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   韓國敎育施設學 誌 第12券 第5號 通卷 第52號 2005年 9月

구미 곡 등학교 교사신축 계획설계 연구

A Study on the Schematic Design for Bonggok

Elementary School in Gumi

1)

김  태
*
        최 진 식

**

Kim, Young-Tae    Choi, Jin-Shik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시 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해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7차교육과정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시설충족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21C

의 세계화․정보화 시 를 주도할 자율 이고 창의

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큰 방향에 따라 지역의 특

성에 맞는 차별화 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열린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교

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방법의 환, 그리고 교

육의 새로운 공간과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의 상인 구미 곡 등학교 계획설계

는 획일 이고 단순화된 학교설계에서 탈피하여 수

요자 심의 다양하고 변화있는 공간구성과 효율

인 공간배치를 하여 열린교육, 수 별 학습, 자기주

도  학습 등 교육과정의 변화에 응하고 21세기 

다양화․정보화 시 의 창의 인 인간교육을 한 

선진 인 교육시설을 제안하는데 있다. 한 지역의 

우수한 교육여건 창출을 해 주변환경, 주거환경 

그리고 교육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곡 등학교가 

발 인 지역 단  내에서 지역공동체의 심역할

을 수행하는 시설이 되고 미래의 교육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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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 한 연구의 범 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을 통하여 제7차 교육과정  등학교에

서의 목 , 교과별 내용,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

습방법과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습방법에 따른 소

요공간 면  조건을 검토하고 반 한다.

2) 계획 지의 장조사와 주변 자연환경 그리

고, 자료조사를 통한 인문  환경을 분석하여 계획

의 기본개념과 방향을 설정한다.

3) 설정된 기본방향과 기본계획에 하여 지의 

특징을 고려하여 계획설계에 용한다.

4) 기존 건축된 등학교를 답사하여 실무자들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 한다.

5) 기본계획의 구상안으로서 여러 안을 검토하여, 

교육청 계자와 의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1.3 연구의 기본조건

1) 연구기간

2005년 3월 30일～2005년 6월 27일 (90일간)

2) 기본조건

- 학 교 명：(가칭) 곡 등학교

- 학교설립시기：2007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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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획 지  주변 황 

계획 지  주변 황

지북측 경 지북동측 경

지동측 경 지서측 경

그림 1. 계획 지 경

- 지 치：경상북도 구미시 곡동 190번지

- 지면 ：13,334㎡ (4,033평)

- 용    도：교육 연구시설

- 학  수：24학

- 수업형태：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열린 교육

2. 주변환경  입지 분석

2.1 입지 및 주변 환경 분석

구미시는 경상북도의 서남부에 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34만명(2001년 재), 총면 은 617.28㎢로 

경상북도 체 면 의 3.2%에 달하며 행정구역으로

는 선산읍(善山邑), 고아읍(高牙邑)을 비롯하여 6개 

면, 1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민국 최 의 내

륙공업단지(720만평)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본 계획 지는 구미시청을 기 으로 하여 북서방

향으로 약 5km에 치하고 있으며 구미 도시계획상

의 신 주거 생활공간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는 입지이

다. 기존의 학군은 이미 형성되어져 있으며 새로운 

아 트  주거의 형성으로 인한 지구 내의 인구증

가에 따른 안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2 대지분석

1) 지 황

본 계획 지는 곡지구 내 북측 끝단에 치하

고 있으며 지의 주변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의 북동측으로는 공동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서측면을 제외하고는 근린생활시설과 층

주거지역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 진 상태이며 주거

의 유입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 지 북측으로는 곡 학교와 남동측의 선주

등학교가 이미 들어서 있으며, 선주 등학교의 학

군에 한 일부분을 담당할 것이며( 곡지구의 북서

측) 이로서 곡지구의 학교군이 형성, 완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서측으로는 미개발지로서 택지개발의 경계를 

이루는 자연 인 망이 좋은 편이다.

2) 지분석

지의 서측으로 미개발지인 임야로 구성된 낮은 

구릉지를 두고 남, 동, 북측으로 도로가 있으며, 

재 지의 주변은 거의 공지이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층형 근린시설  주거지역이 형성될 정

이다. 지의 지형은 북고남 의 지로서 약 1.8m

의 고 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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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계획 지의 단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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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육청 면 기  (최종24학 기 )

실 명 단 면 실수 계획면 (㎡)

일반

교과

종합교과실  9.0 × 10.2 8 734.40

보통교과실  9.0 × 7.5 16 1,080.00

다목 실  9.0 × 7.5 3 202.50

특별

교과

과학실 13.5 × 7.5 2 202.50

실과실 13.5 × 7.5 1 101.25

음악실 13.5 × 7.5 1 101.25

지의 북측으로는 재 막다른 이면도로의 성격

을 띄는 8m 도로가 있으며 동측과 남측에는 10m 

도로가 형성되어져 있다. 

지로의 근성을 살펴보면, 지는 곡 지역 

북측 끝 단면에 치하고 있으나 계획 인 측면에

서 도시 가로망은 잘 정비되어 있다. 

지의 북동측에 있는 아 트 단지에서의 근, 

그리고 주 의 주거단지에서 통행되는 북, 동, 남측

면 모두 차량출입과 보행자 근이 용이하다. 다만 

북측면의 도로가 순환성을 지니지 않고 있기에 차

량의 진입은 학교 지와 일부 북측 지에 한정되

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의 축이 거의 남북축과 일치하기 때문에 일

조는 아주 양호한 편이며, 주변에 층의 주거 단지

가 형성될 정이므로 향후 일조에도 지속 으로 

양호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서측으로는 낮은 구릉지로 조망이 가장 좋은 방

향이다. 남측으로는 낮은 경사면을 따라 원거리의 

산이 좋은 원거리 조망을 형성하고 있다.

일부 동측과 북측은 고층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자연  환경의 일조나 조망의 형성에는 좋은 인자

는 아니다. 이들 방향으로의 망은 향후 단지의 형

성에 따라 조망조건이 달라질 것으로 상된다.

지가 개발지구의 끝단에 치한 계로 서측으

로는 낮은 구릉지가 미개발지역으로 있어서 소음발

생의 우려가 거의 없으며, 반 으로 로라든지 

고 도 주거단지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소음원

의 형성이 그리 많지 않은 지이다.

3. 계획의 기본개념  방향

3.1 계획의 기본개념

7차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합리 인 교육시설의 

계획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방향을 제시한다. 열린교

육을 통한 21세기 교육의 변화 수용과  올바른 인

성함양을 한 교육공간의 창출, 창의 인 사고 개

발을 한 다양한 내, 외부 공간계획 그리고 지역사

회와의 연계를 통한 화합된 교육의 장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21세기형 선진 교육

환경의 조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개념에 입각한 시설계획으로의 방향 설

정은 크게 학생 심의 학습공간과 체험공간에 해 

반  될 수가 있다. 먼  학생 심 학습공간에서 찾

아보면 효율 이고 교육 인 학습 집단을 편성하고 

학생들의 수 에 맞는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학력에 

도움을  수 있는 단 공간을 구성함으로서 창의

 재량활동의 확 와 열린교육을 실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한 창의 이고 주도 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놀이공간으로도 활용 될 수 

있는 다목  공간의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체험

공간에서의 기본방향은 학습자 심의 직 인 체

험활동을 통하여 창의성을 개발하고 유도할 수 있

어야 하며 옥내와 옥외를 연결하여 다양한 활동들

이 유기 으로 형성되는 공간의 연계성을 부여하도

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생활공간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두도록 계획에 

반 되어야 한다. 

스페이스 로그램은 구미교육청에서 제시한 시

설면 기 으로 하며, 교육청 과업 지시서에 의한 

교사신축 시설면 의 기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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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교과

미술실 13.5 × 7.5 1 101.25

도서실 18.0 × 7.5 1 135.00

종합멀티미디어실 18.0 × 7.5 3 405.00

　

　

　

리

　

　

　

　

교장실 6.75 × 7.5 1 50.63

행정실 6.75 × 7.5 1 50.63

교무회의실  9.0 × 7.5 1 67.50

정보 리실  4.5 × 7.5 1 33.75

교사연구실  4.5 × 7.5 4 135.00

방송실  4.5 × 7.5 1 33.75

보건실  9.0 × 7.5 1 67.50

숙직실  4.5 × 7.5 1 33.75

교원

편의

교원휴게실  9.0 × 7.5 1 67.50

샤워/탈의실  9.0 × 7.5 1 67.50

　

기타

조리/식당 22.5 × 15.0 1 337.50

창고 18.0 × 7.5 1 135.00

화장실  9.0 × 7.5 5 337.50

기계/ 기실 27.0 × 7.5 1 202.50

순면 계 (A) 　 57 4,683.15

공유면  (B) 순면 의 45% 　 2,107.42

계 (C) 　 57 6,790.57

　

강당

다목  강당 21.0 × 34.0 1 714.00

공유면 강당면 의 30%　　 214.20

소계 (D) 　 1 928.20

합계 (C + D) 58 7,718.77

3.2 계획의 방향

1) 배치  토지이용계획

교사동의 남향 배치로 양호한 일조를 확보하도록 

하고 학년동(1,2,3학년), 고학년동(4,5,6학년)의 분

리를 기본으로하여 독립성과 역성이 부여되도록 

한다. 일반교실동과 특별교실동을 분리하고 리동

의 앙배치로 리의 합리화를 추구하는데 을 

둔다.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지의 서측에 낮은 

구릉지와 임야를 연계하여 놀이마당과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운동장은 지형과 도로  교사와의 계

를 고려해 지의 남측면에 조성한다.

2) 동선계획

주동선인 보행자 동선은 주출입과 부출입의 분리

를 원칙으로 해서 지의 동측도로를 통한 동선을 

주출입구(정문)로 한다. 보행자를 한 출입구는 동

측(정문)과 남측(후문)에 두어 고학년과 학년의 

동선을 분리한다. 차량동선에 해서는 보행자 동선

을 피해 지의 북측으로만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여 학생들의 안 을 

우선한다. 한 주차장에서의 건물 출입이 용이하도

록 하고, 서비스 차량동선의 조리실과 연계되도록 

한다.

3) 평면계획

평면 단 계획은 특별교실동/ 리동을 앙에 배

치하여 학습 능률의 향상과 리의 용이성을 확보

하고 시설배치  장래시설 변경에 유연하게 응

하는 평면계획을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

의 의에 의해 종합교과실과 보통교과실의 구분이 

없는 4학  그룹시스템을 구성하면서 7차 교육과정

의 계획방침이 충실히 반 된 평면계획이 수립되도

록 한다. 한 다목  공간의 확보로 다양한 학습

로그램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외부공간의 다양화

를 통한 교육환경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4) 입면  단면계획

근린주거지역 내의 교육시설로서 이미지를 부각

시키기 하여 매스를 명확하게 하고 등학교의 

특성상 경직된 건축물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부드러

운 이미지가 입면계획에 반 되도록 한다. 한 인

근주민과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해 색채감과 리듬

감이 있는 외 을 구성하고 건물에서의 내부공간기

능의 명쾌함이 외 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단면계획은 학생들의 신체특성에 맞는 층고  

수직모듈을 용하고 수직동선과 효율 으로 연계

되는 코어계획을 하고 실내환경의 쾌 성  시설

의 설비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하 다. 특히 특별

교실의 기능을 충족시키고 효율 , 경제 , 합리 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구조계획

건축구조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건축 설비 

 구조계획, 지역  기술의 정도, 가설공사의 최소

화, 공사기간 등의 물리  최 조건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내진, 내

풍에 한 안정성 확보와 보행 진동의 발생을 최소

화 하고 구조부재의 경량화와 단일화된 구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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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제성을 추구한다. 한 구조계획의 모듈화 

 부재의 단순화를 통한 시공성을 고려한다.

6) 옥외공간  시설계획

열린학교  인 학교의 효율성에 부합된 

계획의 수립을 하여 주 환경에 맞는 조화와 개

방을 축으로 외부공간을 개하고 기능별, 학년별 

외부공간형성을 통한 공간의 특성화를 지향한다. 

한 지역주민에 한 개방과 근성을 고려한다. 옥

외시설계획에 있어서 택지 개발지구 내의 우오수 

처리 계획을 악하여 로기능의 극 화와 유지

리를 한 체계 이고 합리 인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처리계획은 추후 수리계산에 의거 검토하여 

경을 결정하고 설정하기 용이 하도록 한다.

조경계획 인 면에서는 공간의 기능에 부합되는 

식재 계획을 통하여 장소의 특징을 부여하고 인근

의 수변과 연계된 식재 형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친

환경 인 향토수종의 배식과 열린담장으로서의 식

재를 배치하고 한편으로는 특정수목을 요 식재로 

사용하여 상징성을 부여토록 한다.

주차계획은 법규검토를 통한 기본 인 주차 수와 

장애인 주차공간의 확보를 원칙으로 하여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의 분리, 조리실로의 근이 용이한 서비스 

동선의 확보, 리동  강당과 연계된 주차공간 그리

고, 소한 지활용도의 극 화를 지향한다.

7) 에 지 약계획

에 지 약의 기본방향으로는 설비운 의 리

비 축소와 효율성 있는 에 지 사용율 향상을 그 

제로 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물 유지, 환경개선을 

한 에 지 채택, 안정 인 에 지 인입으로 오염 

요소 감축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세분화하여 기계

설비 에 지 약 계획은 건축물 용도별 에 지 

약 설계 기  에서 교육 연구  복지시설을 토

로 에 지 약  환경친화  설비계획을 하고 

기설비면에서도 에 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설비를 용하고 효율 으로 유지 리 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여 시설의 경제성  쾌 한 환경

유지를 도모함으로서 에 지 정책에 기여하도록 계

획한다.

4. 계획설계

4.1 계획설계 A안 (선정안)

지 내 교사동을 남향으로 하여 양호한 일조조

건을 확보하고, 배치를 북측과 서측으로 함으로써 

소한 지에서 양호한 개방감과 조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계획안이다. 지의 경사도와 교사동과의 

계를 고려해 운동장을 남동측에, 강당을 북동측에 

배치하 다. 한 교사동, 특별교실동, 리동을 분

리 배치시켜, 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하 다.

교사동은 학년과 고학년을 남측과 북측에 독립 

배치함으로서 학년 간의 라이버시를 확보하 으

며, 교사동 측면에는 옥외공간을 서측면 지 주변

과 연계해 배치하 다.

그림 4. 계획설계 A안의 배치도

  

리동은 지의 심에 치시켜 교내의 리를 

효율 으로 할 수 있도록 하 다. 주 동선축인 남북

을 잇도록 동간 릿지를 구성하 으며, 교사동과 

운동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 다.   강당은 주출입

구(정문)와 주차장에 인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연계

를 도모하 다. 

외부 동선 계획은 보행자의 주동선을 북동측의 

공동주택과 남동측의 단독주택지에서의 출입이 용

이하도록 하기 해 주출입 동선을 동측으로 하 으

며, 북측 방향으로 차량동선을 분리 설치하고, 보차

분리를 통해 학생들의 안 을 고려하 다.

학생들의 이동 동선은 학년동선, 고학년동선이 

좌우 분리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년별 동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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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획설계 A안의 동선계획

보행자출입구(후문) 10 M 도로

10 M 도로

8 M 도로
차량출입구1 차량출입구2

보행자출입구(정문)

운동장

보행자출입구(후문) 10 M 도로

10 M 도로

8 M 도로
차량출입구1 차량출입구2

보행자출입구(정문)

운동장

그림 6. 계획설계 A안의 교과형 일반교실( 학년)

그림 7. 계획설계 A안의 교과형 일반교실(고학년)

그림 8. 계획설계 A안의 1층 평면도

구분되며, 한 주출입구를 통한 동선이 교사동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 다.

교직원  방문자 동선은 주출입구, 차량출입구를 

통해 다목  강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 으며, 

서비스 동선은 부출입구를 통해 식당으로 최단거리

로 이루어지도록 고려하 다.

 한, 내부동선은 역별 공간을 분리하여 동선

이 집 되지 않게 분산 배치가 이루어 졌으며, 등하

교 동선  수업  놀이공간으로의 휴식동선 한 

역별로 구분이 될 수 있게 하 다.

운동장과 다목 강당(체육 )과의 동선을 고려하

여 배치가 이루어졌다. 건물의 앙부에 장애인을 

한 승강기를 설치하여 각 학년과 특별교실 이용

에 용이하게 하 다.

평면계획에 있어서 클러스터의 구성을 기본 4개

의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다목 공간, 화장실, 계단

실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하 다. 각 학년당 1개

의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새로운 교수 학습방법에 

융통성 있게 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 으며, 

한 열린공간을 가지는 학교의 계획에 있어서 가

장 특징 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공간 활용측면을 

고려한 학년별 다목 공간이 계획되었다.

1층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앙에 리/행정실

이 치하고 있어 교내의 공간 리에 효율 이며, 

그리고 학년과 고학년동의 등교동선을 분리시켜 

심리  충격에 한 응력이 떨어지는 학년들의 

동선체계를 고려하 다. 

학년동과 리동의 후면에 학년 놀이마당을 

두어 고학년과의 분리와 행정실에서의 리가 용이

하도록 하 다. 방송실과 보건실은 교내의 최 앙에 

치시켜 보다 효율 인 이용을 고려하 으며, 식당

과 강당을 고학년동과 인 시켜 고학년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 다.

1층이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외부 방문자와 지역

주민을 한 외  공간이라고 한다면, 2층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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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계획설계 A안의 2층 평면도

그림 10. 계획설계 A안의 3층 평면도

그림 11. 계획설계 A안의 4층 평면도

 공간의 완충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이다. 도서실과 

리실 일부가 앙에 치하여 구성원  지역주

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 다. 그러나 리동 

외의 다른 지역은 교사와 학생들의 역으로 그 구

분을 확실히 구성하며 한 교직원들의 동선이 

무 길어지지 않도록 배려하 다. 2층 부분에서 다목

강당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학생들의 다양

한 수업에 유리하도록 하 으며, 멀티미디어실 1실

을 체의 앙 치에 두어 정보화 시설에 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 다.

3층에서는 리실들과 특별교실들은 가능한 교실

군과 거리를 두어 수업에 방해 받지 않도록 하 으

며, 두 개의 멀티미디어실은 학년별 이용이 가능하

도록 앙부에 구성하 다.

교직원들을 한 편의시설을 두어 조용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 으며, 교원휴게실은 남녀 

구분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 다.

4층에서는 고학년 교실군과 음악실과 미술실을 

두어, 특별활동의 성격에 맞도록 공간을 연출하 으

며, 소음이 교사동으로 달되지 않도록 하 다. 특

별교실에는 충분한 넓이의 기자재실과 비실을 두

어 특별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 다.

입면계획에서는 제된 형태의 표 으로서 

 감각을 부여하고 수평요소의 강조로서 평화로운 

감각을 부여 다. 특히, 주출입구에서의 정면성 강조

와 색채 계획과 입면계획을 통한 리동과 교사동

의 시각  구분에 그 을 두었다. 그리고, 부분

인 곡선을 사용하여 체 인 딱딱함을 다소 부드

럽게 하고 입면에 다양한 요소를 용하여 건물들

의 개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체의 이미지를 통합, 

통일성을 주도록 계획하 다. 리동/특별교실동 건

물의 서측 하부에 필로티를 구성하여 공간의 깊이

감을 부여하여 놀이공간의 다양함을 추구하 다.

단면계획에 있어서 교사동은 학생들의 신체특성

에 맞는 층고  수직모듈 용하고 개방  공간감 

 수직  다양성 연출하기 하여 층의 층고는 

3.6m로 하 다. 학년군에 따라 건물군을 분리하여 

자연스러운 역을 확보하여 시각  개방감을 유도

하 다.

강당부에서는 층고 8.1m의 무주공간을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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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계획설계 A안의 입면도

그림 13. 계획설계 A안의 단면도 

측면창의 확 를 통한 자연채 으로 빛의 유입을 

극 화시켰으며, 규모의 식당부와 상부 교실군, 그

리고 다목 강당의 수직  계를 고려하여 계획하

다.

구조의 형식은 모든 평면에 응하고 일반화된 

공법인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계획하고 철근콘크

리트 슬래 는 구조  기능과 사용성에 유해한 처

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 으며, 한 내풍, 내

진과 련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 다. 

옥외공간계획으로는 주출입구에서 각동으로 이어

지는 공간을 운동장과 더불어 개방되어지게 처리하

여 시각  트임과 함께 각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는 

동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게 계획하고, 기능별, 학년

별의 공간 특성화를 바탕으로 다목  옥외공간을 

두었다. 학년은 서측 독립된 놀이마당을 두어 고

유 역성을 주도록 계획하 다. 서측의 임야와 연

계된 산책로를 통한 자연  학습공간으로의 연계와 

주차장과 리동의 근  안으로 동시에 활용하

도록 계획하 다. 

재료  색채계획에서는 등학교의 일반 인 교

사동 매스와 기타 리동  부속동의 매스가 연계

된 정면성  상징성을 표 하기 한 입면계획을 

보다 구체 으로 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세계획 인 측면에서 외장재료  색채

계획을 함으로 건물이 시각 으로 인지되는 사항들

에 하여 체계 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 다.

재료  색채계획의 기 은 다음과 같다.

표 2. 재료  색채계획의 기

동명 외장재료 색상

교사동

리동

․교사동, 리동 

  - 화강석 버 구이

․교사동 1층부

  - 삼목/오일스테인

․화강석 자연 색질감

강당

․지붕부

  - 0.8T 알루미늄 넬

․외벽부

  - 4T 알루미늄 복합 넬

․silver metallic 는

지정색

계단실 ․커튼월(18T 복층유리)
․AL. BAR - brown

․GLASS - brown

교사동

상부

조형물

․4T 알루미늄 복합 넬
․silver metallic 는

지정색

캐노피

 기타 

코핑부

․3T AL. SHEET

․ 학년동 - yellow 계열

․고학년동 - blue 계열

․ 리동  - gray 계열

그림 14. 계획설계 A안의 건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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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획설계안의 평가

계획설계안 안 특성

- 고학년, 학년 분리

- 교사동의 조망이 우수

- 학년별 라이버시 확보

- 학년별 놀이공간 확보

- 1층필로티로 시야와 공간확보

- 운동장 남동측 치
A안

4.2 계획설계 B안

B안은 교사동을 학년과 고학년 블록으로 분리

시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배치한 계획안으로서 

리동과 특별교실동을 앙에 배치하고  식당과 다

목  강당을 남측부에 배치하 다. 남서측일부와 강

당하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운동장을 남동측에 

배치하 다.

본 계획안은 일반교실 블록이 독립되어 있어 외

부공간과의 독립성이 양호하며, 교사동의 남향배치

로 일조 조건이 균등하다. 한 정문에서 교사동의 

근이 용이하여 학생들의 진입동선이 양호하고, 운

동장과 시설녹지의 연계성이 좋다. 교사동과 식당/

다목 강당 사이의 동선이 길어 불편이 상되며,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근성과 연계성이 약하다. 특

별교실에 한 학생들의 근  이동 동선이 길어

지므로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한 이 있고. 교사동 

사이의 인동간격이 좁아 폐쇄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림 15. 계획설계 B안의 건물 경

4.3 계획설계 C안

C안은 교사동을 남향으로 북측에 두고, 리  

특별교실동을 동측에 집약 으로 배치하 다. 식당

과 다목  강당을 남측에 배치하고, 동측 리동 앞 

부분과 북서측 일부를 주차장으로 구획하 으며, 운

동장은 남서측에 배치하 다.

본 계획안은 학년, 고학년을 그룹별로 블록을 

구성하여 독립성이 양호할 뿐 아니라, 일반교실 블

록이 독립되어 있어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이 양호하

고, 다목 강당이 남동측에 치하여 주거지와 가까

우므로 지역주민의 근이 용이하며, 특히 리동이 

진입도로에서 가까워 방문객들의 근 동선이 양호

하다. 교사동의 남향배치로 균등한 일조를 기 할 

수 있으며,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분리가 명쾌하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사동간의 간격이 좁아서 

심리  폐쇄감을 느낄 수 있으며, 다목  강당(식당)

이 남측에 치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좋으

나, 학생들의 동선이 불편하고 한 리동의 도로

에 의한 소음이 우려된다. 일반교실 블록들과 리

동이 남북으로 배치, 분리되어 있어서 운 통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그림 16. 계획설계 C안의 건물 경

4.4 계획설계안의 평가

계획의 기본개념과 방향에 따라 기본 인 여러 

배치안을 제시하 고  그  술한 3가지 안으

로서 계획설계가 발 되었다. 그 안에 하여 서

로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들 계획안들은 구미교육청과의 긴 한 의와 

1회의 공청회 그리고 1회의 학회보고를 거치면서 A

안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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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년, 학년 분리

- 오 , 오후 일조 양호

- 각 동은 리지를 통해 연결

- 정을 통한 놀이 공간 확보

- 교사동과 도로 인

- 운동장 남동측 치
B안

- 고학년, 학년 교사동 분리

- 오 , 오후 일조 양호

- 교사동과 특별교실동 분리

- 교사동과 도로 인

- 운동장이 남서측에 치

- 고학년동이 운동장에 인
C안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구미시 곡동 내에 

등학교 개교 계획에 따른 교사신축 계획설계 연구

로서 제7차 교육과정에 합한 교육시설로서 기본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기본방향과 설계지침

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제시안 들을 검

토와 의를 거쳐 연구의 결과물로 계획안이 도출

되었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 , 지는 택지개발지구내의 서쪽 경계부분으

로서 북고남 의 약 1.8m 정도 고 차가 있는 지

로서 북측으로는 재 막다른 이면도로의 성격을 

띄는 8m 도로와 동측과 남측에는 10m 도로가 형성

되어져 있다. 이와 같은 일반 인 조건들을 가지고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교사동 배치를 해결해 나갔다. 

한 지역주민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북동측의 도

로와 주거지에 근 하여 강당을 배치하는 등의 해

결과정이 있었다.

둘째, 주어진 지조건과 비교  제한 인 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도로조건 등의 여건으로 기본

인 배치방향은 유사하게 출발하게 되었고 그 형식

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 시켰으며 여

러 의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 선정안을 결정하게 

되었다.

셋째, 교육시설에 하여 좀 더 구체화되고 실

성 있는 안을 제시하고자 세부 인 옥외 공간계

획  시설계획, 조경계획, 재료  색채계획 그리

고, 에 지 약계획까지 기본방향  계획으로 설

정하고 용, 발 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안을 진행하며 아쉬운 이 

있다면 연구기간 내 기 36학 의 계획에서 30학

, 최종 24학 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

간  여유가 없이 최종안에 이르게 된 것은 안타까

운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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