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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의 배경과1 목적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

를 지향하는 교육체계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

동,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 산업, 취업 구조의 

변혁 등으로 인해 국내의 교육 환경은 급속히 변

화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시대

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

과정을 탈피한 참된 열린 교육을 실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신설되는 학교는 기존의 획일적

인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즉,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능동적인 학습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할 수 있다. 또한 향후에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요구되는 만큼, 새

로이 신설되는 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의 

중심체로서의 열린공간 즉, 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지역 주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능 역시 매우 중

요할 것이다.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목성 대표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목성 소장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목성 설계부

***** 정회원, 충남대 시간강사, 건양대 겸임교수

  본 계획안은 2003년 6월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주관한 

장대중학교 설계 경기에서 당선되었음.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교육

청이 주관하는 장대중학교 설계 경기에 참가하여, 

기본 계획안을 수립함으로, 향후 학교 설계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지 주변의 자연환경과 관련법규를 분석

하고, 대지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을 현장 답사하

여 조사, 분석한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과 대전광역시 교육방향의 

지표를 분석하여 시설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

한다. 

셋째,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설계 지침

을 분석하여 기본 모듈을 설정하고, 시설 규모를 

산정하며, 배치 대안을 검토한다. 

넷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본 

계획안을 구상한다. 

1.3 계획 조건
1) 사 업 명 : 대전 장대중학교 계획설계 현상공모

2)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61번지

3)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4) 대지면적 : 13,220.80㎡(3,999.29평)

5) 용    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학교)

6) 규    모 : 지하1층, 지상5층

 7)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學校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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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건축면적 : 2,418.15㎡(752.36평)

 9) 연 면 적 : 8,561.66㎡(2,589.90평)

10) 건 폐 율 : 18.81%(법정60%)

11) 용 적 율 : 62.87%(법정200%)

12) 조경면적 : 2,282.25㎡, 17.26%(법정15%)

13) 주차대수 : 45대 (법정43대) 장애인 주차 4대 

포함

2. 물리적 환경 및 여건 분석
2.1 주변 현황 분석
1) 광역 입지 특성

① 입지 특성

계획부지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로, 관광 

특구인 유성 지역과 월드컵 구장, 대전 국립 묘지

와 계룡산이 인접하여 있어 쾌적한 교육환경을 

형성할 수 있으며, 또한 쾌적한 주거 단지와 관광, 

상업 지역이 주변에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② 교육 시설

충남대학교, 목원대, 한밭대가 계획부지 근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대초, 유성초 및 유성중, 

유성고, 유성여고가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또한 

KAIST 및 대덕 연구 단지가 계획부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비교적 교육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③ 교통 시설

계획부지는 호남고속도로 유성 IC로부터 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의 동서관통도로인 

한밭대로에 인접해 있다. 

그림 1. 광역입지 개념도

2) 근린입지 분석

계획부지는 북측의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장대초등학교와 마주보고 있으며, 대지남측과 서

측으로는 공동주택 및 단독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남서측에는 유성의 구도심이 인접해 

있고, 우측으로 흐르는 천변에 의하여 공원녹지 

및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2. 근린입지 특성 개념도

2.2 대지 조건 분석
1) 축

대지 주변에 신도시 개발축(도시축)과 기존 도

시축(문화축)이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 건물들에 

의해 메인축이 형성되어 있다. 

그림 3. 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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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일조

계획부지는 사방으로 비교적 일조조건이 양

호한 편인데, 특히 NEE-NWW 방향이 일조가 

양호하며, 그 이외의 방향은 일조가 불리한 편

이다.  

그림 4. 향/일조 개념도

3) 조망

대지 동측은 천변과 녹지로 인해 자연조망이 

양호하며, 북동측 역시 장대초등학교 운동장이 위

치하고 있어 비교적 조망이 양호한 편이다. 그러

나 남측과 서측은 4층 높이의 근린생활시설로 둘

러싸여 있고, 북측은 고층 아파트 단지에 의해 둘

러싸여 있어 조망이 차단되어 있다. 

그림 5. 조망 개념도

4) 동선

한밭대로변에서의 접근성과 대학로에서의 접근

성을 고려하여 서측 15M 도로에서 차량 진입이 

필요하며, 아파트 단지와 인근 주거 단지로부터의 

접근이 편리한 북측에서 보행 동선의 주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동선 개념도

그림 7. 부지 현황도

2.2 관련법규 검토
본 계획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대전광역

시 건축조례, 학교 설립 운 규정 등을 검토하

으며, 추가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반 하 다. 

표1. 학교관련 건축법규 및 조례 검토

항목 근거 법규 법규내용

대지안조경
법32조
조례47조

․200㎡ 이상인 대지
․연면적이 2000㎡이상 건축물 : 대지면
적의 15%이상

건폐율 조례47조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용적율 조례48조
․일반주거지역
․400% 이하

건축물
높이 제한

법51조
․도로 반대쪽까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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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근거 법규 법규내용

일조확보를
위한높이제한

조례 
제32조

․3층 이상인 건축물 : 정북 방향 인지
선에서 높이의 1/2 이상 이격

계단 및 
복도의 설치

령 제48조

․높이 3m 넘는 계단 : 3m 마다 너비 
1.2m 이상 계단참 설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cm 이상
․단높이 18cm 이하, 단너비 26cm 이상

거실의 채광등
령 제51조
규칙 
제17조

․채광을 위한 창면적 : 거실 바닫면적
의 1/10이상
․환기를 위한 창면적 : 거실 바닥면적
의 1/20이상

거실의 채광등
령 제51조
규칙 
제17조

․채광을 위한 창면적 : 거실 바닫면적
의 1/10이상
․환기를 위한 창면적 : 거실 바닥면적
의 1/20이상

방화구획 령 제46조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 넘는 건
축물 - 내화구조로 방화구획

건축물의 
내화구조

령 제56조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직통계단의 
설치

령 제34조

․3층이상 : 400㎡이상, 지하층 : 200㎡
이상 → 보행거리 30m 이하
․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보행거
리 50m 이하

피난 계단의 
설치

조례 
제35조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직통 
계단은 피난계단설치

구조 안전의 
확인

법 제38조

․구조 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 연면
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법 제39조
․교육 연구시설 중 학교
․피난층에서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 설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제18조

․교육연구시설 : 시설 면적의 200㎡당 
1대
․장애인 전용 주차장 : 주차 대수의 
2% 이상

체육장의 면적
학교설립
운 규정 
제5호

․601명이상 1,800명 이하 : 3,600대 + 
2N(㎡)
  (N=학생정원,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
의 2배 제외 가능)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 
노인임산
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무설치시설 : 주출입구접근로,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의 높이차 제
거,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
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중 대변기

교사의 내부 
환경 기준

학교설립
운 규정 
제11조

1. 조도(책상면) : 300룩스 이상
2. 소음 : 55데시벨 이하

 ․법 : 건축법
 ․령 : 건축법 시행령
 ․조례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3. 시설 규모 계획
3.1 계획의 기본 방향
본 계획에서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장대중학교 기본 계획 지침과 제7차 교육과정, 대

전광역시 교육방향의 지표, 그리고 주변현황 및 

대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기본 계

획 방향을 설정하 다. 

  1) 미래지향적인 인텔리전트 학교

   (Intelligent School)

․신교육과정의 다양한 교육방법에 적절한 시설

계획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융통성이 있

는 공간

․교육 및 학습 역별 특성에 따른 조닝 구성

․이동식 수업에 따른 학생 동선의 혼재와 집중

을 방지

․동선의 효율성, 각 공간의 독립성 확보

  2) 지역사회에 열린학교(Community School)

․지역 주민의 정보, 문화, 평생학습, 체육 행사 

등을 위한 다목적 시설 고려,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학생 동선과 분리된 별도의 동선으로 

계획

․도시의 맥락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건물 계획

  3) 자연 친화형 학교(Eco-School)

․열린 학교의 투명성과 상징성을 갖는 창의적이

고 미래 지향적 이미지 창출

․다양한 외부 공간의 적극적 계획으로 학생들에

게 정서 함양의 일상적 기회를 제공

3.2 시설계획
1) 모듈의 설정

본 계획에서는 8.4m×7.5m의 모듈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실의 크기를 결정하 으며, 특별교실은 

9.0m×7.5m를 기본 단위로 설정하 다.

그림 8. 일반교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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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특별교실 모듈

그림 10. 모형사진

2) 시설 규모 산정(스페이스 프로그램)

시설규모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Space Program을 근거로, 제7차 교육과정의 교

과 과정에 적합한 소요실의 유형을 파악하여 각 

실별 규모를 산정하 다. 

일반 교과 교실을 포함하여 모든 실은 8.4m× 

7.5m(63.00㎡)를 기본 모듈(module)로 하 으며, 

특별교실은 9.0×7.5m를 기본모듈로 계획하 다.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표 2. 실별 면적표           단위(M
2
)

구분 실명 단위면적 실수 계획면적

교실 중형(8.4x7.5) 63.00 24 1,512.00

특별교실

과학실 103.50 2 207.00

음악실 94.50 1 94.50

미술실 94.50 1 94.50

기술실 103.50 1 103.50

컴퓨터실 103.50 1 103.50

어학실 103.50 1 103.50

가사실 103.50 1 103.50

소계 810.00

구분 실명 단위면적 실수 계획면적

다목적교실 재량특별활동 63.00 4 252.00

학생편의실

도서정보실 176.99 1 176.99

탈의샤워실 30.17 1 30.17

시청각실 166.50 1 166.50

소계 373.66

교사연구지

원실

교사연구실 37.08 7 259.56

교무센터 94.50 1 94.50

교재제작실 18.02 1 18.02

준비실 23.906 8 191.248

교사휴게실 63.00 1 63.00

소계 626.328

관리실

교장실 63.00 1 63.00

행정실 63.00 1 63.00

문서보관,

인쇄실
31.50 1 31.50

숙직실 31.50 1 31.50

방송실 63.00 1 63.00

양호실 63.00 1 63.00

전산실 31.50 1 31.50

상담실 23.59 1 23.59

소계 370.09

공유시설

홈베이스 106.80 2 213.60

창고 26.15 3 78.45

전기/기계실 213.66 1 213.66

현관/계단실 677.49

화장실 33.17 12 398.07

복도 1,983,982

소계 3,565,252

체육관 및 

식당

체육관 531.14 1 531.14

급식실,식당 521.19 1 521.19

소계 1,052.33

총계 8,561.66

3.3 배치 대안 검토
1) 대안-1

․기존 가로망과 건물의 컨텍스트에 어울리는 배

치

․운동장에 의한 주변 건물의 개방성 확보

․진입 방향에서의 정면성 및 개방감

․주차장과 체육관 및 복도를 도로측에 배치함으

로 소음으로부터- 교과동 보호

․향후 증축에 있어서 건물의 형태와 미관을 해

치지 않으면서 효율적, 경제적으로 증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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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별 조닝과 동선의 명확한 분리

․중정, 배구장, 길거리 농구장 등 다양한 외부 

공간의 형성

․기존 공원과 연계된 지역주민의 휴게 공간 창출

․차량 동선과 보행동선의 명확한 분리

그림 11. 대안-1 배치개념도

그림 12. 대안-1 매스개념도

2) 대안-2

․북서측 주변건물에서의 이격거리 확보 필요→

인접 건물에서 답답하고 조망을 가림

․특별교실동의 역 특화에 어려움

․주차공간의 협소 및 비정형적인 주차장 형성

․차량 동선과 보행동선의 명확한 분리가 어려움

․학교 행사시 혼잡 우려됨

․운동장과 주차장이 남동측에 위치함으로 전망 

유리

․증축시 외부 공간의 필로티화가 우려됨, 건물이 

집화되어 8M 가로변에 답답함 가중됨

․소규모 외부공간의 부족 한쪽에 편중된 외부공

간 형성

․진입 방향에서의 정면성 미약함

그림 13. 대안-2 배치개념도

그림 14. 대안-2 매스개념도

3) 평가

2개의 대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망과 주진입

의 개방감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대안-1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종합 평가표

분  류 대안 - 1 대안 - 2

주진입
정면성 ◯ △

개방감 ◯ X

주진입

운동장 ◯ X

교과동 ◯ ◯

개방시설 △ ◯

향과조망
향 ◯ ◯

조망 △ ◯

외부공간의 다양성 ◯ △

주변건물과의 조화 ◯ X

보차 분리 ◯ △

증개축 용이 ◯ △

종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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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 계획(대안-1)
4.1 건축 개요

 1) 사업명：대전 장대중학교 계획설계 현상공모

 2) 대지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61번지

 3)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

 4) 대지면적：13,220.80㎡(3,999.29평)

 5) 용도：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학교)

 6) 규모：지하1층, 지상5층

 7) 구조：철근 콘크리트조

 8) 건축면적：2,418.15㎡(752.36평)

 9) 연면적：8,561.66㎡(2,589.90평)

10) 건폐율：18.81%(법정60%)

11) 용적율：62.87%(법정200%)

12) 조경면적：2,282.25㎡, 17.26%(법정15%)

13) 주차대수：45대 (법정43대) 장애인 주차 4대 

포함

4.3 배치 계획
1) 배치 계획의 기본 개념

1) 열린 공간 ․․․ 열린 학습 ․․․

① 기능에 따라 매스를 분절하고, 연결되는 공

간과 닫힌 공간의 적절한 혼합으로 외부로 열

린 내부 공간, 내부로 유입된 외부 공간을 형성

하여 다양한 풍경을 담는 공간을 형성한다. 

② 이동수업 및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 

내용을 수렴하기 위해 홈베이스를 중심으로 각 

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각 공간을 효율적

으로 연결한다. 

③ 열린 학교로서 지역 사회에 대한 시설 개방 

및 미래지향적 안목의 초현대식 시범적 교육시

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④ 내 외부의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 학습뿐 

아니라 휴식, 사색 및 만남의 장을 조성한다. 

⑤ 장래 증축을 고려한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계획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가변성을 부여

한다. 

2) 배치 계획

① 도시맥락(Context)의 수용

택지 개발 지역의 Urban Grid, 대지 주변의 도

로여건과 북측에 면한 초등학교의 운동장(Open 

Space), 남북으로 흐르는 지족천, 8M 도로를 사

이에 두고 남측과 북측에 형성된 주택가(다가구 

주택)와 간섭 등 대지 주변의 도시 맥락(Context)

에 대응하는 기준선을 설정하여 배타적인 건물 

배치의 논리를 극복하고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 계획을 하 다. 

그림 15. 도시 맥락(Context)의 수용

② 공간 구성의 위계

대지 조건과 프로그램(Program)의 수용을 위

해 대지를 교육 역과 공유 역(완충공간), 실

내교육공간과 옥외 활동공간으로 각각 분할하여 

배치하고, 각 기능들이 상호 관입을 통해 서로의 

연계성과 공간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 다. 

그림 16. 공간구성의 위계

③ 외부 동선 계획

보행 동선은 차량과 완전히 분리하고, 진입부의 

인식성을 높여주는 필로티 진입의 개념을 도입하

다. 이 필로티 공간은 진입부와 내부 공간의 완

충공간이면서 외부 공간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매

개 공간으로 작용한다. 

주차장법 강화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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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많은 면적의 주차장 부지가 요구됨에 따라 주

차장을 두 곳으로 분리 배치하여 건물과 인접한 

주차장은 교직원 전용과 서비스 주차장으로 활용

하고, 체육관 남측의 주차장은 잔디 블록으로 조

성된 프로그램 주차장으로 계획하여 주민과 방문

객 주차장으로 활용하 다. 

그림 17. 동선 계획

④ 증축 계획

학교 시설의 특징 중 하나는 잦은 증축이다. 장

래 수직 증축(하늘 정원 부분)이 가능하도록 구조

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토지 이용에 있어서 장래 

수평증축(주차장 상부)이 가능하도록 여분의 대지

를 확보하고, 아울러 증축후의 공간이 기존의 조

직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건축 공간이 되

도록 계회한다. 

그림 18. 증축계획

4.4 외부 공간
1) 연속성(Green Sequence)

진입마당-향수마당-안마당으로 연결되는 그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내, 외부 공간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휴게, 녹지 공간을 연속적으로 계획한다. 

2) 장소성(Green-Identity)

학교 및 지역에 기억되는 새로운 상징적인 만

남과 추억의 장소를 형성한다. 

3) 공공성(Green-Community)

만남과 휴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주

민들을 위한 체육, 녹지 공간을 제공한다.

그림 19. 외부 공간 계획 개념도

그림 20. 조경 계획 개념도

4.5 내부 동선 계획
1) 기본 개념

기능 및 학과별 공간 조닝에 따라 동선을 명확

히 분리하고, 동선이 교차하는 곳에 합리적으로 

코어를 구성하 다. 또한 공간의 확장과 방향의 

전환을 통한 변화감 있는 동선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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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동선 개념도

2) 합리적인 공간 조닝

동선의 교차 부분에 휴게 및 수직 동선을 배치

하여 공간을 시각적, 지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학생들의 편리성을 도모하 다. 홀과 

코어를 중심으로 진입성을 높이고 각각의 기능 

공간을 층별, 특성별로 동선을 분리하고자 하 다. 

4.6 평면 계획
1) 평면 계획의 기본 개념

1) 교과교실 공간 계획(일반, 특별)

일반 교실은 모두 남향 배치로 계획하여 충분

한 일조를 확보하고자 하 으며, 특별교실은 역

성을 확보하고자 하 는데 교과군별 독립배치하여 

효율적 운 이 가능하도록 계획하 다. 또한 이동

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실 공간의 융통성을 확

보하고자 하 다. 

2) 코어 계획

적절하게 분산 배치한 주계단과 연결 브릿지를 

통해 원활한 수직 수평 동선이 유도되도록 하 다. 

3) 관리동

운동장이 면한 곳에 관리동을 계획함으로 감시

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 으며, 교과별 교사 연

구실 및 준비실을 적절히 분산 배치하 다. 

4) 홈베이스 및 코너 학습/휴게 공간

시설의 중심에 홈베이스 및 휴게/정보화 코너

를 배치하여 이동 수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자 하 으며, 휴게 공간 및 코너 학습 공간을 적

절히 분산 배치하 다. 또한 소그룹 단위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친근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

고, 데크의 적절한 활용으로 내외부 공간의 일

체화를 유도하 다. 

5) 지역사회학교

진입마당에 인접하여 시청각실 및 컴퓨터실을 

배치하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6) 체육관/식당

교사동과 데크 및 필로티로 연결되어 동선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운동장에 면하여 이용이 편

리하도록 계획하 다. 또한 프로그램 주차장을 설

치하여 학교 행사 또는 지역 행사시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림 22. 평면 계획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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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실 배치 계획

두개의 매스(Mass)로 분절되어 배치된 일반(교

과)교실은 동선의 혼잡을 방지하 으며, 남향 배

치로 충분한 일조를 확보한 4교실 단위의 블록 

플랜(Block Plan)을 통해 신(7차)교육 과정에 대

응하는 공간 구성이 되도록 하 다.

특별 교실은 집중, 독립 배치로 공간의 역성

을 확보하 으며, 적정한 모듈(Module) 선택으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위한 평면 구성이 되도록 하

다. 

그림 23. 교실 배치 계획

3) 특수 활동 공간

시청각실, 정보도서실, 체육관 등의 특수 활동

실은 주진입부와 연계하여 양측의 특성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배치하고, 별도의 동선을 계획함

으로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 으며, 아울러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로서의 역할도 담당하도록 계획하 다. 

그림 24. 특수활동공간 개념도

그림 25. 투시도

그림 26. 투시도

4) 학습지원공간

홈베이스(Home Base)는 시설의 중심에 계획

하여 기능적으로 교실군의 두 매스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어 동선의 효율성을 확보하 으며, 홈

베이스의 서측으로는 진입마당을, 동측으로는 중

정을 조망할 수 있는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

하 다. 또한 결절점 및 각요소에 배치된 휴식 공

간은 휴식, 대화, 소모임 등 다양한 학생들의 행

태를 수용하도록 하 다. 

그림 27. 학습지원공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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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동선 계획

시설의 결절점에 분산 배치된 주계단은 원활한 

수직 동선을 유도하고, 외부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 다. 

내부(수평) 동선은 형태의 순환 복도로 기능적으

로 연결되며 복도를 따라 수공간, 진입마당, 중정 

등 다양한 공간의 파노라마가 전개되도록 하 다. 

그림 28. 내부 동선 개념도

6) 필로티/데크 - 내 외부 공간의 관입

내부 공간의 순환과 외부 공간의 확장, 내외부 

공간의 적극적인 상호 관입으로 서로의 연계성을 

극대화하 으며, 필로티를 통하여 연속적인 여과 

과정을 거쳐 역성을 갖고 있는 외부 공간의 흐

름을 통해 풍부한 공간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계

획하 다. 또한 내부 공간의 연장이면서 쾌적한 

외부 공간의 유입을 위한 데크 공간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 다. 

그림 29. 배치도

4.7 평면 계획2
1) 층별 개념도

 (1) 1층

① 기능에 따른 역의 명확한 구성

특별교실동, 관리동, 교실동, 체육관의 역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 진입 및 연결 동선체계가 

합리적으로 계획되도록 하 다. 

② 필로티 공간의 적극적 활용

필로티를 적극 도입하여 공간의 연계성을 높이

고, 채광과 환기 및 휴게, 담소 공간으로 활용함

으로서 쾌적한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하 다. 

그림 30. 1층 평면도

(2) 2층 

① 홈베이스 및 휴게/정보화 코너의 거점화

중심 역에 홈베이스를 둠으로써 관리동, 도서

정보실, 컴퓨터실, 어학실, 교실동의 역성을 확보

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동선계획이 되도록 하 다. 

그림 31. 2층 평면도

② 체육관으로의 접근성과 독립성 확보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데크를 통하

여 직접 진입이 가능한 계단을 설치하 고, 교사

동에서의 접근 동선을 고려한 휴게 데크를 설치

하여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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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평면 개념도

(3) 3층

①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 창출

수평 수직 동선의 중심 역에 거점 공간을 둠

으로써 새로운 교과 과정에 적합하고, 아울러 휴

게 및 정보화 코너의 기능도 강화되도록 하 다.

복도로 연결되는 다양한 휴게 코너 및 데크 통

과 동선과 연계하여 다양한 행위의 확장을 유도

하 다. 

또한 교실군마다 교사 연구실 및 준비실을 둠

으로써 수업 준비 및 관리에 용이하도록 계획하

다. 

그림 33. 3층 평면도

(4) 4층

① 휴게 및 연결 데크

연결 데크가 두 개의 건물동을 연결하고, 외부 

휴게 공간의 기능도 하게 함으로 친환경적인 요

소를 도입하고자 하 으며, 개방된 시야를 확보해

주고, 주변 건물군과 지족천의 트인 조망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경쾌한 바닥패턴과 디

자인으로 동선의 연결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획

하 다. 

그림 34. 4층 평면도

(5) 5층

① 꿈을 펼치는 하늘 정원

옥상 조경을 통하여 옥외학습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진입 광장과 운동장을 조망함으로 쾌적

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 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소음 발생우려가 있는 음

악실, 미술실을 최상층에 둠으로서 자유로운 학습

이 가능하게 하 으며, 다양한 행위 유발을 위한 

하늘 정원 및 휴게 데크를 설치함으로 수업의 연

장 학습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 다. 

그림 35. 5층 평면도

표 4. 층별 면적 개요

구분
면적

주용도
㎡ 평

지하1층 24.68 74.92 기계실, 전기실

1층 1,886.20 570.57
교실, 시청각실, 재량특활
실, 관리실, 식당

2층 2,309.38 698.58
교실, 도서/컴퓨터/어학, 
홈베이스, 관리실, 체육관

3층 1,620.87 490.31
교실, 과학실, 홈베이스/
휴게정보화코너

4층 1,439.74 435.52 교실, 기술실, 가사실

5층 1,057.79 319.98 교실, 음악실, 미술실

지상층소계 8,313.98 2,514.97

합계 8,561.66 2,5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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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조감도

4.8 입면 및 조형 계획
1) 조형 개념도

매스의 분절과 반복, 허(Void)와 실(Solid)의 

중첩을 통해 다양한 공간의 연출과 형태적 리듬

감과 질서를 부여하 다. 

그림 37. 조형개념도

그림 38. 투시도

2) 입면 계획

구조적, 기능적으로 구성된 격자 구조를 수직선

과 수평선의 간격과 두께 조절을 통해 섬세하게 

변형된 그리도(Grid)로 재구성하여 경직되기 쉬운 

입면에 긴장감 있는 에너지(Energy)와 미래 지향

적 이미지를 부여하 다. 

그림 39. 입면개념도

그림 40. 입면도

그림 41. 입면도

4.9 단면 계획
1) 기능의 수평, 수직적 조닝(Zoning)

공간을 교육 및 학습 역별 특성에 따라 수평, 

수직적으로 조닝하고, 그 사이에 완충공간(계단, 

데크)을 배치하여 각 공간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 다. 

필로티, 하늘정원, 휴식 데크를 통해 외부 공간

을 내부로 적극 유입시켜 열린 하늘과 사잇 공간

의 바람소리를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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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단면개념도1

그림 43. 단면개념도2

그림 44. 단면도

그림 45. 단면도

4.10 외부 공간의 변화와 연속성
다양하고 특성화된 외부 공간(쌈지공원-진입마

당-중정-주차장)은 각각 역성을 갖으면서 때로

는, 필로티, 보행로, 투명한 유리벽을 통해 상호 

관입되어 시각적,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주변

(지족천)으로 확장되며 일체화되도록 하 다.

4.11 모형사진

그림 46. 모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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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장대 

중학교 신축 기본 계획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기본 계획안을 제시

하여 보았다. 

먼저, 배치 계획은 대지 주변의 도시 맥락

(Context)에 대응하는 기준선을 설정하여 배타적

인 건물 배치의 논리를 극복하고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 계획을 하 다. 또

한 대지를 교육 역과 공유 역, 실내교육공간과 

옥외활동공간으로 각각 분할하여 배치하고, 각 기

능들이 상호 관입을 통해 서로의 연계성과 공간

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 다. 또한 장래의 수

평 증축이 가능하도록 여분의 대지공간을 확보하

으며, 수직증축 역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

로 가능하도록 하 다. 

일반 교실은 모두 남향 배치로 계획하여 충분

한 일조를 확보하고자 하 으며, 특별교실은 역

성을 확보하고자 하 는데 교과군별로 독립배치하

여 효율적 운 이 가능하도록 계획하 다. 또한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실 공간의 융통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또한 적절하게 분산 배치한 

주계단과 연결 브릿지를 통해 원활한 수직 수평 

동선이 유도되도록 하 다. 

시설의 중심에 홈베이스 및 휴게/정보화 코너

를 배치하여 이동 수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자 하 으며, 휴게 공간 및 코너 학습 공간을 적

절히 분산 배치하 다. 또한 소그룹 단위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친근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

고, 데크의 적절한 활용으로 내외부 공간의 일

체화를 유도하 다. 

외부 공간은 크게 연속성과 장소성, 공공성을 

갖도록 계획하 다. 먼저, 진입마당-향수마당-안

마당으로 연결되는 그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내, 

외부 공간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휴게, 녹지 공간

을 연속적으로 계획함으로 연속성을 부여하 다. 

그리고 학교 및 지역에 기억되는 새로운 상징적

인 만남과 추억의 장소를 형성함으로 장소성을 

제공하 으며, 공공성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 녹지 

공간을 계획하여 만남과 휴게의 장이 될 수 있도

록 계획함으로 그렇게 하 다. 

입면 계획은 매스의 분절과 반복, 허(Void)와 

실(Solid)의 중첩을 통해 다양한 공간의 연출과 

형태적 리듬감과 질서를 부여하 다. 또한 구조적, 

기능적으로 구성된 격자 구조를 수직선과 수평선

의 간격과 두께 조절을 통해 섬세하게 변형된 그

리도(Grid)로 재구성하여 경직되기 쉬운 입면에 

긴장감 있는 에너지(Energy)와 미래 지향적 이미

지를 부여하 다. 단면 계획 역시 공간을 교육 및 

학습 역별 특성에 따라 수평, 수직적으로 조닝

하고, 그 사이에 완충공간(계단, 데크)을 배치하여 

각 공간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 다. 필로티, 

하늘정원, 휴식 데크를 통해 외부 공간을 내부로 

적극 유입시켜 열린 하늘과 사잇 공간의 바람소

리를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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