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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 학교 교사신축 기본계획설계 연구

A Study on the Schematic Design

for Ban Seok Middle School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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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방법과 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부산시 해운 구 반여동 1465-35번지

에 들어설 반석 학교의 기본계획설계이다. 

이 지역은 갑자기 늘어난 교육수요에 응하는 

교육시설이 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최근에 여

러 등학교는 신축되었지만 학교는 여 히 부족

한 실정에 있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교시설을 보는 

에서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이 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이다. 재의 시설을 완 히 새로운 

교실운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

과 교육외 인 물리  요소보다는 소 트웨어 인 

학습내용, 교재의 확보, 교과 운 방법 등을 강조하

는 실 인 주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실 인 응으로, 먼  제 7차 교육과정에 한 기

본 인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시 교육청의 시설기

과 사용후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반석 학

교의 기본계획 설계 목 은 제 7차 교육과정에 융

통성 있게 응하여 수요자 심의 다양한 공간구

성과 공간배치로 학습의 효율을 극 화하고, 21세기 

다양화․정보화 시 의 창의 인 인간교육을 한 

 * 정회원, 동주 학 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부산 학교 교수, 공학박사

풍요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아울러 지역의 심

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제시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과 내용  진행순서는 <그림 1>

과 같고 이하 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硏究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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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  가구 황

구 분 인구(인) 남 자 여 자
가구

(세 )

가구당

인구(인)

부산시 3,747,369 1,871,335 1,876,034 1,219,902 3.1

해운 구 403,598 199,628 203,970 129,003 3.2

반여1동 45,578 22,923 22,655 13,704 3.3

(B÷A)×100 11.3 11.5 11.1 10.6 -

1) 련 정보의 수집

가. 문헌의 검토

나. 계자 인터뷰 : 부산시교육청시설담당 계자

와 학교 계자 등과의 면담.

다. 지 방문 조사를 통한 지 황 분석.

라. 설문지 조사 :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학교시

설에 한 요구사항 조사  분석

2) 계획 황  여건 분석

가. 입지  자연환경 분석 

나. 인문환경 분석

다. 인구  가구 황 분석

라. 계획 지주변의 사회  기반시설  교통여건 

분석.

마.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련 법규

3) 계획의 기본방향제시

가. 제7차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육시설의 계획

요건제시

나. 정보화시 에 응한 교육시설의 계획요건제시

다. 지역의 심시설로서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요건제시

4) 기본계획 설계안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기본계

획방향을 설정하고 계자와의 의를 통하여 3개

의 기본계획안을 제시한다.

1.3. 반석중학교 기본계획의 개요

1) 연구기간 : 2005. 02. 15～04. 14 (60일간)

2) 계획개요

◦사 업 명 : 반석학교 교사신축기본계획설계

◦ 지 치 : 부산시 해운 구 반여동 1465-35

◦ 지면  : 12,009 ㎡

◦학  수 : 36학

◦학 생 수 : 1,260명 (학 당 35명 기 )

◦건축개념 : 제7차 교육과정과 미래 변화될 교육과

정에 응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공

간으로서 화 시설.

2. 지역  학교 황조사분석

2.1 지역현황

1) 치  지역여건

반석 학교가 들어설 곳은 부산 역시 해운 구 반

여동 1465-35번지에 치해 있다. 부산 역시는 15개

의 구와 1개 군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해운 구의 

치는 <그림 2>와 같으며, 그 치는 <표1>과 같다.

그림 2. 해운 구의 계획 지일원

표 1. 해운 구의 치(경도, 도)

단

경도와 도의 극

연장거리
지  명

극 

동 경 북 

동단 송정동 산46번지 120° 12′38″ 35° 11′00″ 동-서간  

10.9km서단 반여동 산304번지 129° 06′44″ 35° 12′20″

남단 우동 710-4번지 120° 09′15″ 35° 08′54″ 남-북간 

11.0km북단 반송동 산15번지 120° 08′52″ 35° 14′52″

2) 인문환경

해운 구의 총인구는 2002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

구통계결과를 기 으로 403,598명으로 남자 199,628명, 

여자 203,970명이다. 

해운 구에 속해 있는 반여1동의 2002년 말 인구

는 45,578인으로 해운 구 체의 11.3%나 유하고 

있는데 이는 반여동에 단 의 공동주택단지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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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계획 상 지 치도

그림 4. 상 지 주변 황도 

발되고 있기 때문이며, 계속 인 개발여지가 있어서 

앞으로 더욱 늘어날 망이다.

부산시의 총인구는 1995년 이후로 계속 감소추세

에 있으며, 해운 구는 신시가지 입주가 완료된 

재 인구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반

여동의 인 재개발사업과 석 동  반송동의 

일부 개발제한지역의 완화로 인한 택지개발로 해운

구의 인구는 늘어날 망이다.

부산시와 해운 구의 인구 도를 비교해 보면 

2002년 기 으로 해운 구가 1㎢당 7,846인으로 부산

시 4,912인보다 인구 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인구추세

연도

구분
1999 2000 2001 2002

인구

(명)

부산시 3,831,454 3,812,392 3,786,033 3,747,369

해운 구 409,038 410,563 409,297 403,598

인구 도

(인/㎢)

부산시 5,053 5,017 4,969 4,912

해운 구 7,952 7,981 7,955 7,846

표 4. 해운 구의 학교 황 (단 : 명)

학교수 학 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남 여 합계 여

2000 14 403 15,388 8,018 7,370 714 492

2001 14 409 15,211 7,959 7,252 729 520

2002 14 418 15,196 7,976 7,220 750 526

2003 15 431 15,438 8,196 7,242 785 562

2004 16 482 17,253 9,276 7,977 848 593

공립 14 422 15,268 8,286 6,982 742 550

사립 2 60 1,985 990 995 106 43

자료: 2004. 부산교육통계연보

2.2 개발여건분석

1) 상지역의 치  세력권분석

해운 구 북측, 장산의 서측자락인 반여1동에 

치하며, 상지 서측에 수 강, 원동I‧C가 있다.

상지의 주변은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재 재개발사업을 한 계획이 진행 인 

지역으로 반경 500m내에 아시아 선수  아 트, 

아 트, 림아 트 등의 단  아 트단지와 한

국수출포장, 원무역 등의 공장이 입지해 있다.

2) 지분석

① 지 황

반석 학교가 들어설 반여동 1465-35번지는 경사

가 거의 없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실업기

숙사와 양운수차고가 치해 있던 곳이다.

최고표고 4.7m, 최 표고 4.3m로 거의 표고차이

가 없는 지이다. 지의 4면은 모두 도로에 해

있으며, 지의 북측에는 국정교과서창고와 기아정

비 력공장이 치해있고, 동측으로는 지의 일부

분에 병원과 여 건물이 해있으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재개발로 인해 약 1600세 규모의 고층아 트

가 들어설 정이다. 지의 남측으로는 17층 높이

의 그림맨션이 치하고, 서측으로는 수 강변

로가 하고 있다.



반석 학교 교사신축 기본계획설계 연구

韓國敎育施設學 誌 第12券 第5號 通卷 第52號 2005年 9月  81

그림 5. 계획 지주변의 교통동선도

그림 6. 지 주변 경

② 지의 면 , 형태  분석도

반석 학교의 계획 지의 면 은 12,009㎡이며, 

가로 약 200m, 세로 약 70m(최  25m에서 최고 

80m)의 부정형태이고, 지의 축은 북서-동남방향

으로, 길죽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계획 지는 4변 모두 도로에 하고 있는 데, 북

측으로 10m도로, 남측으로 16m도로, 동측으로 16m

도로, 서측으로는 32m의 로에 하고 있어 소음

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지의 장변축은 남서향을 향하고 있으며 도로맞

은편 17층 규모의 그린맨션에 의한 일조권의 

향이 우려되고, 따라서 배치계획 시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주변도로의 표고는 남측도로가 4.5m, 북측도로가 

4.7～4.0m, 동측도로가 4.3m로 상 지와 거의 같

은 표고이다. 따라서 지의 계획표고는 운동장의 

배수를 고려하여 4.7m로 계획한다.

지의 4면이 도로에 해있으나 주변조건에 따라 주

진입은 지의 남측도로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그림 7. 지분석도

3. 교육시설 로그램

3.1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계획요건

<교과별 교수  학습 형태 분석>

가.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교실형

교과교실형은 모든 교실을 교과별 용의 특별교

실과 교과교실로 구성하여 운 하며, 학생은 시간표 

편성에 따라 매 수업시간 마다 해당 교실로 이동하

여 학습하는 방식이다.

교과교실형은 각 교실이 교과마다 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 이고 정확한 시설․설비를 갖출 

수 있으며, 각 교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

서 남는 공간을 공통학습공간이나 생활동 간의 확

충에 활용될 수 있다. 한 교사가 상주할 수 있는 

교과별 교사실을 교과교실에 인 하여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에 한 의와 교류를 통해 교육

효과와 정보교환 여건도 기 된다.

나. 교수학습 형태와 소요 교실 수 산정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소요교실 수 산정에는 

학교의 교과목 구성과 재량활동  수 별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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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과별 시설공간 구성요건

구분 시설공간구성요건

국어

◦교내외 다양한 장소를 학습의 장으로 최 한 활용
◦ 력학습을 한 공동 작업  수용공간 확보
◦토론이 가능한 다목  교실, 소규모 강당마련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에 개방 이고 자유스런 학습활동이 
가능한 환경조성

정에 따른 수업시수의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교

육내용에 따른 수업형태와 특별교실과 일반교실에

서 요구되는 과목별 수업 형태를 함께 고려해 과목

별 특성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다양한 교

실의 종류와 규모의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의 교과목 구성  

수 별 교육과정과 교과목에 따른 수업형태를 종합

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교과목에 따른 수업형태

제7차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과서 심 학습활동에

서 교육과정 심의 학습활동으로의 환을 내포하

고 있기 때문에 교과 선택과 운 에 있어 학교와 교

사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율권이 한층 강화된 시

에서 통 인 일제식 수업의 교실형태로는 원활

한 운 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반석 학교(부산시 

교육청의 설계지침)에서는 재의 교육 황과 장래

의 융통성 있는 응을 고려하여 형 인 교과 용

교실형보다는 교과 용교실+학 교실 충형으로, 

이는 통 인 학 교실제를 시행하면서 학생들의 

이동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교과 용교실로 환하

도록 하는 방안으로 교과 용형과 학 교실형의 장

단 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나, 교과 용교실제의 

최  장 인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축 과 활용에

는 제약이 있지만  교육의 상황에서는 가장 실

이고 이상 인 교실 운 유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8. 교과 용교실+학 교실구성도

표 6. 교육시설계획의 요구조건에 의한 계획방향

구 분 운  내 용 계 획 방 향

국

민

공

통

기

본

교

육

과

정

운

수 별

교육과정

◦수 별로 학습 집단 

편성

◦다목  공간 설치

◦수 별 학습에 필요한 정

규모의 교실확보

◦단계별  학년별 

육과정 편성, 운
◦다목  공간과 겸용가능

◦심화보충학습 ◦다목  공간과 겸용가능

선택 심

교육과정

◦학생심으로교과목 

선택운
◦소규모, 규모 강의실 확보

재량활동 ◦활동  체험 심 운
◦학년  교과연구실겸용

◦재량활동 지원공간 설치

특별활동 ◦학생 심의 운 ◦클럽실  회의실 마련

학교교육

과정운

원회

◦학교교육과정 운

원회설치
◦회의실 겸용

정보교육

강화

◦컴퓨터 활용한 

교과교육

◦컴퓨터실 확보

◦교과별멀티미디어센터에 

컴퓨터활용코 설비

세계화 

지역화

◦ 어교과에서의 

어학실습강화

◦사회교과의 민속  

고장의 이해

◦도덕교과의실습강화

◦어학실습실 확보

◦향토자료실 확보

◦도덕( )실 확보

교원 정원  

채용

◦계약직교원채용확

◦사회 문인력활용
◦교과별 용공간 확보

교원 활동  

복지

◦학교운 의  교과별

교수‧학습자료연구제작

◦교사 의실 확보

◦교사 연구실 확보

학생 활동  

복지

◦학생자치활동 증진

◦ 력학습 진

◦홈베이스 마련

◦라운지 조성

◦학생 용 의실 확보

3.2 단위공간 및 구성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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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도덕자료 수집, 정리  과목에 한 학습환경조성

◦다양한 수업기법이 활용가능한 입체 인 용학습공간

◦ , 규범의 실행 연습이 가능한 공간

사회

◦다양한 자료의 효율 인 활용이 가능한 용학습공간

◦교사들의 교재 연구  의을 한 교과연구실 

◦학생들의 과제 탐구  자료제작을 한 용보조공간과 

자료수납공간

수학

◦다양한 종류의 입체도형을 수납하는 공간

◦다양한 물체를 찰, 조작활동을 한 공동 작업공간

◦교사 연구실과 자료보 공간

과학

◦다양한 종류의 도형  실험도구의 수납을 한 공간

◦ 찰과 조작하는 활동을 한 공동 작업공간

◦학습자료실, 실험실습, 비공간, 학습결과물 보 공간

기술

‧

가정

◦다양한 종류의 공구  실습 기구의 수납공간

◦다양한 유형의 실습 공간

◦교과연구실, 학습자료실

체육

◦다양한 종류의 운동 기구  교구의 수납공간

◦무용 활동  체력단련실 등의 연습공간

◦교과연구실

◦수 장 등 지역사회시설 공동활용 안 탐색

음악

◦다양한 악기의 수납공간

◦가창  창작활동에서 연습가능한 소규모 연습실공간

◦교사연구실, 연주  합창 등이 가능한 다목  공간

미술

◦다양한 재료와 용구의 수납공간

◦재료와 용구를 선택하여 표 하는 활동공간

◦작품 시공간

외

국

어

◦교과실 규모 확

◦어학연습실 

◦수 별 활동을 한 다목  공간 마련

재량

활동

◦자료제작실

◦세부활동지원을 한 교원연구실

◦학생들의 공동발표회 장소  시공간

특별

활동

◦교내‧외 다양한 장소를 학습의 장소로 활용

◦지역사회의 인 , 물  자원을 활용

그림 9. 단 공간 구성개념도

블록계획

가) 일반사항

 교과교실형+학 교실형의 블록 랜은 각 교실은 학년별  

학 구성이 가능, 한 교과교실로서의 역할수행. 교실, 

세미나실, 시청각, 미디어코  등 다목  학습스페이스와

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

 불필요한 통과동선을 피하도록 계획, 동시에 학 의 분반

별 강의편성에도 응될 수 있도록 실을 계획, 동질 인 

교과블록 내의 세부 동선에도 주의.

 교과별+학 교실군별 오  스페이스는 각각의 심에 

치, 경우에 따라서 홈베이스, 락카룸, 미디어 스페이스로

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계획, 학습의 교재나 자료의 시

와 배치공간, 학생들의 기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도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나) 특별교과 교실군 블록 랜

 각 특별 교실의 수업 내용과 방식에 따라 비실․자료코

․시청각 스페이스 등을 함께 구성. 교사연구실․ 비

실 그 외의 특별활동실이나 련 제실이나 화장실 등도 

블록근처에 배치.

배치계획

 지의 자연  조건에 순응하고, 재해시의 안 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 

 주변 학군을 분석하여 주출입구  부출입구를 계획, 학

생, 방문자, 차량의 동선이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치.

 조닝은 특별교실․교과교실+학 교실․행정 리시설군

의 블록으로 구분, 각 역의 연계성  독립성 확보.

 지역주민을 해 강당  체육  그리고 개방 될 수 있는 

교육시설 공간은 근이 쉬운 치에 배치, 이용시 학   

습 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

 장애자들의 이용을 고려한 경사로 등을 계획.

기능계획

 블록 계획에 하여 각 실들을 배치, 합리 인 동선 계

획과 공간의 역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획.

 교과교실+학 교실, 특별교실, 체육 , 식당과 각각의    

화장실, 사물함은 연계성을 고려.

 복도나 계단은 통행이외에 정보공간, 조망공간, 등 이동

에 따라 자연스러운 공간 변화를 배려.

 독립된 각 블록은 상호 연속감, 일체감으로계획.

 통과 동선이 블록 내에서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

선을 계획.

 각 블록마다의 특색 있는 공간을 계획.

 다목  공간확보를 해 식당공간 등의 규모 공간을 

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

 교과별  학년별 교사연구실은 교재연구, 와 함께 휴식

처가 될 수 있도록 계획.

 특별 교실군 외에 다양한 재량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특별활동실)을 확보.

 차량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

 학생들이나 교직원, 외부 방문객들이 인지하기 쉬운 교

사블록들의 배치와 동선계획.

3.3. 계획 기준 설정

계획의 기본 방향에서 추출된 사항을 블록계획, 

배치계획, 기능계획, 형태계획, 환경계획에 용시킬 

수 있는 건축 계획  세부사항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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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계획

 학생들의 학교생활 에 다양한 공간감을 해 건물의 

입면․매스의 변화.

 각 교사동은 건물에 의한 폐쇄감을 최 한 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친근감을 한 외 디자인.

 학교는 주변과의 조화를 꾀하고 동시에 자신의 이미지

를 표 .

 지역주민에게 개방될 시설은 형태상의 인지성 고려.

표 9. 규모계획산정

구분 실명
실수 단 면

(m
2
)

계획모듈

(m×m)
비고

일반 특별

학

습

․

교

사

시

설

기

교과

역

국어 7  67.50 9.00×7.50 cl 07

교사실 1 33.75 4.50×7.50

수학 6  67.50 9.00×7.50 cl13

교사실 1 33.75 4.50×7.50

어 6  67.50 9.00×7.50 치19

교사실 1 33.75 4.50×7.50

인문

교과

역

도덕 3  67.50

9.00×7.50

cl22

한문 2  67.50 cl24

사회 5  67.5.0 치29

교사실 1 33.75 4.50×7.50

이공

교과

역

과학 3 3 135.00 18.00×7.50 특03

교사실 1 33.75 4.50×7.50

기술/가정 2 2 135.00 18.00×7.50 특 01/특 01

교사실 1 33.75 4.50×7.50

체
능
교과
역

음악 1 1 67.50 9.00×7.50 cl30

미술 1 1 135.00 18.00×7.50 특01

체육 1  67.50 9.00×7.50 치31

교사실 1 33.75 4.50×7.50

공통 강의실 2 135.00 18.00×7.50 cl33

재량
무용 1 1 67.50 9.00×7.50 특 01

일반 3  135.00 18.00×7.50 cl36

특활 일반 3  67.50 9.00×7.50 특활02

소  계 4,083.75

지

원

시

설

시청각실 1  168.75 22.5×7,50

컴퓨터실 2  135.00 18.00×7.5 특02

산실 1  67.50 9.00×7.50

도서실 1  270.00 36.00×7.50

홈베이스 9  67.50 9.00×7.50 

식  당 1  742.50 22.50×33.00

양호실 1  67.50 9.00×7.50

휴게/갱의실 1  67.50 9.0×7.50

체력단련실 1  67.50 9.0×7.50

샤워,탈의실 1  67.50 9.00×7.50

강  당 1  742.50 22.50×33.00

소  계 3,138.75

리

시설

교장실 1 33.75 4.50×7.50

행정실 1 67.50 9.00×7.50
문서고

포함

교무실 1 135.00 18.00×7.50

회의실 1 33.75 4.50×7.50

인쇄실 1 33.75 4.50×7.50

정보자료실 1 67.50 9.00×7.50

상담실 1 33.75 4.50×7.50

방송실 1 67.50 9.00×7.50

경비실 1 17.00 4.50×4.00

창고 1 67.50 9.00×7.50

소계 557.00

합계(순면 ) 7,779.50

공용면

연면 의 35% 

( 시, 화장실, 

복도, 계단)정

2,722.83

기계․ 기실 1 168.75 22.5×7.5

지하주차장 58 1,523.66 26.27㎡/

연면

순면 +공용면

(기계․ 기실 

포함)

12,194.74 

3.4 공간규모계획

1) 소요실수 산정

표 8. 소요교실수의 산정

역

교

과

주당수업시간
학습형태/

비율

학습형태/

시간

소요

교실수
보정교실수

7

학년

8

학년

9

학년
합계 이론

실험

실습
이론

실험

실습

이론

교실

실험

교실

일반

교실

특별

교실

기

교과

역

국어  60  48  48  156 1.0  156 6.65   7

수학  48  48  36  132 1.0  132 5.55   6

어  36  36  48  120 1.0  120 5.04   5

인문

교과

역

도덕  24  24  12   60 1.0   60 2.52   3

사회  36  36  48  120 1.0  120 5.04   5

이공

교과

역

과학  36  48  48  132 0.6 0.4   79   53 3.32 2.23   3 3

기술  12  18  18   48 0.6 0.4   29   19 1.22 0.8   1 1

가정  12  18  18   48 0.7 0.3   34   14 1.43 0.59   1 1

체능

교과

역

음악  24  12  12   48 0.5 0.5   24   24 1.01 1.01   1 1

미술  12  12  24   48 0.3 0.7   14   34 0.59 1.43   1 1

체육  36  36  24   96 0.3 0.7   29   67 1.22 2.82   1

재량  48  48  48  144 1.0  144 6.05   6

특활  24  24  24   72 1.0   72 3.03   3

합계 374 374 374 1122  911  211  38 7

2) 공간규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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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안의 기본개념

4.1 계획대지여건

1) 도로조건: 반석 학교는 4면이 모두 도로에 하

고 있다. 남측으로 16m도로, 북측으로 10m도로, 동측

으로 16m도로 그리고 서측으로 32m 도로에 하고 있

다. 따라서 도로의 교통에 의한 소음문제가 야기되며 

특히 서측의 로측으로의 소음 책이 요구된다.

2) 통학동선 : 지의 북측과 남측, 동측의 고층 

아 트 지역과 재개발 정지역의 아 트 지역이 통

학범 에 속한다.

3) 계획 지 상황 : 반석 학교의 상 지는 기

존 우기숙사가 있던 곳으로 지는 거의 경사가 

없는 평지에 가깝다. 주변도로와도 표고차이가 없으

므로 조성된 지를 계획 지 벨로 한다.

그림 10. 반석 학교 주변도로 황 

그림 11. 반석 학교 계획 지 장 

4.2 계획기준

1) 근성 : 주출입부는 지의 남측도로 유리, 보

행 진입부와 자동차 진입부의 분리.

2) 교육시설물의 형태  배치 계와 정면성 : 4면 

도로에서의 입면성을 고려, 특히 주진입부에서의 

근에 따른 리듬감, 주변환경과와의 계를 고려, 역동

인 변화와 함께 내, 외부 공간의 연속성을 유지, 지

역의 교육시설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

3) 주변 지와의 계 : 계획 지 동, 남, 북측에 

치한 고층의 아 트 단지가 해있어, 상호 시각

 차단을 도모 할 수 있고 특히 남측의 아 트에 

의한 일조권과 조망권을 고려한 배치계획.

4) 계획 지 내 토지이용성 : 학생, 교사, 학부모, 

인근주민의 동선계획을 가능한 구분해 상호 간섭이 

없도록 하고, 보행자와 차량동선을 분리.

운동장과 교사동의 배치는 동서방향배치. 주출입

구에서 교사동의 각 출입구까지는 방향감과 공간  

연속성, 외부공간은 다양한 테마로 활기 있는 분

기를 연출.

5) 내부공간계획: 내부의 각 주요 실의 배치계획

은 계획방향에서 설정된 방법에 따르되, 통풍, 채

이 양호한 편복도형 계획을 지향, 내부공간의 동선

은 짧고 효율 으로 계획하고, 이동시 각각의 역

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교실군은 역별, 학년별 

독립성유지. 교실군은 교과교실형+학 교실의 유형

으로 계획.

6) 시설간 연계성과 공간  조닝(Zoning) : 요구 

시설의 구성은 교과교실+학 교실, 특별교실, 지원

(학습지원, 교사지원)시설, 리시설, 생시설 등과 

외부공간으로 구성.

•교과교실 : 기 교과 역(국어/수학/ 어), 인문

교과 역(도덕/한문/사회), 이공교과 역(과학/기

술), 체능교과 역(음악/미술/체육), 재량수업

•특별교실 : 과학실, 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가정과실, 무용실

•지원시설 : 시청각실, 도서실

• 리제실 : 교장실, 교무실, 교사휴게실, 방송실,

양호실, 교사연구실 등 

•기타시설 : 홈베이스, 체육 (강당), 식당

•외부공간 : 운동장, 테마공간, 기타 옥외공간

4.3 대지이용 및 배치계획

1) 계획안 1안 / 남향 병렬형 배치

•건물의 주방향은 남향(서향으로 3°기울기), 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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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안 - 1층 평면도 

그림 16. 1안 - 2층 평면도

측에 치한 17층의 고층아 트에 의한 일조권

과 조망권의 문제를 해결

•매스의 연결은 핑거형태 그 심에 식당, 강당 

치

• 지의 북동측에 식당  체육 과 특별교실군 

배치, 지역주민에게로 개방 시 부진입에서 진입

이 용이, 주차장에서 직  출입가능.

•외부공간은 다양한 테마공간으로 구성하여 풍

요로운 공간 연출

그림 12. 1안의 스터디 모형

2) 계획안 2안 /남동향의 역ㅌ자형병렬형 배치

• 지의 서측에 운동장, 동측에 건물배치. 건물

의 배치 축과 배치 향은 남동향.

•매스의 연결은 역ㅌ자형태로 교과교실군과 강

당동이 남동향 배치, 연결부분이 남서향배치.

•체육 (식당)은 면에 배치, 체육 은 주진입

부 인근에 배치

그림 13. 2안의 스터디 모형

3) 계획안 3안 / 남서향의 E자형 배치

• 지의 서측에 운동장, 동측에 교사동 배치.

•건물의 주방향은 남남서향, 주진입은 지의 남

측 도로.

•체육 /강당동은 진입부 근처, 운동장에 인 하여 

치

그림 14. 3안의 스터디 모형

4.4 기본계획안의 분석

1) 계획안 1안(선정안)

계획안 1안의 건축개요

◦ 지면  :  12,009.0 ㎡

◦건축면  :  2,885.10 ㎡

◦연면  :  11,610.65 ㎡

◦건폐율 :   24.02 %

◦용 률 :   96.68 %

◦층수 : 지하1층, 지상5층

◦주차 수 : 지상주차7 ,  

지하주차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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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1안 - 3층 평면도

그림 18. 1안 - 4층 평면도

그림 19. 1안 - 5층 평면도

그림 20. 1안 - 남측면도

그림 21. 1안 - 북측면도

그림 22. 1안 - 동측면도

그림 23. 1안 - 서측면도

그림 24. 계획안 1안의 모형

2) 계획안 2안

계획안 2안의 건축개요

◦ 지면  :   12,009.0 ㎡

◦건축면  :   2.809.05 ㎡

◦연면  :   11,235.20 ㎡

◦건폐율 :   23.39 %

◦용 률 :   93.56 %

◦층수 : 지하1층, 지상5층  

◦주차 수 : 지상주차 9 , 

지하주차 60

그림 26 . 계획안 2안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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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3안 - 1층 평면도

그림 28. 계획안 3안의 모형 

3) 계획안 3안

계획안 3안의 건축개요

◦ 지면  :  12,009.00 ㎡

◦건축면  :   3,062.55 ㎡

◦연 면  :  15,386.78 ㎡

◦건 폐 율 :   25.50 %

◦용 률 :  110.84 %  

◦층수 : 지하 1층, 지상 5층

◦주차 수 : 지하주차 58

5. 기본계획안의 비교평가  결론

5.1 배치계획비교평가

3개의 안 모두 지형태  주변환경의 특성상 

지의 동측에 배치한 형태.

•1안은 정남향배치, 2안은 남동향배치, 3안의 남

서향배치로 1안과 2안의 경우 남서향에 치한 17

층의 아 트에 의한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벗

어나고 있으나 3안의 경우 아 트와 나란히 배치된 

형태로 일조권과 조망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 

남동향배치인 2안의 경우 조망권은 가장 양호한 편

이나 배치향에 의해 여름과 겨울의 환경이 좋지 못 

하다. 따라서 배치계획의 평가에서는 계획안 1안이 

가장 유리하다.

5.2 평면계획의 비교평가

•1안과 2안은 4개의 교실을 단 로 홈베이스를 

구성하고 있으며 3안은 3개 층에 걸쳐서 학년별 홈

베이스가 구성되어있다. 3안의 경우, 1.2안에 비해 

각 교실에서 홈베이스와의 연결이 균질하지 못한 

단 을 가지고 있다.

•특별교실의 경우, 1안은 리/행정동의 2층에서 

5층에 치하여 집 되어있으며, 2안은 각 교실을 

연결하는 리지동에 집  배치되어있다. 3안의 경

우에는 각층의 각각의 동에 분산 배치되어있다. 따

라서 각 교실에서의 근성은 2안이 가장 유리하다.

•1안과 2안은 교과교실(학 교실)동은 편복도로 

구성되고 리/행정, 특별교실동을 복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3안은 모두 편복도로 구성되어있다. 일

조, 채 에 편복도가 다소 유리한 면이 있지만 지

조건상 충분한 인동간격을 확보하기 어렵다.

•주민의 개방시설로서의 체육 동의 치는, 1안

은 북측도로에 인 하여 배치되어있고, 2안은 남측

도로에 인 하여 주진입부와 가깝게 치하고 있으

며 3안은 북측에 치하고 있지만 주진입과 인 하

고 운동장측에 치하고 있다. 따라서 3개안 모두 

지역에 개방 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개방 

시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직  진출입이 가능하

도록 계획되어있다

비교평가결과 기본계획안 1안을 반석 학교의 기

본설계로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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