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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는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

동 263번지 일원에 신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서 경기도내에 공립으로서는 처음 신설되는 외국

어고등학교이다. 본 외국어고등학교는 동두천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우수한 외국어 재 학생들을 지

역에 유치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어지는 교육적 목적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 사업이다. 

  외국어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정보

화․세계화 시대로 규정되는 이 시대에 미래 사

회를 이끌어갈 주역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것 중

의 하나인 외국어 전문 인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

반계고등학교와 구별되는 건축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가 특목고로

서의 전문성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

기 위한 필요시설과 공간 구성 그리고 건축계획

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밝혀내고 이에 합

당한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계획 설계안을 제시하

는데 목적이 있다. 

 * 정회원,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정회원,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의 기본계획 연구의 공

간적 범위는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263번지 일

원에 계획하는 것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동두

천 외국어고등학교의 어과, 동양어과 2, 서양어

과 1 총 4개전공학과를 두고 학년별 학급수를 10

학급 총 30학급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하고, 학급

당 학생수는 우선 35명을 기준으로 하되 향후 학

급당 학생수를 20-30명 수준으로 하향 조절하여 

재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지위치：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263번지 

일원

  ∙대지면적：총 122,362㎡(6,764.44평)

  ∙완성학급수：30학급 ( 어과 4학급, 동양어과

Ⅰ, Ⅱ 4학급, 서양어과 2학급)

  ∙연구기간：2003. 5. 30∼7. 28 (착수일로부터 

60일)

  ∙연구내용：제7차교육과정 및 신교육과정에 대

응하는 교사동과 체육관, 기숙사의 시설 규모

계획 및 계획 설계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외국어고등학교의 건축 계획적 특성

을 추출하기 위해 기존 외국어고등학교의 현황, 

보유시설과 교육적 특성을 문헌조사와 방문면담조

사를 통해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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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고등학교에 필요한 소요시설과 적절한 교실 운

유형을 제시하고 각 단위시설들의 공간구성과 

건축계획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서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 

주변의 관련문헌조사, 현지답사 및 제7차 교육과정

의 내용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전

문교과 및 수준별 교육이 가능한 건축 계획적 요소

와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구성, 교수학습방법 등을 

분석하여 공간규모 결정에 관련된 기본자료 및 건

축계획 기준을 도출하 으며, 교사동의 배치기법 

및 형태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문헌조사와 사례조

사 등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 반 하고자 하 다. 

  현장조사, 기능분석, 7차 교육과정분석 및 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교사동 배치안 및 단위건물 공

간구성의 건축계획지침을 마련하 고 이 지침을 

바탕으로 4가지의 배치 및 블록 대안을 마련하

다. 각 배치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선택하고 이 안에 대하여 중

점적으로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을 수립하 다. 수

립된 계획안은 동두천시에서 동두천시장과 교육장 

그리고 시의원 등이 참가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설계안에 대한 논의를 거

쳐 최종적인 계획설계안이 마련되었다.

2. 동두천외고 신축 대지 분석
2.1 신축대지 환경분석

  1) 지역적 특성 분석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 신축위치는 경기도 동

두천시 지행동 310번지 일원으로 당초에 기정중

학교 부지(14,190㎡)로 학교시설용지로 지정되었

던 위치를 보다 확장하여 총 부지면적 23,100㎡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한다. 대상부지는 

동두천시내에 있으며 시청에서 약 1.2 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 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서측에 10m 도로, 

남측에 8m 도로가 도시계획상 설정되어 있으며 

부지 서측으로 100m 이격된 지역에 20m 폭원의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완만한 경사

를 지닌 농경지로서, 주변 현황은 종중 묘지 등 4

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능선을 따라 양호한 수

림대가 형성되어 있어 뛰어난 조망을 확보하고 

있어 학교시설 용지로는 양호한 부지 형상과 자

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2) 대상부지 용도 지역별 현황

  ∙동두천시청에서 대략 1.2km정도 떨어져 위치

한 대상부지는 임야와 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대지인근에 지행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

으며 대지 동측과 북측 주변부는 수림지대가 

형성

  ∙서로 다른 용도인 1종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

역이 합필되어 대상부지를 형성

  ∙현재 종증묘지 등 묘지 5기가 입지한 상태로

서 사유지 매입절차가 진행중

그림 2. 신축대지 현황사진

  3) 대상부지의 landscape 분석

  ∙대지남사면을 따라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대

지주변부 시야가 터져 있어 뛰어난 조망권을 

확보

  ∙대지북사면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림대를 형성 

  4) 도로 등 사회 환경 분석

  ∙대지남측 8m 도시계획도로 계획되어 2004년

도 완공예정

  ∙대지서측 10m 도시계획도로 계획 예정

  ∙대지서측의 간선도로에서 계획대지로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예정

  ∙대지서측 민간아파트 개발계획

  ∙동두천시 불연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아파트 

11,000세대 향후 입주예정

그림 1. 신축대지 광역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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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남서측 모서리에 2001년 3월에 개교한 

지행초등학교 위치

그림 3. 신축대지 주변현황도 

  5) 지형 분석

  ∙대지내 최저표고가 남서측 단부의 82m이며 

최고 표고가 북동측 단부의 106m로서 대지

전체가 24m정도의 레벨차이를 가짐

  ∙대지내 급경사지역이 없고 완만한 경사를 이

루고 있어 배치계획시 레벨을 활용하여 절성

토시 토량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함

  ∙대지내 기존 구거가 조성되어 있으나 학교

조성시 이를 활용하기는 어렵고 대지경계선

을 따라 배수계획을 하여 우수를 처리하도

록 함

  6) 대지내 용도지역 검토

  ∙현재 대상지 전체면적 6,8109.5평 중 66.9%

에 해당되는 4,558평이 1종 주거지역으로 법

정 건폐율 60%, 용적율 200%가 적용되며 건

물층수는 4층으로 제한

  ∙나머지 33.1%에 해당되는 2,251.5평은 자연

녹지지역으로 법정 건폐율 20%, 용적율 100 

%가 적용되며 건물층수제한은 없으나 법정 

건폐율과 용적율을 적용할 경우 5층이 최대

개발가능규모임

  ∙용도지역을 풀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

으나 현재 계획된 동두천외고 개교일정을 

고려할 경우 일정상의 차질이 예상됨으로 

기존의 법규를 적용하여 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함

  ∙자연녹지지역내 건폐율 20%적용을 받아 건

축가능 바닥면적이 450평이므로 이에 맞도록 

건물을 배치

그림 4. 신축대지내 용도지역별 면적현황

표 1.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 검토

구 분
대지내 지역구분

1종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전체

대지면적
15,068.0

(4,558평)

7,443.0

(2,251.5평)

22,511.0

(6,809.5평)

건폐율 60% 20% -

계획가능

건축면적

9,040.8

(2,734.8평)

1,488.6

(450.3평)

10,529.4

(3,185.1평)

용적율 200% 100% -

계획가능

연면적

30,136.0

(9,116.1평)

7,443.0

(2,251.5평)

37579.0

(11,367.6평)

3. 외국어고등학교의 현황과 교육적 특성
  신축될 동두천 외국어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로

서 보통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상이한 교육방법과 

내용, 그리고 교육과정을 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시설과 다른 공간과 기능

을 요구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특히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취지

와 교육적 특성, 그리고 교수․학습 행태를 분석하

여 동두천외고의 공간계획에 활용하고자 한다. 

3.1 외국어고등학교의 현황분석
  1)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현황

  2003년 현재 전국 외국어고등학교1는 19개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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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3개의 외

국어 고등학교가 있으며 인천 부평에 1개의 외고

가 있다. 이들은 주로 사립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공립으로는 대전외고, 대구외고, 전남외고, 청주외

고 등 4개의 외고가 있다. 외국어 특목고의 설립

연도,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인가된 연도, 학급수,
학생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용도지역내 건축가능 규모검토

시설 건축대지 계획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교사동

1종주거
지역내
15,068.0
(4,558평)

지상 4층
2,923.6

(884.4평)
11,694.47

(3,628.3평)
19.4% 77.6%

기숙사동

자연녹지
지역내
7,443.0

(2,251.5평)

지하1층
지상4층

1,430.8
(432.8평)

7,153.92
(2,164.1평)

19.2% 96.1%

전체 - -
4,354.4

(1,317.2평)
18,848.39

(5,701.6평)
- -

2) 경기도내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

현재 경기도지역에는 8개 특목고와 8개 특성화

고가 있으며, 부천 경기예술고(2003년 3월), 의왕

경기외고(2004년 3월), 의정부 경기 제2과학고

(2005년 3월) 등 3개 특목고와 대안학교 성격의

특성화고인 분당 이우고(2003년 9월)의 설립이 확

정돼 개교 준비중에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2년 11월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설립계획'을 확정지어 경기 수원시와 성

남시 안산시 등 3곳에 2004년 3월 개교예정으로

특수목적고인 공립 외국어고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3개 외국어고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안산시 원곡동에 들어서며

해당 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도교육청이 국

비를 지원받아 2003년초에 착공, 2004년 3월 개

교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일선 지자체가 2004년 이후

착공이 가능하다고 신청한 평택외고, 양주과학고,
광명외고, 시흥과학고, 구리예술고 등 7개교에 대

해 공립 특수목적고 설립인가를 검토중에 있다.
이밖에 개인이 사립 특수목적고로 신청하거나 신

청준비중인 오산외고, 화성예고, 동성국제고(광
주), 용인외고, 포천외고, 부천외고, 김포외고, 청심

국제고(가평) 등에 대해서도 개별인가를 검토 중에

있다.

표 3. 전국 외국어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

학교명
설립
구분

특목고
지정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이화여외고 사립 92.3.1. 18 920 영2, 독1, 불2, 중1

명덕외고 사립 92.3.1. 32 1,641 영1, 독3, 불2, 일3, 러1

한영외고 사립 92.3.1. 24 1,241 영2, 독2, 불1, 중2, 이1

대원외고 사립 92.3.1. 36 1,849 영2, 독3, 불2, 중3, 일1, 에1

대일외고 사립 92.3.1. 38 1,796 영4,독2,불1,중2,일1,에1,러2

서울외고 사립 93.10.6. 30 1,529 영4, 독2, 불1, 중2, 일1

부산외고 사립 92.3.1. 30 1,497 독2, 불2, 중3, 일3

부일외고 사립 92.3.1. 18 615 영3, 독1, 중1, 일1

대구외고 공립 97.3.1. 18 540 영4, 일1, 중1

대전외고 공립 94.9.24. 20 800 영2, 독1, 불2, 중2, 일1, 에1, 러1

과천외고 사립 92.3.1. 36 1,460 영4, 불1, 중3, 독1, 일3

청주외고 공립 92.3.1. 22 840 영2, 독3, 불3, 서3, 중3, 일3, 러3

중산외고 사립 92.3.1. 19 703 일3, 중3, 러3, 불3, 독3, 영4

고양외고 사립 2001.11 24 936 영3, 중3, 일2

영일외고 사립 98.11 30 1,050 영3, 일2, 중3, 프1, 스1

안양외고 사립 96.5 24 1.032 영4, 일2, 중2

전남외고 공립 94.3.1. 12 357 영3, 독3, 불3, 중3

표 4. 경기도내 권역별 특목고 신청 현황

권 역 별 시 .군 신청교
개인 또는 시 .군 신청

준비교

남양주권 구리예고 청심국제고 (사)

수 원 권
수원외고 (확) 평택외고
오산외고 (사) 화성예고 (사)

성 남 권
성남외고 (확)
동성국제고 (사)

용인외고 (사)
한국음식과학고 (사)

의정부권 양주과학고 동두천외고 포천외고 (사)

안 양 권 군포외고

부 천 권 부천외고 (사) 김포외고 (사)

안 산 권
안산외고 (확) 광명외고
시흥과학고

(사)는 사립 , (확)은 설립확정

3. 2 외국어 고등학교의 공간구성

1) 단위 공간의 분류
신교육과정에 대응해야 하는 고등학교 소요시

설로는 선택중심 교과 운영을 위한 교과교실, 수

준별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규모의 교과교실과

다목적 교실,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위한 지원

공간, 학교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을 위한 회의실,
학년 및 교과 연구실, 전산실, 컴퓨터실, 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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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어학실습실, 시청각실, 학생 활동 및 복지를 

위한 라운지, 홈베이스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외

국어고등학교의 특수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교과를 위한 교실과 어학실, 특별활동실, 교재

제작 및 보관실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두천외

고의 지리적 문제로 인하여 학생과 교원들을 위

한 기숙사가 필요하며  체육관 겸 강당과 식당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의 단위 공간을 ① 교과

교실, ② 특별교실, ③ 전문교과교실, ④ 학생활동

지원, ⑤ 교사지원시설, ⑥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체계화하고자 한다.

  2)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 공간 구성 계획

  이를 토대로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의 공간구

성을 교수학습공간, 학생지원공간, 교원지원공간, 

행정관리공간, 공유공간, 기타시설로 분류하면 다

음 표 5와 같다.

표 5. 외국어 고등학교 단위공간 분류

외국어고등학교 단위공간의 분류

교과

교실

특별

교실

전문

교과

교실

학생

활동

지원 

시설

교사

지원

시설

관리

시설

기타

시설

교수 학습 공간 학습 지원 공간

4. 공간 규모 계획
4.1 교사동계획 모듈 설정

  학교 건축 계획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모듈계

획이다. 이는 설계 전반에 걸쳐 규모 계획에 향

을 미치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재료의 절약을 가져 올 수 있다. 물론 설

정된 모듈을 모든 학교시설에 경직되게 적용된다

면 계획의 융통성이나 창의성에 제약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계획에 있

어 모듈은 통상적으로 교과교실 크기와 복도의 

폭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표 6.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 공간구성

공간구성 내 용 설계 
반

교수학
습공간

교과
교실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재량 시간

․대, 중, 소규모
․교과군별로 그룹핑
․수준별 교실

●

특별
교실

과학실

․별도의 준비실

●

컴퓨터실 ●

음악실 ●

미술실 ●

기술가사실 ◯

전문
교과 
교실

어학실(lab) ․전문교과별 어학실

●

멀티미디어
어학실

․컴퓨터어학실

회화실 ․자유로운 토론과 발표

특별활동실
․어학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특
별활동 공간

귀국학생반 ․적응기간 동안 학습

학생지
원공간

도서실(정보자료실)

․인터넷 등 컴퓨터 인프라 구축
․멀티미디어 교재 제작
․어학실습실, 컴퓨터실, 교무실 
등과 연계

●

동아리실
․학생자치활동 지원
․체육부실
․학생회의실

●

시청각실
․미디어 센터와 연계
․발표회 등

●

유학준비반 ◯

미디어센터 ․전문교과별 미디어스페이스 ◯

방송실
․교무실과 연계
․studio 

●

휴게/탈의/샤워실 ․적정 면적 확보 ●

교원지
원공간

교무센터
․교담실
․교사회의 스페이스 확보

●

교사연구실
․전문교과와 보통교과를 구분함
․학년별로 계획

●

교과협의실/교재실 ․교사연구실과 연계 ◯

교사휴게실/탈의실 ․교사연구실과 연계 ●

관리공
간

교장실, 서무실, 
회의실, 상담실, 
숙직실, 인쇄실, 
서고, 창고, 양호실, 
학부모 운 회실

․효율적 운  방안
․국제교육부, 홍보실 등 검토

● 

공용공
간

복도, 계단, 승강기, 
현관, 테라스, 
라운지, 

오픈스페이스

․공동 공간을 휴게 공간과 연계 ◯

기타시
설

급식실, 식당, 
다목적 강당, 
기숙사

●

( 비고란 참조 / ●：적극 반       ◯：반  )

  1)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 교실 모듈 결정

  교실의 크기는 7.5×9.0m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 면적은 67,5㎡(20여평)로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4자×5자의 교실형을 따른 것이다. 이는 학교의 평

면을 지나치게 획일화하 다는 비판을 얻는 것이 

사실이나, 일반교실형의 경우 칠판과의 대면 길이, 

일조 분포 및 공간 활용을 고려할 때 무난한 크기

이다. 일조량을 고려하면, 일조는 7.5m를 넘을 시



이화룡․이 범

102   韓國敎育施設學會誌 第10卷 第5號 通卷 第40號 2003年 9月

에는 책상 위의 책을 읽기 어려운 정도의 광량만

이 미치게 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교실내의 

주광률 분포는 창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는 보이나 대체로 8m를 넘어서면 자료를 읽

거나 기타의 학습에 필요한 주광률은 필요 일조량

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RC조나 조적조의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 스팬과 공간활용에 유리하

므로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교실 단위 깊

이는 7.5m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교실 폭에 대해서도 8,1m, 8,4m, 9,0m 등

을 분석하 으나, 외국어고등학교의 다양한 수준별

수업과 매체 활용도를 감안하여 9.0m가 가장 합리

적인 단위 교실 폭으로 추정되어 동두천 외국어고

등학교의 교실 모듈은 7.5×9.0m로 정하고 이의 

변형을 통해 다양한 교실형태를 제시하여 학습방

식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표 7.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 계획 모듈

구  분 교실 단위 모듈 복도폭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 계획 모듈 7.5×9,0m 3.0m

  2) 전문교과 특별교실 블록

  외국어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위한 실은 전문교

과교실, 어학실, 회화실로 구성되어지며 이 실들은 

보통교과실들과는 구분되어 군집할 필요가 있다. 

  ∙전문교과교실에 인접하여 멀티미디어 학습존

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학

습효과를 증진

  ∙멀티미디어존은 멀티미디어 어학실과 인터넷 

카페, 컴퓨터실 등으로 구성

  ∙멀티미디어 어학실은 컴퓨터와 A/V시설을 

갖춘 첨단 컴퓨터어학실로 계획

  ∙멀티미디어 어학실에 인접하여 별도의 독립

된 회화실을 2개 배치하여 개별학습과 그룹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계획

  ∙멀티미디어 어학실은 4개 교과당 1개의 전용 

어학실을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교과교실 1개

층에 1개의 멀티미디어 어학실(혹은 컴퓨터

실)을 배치

  ∙교과연구실은 교과연구실(교재정보실), 교재

제작실, 원어민강사실, 휴게실을 하나로 묶어 

블록화하여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교과연구

와 교재제작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

간을 조직화함

  3) 회화실

  회회실은 주로 전공별 회화교과가 이루어지는 

실로서 원어민 강사에 의해 보통 1학급이 분반하

여 15-20명 단위로 수업이 진행된다. 교구 및 설

비는 교사용 컴퓨터, 프로젝트 TV, 이동식 칠판, 

마이크, 앰프 등이 필요하며, 공간규모는 7.5m× 

4.5m 정도가 필요하다. 이 실은 원어민 강사실과 

근접되도록하고 미디어 센터와 인접하여 다양한 

회화 수업이 지원되도록 한다.

  4) 멀티미디어 어학실  

  예전의 lab위주의 어학실보다는 컴퓨터에 의한 

멀티미디어 어학실이 필요하다. 주로 한 학급 단

위로 전공별 청해교과가 이루어지며 그룹학습과 

개별학습이 일어나며, 컴퓨터, VTR, OHP, 슬라

이드, 실물투 기 등의 다양한 시청각기자재가 이

용된다. 따라서 공간규모도 7.5m×13.5m의 멀티

미디어 어학실습실과 7.5m×4.5m의 준비실을 포

함하여, 개별학습과 그룹학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며, 어학실내에는 중앙조정탁자 등

의 설비가 요구된다. 전문교과교실군의 중심에 위

치하도록하고 인접한 곳에 전공별 미디어센터를 

두어 다양한 교육이 지원되도록 한다.

  멀티미디어 어학실은 35명 수용의 교과교실로 

1개 학급이 각 학생들의 학습진도 정도에 따라 

자기능력에 적합한 학습난이도로 분류되어 진행되

며, 보통교과의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학습공간으

로도 사용되며 지역민들을 위한 어학교실로도 이

용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2 후생복지 및 지원시설 계획
  1) 체육관 (다목적 강당)

  ∙체육관은 기본 체육활동(구기종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스팬의 대공간으로 계획하고 구

기종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층고를 확보

  ∙체육관은 다목적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대와 준비실, 스탠드등을 계획

  ∙체육관사용과 관련하여 남녀 탈의 및 샤워실

을 계획

  ∙체육관을 지역개방형시설로 계획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별도로 계획하여 학교시설과 분리

된 동선체계를 구성

  ∙체육관을 동서로 길게 배치하고 지붕매스를 

남측으로 경사지게 처리하여 채광에 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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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계획

  ∙체육관과 같이 거대한 매스가 갖는 형태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스의 분절과 조

형적인 형태디자인을 적극적으로 고려

  ∙체육관과 도서관, 식당과 같이 대인원이 동시

에 사용하는 공간을 위해 공동의 보행자 동

선을 위한 데크 플라자를 설치

  2) 식당

  ∙식당은 전체 학생수 1,050명이 3교대로 식사

가 가능할 수 있도록 면적을 계획 (이 경우 

기숙사생의 경우 2교대 식사가 가능)

  ∙식당은 매점, 배식대, 식당홀, 반출대, 전처리

실, 부식창고, 조리실, 양사실, 휴게실, 화장

실, 탈의 샤워실로 계획

  ∙주방 및 부속공간과 식당홀의 면적은 가급적 

1:1의 비율로 계획

  ∙식당은 학습동과 기숙사동의 중간 역에 위

치하여 서로 이용상의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기숙사동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동선을 계획

  ∙식당은 외부공간과 함께 계획하여 이벤트가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4.3 기숙사 계획
  1) 평면계획

  ∙기숙사는 4인 1실 단위의 사실로 계획하고 

525명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체 사실 

432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기숙사 평면계획은 3.6m6.6m를 기본모듈로 

하여 계획하여 2인용 2층침대 2세트, 1인용 

책상 4개, 옷장 4개를 설치

  ∙기숙사 사실의 협소한 내부공간을 보완하고 

세탁물의 건조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마다 별도의 발코니를 계획

  ∙기숙사는 2.8m 중복도로 양측에 사실을 배치

하고 1층에 대략 13∼15개의 사실당 1개의 

공동목욕장을 설치

  ∙공동목욕장은 남녀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화

장실, 세면대, 탈의샤워장으로 구분하여 계획

  ∙세탁건조실은 소음관계로 각 층마다 계획된 

공동목욕장에 설치하지 않고 각 동의 1층에 

별도로 계획하고 휴게실과 레크리에이션실을 

인접하여 배치 

  ∙기숙사의 별도의 학습공간을 계획하지 않고 

도서관을 상시 개방하  운

  ∙사감과 원어민 강사를 위한 별도의 아파트형 

기숙사를 구분하여 계획

  ∙아파트형 기숙사는 3개실당 별도의 주방과 

거실을 갖도록 계획

  2) 개실 단위평면계획

  ∙사실은 4인1실로 사용하는 3.6m×6.6m의 모

듈로 계획 (사실 1개실당 면적은 23.76m2/7.2

평 규모)

그림 5. 기숙사 단위평면 예시도

  ∙사실은 사실내부에 별도의 세면대와 화장실

을 계획하지 않고 2층침대와 책상, 옷장을 가

운데 복도를 면하여 좌우에 대칭적으로 배치

  ∙사실내부에 별도의 세면대와 화장실을 계획

할 경우 사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나 기

존 단위모듈의 공간규모에서는 다소 협소한 

감이 있으며 화장실을 사실내부에 개별적으

로 설치할 경우 관리와 위생상의 문제가 노

출할 가능성이 농후함

  3) 교사용 숙소 단위평면계획

  ∙교사용 숙소는 사생 기숙사와 달리 85m2규모

의 아파트형 숙소로 계획

  ∙단위평면은 3개의 숙소(3평∼4평규모)와 주

방, 거실, 발코니로 구성

4.4 시설규모계획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시설규모계획에 따

라 신축대지 용도별 지역에 수용가능한 지의 여

부를 검토하여 기숙학생 수용규모를 700명에서

525명으로 축소조정하여 최종 스페이스 프로그램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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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설규모계획 기준면적

실명
실당

면적

계획수(실) 면적(m2)

본관 기숙사 계 본관 기숙사 계

교

실

일반강의실 66 30 30 1,980 1,980

소 계 30 30 1,980 1,980

특

별

교

실

과학실 135 2 2 270 270

음악실 135 1 1 135 135

미술실 135 1 1 135 135

컴퓨터실 135 2 2 270 270

어학실

외국어전용실 10 10 990 990

소 계 16 16 1,800 1,800

특

수

활

동

시청각실 135 1 1 135 135

도서실 180 1 1 180 180

상담실 33 1 1 33 33

세미나실 33 5 5 165 165

소 계 8 8 513 513

관

리

교장서무실 66 2 2 132 132

교감연구실 33 1 1 33 33

교과연구실 33 10 10 330 330

문서보관실 66 2 2 132 132

소 계 15 15 627 627

보

건

위

생

양호실 66 1 1 66 66

휴게실 66 1 1 2 66 66 132

탈의실 66 1 1 66 66

샤워실 66 1 1 66 66

소 계 4 1 5 264 66 330

기

타

시

설

방송실 66 1 1 66 66

회의실1 99 1 1 99 99

회의실2 66 1 1 66 66

민원대기실 33 1 1 33 33

기계전기실 66 5 3 8 330 198 528

창고 66 1 1 2 66 66 132

숙직실 33 1 1 33 33

학생숙소 13/인 700 700 9,100 9,100

교원숙소 10/인 10 10 100 100

사감실 33/인 2 2 66 66

체육관 900 1 1 900 900

전시실 200 1 1 200 200

다목적실

급식실 200 1 1 200 200

식당 330 1 1 330 330

소 계 15 716 731 2,323 9,530 11,853

계 88 717 805 7.507 9,596 17,103

공유면적 55% 40% 4,129 3,838 7,967

합 계 11,636 13,434 25,070

 

  1) 용도지역내 계획규모에 따른 건폐율 용적율 

검토             

  ∙자연녹지지역내 700명 수용가능한 기숙사시

설을 배치할 경우 법정 건폐율 20%와 용적

율 100%를 초과함 

  ∙기숙사 수용학생수를 525명으로 계획할 경

우, 교사동의 면적은 11,694.5m
2, 기숙사를 

4인 1실로 계획하면 7,153.9m2 필요하며 총 

18,848.4m2가 시설규모로 산정되었다. 기숙사

를 자연녹지지역내에 배치 할 경우 법정 건

폐율인 20%와 법정 용적율 100%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어 적정한 시설규모로 확정하여 

계획

표 9. 용도지역내 건축가능 규모검토

대지

면적
시설 계획층수

건축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1종주거

지역

(15,068)

교사동
지상 

4층
2,923 9,844

29.69%

(법정

60%)

82.92%

(법정

200%)

복지

시설

체육관 지상1층 1,000 1,000

식당 

도서관
지상3층 550 1,650

소 계 4,473 12,494

자연녹지

지역

(7,443)

기숙사동 지상5층 1,374 6,873

18.47%

(법정 

20%)

92.35%

(법정 

100%)

표 10. 시설규모계획 총괄

구  분 면 적

학교시설

교사동

교과교실 2,025

특수학급 67.5

특별교실 1,341

학생지원시설 1,046

교사지원시설 742

관리시설 540

공용면적 4,083

소계 9,844

기타시설

체육관 겸 강당 1,000

식당 650

공용면적 200

소계 1,850

기숙사동

기본시설 4,968

공용면적 2,186

소계 7,154

합계 18,848

4. 최종 계획안 
4.1 계획의 주요개념

  1) 배치 및 동선계획 

  ∙대지 남측에 주출입구, 대지 서측에 부출입구

를 계획하여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고 출입

구에서 차량진입과 보행자진입을 별도로 구

분하여 동선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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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공간은 운동장공간을 중심으로 한 옥외

체육공간, ᄃ 자형 교사동의 중앙광장, 식

당과 기숙사동 사이의 이벤트광장, 체육관과 

식당을 연결하는 플라자로 구분하여 계획하

고 각 옥외공간은 기능공간을 연결하거나 기

능공간의 내부기능을 옥외로 연장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대지내 보행자 전용공간을 동서축과 남북축

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인 동선체계 구축

  ∙차량접근과 옥외주차장은 주출입구에서 교사

동 주변으로 바로 진입하여 계획하되 대지레

벨을 이용하여 교사동과 보행자동선과 구분

  ∙대지내 레벨을 이용하여 진입부, 교사동, 체

육관 및 식당, 기숙사부분의 주요기능공간을 

구획하고 역을 분리

  ∙교사동은 대지의 남측에 면하도록 하여 교실

의 일조환경이 유리하도록 배치함

  ∙행정동으로 교사동을 연결하고 행정동 동측

으로 열린 시야를 확보

  ∙실내체육관은 지역민이 이용하도록 용이한 

부출입구 근처에 배치하고 별도의 주차공간

을 지하화하여 계획

  ∙체육관, 식당, 도서관을 하나의 복합화된 형

태의 건물로 계획하고 교사동과 기숙사의 중

간 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

치

  ∙기숙사는 교사동과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계

획하고 식당과 도서관과 인접배치하여 사생

들의 이용의 편의를 제공

  ∙기숙사는 레벨을 이용하여 원어민강사숙소, 

남녀 기숙사동으로 구분하여 배치

 

그림 6. 주요기능공간 조닝계획

그림 7. 동두천외고 배치도 

  2) 조닝 계획

  ∙운동장, 교사동, 체육관식당도서관, 기숙사로 

크게 4개의 기능 역으로 구분

  ∙교사동은 행정동과 교과교실동으로 구분하여 

조닝하고 중앙광장으로 연결

  ∙학교로의 진입시 다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     

  ∙행정동은 1, 2층을 행정관련시설을 배치하고 

3, 4층은 특별교실로 구분하여 조닝

  ∙교과교실동은 중복도로 계획하여 남측면에는 

교과교실을 계획하고 북측면에는 교과연구실

과 기타 지원시설을 계획

  ∙두 동의 교과교실동은 4층부에서 브리지로 

연결하여 이동의 편의를 제공

  ∙체육관은 지하주차장과 지상 체육장, 2층 관

람석으로 수직조닝하고 식당의 상층부에 계

획하는 도서관은 2층은 기숙사와 공유가능한 

열람실로 계획하고 3층은 도서대출중심의 실

로 계획

  ∙기숙사는 강사숙소와 학생숙소를 수평적으로 

구분하고 층별로 사실과 공용목욕장 및 공용

시설을 계획

  ∙기숙사에서 도서관과 식당으로 연결되는 외

부계단과 통로를 별도로 계획하여 이동의 편

의를 제공

  3) 입면계획

  ∙학교로의 진입시 다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

  ∙기존의 획일적인 입면디자인을 탈피하여 주

변과 어울리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

로서의 디자인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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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 식당, 도서관과 같이 매스가 큰 건물

은 조형적으로 디자인하여 매스가 갖는 중압

감을 감소

  ∙기숙사의 사실 발코니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기숙사 입면을 확보하고 전통적인 형태미를 

반 한 지붕층을 계획

  4) 단면계획

  ∙교사동 층고는 3.9m, 천정고는 2.8m 이상을 

확보

  ∙교사동은 4층 이하로 계획하고 건물간의 적

정 인동간격(앞 건물 높이의 1.2배 이상 창호

를 돌출하거나 후퇴, 조형감과 음 을 강조하

며, 열교에 의한 결로 방지 고려

  ∙기숙사동은 층고 2.9m로 계획

  ∙식당, 음악실 천정고(3m이상), 다목적 홀 겸 

체육관 천정고(9m이상)등 용도와 규모에 맞

는 천장 높이를 확보

5.2 최종안 배치도 및 모형사진
  1) 배치도

그림 8. 동두천 외고 배치도

  2) 모형 사진 

그림 9/10. 계획안 모형사진

 

  
  3) 평면계획

그림 11. 교사동 1/2층 평면

그림 12. 교사동 3/4층 평면도

그림 13. 체육관 식당 도서관 지하1층/1층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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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체육관 식당 도서관 2/3층 평면

그림 15. 기숙사 1/2층 평면

그림 16. 기숙사 3/4층 평면

(4) 입단면계획

그림 17. 교사동 남측입면 및 단면

그림 18. 기숙사 입단면

그림 19. 체육관 식당 도서관 입단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