 있는 계획요건으로는,

◦ 제7차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을 

볼 때 2개 학년을 단위로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또한 신체적․정신적 성장단계의 차이가 급

격한 초등학교의 시설계획에 있어서는 아동의 발

달단계를 고려한 공간계획이 요구된다.

◦ 다양한 교수‧학습형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의 융통성이 요구된다. 

◦ 학습자 위주의 자발적 학습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실시되는 재량시간 및 활동 

역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특별교실 

과 학습지원시설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은 지역

개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저학년의 경우 종합교실형으로 활동(놀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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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교과운 을 위하여 일반교실보다 확장된 공

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 공간의 확보와 함께 효과적인 교육 실천을 

위해 확보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

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 학교가 단지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생활을 

통한 자연스러운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부공

간 뿐만 아니라 외부공간도 풍요롭게 연출되어야 

할 것이다.

◦ 학교의 또 다른 중요한 사용자인 교사들이 

학습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공간적 배려가 있

어야 한다. 

3.2 사회적 환경의 변화

1) 지역학교로서의 역할

◦ 지역사회의 중심지 - 우선 초등학교는 위치

와 입지특성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 지역사회의 결속체 - 초등학교는 지역주민들

에게 친 감을 준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

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 지역사회의 상징물 - 초등학교는 지역사회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어린 시절을 

보낸 초등학교야말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향수를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초등학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장소적 이미지가 강한 곳이다.

◦ 지역사회의 행사 중심지 - 초등학교는 지역

사회 주민들의 만남과 축제의 공공장소이기도 하

다. 선거 때의 유세장, 가을 운동회, 조기축구회, 

예비군과 민방위 집결지, 재해재난시의 피난처로

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는 학생과 

교직원만을 위한 장소와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

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센터로서의 역

할과 기능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학

교의 1차 적 기능은 학습과 교육에 있지만 초등학

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고려

할 때 지역사회를 위한 기능을 충족할 필요가 있

다. 

2) 지역학교에 대응한 계획요건

학교는 지역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는, 폐쇄적

인 존재에서 지역에로의 열린 학교, 그 주변환경

에 융화된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시설계획

에서도 지역에 개방된 학교로서의 조건과 커뮤니

케이션을 위한 조건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시설

의 적응서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질 것

이다.

학교개방을 생각할 때 시설계획의 입장에서 고

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로, 학교가 지역으로의 열

림, 학교간의 공용시설을 외부에 열 경우 그 범위

의 설정이다. 둘째, 개방해야 할 시설과 공간에 대

해서는 학교시설로서의 요건과 함께 지역사회시설

로서의 근본적인 건축개념인 지역과의 통일성과 

연속성이 요구된다. 셋째로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역과 지역에 개방되어 공용되는 역과의 경계

를 명확히 하며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디

자인도 필요하다.

3.3 정보화시대의 학교

1) 정보화시대의 학교의 성격

학교교육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제

도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하면 학교교육도 변화

하는 것은 당연하겠다. 따라서 교육시설도 부단히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와 개발의 과정이 없으면 정

체된 환경으로 그 의미를 잃게 되고 만다. 

미래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로 제기되었

던 정보화란 개념은 이제 현실의 경험으로 실제적

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는 기존의 교수‧학습체제와는 다

른 새롭고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것은 시대변화에 걸맞게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

나 멀티미디어 등의 첨단기술의 교육공학중심의 

창의성 교육으로 그 틀을 바꾸는 것이다.

2) 정보화에 대응한 계획요건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육시설의 계획방향은 다

음과 같다.

◦ 개인의 다양한 학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기능화 및 고기능화.

◦ 다양한 기능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한 시설 

및 환경의 유기적인 연계.

◦ 정보화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 및 

처리 기능의 도입.

◦ 인간성과 문화성 및 자연과의 조화를 배려한 

쾌적하고 풍부한 시설 환경조성.

일상생활과 학교시설에 첨단기술, 즉 정보화가 

보급되면 될수록 그 환경은 보다 인간적 감각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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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의 기본방향
4.1 초등학교 교육시설계획의 기본개념 설정

1) 생활공간으로서의 적응성

학교는 아동의 생활공간이다.

1학년에서 6학년이란 성장의 차이가 대단히 큰 

아동들을 동시에 수용하여 학습,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공간은 그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내․외부공간은 동적인 구

성요소를 도입하여 공간디자인에 반 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간들은 지적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져야 하며 신체의 발달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잃지 않도록 

친숙한 형태 및 규모의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친근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여가생활공간으로서의 적응성

학습이외의 모든 생활은 단순히 놀이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배우며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생활공

간은 여가생활을 규정짓기도 하고 반대로 그들의 

생활은 공간을 창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의 

폭이 큰 초등학교시기의 각 성장단계별로 어떠한 

형태의 생활이 발생하는 지, 그 종류나 공간에 대

한 태도, 빈도 등을 관찰‧분석하여 그 요구에 대

응하여야 할 것이다. 

3) 학습공간으로서의 적응성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교수‧

학습형태는 학습공간, 생활공간의 정확한 경계를

어렵게 하고 또한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학습형

태가 요구됨에 따라 공간의 융통성이 요구된다. 

4) 풍요로운 교육환경으로서의 건강성, 심미성

아동기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

공간으로서 공간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향은 

현재 뿐 만 아니라 미래까지 향을 미친다. 따라

서 학교시설은 단순한 학습환경이나 수단으로서의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 자체의 성격까지 좌우

하게 된다.

즉 무의식중에 주변환경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배우며 생활하는 학교는 지적 역할 못지 않게 생

리적, 정서적 필요를 충족하는 물적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도록 심미성이 강조된다. 

5) 지역의 중심시설로서의 개방성

학교시설 및 공간은 학생들 뿐 만 아니라 그 

지역의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또한 지역․주변의 

주민․학습자들의 평생교육의 학습장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지역시설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지고 있

다. 따라서 학교내의 시설 및 공간을 개방하는 소

극적 이용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필요로 하는 지역

시설을 학교와 복합화하여 적극적인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새

로운 학교계획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계획적 

요소이다.

6) 안정성, 경제성, 편리성, 내구성, 합법성 등

이제 학교시설은 수용능력위주에서 기능위주로, 

무미건조한 학교건축과 시설에서 보다 심미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오늘의 단기적인 경제성보다

는 장기적인 경제성으로, 실현성에서부터 미래성

으로 그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아동이 생활하고 학습하는데 학교시설은 

안정해야 할 것이다. 구조적인 안전 뿐 만 아니라 

특히 마감은 그 기능에 부합되며 안전이 가장 요

구된다. 동시에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내구성을 갖

추어야 할 것이다. 

4.2 설계기준 및 기능도

본 연구의 대상인 대신초등학교의 현대화재개

발기본계획의 세부 계획기준은 앞 장의 계획요건

과 계획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아래의 표와 같다.

배

치

계

획

◦ 대지현황의 종합분석에 따라 대지가 지닌 자연적 
조건에 맞추어 최대한의 일조와 채광을 확보하고 학
교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로의 진입이 가장 유리한 곳에 주 출입을 계
획하고 학생과 학교를 이용할 지역민 그리고 차량의 
동선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학교로의 진입 시 모든 역들이 진입에 의한 간
섭을 받지 않도록 역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
다.
◦ 시설배치의 조닝은 특별교실․저학년․고학년․행
정 관리시설군의 5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각 역의 
연계성 및 독립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아울러 각각의 
시설 군들은 각 기능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한다.
◦ 주 학습 역이 일반교실군은 저학년과 고학년을 
분리하여 상호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하여 
역성이 보호되도록 한다.
◦ 저학년과 고학년의 학습공간 역의 분리와 함께 
각각의 독립적인 외부놀이공간을 확보하도록한다.
◦ 지역주민의 개방 역은 주출입구에서의 접근성을 
높힐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수립한다
◦ 운동장은 교사의 남측에 배치하여 교사동에서의 
시야를 확보하고 또한 각 교사동에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한다.
◦ 교사동은 대지축에 의하며 배치하며, 교사동의 채
광과 일조 및 통풍이 충분하도록 계획하며 두 교사
동사이의 인동간격을 대지조건 내에서 충분히 확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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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계

획

◦ 각 동과 동사이나 외부코너공간 등을 활용하여 다
양한 외부 학습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체육관동의 지하에 운동장레벨에 맞추어 주차장을 
설치하며 투시형으로 계획하여 환기, 자연채광 및 
우범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대지의 북측에 현재는 보행로이나 향후 6m의 계
획도로가 예정되어있으며 또한 중앙여자중학교가 인
접해 있으므로 소음차단 및 시선의 차단을 목적으로 
Buffer Zone을 설치하고 높은 옹벽에 의한 위압감을 
해소한 계단식 옹벽과 함께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자
연스러운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 옥외공간의 다양한 구성으로 외부활동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한다.

동

선

계

획

◦ 학교 진입 시에는 학생의 보행동선과 차량의 동선
이 교차되지 않도록 출입을 분리한다. 
◦ 학생들이 등,하교 시 운동장을 가로지르지 않고 
교사동으로의 직접 진출입이 되도록 진입계획을 수
립한다.
◦ 본관의 1층을 부분적으로 피로티로 처리하여 후관
에 진입하는 학생의 동선이 짧아질 수 있도록 하며 
그 피로티 부근을 진입광장으로 조성하여 진입의 흥
미를 유도하도록 그 계획을 수립한다.
◦ 특별교실 역은 주로 고학년이 사용하는 역이므
로 고학년 역에서의 접근성을 좋게 하며 동시에 저
학년 역에서도 접근성이 균등하도록 그 계획을 수
립한다.
◦ 관리/행정 역은 아동의 학습 역에 방해되지 않
고 또한 관리,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계
획을 수립한다.
◦ 각각의 역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일어날 수 있도
록 각 건물은 연결다리가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평

면

계

획

◦ 각 학년은 3개의 일반교실을 단위로 교사연구실, 
화장실로 구성하여 독립적한다. 
◦ 다목적 공간은 복도확장형으로 하고, 연속된 학습
공간 뿐 만 아니라 내부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주어진 조건하에서 충분한 폭으로 한다.  
◦ 저학년교실은 종합교실형으로 모든 학습이 가능하
고 충분한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특별교실은 유사 기능을 갖는 과목의 교실은 인접
시키고 동일한 과목일 경우 준비실을 공동 사용하도
록 하며, 소음이 발생하는 음악실은 출입복도에 방
음문을 설치한다. 
◦ 도서실, 정보센타는 새로운 교육방법과 인터넷의 
발달에 의해 그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학습도구로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
의 중심에 위치시키며 컴퓨터실과 인접해서 효과적
인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 각각의 역과 역이 만나는 곳은 여유공간을 두
어 다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체육관은 농구가 가능한 크기를 가지며 무대와 준
비실을 설치하여 강당의 기능도 가지며 지역민의 문
화시설로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대상학
교인 대신초등학교의 경우 농구부를 위한 샤워실을
계획한다.

입
면 
및 
매
스
계
획

◦ 학생들의 교내진입시 위압감과 권위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진입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건물
의 입면 및 매스를 계획한다.
◦ 운동장과 건물의 레벨차이를 2.5m 로 설정하여 건
물에 의한 중압감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5층의 높이
감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입면 디자인을 고려한다.
◦ 특히 정면에서 드러나는 수평의 긴 지루한 리듬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입면 및 매스를 계획한다.
◦ 지역의 중심시설로서의 상징성을 갖도록 하며 주
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입면 및 매스를 계
획한다.

외
부
공
간
계
획

◦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갖는 풍요로운 생활공간으
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계획한다.
◦ 심리적, 육체적 차이가 큰 6년 차의 아동들이 서
로의 역을 침해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외부
공간을 저학년, 고학년 역으로 분리하여 계획한다.

외
부
공
간
계
획

◦ 외부에서 진입하여 각각의 교사동으로의 진입전반
부에 진입광장을 계획하여 진입의 흐름을 조정하도
록 하며 지역민에게는 커뮤니티 광장으로서 주민간
의 유대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대지의 북측에 자리한 높은 옹벽은 조경계획으로 
자연스럽게 계획하여 그 위압감을 줄이고 교사동의 
자연스런 배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6)기능도

그림 10. 기능도

4.3 공간규모설정

1) 단위공간요소 및 단위공간계획

필요시설에 대한 공간계획은 재개발 대상인 대

신초등학교의 학급단위와 그에 따라 유추된 필요 

실 수를 대입하여 교수・학습형태가 충족될 수 있
는 공간종류 및 규모를 제시하고, 학습ㆍ여가활동

에 따른 옥내․외 지원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제안

하여 교사동의 전체 면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7. 교실 종류별 1인당 면적기준 

교실의 종류
학생 1인당 
면적(㎡) 교실의 종류

학생 1인당 
면적(㎡)

보통교실 1.4이상 도서관 1.8이상

음악실 1.9이상 체육관 4.0이상

미술실 1.9이상 강당 0.6이상

가사실 2.4이상 과학실 2.4이상

대신초등학교는 보통교실 1.87㎡/1인,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은 2.8㎡/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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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특별교실의 기준수 

특별교실  기          준

과학실

① 24학급까지는 1개실을 둔다
② 24학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학급을 초
과할 때마다 1개교실을 가산한다.
  (대신초등학교는 2개의 과학실을 둔다)

음악실 및 
미술실

 학교사정에 따라 둔다.
(대신초등학교는 2개의 음악실 및 미술실을 
둔다)

기술실

 학교마다 1개 교실을 둔다. 다만, 36학급이
하인 경우에는 과학실   또는 보통교실을 겸
용할 수 있다.
(대신초등학교는 1개의 기술실과 1개의 가사
실을 둔다.)

컴퓨터실

① 학교마다 1개 교실을 둔다.
② 36학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개 교실
을 가산한다.
(대신초등학교는 2개의 컴퓨터실을 둔다.)

표 9. 시청각 교실의 실면적 

학급수
학교별 12미만 12∼24 25∼36 37∼48 49이상

초등학교 - - 99 99 199

대신초등학교는 2개의 시청각실을 둔다.

2) 모듈계획

◦ 대신초등학교의 현대화재개발계획은 기본모

듈을 학급교실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 기본 모듈은 학급교실의 단위크기를 결정하

는 전제조건으로 필요가구 및 그 적정배치와 교사

의 활동법위의 적정치, 아동의 의식적 선호 한계

성과 공간 상호 관련관계, 학습과 생활공간으로서

의 학생 1인당 적정면적 등을 이다. 

◦ 신 교육과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저학년과 

고학년의 열린교실군은 3개 학급단위로로 구성한

다.

◦ 저학년의 열린교실 및 고학년 단위교실의 모

듈은 8.1m×8.1m를 기준으로 하고, 오픈 스페이스

는 복도확장형으로 폭은 4.5m로 구성한다.

◦ 저학년 열린교실을 포함하여 각 단위학급교

실은 다양한 학습집단형성과 교수․학습형태의 변

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간막이벽이나 이동식 

벽을 모듈화하여 융통성을 준다.

◦ 각층 층고는 3.6m로 모듈화 한다.

3) 스페이스 프로그램 ( Space Program )

표 10. 일반교실 및 다목적공간 

실명
단위면적 
(㎡)

소요실 
수

연면적
(㎡) 비고

열린교실 65.61 38 2493.18 특수교실 2실 포함

다목적 공간 36 36 1296 복도확장형

표 11. 특별교실

실명 단위면적
(㎡) 소요실 수 연면적(㎡) 비고

과학실 98.42 2 196.83

음악실 131.22 2 262.44 준비실 포함

미술실 98.42 2 196.83

가사실 98.42 2 196.83

컴퓨터실 98.42 2 196.83

어학실 131.22 1 131.22

준비실 32.81 3 98.42 과학, 미술, 
가사의 준비실

표 12. 학습지원시설

실명 단위면적 
(㎡)

소요실 
수

연면적 
(㎡) 비고

도서, 정보센타 131.22 1 131.22

시청각실 131.22 1 131.22 어학실도 겸함

특별활동실 32.81 2 65.61

자료실 32.81 2 65.61

교사연구실 32.81 13 426.53 특수연구실 
포함

학년연구실 32.81 6 196.86

체육관 759 1 759 농구부실 포함

표 13. 관리, 행정시설

실명 단위면적 
(㎡)

소요실 
수

연면적 
(㎡) 비고

교장실 32.81 1 32.81

교무실 65.61 1 65.61

회의실 32.81 1 32.81 운 위원회실

양호실 65.61 1 65.61 남, 여 구분함

행정실 32.81 1 35.81

문서실 32.81 1 35.81

인쇄실 32.81 1 35.81

상담실 32.81 1 35.81

방송실 65.61 1 65.61

자치실 32.81 1 32.81

☆ 대신초등학교 요구 - 역사실, 예절실은 상황에 따라 

둔다.

표 14. 복지시설

실명
단위면적 
(㎡) 소요실 수

연면적 
(㎡) 비고

교사휴게실 32.81 2 65.61

급식실 627 1 627 주방, 창고 포함

화장실 36 19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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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계획안
5.1 배치대안 수립 및 종합검토

1) 대지이용 

대상대지의 여건분석과 계획요건분석 및 계획

방향에 따라 본 연구 대상인 대신초등학교의 배치

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대지의 기존 레벨을 이용하여, 운동장과 상대

적으로 +2.0m, 5.6m의 세 단계 레벨과 운동장과 

상대적으로 + 2.5m의 두 단계의 레벨을 조건으로 

계획한다.

◦ 강당 겸 체육관동을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편

리한 주진입구 가까이에 배치하 으며, 교사동들

은  남동향 배치와 남서향 배치로 향에 유리하도

록 고려한다. 

◦ 저․고학년 역을 건물동으로 분리하여 역

별 독립성을 부여하고 저학년 놀이공간은 대운동

장과 건물동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

간을 연출한다. 

◦ 특별교실 역은 주 사용 층인 고학년 역과

의 연계를 좋게 하며, 특히 지역주민에게 개방 시 

주민동선과 아동동선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진입이 분리되도록 출입구 계획을 한다.

◦ 저학년동으로의 진입은 건물내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진입을 유도시키기 위해 고학년동의 1

층 의 중간부분을 피로티로 처리하 다.

◦ 저학년동과 고학년의 건물동은 연결통로를 

이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2) 종합검토

표 15. 배치안 종합검토 

 평가항목 대안-1 대안-2 대안-3

진입동선에서의 조망 3 1 3

주요 역의 분리 2 3 2

교사동의 소음 3 2 2

교사동에서의 동선 2 2 2

교사동의 정면성 3 1 3

교사동의 향 3 2 3

학생이용동선 2 2 1

지역주민의 접근성 3 2 3

옥외공간의 이용성 2 3 1

특별교실군의 기능성 3 2 1

매스의 변화감 3 3 3

주차장의 설치 및 편리성 3 2 3

합계 32 25 27

※ 평가기준 : 1 - 불량, 2 - 보통, 3 - 양호

배치계획의 종합검토의 결과 대안-1을 계획안

으로 결정한다.

대안-2는 공간 역의 분리는 좋으나 남서향에 

대한 기존 학교의 거부감이 컸으며, 또한 향에 의

한 채광문제가 대두된다. 체육관의 위치에 의한 

진입부 건물의 위압감도 진입시의 조망을 악화시

킨다.

대안-3은 정면성은 좋으나 3열의 병렬형 배치

로 여유가 없는 대지조건내에서 인동간격으로 인

한 채광문제가 야기된다.

그림 11. 대안 -1의 배치도

대안-1 최종배치도

운동장

MAIN ENT

+0

SUB ENT

도로

8M 도로

그림 12. 대안-2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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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대안-3의 배치도 

5.2 기본계획안 분석

1) 대안 -1

그림 14. 대안-1의 모형

< 층별 면적개요 및 주요실>

표 16. 층별면적 개요 및 주요실 

구분 면적 주요실

5층 1,803.21㎡
시청각실, 미술실 2실, 음악실 2실, 가
사실 2실, 준비실, 특별활동실, 창고, 
화장실 3개소

4층 2,353.61㎡

6학년 6학급, 5학년 3학급, 교사연구실 
3실, 학년연구실 2실, 어학실, 과학실 
2실 , 준비실, 화장실 3개소, 자료실 1
개소

3층 2,353.61㎡
3학년 6학급, 5학년 3학급, 특수학급
(고학년), 도서정보센타, 컴퓨터실 2실, 
교사연구실 3개실, 학년연구실, 휴게실 

2층 3,285.11㎡

2학년 6학급, 4학년 3학급, 특수학급
(저학년), 교사연구실 3개실, 학년연구
실 2개실, 교무실, 방송실, 양호실, 인
쇄실,  교사휴게실, 체육관(강당)

1층 2,849.94㎡

1학년 6학급, 4학년 3학급, 교사연구실 
3개실, 학년연구실 2개실, 식당, 행정
실, 문서실, 교장실, 회의실, 자치실, 
상담실

지하 1,677.50㎡ 주차장, 물탱크, 기계/ 전기실

< 대안-1의 건축개요>

◦ 대지면적 :  12,259㎡

◦ 건축면적 :  3,285.11㎡

◦ 연 면 적 :  13,366.13㎡

◦ 건 폐 율 :  26.78 %

◦ 용 적 률 :  97.07 %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5층

◦ 주차대수 : 지하주차 38대 주차, 옥외 9대

그림 15. 대안-1의 1층 평면도

대신초등학교 계획안

1층평면도

  

                 그림 16. 대안-1의 2층평면도

대신초등학교 계획안

2층평면도

그림 17. 대안-1의 3층 평면도

대신초등학교 계획안

3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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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대안-1 4층 평면도

대신초등학교 계획안

4층평면도

   그림 19. 대안-1 5층 평면도

대신초등학교 계획안

5층평면도

          그림 20. 대안-1의 정면도

              그림 21. 대안-1의 우측면도 

2) 대안 - 2

그림 22. 대안-2 모형 

< 층별 면적개요 및 주요실>

표 17. 층별 면적개요 및 주요실 

구분 면적(㎡) 주요실

5층 1,765.40 강당, 시청각실, 음악실

4층 3,211.86 
3학년교실군, 6학년교실군, 과학실, 미술
실, 기술실, 어학실

3층 3,325.26 
2학년교실군, 5학년교실군, 특수교실(고), 
정보검색실, 컴퓨터실

2층 3,158.40 
1학년교실군, 4학년교실군, 특수교실(저), 
교무실, 인쇄실, 행정실

1층 2,158.76 식당, 주방, 주차장, 기계전기실

< 대안 - 2 건축개요>

◦ 대지면적 : 12,259㎡

◦ 건축면적 :  3,325.26㎡

◦ 연 면 적 :  13,619.66㎡

◦ 건 폐 율 :  27.13%

◦ 용 적 률 :  111.1%

◦ 층    수 :  지상 5층

◦ 주차대수 : 지하주차 47대 주차

      그림 23. 대안-2의 3층 평면도

SUB ENT

대신초등학교 계획안

DN

UP

UP.DN.

W.C

W.CW.C

W.C

DN. UP.

U
P.

D
N.

UP.DN.

3층평면도

W.CW.C

W.CW.C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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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대안-2 정면도

 3) 대안 - 3

 

그림 25. 대안-3 모형 

< 층별 면적개요 및 주요실>

표 18. 층별 면적개요 및 주요실 

구분 면적(㎡) 주요실

6층 981.06 학습자료실, 음악실

5층 2735.34 시청각실, 미술실, 컴퓨터실, 과학실, 준비실, 학습자료실

4층 2735.34 
3학년 교실군, 6학년교실군, 시청각실, 
학습자료실, 미술실

3층 2856.84 2학년교실군, 5학년 교실군, 특수교실
(고), 정보검색실, 정보관리실

2층 3478.92 1학년교실군, 4학년교실군, 특수교실(저), 강당, 도서관, 어학실

1층 1860.71 
식당, 주방, 교무실, 우체국, 방송실, 
행정실, 상담실

지하층 2158.76 주차장, 기계실, 창고

 < 대안 - 3의 건축개요>

◦ 대지면적 : 12,259㎡

◦ 건축면적 :  3,478.92㎡

◦ 연 면 적 :  14,992.66㎡

◦ 건 폐 율 :  28.38%

◦ 용 적 률 :  119.49%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6층

◦ 주차대수 :  지하주차 44대, 지상 8대 주차

그림 26. 대안-3의 2층 평면도 

2층평면도

대신초등학교 계획안

U
P.

D
N
.

W.CW.C

U
P.

D
N
.

W.CW.C

D
N
.
UP.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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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UP.

UP.

그림 27. 대안-3의 정면도

5.3 기본 계획안의 비교평가

공간점검항목에 따라 대안 -1, 대안 -2, 대안 

-3을 점검하 다.

표 19. 계획안의 공간계획점검 

점검항목 대안 -1 대안 - 2 대안 - 3

F 1 ○ ○ ○

F 2 ○ ○ ○

F 3 ○ ○ ○

F 4 ◦ ○ ○

F 5 ◦ ○ ∘

F 6 ○ ○ ○

F 7 ○ ○ ◦

F 8 ○ ◦ ◦

F 9 ○ ○ ○

F10 ○ ○ ○

F11 ○ ◦ ○

F12 ○ ○ ○

F13 ○ ○ ○

F14 ○ ○ ○

F15 ○ ○ ○

  ○ - 충족, ◦ - 약간 충족, ∘ - 불충족



朴允今․趙鏞秀

102    韓國敎育施設學會誌 第9卷 第3號 通卷 第32號 2002年 5月

6. 결 론
본 대신초등학교의 현대화재개발 기본 계획연

구에서는 위의 계획개념을 토대로 세 가지의 대안

을 제시하 다. 각 대안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

다.

대안 - 1 : 체육관을 제외한 두 건물동을 병렬

형의 남동향으로  배치하고 주진입의 가까운 위치

에 체육관을 배치했다. 주어진 조건에서 병렬형의 

두 건물의 인동간격을 최대한으로 하며 각각의 건

물동들은 연결복도를 통해서 연결된다. 주차장은 

운동장과 같은 레벨로 체육관의 지하에 위치시키

며, 입면은 미래지향적이며 초등학교의 이미지를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로 계획하 다.

대안 - 2 : 저학년동을 주진입의 가까운 곳에 

위치시키며 저학년동의 다목적 공간의 상층에 체

육관을 배치했다. 저학년동은 남동향으로 배치하

고, 고학년동은 남서향으로 배치시켜 옹벽의 위압

감을 최소화했으며, 저학년동의 지하(운동장 레벨)

에 식당을 배치시켰으며 선큰(SUNKEN)을 설치

해서 채광 및 여유로운 공간을 연출했다. 관리, 행

정, 특별교실은 학교의 중싱에 위치시켜 저, 고학

년의 이용의 효율성을 높혔다. 입면은 지역의 중

심시설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 다.

대안 - 3 : 교사동을 중정형으로 배치시켜 안정

적인 외부공간 및 내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꾀

하 다. 중정의 중앙에 학습지원시설을 배치시켜

서 접근성을 높혔으며, 체육관/식당은 주진입의 가

까운 곳에 배치시켜서 주민의 접근성과 학생동선

과의 교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 다. 입면은 

경사지붕을 이용하여 친근감을 강조하 다.

이상의 세 가지의 대안 중 배치계획의 점검결

과와 대신초등학교의 사용자측과 교육청과의 여러 

차례 협의 결과 대안 -1을 계획안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지 북측의 옹벽

은 구조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안전성과 경제

성 및 대지이용의 효율성 뿐 만 아니라 높은 옹벽

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의 딱딱함

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조경계획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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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계획점검항목

──────────────────────────────────────────
∘전학년대응의 다목적 공간(열린공간)은 있는지, 그 학교의 핵이 되어있는지, (F1)
◦ 학년별 혹은 학급별 대응의 다목적 실(열린 공간)과 각 교실과의 연결관계  (F2)
◦ 다목적실과 교실사이의 개폐상태는 융통성을 갖는가. (F3)
◦ 건물의 내부의 동선이 집합되는 장소에 여유공간을 갖고 있는가. (F4)
◦ 교실을 학년으로 집합되고, 같은 층에 배치되어 있는가. (F5)
◦ 저학년의 역은 고학년의 침입이 어렵게 배치되어 있는가. (F6)
◦ 특별교실은 유사한 기능의 교실끼리 집합되어 있는가. (F7)
◦ 특별교실이 지역주민의 문화적 생활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는가. (F8)
◦ 교재의 연구, 제작, 준비를 위해 중앙에, 혹은 분산된 교사연구실을 설치했는가.    (F9)
◦ 교무실은 학교의 여러 부분이 시야의 중심에 들어오는 곳에 계획되어 있는가.     (F10)
◦ 체육관은 지역개방시 지역 민의 출입이 용이하며, 아동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계획되어 있는가. (F11)
◦ 관리에 필요한 여러 室들은 집합되어 있는가. (F12)
◦ 관리 역은 아동의 동선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는가. (F13)
◦ 도서실(자료센타, 정보센타)은 일상의 교내동선의 중심으로서 출입이용이한 곳에 계획되어 있는가. (F14)
◦ 저학년 교실에는 교실마다 혹은 가까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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