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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1)
21세기를 맞이하여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새

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가치 기준의 전환이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어 교육

분야에서도 ‘열린교육의 사회’ ‘평생학습 사회’의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제7차 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

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이라는 목표아래에 세

계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추

진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증축 및 신축 시에 7차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장래의 교수․학습형태에 

적합한 학교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무정초등학교는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산179번지 일원에 설립

되며, 반여2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면서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택지개발지구내의 통학권 학생들

에게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산179

번지 일원에 학년 당 6학급, 총 36학급으로 개교 

예정에 있는 무정초등학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정회원,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정회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7차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 열린 교

육을 위한 계획,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계획, 정보

화․세계화에 대응하는 계획을 전제로 하여, 초등

학교에 관련된 자료조사와, 대상부지 및 주변환경 

조사분석을 통해 계획기준을 설정하고, 계획기준

에 가장 충실한 대안을 구상한 후, 각 안들의 장

단점을 분석하여 가장 바람직한 안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1.3 연구의 개요
1) 대지위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산 179번지 일원

2) 대지면적：10,100 ㎡ (3,055.25평)

3) 용도지구：택지개발 사업지구

4) 학 급 수：총 36학급 

5) 학 생 수：1,260명 (학급당 35명 기준)

6) 수업형태：7차 교육과정을 반 한 수준별   

               교육, 열린 교실형

7) 건물규모 및 구조：층고 3.5m의 지하1층∼  

               지상5층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8) 기준모듈：7.5m×9.0m (67.5㎡)

9) 주차대수：법정주차대수(교육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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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환경 및 대지분석
2.1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분석
1) 입지 및 지역여건

 교지의 주변상황은 해운대구에 위치한 장산

(해발 634m)의 서쪽 산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중인 반여2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부산의 동쪽 외곽에 자리한 주거 

및 관광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관광

지로서 부산을 대표하여 왔다. 

또한 최근 들어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됨으로써 

해운대 관광특구의 개발이 좀 더 촉진될 것으로 기

대된다. 해운대구는 반여동, 반송동의 철거민촌 및 

준공업지구와 개발제한구역 등 낙후지역을 포함하

고 있으나, 이들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아시안게임 선수촌의 

유치를 위한 반여 택지개발지구 개발과 현재 진행

중인 반여2택지개발지구의 개발 등으로 도시기반시

설과 환경개선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2) 지형 및 지세

해운대구의 서쪽으로는 준공업지역으로서 반여

동이 있으며 100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조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육군병과기술학교가 위치하

여 지역발전에 차질을 초래하 으나, 90년대 이전

하고 현재는 아시안 게임 선수촌 등의 아파트 단

지로 탈바꿈해서 앞으로 이 지역의 비약적인 발

전이 기대되고 있다. 북쪽은 석대동과 반송동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일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있

으나 지리적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3) 기후

국토의 동남단에 위치하고 해안과 접하고 있는 

지형적인 향으로 여름철에는 내륙지방보다 기온

이 비교적 낮고 겨울철에는 높아 일교차 및 연교

차가 적은 편이다. 과거 5년 간의 평균기온을 보면 

여름철인 7, 8월의 평균기온은 26.45℃, 겨울철은 

4∼6℃에 이를 정도로 따뜻하다. 바다에 인접하여 

연평균 풍속이 3.6∼3.9m/sec로 많이 부는 편이며, 

연평균 일조시간이 2,300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맑

은 날이 많은 쾌청한 기후환경을 갖고 있다.

해운대구의 강수량은 최근 평균 1,688.68㎜를 

보이나 99년에는 2,396.7㎜로 매우 높고 2001년에

는 1,171.3㎜로 연도별로 강수량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계절풍의 변화에 따라 폭우와 

우기가 극심한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2.2 계획대지 분석
1) 대지현황

① 입지 및 주변현황

교지의 주변상황은 해운대구에 위치한 장산(해

발 634m)의 서쪽 산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반여2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다. 

반여2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북측에는 반여

1 택지개발지구내에 아시안게임 선수촌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서측으로는 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림 1]은 대지주변의 개략적인 현황도이다.

계획대지의 북측에는 야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 및 남측으로는 롯데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서측으로는 10m 정도의 

레벨차이를 두고, 24m 도로와 (주)대우실업 공장

이 입지하고 있다. 

그림 1. 대지주변 현황도

② 도로 및 교통

대지주변의 도로 위계를 보면 계획대지의 삼면

으로 도로가 인접하고 있다. 즉, 대지의 서측으로 

24m도로, 남측으로 20m도로, 동측으로 10m도로

가 위치하고 있다. 

계획대지에 인접한 도로 중 남측과 서측은 옹

벽으로 인한 단절로 동측의 10m 도로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므로 학생동선과 차량동선이 혼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량동선을 학생동선과 분

리시키고, 동선혼잡과 동선교차를 감안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통 향평

가에서 제안한 대지로의 진출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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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지주변 도로현황

③ 대지의 평면 및 단면

대지면적은 10,100㎡ (3,055.2평)이다. 이 면적

은 최근에 지어진 부산시내의 30학급 규모의 타 

초등학교 대지면적과 비교하여도 다소 적은 면적

규모를 보인다. 특히, 택지개발지구내 구릉지를 절

토 및 성토하여 대지의 형상은 다소 불규칙한 사

다리꼴 형상을 띄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계획 시 다소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지단면의 가장 큰 특징은 산지형 대지의 절

토 및 성토를 통해서 남-북축 가운데로 6m레벨

차의 법면이 형성되어 큰 단차를 형성하고 있다

는 것이다. 하지만 동-서축으로는 평지에 가까운 

고른 형상을 띄고 있다. 특히, 서측과 남측은 도

로와의 레벨차이와 옹벽으로 인해 접근이 곤란하

며, 보행자 및 차량유입을 위해서는 동측 도로쪽

에서만 대지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계획대지의 

6m 레벨 차를 적극 활용한 공간계획 및 실의 배

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지진입 후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는 계획이 신중히 고

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대지단면 분석도

A-A' 단면

B-B' 단면

 
그림 4. 대지모형사진1 그림 5. 대지모형사진2

2) 대지환경 분석

① 일조 및 조망 분석

계획대지의 일조는 [그림6]에서 볼 수 있듯이, 

대지가 북측의 야산을 두고 남향으로 개방된 형

상으로서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다. 동측으로는 아파트 부지와의 거리가 충분히 확

보되어 있으므로 추후 아파트가 신축된 후에도 직

접적인 일조의 방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측 

및 동측은 주변대지 및 건물보다 높은 위치를 확

보하고 있음으로 인해 일조는 매우 양호하다.

조망은 [그림7]에서 알 수 있듯이 북측 야산 쪽

으로는 시야가 불량하여 closed view이며 나머지

는 open view이다. 하지만 동측의 아파트가 건설

된 후에는 약간의 조망제한이 예상된다.

 
그림 6. 일조 분석도 그림 7. 조망 분석도

② 접근성 분석

본 계획대지의 주출입구는 택지개발사업의 일

환으로 동측 도로쪽으로 확정되어 있다. 주출입구

가 위치한 대지 동측에는 차량동선과 학생동선이 

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계획에서는 

대지의 동편에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보차분

리 시키고 대지 진입부터 확실한 동선분리를 통

하여 동선의 혼잡을 방지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③ 소음 분석

대지의 동측을 제외한 삼면은 옹벽으로 인한 

주변도로와의 높이차이를 가짐으로서 도로에서 발

생하는 직접적인 소음의 향은 크게 없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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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단, 대지 서측에 위치한 대규모의 

공장과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소음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서측 입면계획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통학권 분석 

무정초등학교의 학생 수용인원은 롯데 아파트

의 1,165세대에서 취학예정 된 아동수와 주변 택

지의 취학예정 아동수를 예상한 수치로 산정 되

었다.

반여2 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아파트와 학교와

의 거리가 300m내외로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거리는 매우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진입부가 동측 도로로 제한되어 있고 

추후 아파트가 건설되어 주민들이 입주할 경우 

동측과 남측의 도로를 횡단하여 통학이 이루어져

야 함으로 어린이들의 통학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주변대지 및 도로를 연계한 보

차분리 계획 및 동선의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그림 8. 통학권 분석

3. 계획의 기본방향
3.1 부산시의 교육방향
1) 부산시 교육의 지표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2) 부산시 교육의 3대 중점시책

 ①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 기본교육 충실 

 ②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③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구현

3.2 제7차 교육과정과 소요시설
1)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요인은 세계화․

정보화․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변동,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

전, 경제․산업․취업 구조의 변혁, 교육 수요자

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표 1. 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제

7

차

교

육

과

정

개

선

원

칙

 ‧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 정보화, 세계화 교육강조

 ‧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 을 들고

세

부

지

침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체계에 의한 교육과정  

    편제 도입

 ‧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 교육내용, 방법의 다양화

 ‧ 교육과정 편성․운 에 관한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확대

 ‧ 교육과정 평가체제의 확립

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소요시설

-제 7차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배당을 보면 2개 

학년을 단위로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단계적 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공간계획이 되

어야 한다.

-수준별 학습, 통합교과 운 , Team-Teaching, 

소집단 지도, 개별 학습 등을 위하여 학급교실의 

확대, 학년별 열린공간 설치, 공간의 가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저학년의 즐거운 생활 등과 같은 활동중심의 교

과운 을 위하여 열린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학습공간 내에 각 교과별 학습활동에 필요한 다

양한 코너와 각종 교육자료와 컴퓨터 등을 학습

공간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별교실은 충분한 규모와 수 그리고 실습에 필

요한 교구가 확보되어야 한다.

-실과교육의 강화에 따른 가정실, 기술실의 확보

가 필요하다.

-교사공간의 개혁과 현대화가 필요하다.

4. 시설계획의 기본방향
4.1 스페이스프로그램
무정 초등학교는 35명 기준 36학급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스페이

스 프로그램은 일반교실의 단위 모듈을 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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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m로 하고 있으며 기타 실의 수나 규모는 최소

기준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35명-36학급 기준으로 

제시한 프로그램은 [표 2]과 같다. 

본 계획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최초

에 제시한 8.0m×8.0m모듈이 아닌 7.5m×9.0m모

듈을 사용함으로써 기본실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제안한 면적표의 실에 대한 Bay수의 개념은 최대

한 지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4.2 단위공간의 시설계획
1) 기준 모듈 설정

현대화 시범학교 이후 초등학교의 교실은 67.5

㎡(7.5m×9.0m) 크기 이상의 일반교실을 요구한

다. 이에 본 설계안의 기본 모듈을 67.5㎡(7.5m× 

9.0m) 로 계획하 다.

2) 단위블럭 플랜 설정

본 계획의 모듈은 일반교실과 다목적공간, 교사

연구실, 복도, 화장실을 하나의 유닛으로 디자인되

었으며 학년별 3개의 동급학급이 하나로 블록화

되고 특히 비교적 어린 연령의 초등학생들을 교

사연구실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외에도 원활히 모니

터할 수 있게 배치함으로써 저학년과 고학년간의 

격리성과 동시에 학생들 상호간의 물리적 충돌을 

공간적으로 예방하 다.

이것은 기존의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

는 길게 이어지는 복도와 거기에 칸칸이 들어찬 

교실의 연속이 아니라 house 개념의 작은 학교가 

하나의 통합된 학교 속에 있는 “school in 

school" 개념이다. 

그림 9. 일반교실의 기본모듈 

표 2. 교육청이 제시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
분

실명 실
수
면 적
(㎡)

실면적
(㎡)

비고

일
반
교
실

1-6학년 36 64 2,304

교사연구실 6 32 192

다목적공간 10 360 1학급당 10㎡

소  계 2,856

특
별
교
실

과학실 2 128 256

준비실 포함

음악실 1 128 128

미술실 1 128 128

멀티미디어실 1 128 128

컴퓨터실 2 128 256

기술․가정과실 1 128 128

소  계 1,024

관
리
시
설

교장실 1 32 32

교무실 1 64 64

행정실 1 32 32

교과전담실 1 32 32

방송실 1 64 64

상담실 1 32 32

학생자치실 2 64 128 특별활동실 겸용

경비실 1 16 16

회의실 1 32 32 학부모운 회실 
겸용

소  계 432

부
속
실

인쇄실 1 32 32

문서고 1 32 32

교사휴게실 2 32 64

여교사갱의실 1 32 32

체력단련실 1 96 96

정보자료실 1 64 64

소  계 320

보
건
위
생

양호실 1 64 64

탈의실 1 32 32

샤워실 1 32 32

소  계 128

지
원
시
설

다목적실(강당) 1 636 636 300+(26-12)×14

식당 1 535 535 36학급×35명/2교
대×0.85조리실 1 160 160

시청각실 1 192 192

도서실 1 192 192

창고 1 64 64

소  계 1,779

기  
타

화장실/세면장 1 560 560

현관 1 64 64

복도/계단 1 2624 2624

기계․전기실 160 160

소  계 3,408

주차장 1350 1350 9,947/200=50대

연면적 9,947㎡(주차장면적 제외)

공유면적(연면적의 
약40%) 3,248㎡

학생수 1,260 명

학생 1인당 연면적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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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블럭 플랜의 큰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유닛화를 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동선을 줄이

고 꼭 필요한 동선은 최소가 되도록 계획

② 3개 학급의 소수학급별로 유닛을 만들고 유

닛에 독립적인 공유시설을 포함시키는 블록플

랜을 통해 동선,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차에 따른 혼란을 최대한 

줄여 질 높은 공간을 계획

5. 기본 계획안
5.1 배치안의 전개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부지는 동서로 약 135m, 

남북으로 약 110m 정도의 비정형의 대지이며, 대

지의 서측과 남측은 도로보다 5∼10m정도 높은 

옹벽으로 되어있고 대지북측의 산은 절토되어 8m

가량의 옹벽으로 처리되어있다. 또한 대지 안에서

는 6m가량의 레벨차가 있어 이러한 경사를 합리

적으로 이용하는 배치가 요구되며 대지와 접하는 

유일한 도로인 동측의 10m도로에서의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하 다. 배치계획 시 기

본적으로 고려되어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지주변 제반조건에 대한 전반적 검토

② 각 실에 대한 조닝 및 동선에 대한 검토

③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

④ 지역사회와 연계에 대한 검토

⑤ 대지 활용률의 극대화에 대한 검토

계획대지는 경사지 위에 위치하고있어 전체적

으로 일조와 조망에 대한 조건은 양호하며, 비교

적 협소한 대지 안에서 6m의 단차를 극복하여 원

활한 동선과 적정 규모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배치계획 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5.2 배치안의 발전과정

1) 1차 배치안

•계획전반에 대한 연구원 검토

∙성토량과 절토량 검토

∙대지내 단차를 극복하는 계획

∙옹벽과 경사면을 고려한 배치계획

∙대지면적, 출입구 위치확정 등의 제약사항    

  에 대한 분석

∙건폐율, 용적률 적용에 관한 검토

∙체육관/식당 주차장의 접근성 검토

표 3. 1차 배치안 분석표

대 안 계획 내용 분석

∙모든 교사동의 남향배치

∙프라이버시와 역성을 고려한 클러스터  

  형 배치방식

∙강당과 식당의 접근성이 양호

∙다른 안들에 비해 넓은 운동장 면적 

∙비정형의 대지형태와 조화를 이루는 배  

  치방식대안 A

∙중정을 중심으로 한 단위 클러스터 계획

∙세부분으로 어긋나게 배치하여 초등학생  

  에게 어울리는 공간스케일 조성

∙4층의 저층계획으로 초등학교 스케일 대  

  응

∙행정지원/주민관련시설의 저층부 배치대안 B

∙학년별 교실을 L-shape클러스터개념으  

  로 배치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중정 배치 및 다양  

  한 소규모 외부공간 조성

∙4층의 저층계획으로 초등학교 스케일 대  

  응

∙행정지원 및 주민관련시설의 저층부 배  

  치대안 C

∙여유있는 운동장 면적 및 일반교실 전면  

  부에 각각의 외부공간 확보

∙도시적 입면에 대응하는 식당 및 강당   

  배치

∙운동장 확보에 따른 성토량 증대대안 D

∙향을 따르는 교사동의 점차적 배치

∙다양한 옥외공간의 연출과 역동적인 이  

  미지

∙정면성의 결여와 사선에 의한 활용불가  

  능 공간이 많이 생김

∙운동장이 협소하여 부지 사용률 낮음대안 E

2) 1차 협의회에 따른 2차 배치안

•1차 교육청협의회 결과

∙차량출입구는 변경이 가능하므로 최적의 위

치를 제안

∙주차장은 지하 혹은 필로티를 이용하여 구성

할 수 있음

∙다목적공간은 복도확장형을 지양하고 독립된 

공간화

∙관리시설 중 교무실과 방송실은 운동장과 직

접연계

∙대안A는 놀이마당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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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차 배치안 분석표

대 안 계획 내용 분석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출입구의 제안

∙1.5M 단을 낮춘 주차장의 계획으

로 기계실, 주방 등의 자연환기와 

상부 데크를 이용한 놀이공간 확보

∙토공사 비용의 최소화와 주차장 

환경의 쾌적함

∙다양한 옥외공간의 제안

∙교무실, 방송실의 운동장과의 연

계성 강화
대 안 A

∙식당/강당의 접근성 양호

∙초기안에 비해 정면성에 대한 강조

∙지하주차장 개발 시 암반으로 인

한 공사상의 어려움

∙필로티 아래 놀이공간의 쾌적성이  

문제
대 안 A-1

∙각각의 중정에 놀이마당, 외부계

단 등으로 특성 부여

∙서비스공간(수직동선, 화장실)을 

별도로 분리하여 클러스터별로 각

각 배분

∙일반교실은 2,3층, 특별교실은 저

층부 및 4층에 배치하여 이용에 

편리함 도모대 안 B

∙중정 및 건물내부와 운동장 사이

의 자연스러운 흐름 유도

∙한 층당 일반교실 L-shape클러스

터 2개와 특별교실로 구성

∙클러스터의 교점에 특별교실과

  MAIN HALL을 배치

∙체육관 상부의 식당 배치로 전망 

및 외부공간 확보대 안 C

￭2차 협의회에 따른 3차 배치안

•2차 교육청협의회 결과

∙지역주민의 이용을 고려한 계획

∙입체적인 매스/입면계획

∙소운동장을 적극적인 어린이마당으로 개발

∙각 공간에서의 채광문제 검토

∙화장실과 교사연구실의 위치에 대한 고려

∙체육관 입면의 조형적인 발전

표 5. 3차 배치안 분석표

대 안 계획 내용 분석

∙단위학습공간을 기본단위로한 

클러스터형의 명쾌한 배치

∙보행자/차량동선의 분리와 대지

내 동선의 유기적인 연계

∙대지의 레벨차를 적절히 이용하

여 토지이용율을 최대화

∙다양한 옥외공간의 연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

성대안 A(선정안)

∙학년별 교실을 클러스터개념으

로 배치/세 개의 중정을 각각의 

클러스터 중심공간으로 설정

∙전체 건물을 세부분으로 어긋나

게 배치하여 초등학생에게 어울

리는 공간스케일 조성

∙이용의 편리함을 고려한 일반교  

실, 특별교실, 지원 및 행정시설

의 단면 계획대안 B

∙학년별 교실을 L-shape 클러스

터 개념으로 배치

∙중정, 입구마당, 진입마당 및 다

양한 소규모 외부공간 조성

∙필로티, 운동장으로의 계단, 1층

하부로 계획된 강당, 상부의 열  

린식당으로 저층부에서의 시각

적 연계감 및 공간의 흐름 강조대안 C

5.3 기본계획-대안A(선정안)
1) 설계개요

그림 10. 대안A 모형사진

① 대지면적：10,100㎡ (3,055.25평)

② 건축면적：2,857.20 ㎡

③ 연 면 적：10,750.70 ㎡

④ 건 폐 율：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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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용 적 률：106.44%

⑥ 주차대수：50 대

2) 계획의 특징

① 배치계획

초등학교는 저학년의 정적 공간과 고학년의 동

적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우선 향을 고

려하여 건물을 남향으로 배치하고, 건물의 그림자

로 인한 일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면의 저학

년동을 한층 낮게 하 다. 일반교실동을 클러스터

형으로 구성하는 것을 배치의 기본방향으로 정하

여 단위학습공간의 독립성을 강조하 다. 클러스

터형의 매스구성으로 대지 뒤편의 건물군과 운동

장사이의 원활한 연계를 가능하게 하 다. 특별교

실과 식당/강당 등의 주민 지원시설을 출입구 부

분에 집중배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하

게 하 다. 그리고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동들의 중

앙에 배치하여 각 일반교실군에서의 접근이 균등

하게 하 으며, 대지내의 6m레벨차이와 주위지형

을 따르는 다양한 레벨의 형성과 이것을 이용한 

건물의 배치로 토공사비용의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계획을 꾀하 다.

그림 11. 배치계획

② 조닝계획

전체를 공적인 역과 사적인 역으로 구분하

여 지역주민과 방문자를 위한 행정/관리동, 식당/

강당, 특별교실 중 일부 등 공적공간은 출입구, 

주차장에 가까운 역에 배치하고 학생 역과 교

사 역 등 사적 공간은 대지의 안쪽에 배치하여 

독립성을 부여하 다. 일반교실군은 저학년, 중학

년, 고학년의 세 개의 동으로 분리하 으며 각각

의 단위학습공간은 3개의 일반교실과 교사연구실, 

다목적공간, 화장실 및 계단을 확보하여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다. 행정/관리시설은 주출입

구와 주차장, 운동장, 저학년공간과 가장 긴 히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두어 관리/감독이 용이하

게 하 다. 

③ 동선계획

동선계획의 기본전제는 보행자와 차량동선의 

명확한 분리와 내부/외부에서의 각 공간사이의 유

기적인 연계이다. 보행자의 동선은 대지 남동쪽의 

주출입구와 북동쪽의 보조출입구에서 진입이 이루

어지며 차량동선은 보행자출입구와 별도로 지하주

차장을 향한 램프를 통해 진입이 이루어진다. 대

지내 레벨에 대한 부담과 아동들의 원활한 접근

을 위해 최초의 대지남동쪽에 제안되어있던 보행

자출입구를 약10m정도 위로 이동하여 진입마당과

의 레벨차를 1m로 줄 다. 진입마당에서 대지의 

안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건물에 바로 진

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벤트

마당과 중앙계단을 거쳐 뒤편의 건물군으로 접근

이 가능하다. 보조출입구는 대지 우측에 위치한 

학생과 주민들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위치에 설

치되었으며, 소운동장에서 공적인 공간으로 진입

이 이루어지고 놀이마당을 거쳐 사적인 공간으로 

접근이 이루어진다.

그림 12. 동선계획

④ 외부공간계획

발주청인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넉넉한 놀이

마당의 확보를 요구하 으며, 이에 따라 ‘대안 A’

에서는 다양한 레벨과 성격의 놀이공간을 적극적

으로 연출하 다. 대지의 협소함으로 인해 충분한 

운동장의 확보가 어려운 대지상황에서 다른 대안

들에 비해 비교적 넓은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하

으며, 주차장 상부의 데크를 이용해 소운동장을 

형성하고 학년별 놀이공간과 선큰가든, 운동장 주

변의 휴식공간 등 다양한 외부공간의 연출이 이

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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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외부공간계획

⑤ 일반교실동

일반교실동은 제7차교

육과정에서 제안하는 다

양한 학습형태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가변성

을 가진 공간으로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각

의 단위학습공간은 교사

연구실, 화장실, 다목적

실, 계단실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있어 단위학습공

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

지어주고 있으며, 이것은 

배치계획에서도 각각의 

일반교실동의 기본단위로 

나타난다.

⑥ 행정/관리동

행정동은 진입광장과 운동장, 저학년동과 인접

한 위치에 배치하 으며, 특히 교무실과 방송실은 

운동장을 직접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 다. 

이로 인하여 행정/관리시설에서 저학년과 운동장

의 행사에 대한 관리와 관찰이 용이하도록 하

다. 그리고 행정/관리동의 북측에 선큰가든을 두

어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는 물론 주차장과 특별교

실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하 다.

그림 15. 행정동

⑦ 특별교실동

특별교실동은 일반교실동들의 중앙에 집중배치

되어 각각의 교실에서 균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 으며, 주차장/소운동장과도 인접하여 

시청각실이나 컴퓨터실 등은 주민들의 이용 또한 

함께 고려되어졌다. 그리고 특별교실은 각 실의 

활용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교실

과 다른 모듈을 제안하 으며, 특히 시청각실과 

도서관은 14×14의 독립된 모듈을 제공하여 넓은 

무주공간과 변화 있는 단면연출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림 16. 특별교실동

⑧ 식당 및 강당

식당/강당은 주차장, 주출입구에 인접하게 두어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하고 운동장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하 다. 장애인과 물품의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식당/강당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각

층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해운대의 이

미지에서 배의 형상을 연출하여 형태적인 

Identity를 부여하 다.

그림 17. 식당 및 강당

3)계획도면

그림 18. 배치도

그림 14. 일반교실의 

가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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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지하층평면도

그림 20. 1층평면도

그림 21. 2층평면도

  

그림 22. 3층평면도

그림 23. 4층평면도

그림 24. 5층평면도

그림 25. 정면도

그림 26. 측면도

그림 27. A-A‘ 단면도

그림 28. B-B‘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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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설면적표

표 6. 대안 A의 시설 면적표

구

분
실명

실
수

계획면적
(7.5m×9m 모듈)

비고
(제안면적과 
비교)면 적 실면적

일

반

교

실

1-6학년 36 67.5 2430

교사연구실 12 20.25 243

다목적공간 40.5 486 학급당 13.5㎡

소  계 3,159 ▲ 303㎡

특

별

교

실

과학실 2 126 252

14m×9m=126
(준비실 포함)

음악실 1 126 126

미술실 1 126 126

멀티미디어실 1 126 126

컴퓨터실 2 126 252

기술․가정과실 1 126 137.3

소  계 1,019.3 ▽ 4.7㎡

관

리

시

설

교장실 1 33.75 33.75

교무실 1 67.5 67.5

행정실 1 33.75 33.75

교과전담실 1 33.75 30

방송실 1 67.5 67.5

상담실 1 33.75 35

학생자치실 2 67.5 137.3 특별활동실

경비실 1 16 37.5

회의실 1 33.75 33.75 학부모운 회실

소  계 476.05 ▲ 44.05㎡

부

속

실

인쇄실 1 33.75 55.2

문서고 1 33.75 33.75

교사휴게실 2 33.75 60

여교사갱의실 1 33.75 30

체력단련실 1 96 98

정보자료실 1 67.5 63

소  계 339.95 ▲ 19.95㎡

보

건

위

생

양호실 1 67.5 56.6

탈의실 1 33.75 27 남/여 구분 
각각 2개실샤워실 1 33.75 33

소  계 116.60 ▽ 11.4㎡

지

원

시

설

다목적실(강당) 1 636 622

식당 1 535 603 36×35/2교대×
0.85조리실 1 160 172.5

시청각실 1 196 230.8

도서실 1 196 230.8

창고 1 67.5 55.2

소  계 1,914.3 ▲ 135.3㎡

기  

타

화장실/세면장 1

3500.5 제안공유면적
: 3,248㎡

현관 1

복도/계단 1

기계․전기실 1 225

소  계 3,725.5 ▲ 317.5㎡

주차장 9,947/200=50대

연면적 10,750.7㎡ (9947×1.1=10941.7)

공유면적(연면적의 

약40%)
3,500.5㎡ (연면적의 32.6%)

학생수 1,260 명

학생 1인당 연면적 8.5㎡

5.4 기본계획-대안B
1) 설계개요

그림 29. 대안B 모형사진

① 대지면적：10,100㎡ (3,055.25평)

② 건축면적：3,177.00 ㎡

③ 연 면 적：10,842.12 ㎡

④ 건 폐 율：30.85%

⑤ 용 적 률：105.28%

⑥ 주차대수：50 대

2) 계획의 특징

① 배치계획

대지의 남쪽 낮은 부분에 운동장을 배치하고 

대지의 북쪽 높은 부분에 건물을 배치하여 외부

공간확보와 일조확보에 유리하도록 계획하 다. 

일반교실이 마당 또는 놀이공간을 가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 개의 중정을 각각 클

러스터의 중심공간으로 설정하 다. 세 개의 중정

을 중심으로 일반교실들이 배치되며 중정은 놀이

마당과 외부에서의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외

부계단(야외무대)으로 각각 특성이 부여되어 있다. 

클러스터링에 따라 전체 건물을 세 부분으로 어

긋나게 배치하여 초등학교에 어울리는 공간 스케

일을 만들었으며 복도의 길이를 최소화하 다. 

②조닝계획

학교행정지원 및 주민관련시설(도서관, 시청각

실, 식당)은 저층부에 배치하 으며, 특히 대지의 

6m 레벨차이가 주는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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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레벨을 식당 및 마당으로 구성하 다. 일반 

교실은 2, 3층에 배치하여 중정에 면하고, 고학년 

관련 특별교실은 4층에 배치하 으며 전학년 공

통 특별교실은 저층에 배치하 다. 강당은 운동장 

면적 확보와 동시에 주민관련시설임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에 가깝도록 계획하 다.

③ 동선계획

외부에서 교실 및 행정지원동, 강당, 식당, 도서

실의 출입이 각각 가능하며, 건물내부에서는 중정

을 중심으로 둘러싸면서 복도가 위치한다. 각각의 

클러스터에 하나씩 중정에 면하여 수직동선(계단 

및 엘리베이터)을 계획하 다.

④ 평면계획

중정을 중심으로 한 층에 한 학년씩 계획하

으며 서비스공간(화장실, 수직동선)을 별도로 분

리하여 클러스터별로 각각 배분하 다.

3) 계획도면

그림 30. 지하층평면도

그림 31. 1층평면도

그림 32. 2층평면도

그림 33. 3층평면도

그림 34. 4층평면도

그림 35.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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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설면적표

표 7. 대안 B의 시설 면적표

구
분

실명
실
수

계획면적
(7.5m×9m 모듈)

비고
(제안면적과 
비교)면 적 실면적

일
반
교
실

1-6학년 36 67.5 2,430

교사연구실 12 27 162

다목적공간 15.75 567 학급당 15.75㎡

소  계 3,159 ▲ 303㎡

특
별
교
실

과학실 2 149.85 299.7

음악실 1 149.85 149.85

미술실 1 149.85 149.85

멀티미디어실 1 149.85 149.85

컴퓨터실 2 149.85 299.7

기술․가정과실 1 149.85 149.85

소  계 1,198.8 ▲ 174.8㎡

관
리
시
설

교장실 1 37.8 37.8

교무실 1 74.925 74.925

행정실 1 37.8 37.8

교과전담실 1 74.925 74.925

방송실 1 75.6 75.6

상담실 1 37.8 37.8

학생자치실 2 74.925 74.925 특별활동실

경비실 1 13 13

회의실 1 37.8 37.8 학부모운 회실

소  계 464.575 ▲ 32.575㎡

부
속
실

인쇄실 1 47.25 47.25

문서고 1 47.25 47.25

교사휴게실 2 54.925 54.925

여교사갱의실 1 20 20

체력단련실 1 113.4 113.4

정보자료실 1 74.925 74.925

소  계 357.75 ▲ 37.75㎡

보
건
위
생

양호실 1 74.925 74.925

탈의실 1 34.425 34.425 남/여 구분 
각각 2개실샤워실 1 40.5 40.5

소  계 149.85 ▲ 21.85㎡

지
원
시
설

다목적실(강당) 1 614.18 614.18

식당 1 383.25 383.25 36×35/2교대×
0.85조리실 1 162.15 162.15

시청각실 1 237.6 237.6

도서실 1 228.15 228.15

창고 1 49.5 49.5

소  계 1,674.83 ▽ 104.17㎡

기  
타

화장실/세면장 1

3,631.89 제안공유면적
: 3,248㎡

현관 1

복도/계단 1

기계․전기실 1 130.5

소  계 3,762.39 ▲ 354.39㎡

주차장 9,947/200=50대

연면적 10,842.12㎡ (9947×1.1=10941.7)

공유면적(연면적의

약 40%)
3,631.89㎡ (연면적의 33.5%)

학생수 1,260 명

학생 1인당 연면적 8.6㎡

5.5 기본계획-대안C
1) 설계개요

그림 36. 대안C 모형사진

① 대지면적：10,100㎡ (3,055.25평)

② 건축면적：3,255.16 ㎡

③ 연 면 적：11,250.07 ㎡

④ 건 폐 율：31.61%

⑤ 용 적 률：109.25%

⑥ 주차대수：50 대

2) 계획의 특징

① 배치계획

학년별 교실을 L-shape 클러스터 개념으로 배

치하여 성격이 다른 중정, 입구마당, 진입마당과 

다양한 소규모의 외부공간을 조성하 다. 중정 및 

마당과 건물내부, 운동장사이의 자연스러운 공간

의 흐름을 유도하 다. 필로티, 운동장으로의 계

단, 1층 하부로 계획된 강당 및 상부의 열린 식당 

등의 요소로 저층부에서의 시각적 연계감 및 공

간의 흐름을 강조하 다.

② 조닝계획 

행정 및 지원시설은 저층부에 배치하고 일반교

실 및 특별교실은 상층부에 배치하 다. 강당은 운

동장 면적 확보와 동시에 주민관련시설임을 고려

하여 주출입구에 가깝도록 계획하 으며 강당 상

부에 식당을 배치하여 건물과 별도로 분리하 다.

③ 동선계획

외부에서 교실 및 행정지원동, 강당, 식당의 

출입이 각각 가능하며, 건물내부에서는 MAIN 

HALL을 중심으로 수직동선(계단 및 엘리베이터)

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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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면계획

한 층은 보통교실  L-shape 클러스터 두 개와 

특별교실 공간으로 구성하 으며 각각의 클러스터 

내부에 서비스공간을 독립 배치하 다. 두 개의 

클러스터가 만나는 부분에 MAIN HALL을 형성

하여 수직동선을 배치하 다.

그림 37. 지하층평면도

그림 38. 1층평면도

그림 39. 2층평면도

그림 40. 3층평면도

그림 41. 4층평면도

  

그림 42. 입면도

4) 시설면적표

표 8. 대안 C의 시설 면적표

구
분 실명

실
수

계획면적
(7.5m×9m 모듈)

비고
(제안면적과 
비교)면 적 실면적

일
반
교
실

1-6학년 36 67.5 2,430

교사연구실 12 33.75 202.5

다목적공간 9.9 356.4 학급당 9.9㎡

소  계 2,988.9 ▲ 132.9㎡

특
별
교
실

과학실 2 113.4 226.8

14m×9m=126
(준비실 포함)

음악실 1 113.4 113.4

미술실 1 113.4 113.4

멀티미디어실 1 135 135

컴퓨터실 2 101.25 202.5

기술/가정과실 1 113.4 113.4

소  계 904.5 ▽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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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시
설

교장실 1 39.615 39.615

교무실 1 54.435 54.435

행정실 1 39.615 39.615

교과전담실 1 33.75 33.75

방송실 1 47.25 47.25

상담실 1 33.75 33.75

학생자치실 2 67.5 135 특별활동실

경비실 1 14.31 14.31

회의실 1 33.75 33.75 학부모운 회실

소  계 431.475 ▽ 0.525㎡

부
속
실

인쇄실 1 33.75 33.75

문서고 1 33.75 33.75

교사휴게실 2 60.975 60.975

여교사갱의실 1 27.225 27.225

체력단련실 1 66.88 66.88

정보자료실 1 65.34 65.34

소  계 287.92 ▽ 32.08㎡

보
건
위
생

양호실 1 67.5 67.5

탈의실 1 27.225 27.225 남/여 구분 각각 
2개실샤워실 1 27.225 27.225

소  계 121.95 ▽ 6.05㎡

지
원
시
설

다목적실(강당) 1 669.53 669.53

식당 1 524.09 524.09 36×35/2교대×0
.85조리실 1 133.59 133.59

시청각실 1 198 198

도서실 1 236.25 236.25

창고 1 59.16 59.16

소  계 1,820.62 ▲ 41.62㎡

기  
타

화장실/세면장 1

4,493.5
제안공유면적
: 3,248㎡현관 1

복도/계단 1

기계․전기실 1 176

소  계 4,669.5 ▲ 1,261.5㎡

주차장 9,947/200=50대

연면적 11,250.07㎡ (9947×1.1=10941.7)

공유면적(연면적의 
약40%)

4,493.5㎡ (연면적의 39.9%)

학생수 1,260 명

학생 1인당 연면적 8.93㎡

6. 결론
본 기본계획연구에서 다루어진 각각의 대안들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대안 A(선정안)

∙경사면을 적절히 이용하여 다양한 레벨의 공

간을 형성하고 토공사비용의 최소화를 꾀함

∙초등학교의 학습과 생활의 기본이 되는 단위

학습공간의 독립성을 강조한 클러스터형 평

면과 이것의 형태적인 표현이 명확함

∙사적 역과 공적 역의 명료한 분리로 일반

교실동의 학습행위와 식당, 강당 등의 주민이

용이 각각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획됨

∙강당/식당은 각 교사동과 주차장, 운동장, 외

부로부터 접근이 용이하며, 형태적으로 해운

대의 이미지를 잘 살린 조형성을 가짐

•대안 B

∙세 개의 중정을 중심으로 긴 하게 조합되어

진 학년별 클러스터와 이용의 편리함을 고려

한 층별 실배치

∙수평, 수직동선의 적절한 계획으로 실제 이용 

시 동선의 최소화를 추구함

∙4층의 저층계획과 클러스터링에 따른 매스의 

분절로 초등학교에 어울리는 공간스케일을 

형성함

•대안 C

∙L-shape 클러스터 개념의 배치로 공간의 연

계와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짐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중정과 다양한 소규모 

외부공간을 조성함

∙클러스터의 교점에 특별교실과 Main Hall을 

배치하여 중심적 공간의 형성함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지역적 여건과 정서를 고

려하여 선정한 대안A뿐 아니라 대안B, 대안C 또

한 초등학교 시설에 대한 좋은 제안이라 사료되

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학교시설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제안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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