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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화성 신창초등학교가 건립될 화성시 태안읍 병

점리 일대는 수도권 남부지방의 중심지인 수원과 

전국적 규모의 중심지인 충청권을 연결하는 1번 

국도 변에 위치하여 주변의 산업도시인 수원을 

비롯한 용인, 성남, 안성을 인접지역으로 한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지역으로 신창아파트 신축

공사를 비롯하여 공동주택 신축 및 건설을 위한 

건축협의 진행 등으로 앞으로 많은 거주인구의 

유입이 예상되어 교육시설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

역으로서 그에 부합하는 교육시설의 증가가 시급

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계획 설계안을 제시하여, 

21세기를 맞이하여 점차 새로워지는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한다.

  1.2 연구개요
  1) 사 업 명：화성신창초등학교 신축에 대한 

계획 연구

  2) 위    치：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415- 2번지 일원

  3) 대지면적：12,383㎡

 * 정회원,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정회원, 한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4) 학 급 수：초등학교 36학급＋유치원 2학급

＋특수학급 1학급

  1.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먼저, 교과과정과 운 방식, 대지 인

근의 인문학적 환경에 대한 분석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제7

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과 특징에 따른 학교건축

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계획대지의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 그리고 

대지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기존 학교 및 

계획연구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학교시설의 

계획방향을 설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학교건축의 

계획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

된 계획기준에 의거,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산정하

고 여러 배치대안들을 검토한 다음 최적화된 계획 

설계안을 도출하게 된다.

2. 예비적 고찰
 2.1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과 특징
 (1)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지난 ’96년부터 교육부는 21세기의 정보화․세

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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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개혁 방안(’96. 2. 9)에 의거, 신교육과정 편제

와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정하고 있는 이번 교육과정의 개

정은 정부 수립 후 제7차 개정으로 교육의 전반

적인 환경변화를 수렴하여 학생의 건전한 인성발

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 1. 7차 교육과정의 전환 내용

목 표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 교육의 
충실

내 용
세계화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운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교육의 
실천

제 도 지역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 의 자율성 확대  

  (2)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1)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의 편성

  ㉠ 국민공통 교육기간 설정：초등1학년-고등1

학년(10년 간)

  ㉡ 단계 또는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는 구성

  2) 고교 2,3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교육과정 도입

  ㉠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구분,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 과정이나 계열의 구분 없이 운 , 학생의 선

택 폭 확대

  3)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 학생의 능력,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

회 제공

그림 1. 수준별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수학(1-10학년)

영어(7-10학년)

국어(1-10학년)

사회,과학(7-10학년)

영어(3-6학년)

11-12학년

  4) 재량활동의 신설 및 확대

  ㉠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

  ㉡ 학생 교육 과정 편성․운 의 자율성 및 학

생의 선택권 부여

  5)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 수준의 조성

  ㉠ 최저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교과별 학습 내

용  선정

  ㉡ 이수교과목 수의 축소와 범위 수준의 적정

화 도모

  6)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체제 확립

  ㉠ 교과별 교육 목표 성취기준 설정

  ㉡ 주기적인 학력 평가 및 학교교육 과정 운  

평가

  7)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능력 배양

  ㉠ 컴퓨터 교육 내용의 강화

  ㉡ 개방적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촉진하는 창

의적 교육활동

3. 현황 및 여건분석
  3.1 대지환경분석
  (1) 주변환경분석

  대지주변의 주요도로 및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대지 동측으로 인접하여 1번국도가 수원과 오산 

평택을 이어주면서 남북으로 뻗어있고, 북서측으로 

550m 이격하여 병점역이 위치하고 있다. 병점역

은 경부선에 속하는 역사로서 본 사업부지 서측

으로 인접하여 경부선이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또한, 대지 북서측 880m 지점에 지

방도 343호선과 306호이 일반국도 1호선과 교차

하여 동서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또한, 신창초등학교는 병점초교, 송화초교와 더

불어 두산, 한신 아파트와 신창 아파트 등의 주거

단지에서 증가할 학생교육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시설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림 2. 계획대지 주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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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지 지형지질 분석

 계획대지는 지목상 대부분 농경지(전)로 구성되

어 있으며, 현재 이용하지 않아 초지상태로 방치

되어 있으며, 남측 약 225m 지점에서 동에서 서

로 유하하는 능리천이 황구지천과 합류하여 남쪽

방향으로 유하하고 있다.

  대지자체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기존 동측의 1

번국도를 포함하여 남측과 서측의 20m계획도로

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지 등고선의 수치에 따라 

동측47.3m, 서측44.1m, 남측48.2m, 북측47.6m의 

동고서저, 남고북저형의 경사도를 가지며, 전체 

경사도를 보면, 남서측에서 남동측을 향해 오르는 

경사형태를 가진다.

그림 3. 대지 등고선 현황

  계획대지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흑운모 편

마암으로 흑운모, 백운모, 석  등이 주 구성성분

이며, 호상, 괴상 주입 및 혼성편마암에 의해 생

성되었다. 또한, 사업부지 서측 및 남측은 중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있다.

  (3) 경관분석

  계획대지의 동, 남측2면은 현재 시공 중인  신

창아파트공사현장과 더불어 두산, 한신, 서호아파

트 등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25m도로에 면한 대지 동측은 1번국도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있다. 또한, 

남측은 성호아파트 등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있는 상태이다. 반면 서측과 북측은 대부분의 저

층형의 건물들과 원거리에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

기 때문에 양호한 원경을 가지고 있고, 북측과 남

측의 공지가 가까운 장래에 고층 건물들의 들어

선다는 가정을 하게되면 서측의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방향만이 이 대지의 트여진 시야를 유

지하게 될 것이다.

그림 4. 대지 동측 전경

그림 5. 대지 서측 전경

그림 6. 대지 남측 전경 

그림 7. 대지 북측 전경 
  

  (4) 통학권 분석

병점리 일대는 수원과 오산을 이어주는 중간기

점으로 1번국도를 따라 북에서 남으로 아파트 단

지들이 들어서 있다. 또한, 남서측의 일부가 아파

트단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지로의 학

생들 접근은 주로 동측과 남서측의 접근이 예상

된다. 

통학방법으로는 계획대지 반경 1km이내에 주

거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어 대부분이 도보로서 통

학을 하거나 혹은 자전거로 통학을 하게 되며, 유

치원과 특수학급의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의 운

행이 필요한 부분으로 유치원생이나 특수학급의 

학생을 위한 교통기반이 요구될 것이다.

  (5) 대지분석 종합

  경관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지의 동, 남측 

2면은 현재 시공 중인 신창아파트 단지와 더불



鄭武雄․李乙圭

48  韓國敎育施設學會誌 第10卷 第3號 通卷 第38號 2003年 5月

어 성호, 한신, 두산아파트 등에 직접 면하고 있

어서 전망이 가려 질 것으로 예상되며, 서측과 

북측면만이 양호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 대지와 

인접된 주변현황을 살펴보면, 동측으로 25m의 

1번국도, 서측으로 경부선 철도, 북측으로 자동

차 운전학원 등의 3면이 소음과 마주하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남측만 공지로 남아 있으나 이곳 

또한 가까운 장래에 건물이 들어설 것이다. 서

측의 경부선철도는 많은 소음을 유발시킬 것이

나 그 반면 계획대지의 가장 유력한 원경을 가

지고 있는 향이다. 계획대지는 현재 최저44.1m, 

최고48.2m의 약 4m정도의

 생토로 된 경사도가 있으나 현재 신창아파트 공

사현장에서 나온 흙으로 성토되어 있는 상태이다. 

성토된 흙들은 신창아파트에서 다시 가져갈 것이

며,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여 생토된 부분의 지형

에 맞게 계획이 이루져야 할 것이다.

4. 기본구상
  4.1 계획설계 개념 및 방향

  계획대지의 규모는 동서길이가 최장 150m, 남

북길이가 최장105m의 사다리꼴형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계획 시 동측과 남서측의 보행자 진입동

선(육교)의 위치가 정확하게파악이 되어야 하며, 

남동측 모서리 부분의 자투리 땅(사유지)을 고려

하여 계획시 일조권 까지 생각 하여야할 것이다.

그림 8. 대지종합분석도 

표 2. 전체 계획설계 개념 및 방향 

항  목 방향 및 기준

지역관계

- 동측과 남서측의 주거단지에서 접근할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한 주진입로의 위치선정.
- 기존 송화초등학교와 근접하여 상호연계성을 가지는 형태와 규모를 설정한다.
- 도서, 미디어, 강당 등은 지역사회 활용을 고려하여 주 진입에 근접 배치하 고 사용 및 관리상 
편리성을 주기 위해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핑 하 다.  

- 대지 남서측 방향과 북서측 방향에 시각경관이 개방되고, 안정된 산이 원경으로 있어 조망계획에 
적극적인 적용이 요구됨.

배치(건물의 축)

 - 모든 건물을 남향 배치위주로 하고, 이에 직교하는 구성체계를 갖게한다.
 - (저학년＋관리․행정)↔(고학년동＋특별교실 군)↔(식당＋강당․체육관) 등으로 그루핑한다.
 - 기존대지가 현재 성토되고 있어서, 대지전체를 2-3단으로 정지하여 운동장, 주차장 등은 성토부분
(남서측)에 배치하고 건물은 기존 생토 부분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부공간

 - 전정은 교실군과 접속시키고 운동장, 주차 및 잔여외부공간으로 구성한다.
 - 유치원교실과 연계하여 유치원 놀이공간을 독립적으로 형성시켜준다.
 - 열린마당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건물이 접하는 모서리는 열리게(coner-opening)하거나 중정의 1
면이상을 열리게 하여서 환기, 통풍, 조망, 일조 효과를 높인다.

 - 각 건물에 근접한 테라스형 단위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활용성을 높 다.

동선 ․ 위치
 - 건물간 모든 동선은 복도, Bridge 등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 주차↔건물↔마당↔운동장 등의 동선이 직접 연계되도록 하 다. 
   (식당↔운동장, 강당↔운동장…)

실의 규모

 - 건물 및 외부공간에 적용되는 단위모듈(Structure Module, Space Module)의 상호비례, 배수화를 통
하여 공간경제성, 가변성, 비례감을 유도한다.

 - 일반교실 단위를 8.1m×8.4m(42 - 45명)로 하고, 4.05m×8.4m(계단, 화장실, 준비실), 
   8.4m×12.15m(특별교실 및 기타)로 적용하고, 모든 치수는 0.3m의 배수로 하여서 비례 조절하 다.
 - 복도는 편복도 위주로 하고 그폭은 2.4m - 2.7m로 하여서 개방교실에 대응한다. 

실의 관계
 - 특별교실 중에서 Noisy↔Quiet, Wet↔Dry를 분리한다.
 - 어린이공원↔유치원↔초등학교 관계를 분리,독립 및 연계시킨다.
 - 일반교실, 특별교실 및 유치원과 식당․강당등을 기능에 따른 Grouping을 하여서 분리 배치하 다.

기   타
 - 입면도형, 배치 및 외부공간, 단위공간 등을 가정적 분위기(Homelike)로 유도한다.(원형, 삼각형기하
도형, 색상, scale 감)

 - 지체장애인을 고려하여서 화장실, 경사로, 문턱제거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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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계획규모
  (1) 계획면적 기준

  화성 신창초등학교의 기본 규모는 다음과 같은 

기준면적을 가지고 전체 계획과정의 규모의 틀을 

구성하게 되었다. 

표 3. 규모산정기준 

실   명
단  
위

기 준 면 적 계획안

실
수

실당
면적

면적계 ALT-A ALT-B ALT-C

일
반
교
실

일반교실 실 36 68 2,448 2,449.44 2449.44 2449.5

유치원실 실 2 136 272 205.94 194.79 204.1

특수학급 실 1 68 68 84.92 68.046 68.04

계 39 2,788 2,740.3 2,712.27 2,721.6

특
별
교
실

과학실 실 2 119 238 170.1 150.66 204.1

음악실 실 1 136 136 136.08 123.12 136

미술실 실 1 136 136 170.1 123.12 136

컴퓨터실 실 2 119 238 254.12 148.73 232

어학실 실 1 102 102 84.92 66.51 102.1

계 7 850 815.32 612.14 810.2

특
수
활
동

시청각실 실 1 136 136 136.08 82.22 264.5

도서미디어 실 3.5 68 238 238.14 273.78 296.3

상담실 실 0.5 68 34 50.9 34.20 68.04

예절실 실 1 102 102 81.91 82.22 102.1

계 6 510 507.03 472.42 730.94

관
리
실

교장서무 실 1 68 68 136.08 102.06 102.1

교무실 실 1.5 68 102 59.5 101.86 68.04

교과연구실 실 7 34 238 204.12 238.14 204.1

계 9.5 408 399.7 442.06 374.24

보
건
위
생

양호실 실 1 68 68 51.03 71.82 68.04

휴게실 실 1 68 68 34.02 154.62 34.02

탈의실 실 1 34 34 48.6 59.86 34.02

샤워실 실 1 34 34 48.6 51.30 34.02

계 4 204 182.25 337.60 170.1

기
타
시
설

방송실 실 1 68 68 66.1 48.80 68.04

기계실 실 4 92 368 272.16 204.12 330

창고 동 3 34 102 84.22 129.24 136.08

숙직실 실 1 34 34 34.02 34.02 17.1

급식실 실 2 99 198 170.1 219.49 252.8

식당 실 4 68 272 272.16 423.61 294.8

다목적강당 실 - - - 442.26 609.07 547.6

다목적실 실 - - - 50.9 34.02 34.02

계 15 1042 1,391.82 1,702.37 1680.44

화
장
실

교사용 동 1 64 64 58.32 136.08 75.8

학생용 동 9 64 576 349.12 285.30 416.5

계 10 640 407.44 421.38 492.43

순면
적계

90.5 6,442.0 6,443.86 6,700.24 6976.8

공유
면적

순면적계×
0.55

- - 3,543 3,381.89 2,780.74 2157

합계 9,985 9,825.75 9,480.98 9136.8

  (2) 실별 기본모듈 및 특징

〈표 4-3〉실별 기본 모듈 및 특성 

교  실 특  징

일

반

교

실

학습내용으로 일반적

인 일방향식 강의가 

일어나므로 기존의 

보통교실과 동일한 

시설이 필요하다. 또

한 현재 시행중인 제

7차 교육과정의 교실

형태를 탈피하여 기

존과 동일한 복도와 

교실간의 벽체를 계

획하고, 실별 학생수

는 기존 42명 수준

에서 45명 까지 수

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 다. 

교과형 일반교실군

행

정

시

설

행정시설중 교장실을 

비롯한 기타 시설들

은 학교에 있어서 운

/관리 차원에 있어 

그 위치나 형태에 많

은 향을 미친다.

그 결과, 본 계획에

서는 교장실을 중심

으로 양 옆을 서무실

과 숙직실로 배치하

고 서무실과 교장실 

사이에 자료실과 탕

비실을 배치하여 효

율적인 이용을 계획

하 다.

교장실 / 서무실 군

행정지원시설 중 학

생들과 가장 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교무실과 교내 

갖가지 행사와 학생

들의 실외활동을 관

찰하는데 있어 운동

장까지 모두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평소 

학생들의 실외활동 

관찰이나 교내 행사

시 효율적 활용을 높

혔다.

교무실 / 방송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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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별 기본 모듈 및 특성 

교  실 특  징

특

별

교

실

미술실내에서는 

주로 그리기(수채

화, 유화, 데생)가 

이뤄지며, 조각이

나, 판화같은 미술

작품행위도 일어

나는 것을 고려하

여 석고상과 여러 

가지 작품들을 올

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 필요하게 

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는공간과 여

러 가지 기자재를 

보관하거나 수업

을 보조할 수 있

는 준비실이 필요

하게 된다.
미술실

음악실은 가장 중

요한 것이 주위 

소음유발인데, 이

것은 일반교실과 

최대한 이격시켜 

배치하고 실내부

에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흡음재료

를 사용한다.

또한, 악기들이나 

여러기자재를 보

관할 수 있는 공

간을 두어 악기의 

분실 및 관리에 

보조역할을 한다.  

음악실

일반적으로 과학

실이나 컴퓨터실

들의 그룹핑과 동

일한 방법으로 두 

개의 실을 그룹핑

하고 그 사이에준

비실을 두어 효율

적인 공간활용을 

계획하 다.

음악 / 미술실

표 6. 실별 기본 모듈 및 특성

교  실 특  징

특

별

교

실

한 학급 인원 42명

을 기준으로 한 학

급단위로 수업을 할 

수 있게 계획하 고, 

정보화시대에 대응

하는 학습내용 및 

자료들을 직접 또는 

전산망으로 활용할 

수 있게 충분한 공

간을 계획하 다.

또한, 학교 자체의 

학생교육을 벚어난 

지역주민의 활용과 

일과시간이 끝난 후 

까지도 학생들의 과

외활동을 고려한 위

치에 배치하고, 먼지

와 강한 햇빛을 고

려한 공간배치를 계

획하 다.

상 수업을 고려한 

스크린과 각 실마다

의 LAN망을 고려

하여 서버실 및 준

비실을 배치하여 효

율적이면서, 충분한 

공간을 계획하 다.

컴퓨터실(1)

컴퓨터실(2)

3

컴퓨터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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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실별 기본 모듈 및 특성

교  실 특  징

특

별

교

실

과학실은 타 특별교
실과 달리 학생들의 
정규교과활동이 이
루어지며, 동시에 지
역주민들도 이용가
능하도록 계획 다. 
과학실과 인접하여 
준비실을 만들고 수
업에 필요한 시약 
및 실험도구를 보관
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실의 통로는 안
전상 최대한 넓은폭
을 확보하고 실험기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비취한
다.

과학실(1)

과학실은 타 특별교
실과 달리 학생들의 
정규교과활동이 이
루어지며, 동시에 지
역주민들도 이용가
능하도록 계획 다. 
과학실과 과학실 사
이에 준비실을 두어 
양쪽 과학실에서 효
율적인 준비실 사용
을 할수 있도록 계
획하 다. 또한 같은 
실을 하그룹으로 그
룹핑 하여 줌으로써 
추가적인 실사용이
나 학생들의 수업까
지도 편리하게 계획
하 다.

과학실(2)

 

특
별
교
실

도서실은 학생 뿐만
이 아닌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그 실의 위
치를 계획하 고, 도
서실 내부는 열람실
과 서고 뿐만이 아닌 
정보화에 대응하는 
시청각 교재도 일반
도서와 함께 열람할 
수 있는 구성과 시설
을 구축하 다. 또한 
건물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활용성을 증대하고 
여유공간을 형성하여 
효율적인 공간을 계
획하 다.

도서 미디어실(1)

도서미디어(1)과 함
께 지역주민과 교내 
학생들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배치를 
하 고, (1)보다 좀더 
많은 서고와 정보화 
교재를 두어 여유있
는 공간을 형성하
다. 

도서 미디어실(2)

표 8. 실별 기본 모듈 및 특성

교  실 특  징

유

치

원

교

실

유치원실은 기본적
으로 일반교실 2개 
정도의 실을 포함
하면서 기타 시설
들을 포함하는 독
립된 하나의 그룹
으로 형성하 다. 
또한, 유치원 전면
부를 Glass처리하
여 실 전체를 밝
고 명쾌한 분위기
를 조성하고 화장
실을 실 가운데 
위치하여 유치원
생들의 화장실 접
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 다. 기타 
지원시설들을 하
나로 그룹핑하고 
그 가운데 자료실
을 두어 자료관리
에 중점을 두었다.

유치원실(1)

2개의 유치원실과 
그 가운데를 기타 
지원실들로 구성
하고 실내부와 외
부를 이어줄 수 
있는 전실을 배치
하여 유치원생들
의 실내 유입시 
청결성 유지나 실
내 유입전 행동들
을 적극적으로 유
도하 다.도서 미디어실(2)

 

다

목

적 

강

당

강당은 학생 및 지
역주민이 쉽게 이
용하도록 그 위치
가 한눈에 들어오
고 모든 곳에서 접
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전 학
년이 혹은 각 학년
별 수업이나 우천
시 체육수업을 진
행할 수 있도록 계
획하 다. 또한, 무
대를 두어 학예회
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등교전
이나 방과 후에 개
방하여 지역주민들
도 사용 가능 하도
록 한다.

배드민턴장은 생활
체육의 장으로서 
학생 및 지역주민
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당 내부
에 2면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배구
코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
을 확보 하 다.
(배드민턴 코트：
13.4M×6.1M)
(배구코트：14M×7
M)

다목적 강당(1)

다목적 강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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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안검토
 (1) 토지이용 대안검토

표 9. 토지이용대안 

배치 형태 특   징

AL

T

A

주차장

운동장

교사동

- 전체 교사동을 남향배치.

- 남측동과 북측동 사이에 식당 

및 강당을 배치.

- 전체동선을 원활히 하면서 활용

성 을 높혔다.

- 넓은 운동장과 각각의 옥외공간

을 확보하 다.

AL

T

B
주차장

운동장

교사동

- 동서를 연결동과 남북연결동 사

이에 대각선으로 관리 행정동이 

들어가 건물배치의 다이나믹을 

계획 하 다.

- 각각의 독립된 성격을 가진 건

물(교사동, 관리행정동, 특별교

실동)로 구성되어져 있다.

AL

T

C

주차장

운동장

교사동

- 전체교사동의 남향배치와 이들 

건물을 직교방향으로 연결시켜

주는 Bridge, 그리고 독립된 식

당/강당으로 배치.

- 교사동의 남향배치에 있어 적극

적인 조망을 조성 하 다.

- 연결Bridge를 통한 원활한 동선

을 계획하 다. 

AL

T

D
주차장

운동장

교사동

- 치의 교사동과 이 건물을 연결

시켜 주는 남북의 특별교실동으

로 배치.

- 남측 교사동의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하여 북측동 일조에 적극

대응하 다. 

AL

T

E

주차장

운동장

교사동

- 동서로 평행한 교사동과 이를 

직교하는 남북의 특별교실동으

로 배치.

-  일조권에 적극 대응하 다.

AL

T

F

주차장

운동장

교사동
- 동서로 평행한 교사동과 이를 

직교하는 남북의 특별교실동으

로 배치.

- 주차장 부분과 운동장 부분을 

남북의 특별교실동으로 분리배

치 하 다. 

  (2) 각 안별 대한검토

  1) ALT-A

표 10. ALT-A 배치1층 평면도 / 모형사진 

배치 및 1층 평면도

모형사진

건축 개요

 - 대지면적：12,383㎡
 - 연 면 적：9,825.75㎡(다목적 강당 포함)
 - 층    수：지상 4층
 - 구    조：교사동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다목적 강당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 학 급 수：36학급(42 ∼45명기준), 유치원2학급, 특수학급1학급

층별 소요단위공간

구 분 단위공간

4층 일반교실, 미술실, 음악실, 다목적실

3층
일반교실, 시청각실, 어학실, 과학실, 학생휴게 탈의실, 다
목적강당

2층
일반교실, 도서미디어실, 상담실, 방송실, 교무실, 교직원
휴게실, 컴퓨터실, 예절실, 양호실

1층
일반교실, 교장실, 서무실, 회의실, 숙직실,  특수학급, 유
치원실, 식당, 기계/전기실

연면적 9,825.75(㎡)

특        징

- 동서축으로 평행한 교사동과 이 건물을 직교하는 연결Bridge로 
건물 전체가 효율적인 동선체계를 가진다.

- 동서축의 긴 교사동을 메스의 분절을 통한 메스의 지루함을 없애
고, 초등학생들의 정서에 어울릴 수 있는 기하학형태를 계획하
다.

- 일반교실의 전면 남향배치로 일조권을 확보하 다.
- 방송실과 교무실을 운동장과 연계시켜 관리/관찰을 용이하게 하
다.

-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엄격히 분리
하 다.

- 주 출입구부분에 유치원실과 특수학급을 배치하여 최대한 접근성
을 높혔다.

- 교실군과 화장실군을 각각 독립적으로 그룹핑, 효율성을 극대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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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입단면 계획(ALT-A)

  전체 입면구성은 room적 공간과 corido적 공

간을 분리시켜 전체 메스형태의 변화를 고려하면

서, corido적 공간부분을 Glass-box로 처리하여 

실내공간을 좀더 밝은 공간으로 유도하고, room

적 공간에 있어서는 입면의 3단위구성과 돌출된 

프레임을 통하여 단순하고 지루한 일관된 입면형

식을 벚어나 초등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하여 좀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입면구

성을 계획하 다.

  또한, 동측 입면구성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Glass처리된 Bridge로 연결을 하고 입구성을 강

조하면서 밝은 분위기를 계획하 다.

그림 9. ALT-A 남측입면도

그림 10. ALT-A 동측입면도 

  단면구성을 보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

한 것이 바로 실 배치이다.

저학년을 가장 낮은 저층부에 배치하고 고학년으

로 가면서 상층부로 배치하 고, 그 사이에 2층

부에 교무실 및 관리실을 배치하면서 운동장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방송실을 배치하여 운 상 

효율성을 극대화 하 다.

그림 11. ALT-A 단면도

  2) ALT-B

표 11. ALT-B 배치1층 평면도 / 모형사진 

배치 및 1층 평면도

모형사진

건축 개요

 - 대지면적：12,383㎡
 - 연 면 적：9,480.98㎡(다목적 강당 포함)
 - 층    수：지상 5층
 - 구    조：교사동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다목적 강당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 학 급 수：36학급(42 ∼45명기준), 유치원2학급, 특수학급1학급

층별 소요단위공간

구 분 단위공간

5층 일반교실

4층 일반교실, 미술실, 컴퓨터실, 과학실

3층 일반교실, 도서실, 미디어실, 시청각실

2층
일반교실, 교무실, 방송실, 양호실, 음악실, 교직원휴게실, 
다목적 강당, 어학실, 예절실,

1층
일반교실, 교장실, 서무실, 양호실, 숙직실, 상담실, 특수학
급, 유치원실, 식당, 기계/전기실

연면적 9,480.98(㎡)

특        징

- 동서축으로 평행한 교사동과 이 건물을 직교하는 특별교실동으
로 배치.
- 건물↔건물이 접하는 모서리는 열리게(corer opening)하고, 중정
의 1면 이상을 열리게 하여서 환기, 통풍, 조망, 일조 효과를 최대
한 극대화 시킴.

- 각 건물별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관리/운 에 적극 대응하 다.
- 교사동 전반에 걸쳐 메스구성의 단조로움을 벚어나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형    성하 다.

- 교사동과 주차장을 연계하여 동선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대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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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입단면 계획(ALT-B)

  북측 입면에 있어 corido적 공간에 화장실과 계

단실을 돌출형으로 배치시켜 최대한 동선을 짧게 

유도하면서 지루한 Glass-box를 벚어나 변화성있

는 형태를 유도하 다. 

  또한, 교사동과 관리동/특별교실동이 만나는 부

분을 open시켜 환기 및 조망을 고려하 고 두 건

물을 이어주는 Bridge는 외부와 노출을 통해 좀

더 개방적으로 계획하 다. 

  동측입면은 주 진입 공간으로 초등학생들의 정

서에 맞는 기하학적 형태를 적용하여 진입부에있

어 거부감을 제거하려 하 다.

  단면계획은 북측 저층부에 관리행정시설을 배

치시키고 동북측 주 진입부에 유치원을 독립시켜 

배치함으로서 관리시설과 교실분리를 통해 시설간 

충돌을 피하고 유치원실을 주진입에 근접배치를 

통하여 동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획하 다.

그림 14. ALT-B 단면도

  3) ALT-C

표 12. ALT-C 배치1층 평면도 / 모형사진

배치 및 1층 평면도

모형사진

건축 개요

 - 대지면적：12,383㎡
 - 연 면 적：9,136.80㎡(다목적 강당 포함)
 - 층    수：지상 4층
 - 구    조：교사동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다목적 강당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 학 급 수：36학급(42 ∼45명기준), 유치원2학급, 특수학급1학급

층별 소요단위공간

구 분 단위공간

4층 일반교실, 시청각실

3층 일반교실, 어학실, 예절실, 다목적 강당

2층
일반교실, 교무실, 방송실, 음악실, 과학실, 미술실, 컴퓨터
실, 도서미디어실

1층
일반교실, 양호실, 교장실, 서무실,  숙직실,  특수학급, 유
치원실, 식당, 기계/전기실

연면적 9,136.80(㎡)

특        징

- 대로변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일반교실을 대지 북측으
로 배치하고 관리동 교실을 서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함.

- 일반교실들의 주향이 남향을 향하도록 계획하여 일조․채광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여 남쪽과 서쪽으로 열린 조망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특별 교실은 동서향으로  배치함.

- 저학년의 놀이공간을 확보, 정적인 외부공간과 동적인 외부공간
으로 구분

- 주차장은 북서측에 별도로 계획함으로서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 
확록 고려

- 계단실 근처에는 등하교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여유공간보.

그림 12. ALT-B 북측 입면도

그림 13. ALT-B 동측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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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단면 계획(ALT-C)

  입면구성은 전체적으로 균일한 입면을 형성하

여 안정감있는 구성을 하 고 남측입면의 경우는 

중앙부분의 Glass처리된 공용부분을 중심으로 동

서로 균일하게 창문구성을 하 다. 북측도 남측과 

동일하게 corido부분을 입면 구성하여 일정한 조

망과 일조를 계획하 다.

  또한, 동측부 입면의 경우는 roof층의 변화를 

주어 전체 입면상의 단조로운 형태를 배제하 다. 

  단면계획은 지상부에 기계실을 배치하여 시설

관리상 편리성을 증대하고, 교실군과 교실군 사이

에 교과연구실을 배치하여 상하, 좌우의 관리운

상 효율성을 증대하 다.

그림 17. ALT-C 단면도 

  (3) 각 안별 장단점 비교

대안 장  점 단  점

ALT

A

- 전면 남향배치의 교사동
으로 조망 및 일조가 양

호

- 건물간 모든 동선은 복도, 
Bridge 등으로 연결하여 
효율적인 동선체계가 이

뤄진다.

- 각각 독립된 계단, 화장실 
배치로 엄격한 기능분리

가 이뤄진다.

- 각 건물에 근접한 테라스
형 단위 외부공간을 조성

하여 활용성을 높 다.

- 교사동의 동서길이가 길
어 남측동과 북측동 사
이의 외부공간이 협소한 

느낌을 준다.

- 운동장의 동서배치로 일
조에 의한 운동장 활용

성이 떨어진다. 

ALT

B

- 열린마당을 조성하기 위하
여 건물↔건물이 접하는  
모서리는 열리게 (corer 
opening)하거나 중정의 1
면 이상을 열리게 하여서 
환기, 통풍, 조망, 일조 
효과를 높인다.

- 주차장의 근접배치로 교  
  사동과 외부접근과의 관  
  계를 확장시켰다.
- 남북방향의 운동장배치와 
여유있는 외부공간을 조
성하 다.

- 남북 방향의 특별교실동
에 대해 일조권이 불리
하다.

- 특별교실동의 동선교차
가 심함.

ALT

C

- 대로변 소음을 최대한 차
단하기 위하여 일반교실
을 대지 북측으로 배치하
고 관리동 교실을 남서향
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
함

- 일반교실들의 주향이 남향
을 향하도록 계획하여 일
조․채광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여 남쪽과 서쪽으로 
열린 조망을 즐길 수 있도
록 계획하고, 특별교실은 
동서향으로 일부 배치함.

- 운동장과 떨어진 곳에 유
치원생과 저학년을 위한  
놀이마당을 확보하고 후  
문을 유치원동 인근에 배  
치함.

- 저학년의 놀이공간을 확
보, 정적인 외부공간과 
동인외부공간 역을 구분

- 남서향측 관리동의 경우 
일조의 조건이 불리하
다.

- 동측 부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과 건물과의 
간격이 협소하다.

- 남서향의 관리동 중 동
측 보조실들의 일조가 
불리하다.

  (4) 실시설계시 유의사항

  실시설계시 유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화성 신창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계획

설계연구의 과업은 기본설계가 아니라 계획설계이

므로 작업의 범위가 평면과 입면, 단면에 대한 계

획적 제시안에 그치게 되며, 구조나 설비, 토목 

등과 관련된 과업과, 실제 현황에 맞도록 조정하

는 작업은 실시설계시 공사비를 감안하여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둘째, 본 계획대지는 현황측량이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작업된 것이므로 현황측량 후 이를 

반 하여 실시설계 시 건물 위치나 치수를 현황

측량 결과에 부합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경사도 역시 현황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된 것이므로 절성토나 계획고의 조

정은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제 현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계획에서 제시되지 못한 세부적인 요

소들, 예를 들면 옥외 급수전이나 옥외화장실의 

그림 15. ALT-C 남측 입면도 

그림 16. ALT-C 동측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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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신발장의 배치, 담장의 설치, 추가적인 시설 

요구사항 등은 실시설계시   계획설계의 기본 개

념(concept)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토목이나 전기, 기계설비와 관련된 요

소들, 예를 들면 덕트나 샤프트의 크기, 천정 배

관, 바닥 배관의 방법, 냉난방 계획, 전기용량의 

크기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시설계시 교육청 

담당자, 전문 기술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초등학교임을 감안하여서 색상 및 벽면

형태 구성 시 밝고, 단순기하형을 선택한다. 

  일곱째, 입면 재료와 입면 디테일은 계획설계의 

기본 컨셉을 충분히 반 하되 세부적으로 표시되

지 못한 부분은 가급적 계획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본 기본계획 설계안의 주요 Concept을 

충분히 반 하고, 실시 설계 시 기본계획설계자와 

협의하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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