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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earch of the improvement plan for elementary schools which aims at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new 

educational program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spatial configuration regarding the modernized elementary schools in Busan City are as follows: 

1) The analysis of expansion in the building area reveals that the building area per classroom has been 

increased from 200m² in 1995 to 350m² in 2005 based on the data gathered from the constructed schools 

during that period. 2) While the ratio of classrooms per the gross school area has been decreased from 35% in 

the late 1990s to 20% in the 2000s, the entire school size continue to become larger, which is considered as 

desirable change. 3) New construction and addition of special classrooms and multi-purpose spaces have 

continued to be increased. Multi-purpose spaces were positively considered in the early 2000s, but recently 

built schools tend to limit the construction of multi-purpose spaces only to lower grades' space or not to 

obtain them owing to the analysis that its utilization is limited. 4) Most schools constructed after 1999 are 

equipped with dining hall and multi-purpose halls, and show the increase in their sizes. Especially, dining hall 

tend to be located on the upper floors for better environ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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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

제7차 교육과정이 ‘열린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

 * 정회원, 동아 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동아 학교 건축학부 강사

이 논문은 2002학년도 동아 학교 학술연구비(공모과제)지

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설을 비 으로 수립되어 2000학년도부터 등학교 

1,2학년을 상으로 용되기 시작, 2002학년도부터

는 등학교  학년을 상으로 운 되고 있다. 

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용

되어 기본 으로는 학 을 기 으로 운 되기는 하

나, 학습집단의 편성은 학  내에서 수 별로 다양

하게 운 하도록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재와 같

은 종합교실형( 학년) 는 일반교실․특별교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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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년)의 교실운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1)

그럼에도 수학  어교과의 단계형 수 별 교

육과정, 국어, 사회, 과학, 어교과의 심화․보충형 

수 별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당 2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제시되어 있는 재량활

동과 같은 다양한 교육 로그램의 운 에 따른 교

육시설의 응은 시 한 안으로 두되어 이와 

련된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하여 다양한 

학습공간의 구성방법이 제안되고 건설되어 왔으며, 

특별교실의 확충, 다목  강당, 시청각실의 확보 등

과 함께 특히 2000년을 후하여 다목  공간2)을 

학 교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일반화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학년 교실군에만 설치하는 등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육 장에서

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 용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교육시설을 실히 요구하고 있으나, 공간의 

종류와 구성방법에 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3)

따라서, 새로운 등학교 교육 로그램에 따른 

학습공간의 효율  구성을 한 보다 체계 인 연

구의 필요성이 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의 연구 성과를 반 하여 건설된 학교의 공간구성 

특성 분석을 통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1.2 연구방법 및 목표

교육부는 기존의 ‘학교시설․설비 기 령’을 폐기

하고 1997년 9월 23일 새로운 ‘학교시설․설비 기  

1) 류호섭, “ 등학교의 시설 화 모형개발에 한 연

구”. 부산 역시교육청, p. 94. 1999

2) 다목  공간(multipurpose space) : 오  스페이스(open 

space), 미디어 스페이스(media space), 워크 스페이스

(work space), 열린교실(open class), 러닝센터(learning 

center)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강당을 제외한 교실에 인 하여 설치된 

특정 용도가 부여되지 않은 공간을 ‘다목  공간’으로 통

일하여 사용한다.

3) 2002년 12월 23일 부산 역시 교육청 주최 ‘ ․ 등학

교 시설기 마련을 한 공청회’에서 참석한 교장, 장학

사, 교사, 학부모  교육시설 문가는 다목 공간을 비

롯한 각종 공간의 규모, 치, 공간구획방법에 하여 다

양한 의견을 제시하 다.

운 요령  해설’을 공표하 다. 동 기 에 따르면 

등학교의 시설종류와 면 을 종래의 학 당 기

에서 학생 1인당 기 으로 변경하고 종  각 실의 

종류와 규모를 제시하 던 것과 달리 체면 4)만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최 기 을 바탕으로 각 지역

교육청에서 각 실의 종류와 수, 면  등을 각 학교

의 실정에 맞게 계획하도록 자율성을 확 하 다.

즉 2000학년도부터 용하기 시작한 제7차 교육

과정을 효율 으로 운용하기 하여, 각 공간의 확

충과 새로운 공간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등학교 건축의 요구조건은 변하고 있을 뿐 아니

라, 2002학년도부터는 등학교  학년에 걸쳐 제7

차 교육과정이 운용됨에 따라 국 으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하여 다양한 형태의 많은 등

학교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 역시 최 의 화

등학교로 건설되어 1995학년도에 개교한 해강

등학교를 필두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응하는 학교

로 건설된 총 57개교( 화재개발학교 포함)의 기

본설계도면을 수집하여, 건축규모, 평면구성형태, 공

간별 구성특성과 수, 면  등의 계획요소를 분석하

여 최근 건설되고 있는 등학교 건축계획의 경향

을 악함으로써, 앞으로 등학교 건축계획  설

계를 한 기  자료를 정리하고, 추후 교육 련 당

사자를 상으로 한 사용 후 평가  요구조사 그

리고 공간 이용행태 조사의 기 로 삼고자 한다.

2. 제7차 교육과정 운 과 학습공간 

2.1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정부수립 후 일곱 번째의 개정인 제7차 교육과정

은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체계의 

변화와 속한 사회변동, 과학․기술과 학문의 격

한 발 , 경제․산업․취업구조의 변 , 교육수요자

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 인 체제  환경, 수요의 폭 인 변화에 부

응하기 한 목 으로 이루어졌다.5)

4) 학교시설․설비기  운용요령  해설(1997). 등학교 

교사 최소 기 면  : 240인 이하 ; 7N, 241인 - 960인 

이하 ; 720 + 4N, 961인 이상 ; 1680 + 3N(N은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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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교육체제는 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 교육사회, 평

생학습사회’의 건설을 비 으로 삼았다.

이러한 비 의 실 을 해 교육운 을 ① 교육

공 자 심에서 학습자 심의 교육으로, ② 획일

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③ 규

제와 통제 심 교육운 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

탕을 둔 교육운 으로, ④ 획일  균일주의 교육에

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으로, ⑤ 흑 과 분필

심의 통  교육에서 교육의 정보화를 통한 21

세기형 열린교육으로, 그리고 ⑥ 질 낮은 교육에서 

평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으로 환할 것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은 시 , 교육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

부는 교육환경 개정의 기본방향을 ‘21세기의 세계

화․정보화 시 를 주도할 자율 이고 창의 인 한

국인 육성’으로 설정하고, ① 건 한 인성과 창의성

을 함양하는 기 ․기본교육의 충실, ② 세계화․정

보화에 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  능력의 신장, 

③ 학생의 성, 능력, 진로에 합한 학습자 심 교

육의 실 , ④ 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

의 자율성 확 에 을 두고 교육과정 개정을 추

진하여, 1997년 12월 30일, 제7차 ․ 등학교 교육

과정을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확정, 고시하 다.

특히 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 인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을 두고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① 기본 생활습  형성과 기 교육의 충실

② 재량활동의 확 와 열린교육 체제의 확립

③ 학습부담의 경감과 교과구조의 진  확

④ 교과학습내용의 최 화와 수 의 조정

⑤ 교과  역의 명칭변경

⑥ 통합교과개념의 재정립

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제7차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학습공간 요구

제7차 교육과정은 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5) 교육부, “ 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 -총론, 재량활동-” 

pp.76-77. 1999

하고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선택 심교육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학교는‘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에 속하며, 이 

기간 에는 학교 별 개념이 아니라 학년별 개념

에 기 하여 일 성 있게 교육과정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되어 있

다.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

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어)로 구성되

어 있으며, 다만 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

리들은 1학년으로 구성하 다. 재량활동은 교과재량

활동과 창의  재량활동으로 구성하고,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응활동, 계발활동, 사활동, 행사활동으

로 되어있다.

특히 교육시설과 한 련을 갖는 시간배당을 

보면, 학교교육과정 운 의 자율화를 보장하기 하

여 연간 총 수업시수 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하여 ‘재량활

동’시간을 모든 학교에서 주당 평균 2시간으로 확

하 고, 한 모든 학습활동에서 학생의 직 인 

체험활동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정 편성․운 지침을 보면

∙수학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10단계, 

어교과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4단계를 두

고,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 로 하는 2개의 하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형 수 별 교육과정을 

운 한다.

∙국어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사회와 과학

교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어교과는 3학

년부터 6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 별 교육과

정을 운 한다.

∙ 등학교의 재량활동은 교과의 심화․보충학습 

보다는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진시

키기 한 창의  재량활동에 을 둔다.

등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그에 응하는 

시설의 확보가 긴요한 것이며, 이에 한 교육부 자

료6)를 보면, 수 별 교육과정과 심화, 보충형 수

6)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e.go.kr), “교육과

정의 변화에 따른 시설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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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교육과정, 그리고 재량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해서는 학 교실의 확 , 학년별 열린공간의 설치 

그리고 다양한 규모의 학습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공간의 가변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

든 학습활동에서 학생의 직 인 체험활동을 강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교실의 확충과 

시청각실, 다목 강당과 같은 다목  다용도 공간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수 별 학습과 심

화․보충형 수 별 학습 등은 학생의 학습수 과 

심분야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수 에 따른 다양한 학습집단의 구성이 요구되

므로 교실의 수와 크기를 확충․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하여 소  열린

학교(open school)의 개념으로 건설된 상명 (1994), 

해강 (1995) 등에 설치된 다목  공간의 유용성이 

극 제기되어7), 제7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1997년 

이후 계획된 많은 등학교에서 다목  공간, 다목  

강당, 시청각실 등을 확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화 등학교의 면 배분 특성 분석 

새로운 교육  요구에 응하는 등학교 건축의 

경향을 악하기 하여, 부산 역시 소재 최 의 

화 등학교인 해강 (1995년 3월 개교)를 필두

로 제7차 교육과정의 운 을 하여 계획․건설된 

등학교의 공간구성 특성을 건립연도별-학 규모

별로 분류․분석하 다.

3.1 부산의 현대화 초등학교 현황

1986년 교육개  심의 원회에서 학교시설 

화를 정책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교육개발원의 ‘학교

시설 화 연구’8), 이호진 외의 ‘국민학교 건축계

획의 모형연구’9)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92년에

는 서울 불암 를 필두로 국 으로 본격 인 

등학교 시설 화 시범학교 사업이 교육부에 의

하여 추진․건설되었다.

7) 류호섭, “ 등학교 시설 화 모형개발에 한 연구”, 

부산 역시 교육청, p.95. 1999

8) 김 철 등, “학교시설의 화”,한국교육개발원, 1987 

9) 이호진 등, “국민학교 건축계획의 모형연구”,문교부, 1990

부산 역시 교육청 산하의 화 시범학교는 

1995년 개교한 해강  등 5개교 이후 매년 증가하

여, 2005년도의 보림 , 무정  등을 포함하여 체 

57개교에 달하고 있다. 

3.2 조사대상학교별 전체 면적배분 특성분석

연구 상 57개교의 공간을 학 교실, 특별교실, 

행정․ 리 제실, 생활스페이스, 다목  공간, 다목

 강당, 통로 공간, 기타 제실의 8개 공간으로 나

고 각 공간별 면 분포와 체면 에 한 구성비 

등을 학  수에 의한 학교규모별-설립연도별로 정

리한 결과 그림 1  2와 같이 나타났다. 이  특별

교실은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어학실, 기술실, 가

정실 외에 일반 으로 지원시설로 분류하는 도서실

과 시청각실을 포함하 으며, 이는 지원시설에 속하

는 다목  강당의 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립 으

로 분류하고자 함이다. 생활스페이스는 식당, 화장

실, 양호실, 학생자치실외에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에 활용되는 특별활동실을 포함하 다. 

그림 1. 연도별 학 당 연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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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공간을 설치한 학교의 수는 34개교10)이나, 

1995년과 1996년에 개교한 13개 학교 에는 해

강 , 신곡 , 좌동  등 3개교만이 다목 공간을 확

보하고 있는 반면 2000년 이후 건설된 부분의 학

교들은 다목 공간을 비롯한 다목  강당과 다양한 

특별교실 그리고 식시설  옥내 주차장 등을 확

보하고 있다.

10) 별도의 다목 공간 없이 학 교실의 벽을 개방하여 복도

를 다목 공간으로 이용하는‘복도개방형’의 학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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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그래  아래수치는 체면 에 한 각 공간별 비율

(%), 옥내주차장 제외

그림 2 조사 상학교의 면 배분 분석

㎡

1999년 개교한 곡 의 학 당 연면 은 164.8㎡

에 불과하나, 2002년도 재개발된 사 의 경우 

455.3㎡로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지난 

10년간의 학 당 연면 의 추세를 보면 1995년 학

당 연면 이 200㎡내외에서 1999년에는 250㎡, 

2004년 330㎡ 등으로 지속 인 면  증 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05년에는 300㎡내외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보면 동

일학 규모의 학교에서도 상당한 연면 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42학  규모인 화잠

, 48학 의 의 경우 52학 규모의 학교 보

다 연면 이 2,000㎡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2002년 개교한 사 의 경우 18학 의 소규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리 제실(972.44㎡), 생활스페

이스(1,241.0㎡), 다목  강당(627.5㎡)의 면 이 2배 

규모인 36학 규모 학교들의 평균치( 리 제실 

993.4㎡, 생활스페이스 1,003.2㎡, 다목  강당11) 

596.2㎡)보다 크거나 비슷한 수 을 보이고 있으며, 

30학 규모 학교의 통로공간면 의 평균인 2,749.2

㎡와 비슷한 크기의 통로공간면  2,725.1㎡을 확보

하는 등, 타 학교에 비해 학 당 연면 이 월등히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각 공간별 면적배분 특성분석

3.3.1 학 교실 

조사 상학교의 연면 에 한 학 교실의 면

배분비율을 살펴보면(그림 2) 체로 36학  규모인 

경우 1997년 개교한 응 의 경우 33.2%, 연면 의 

1/3이상을 하고 있으나, 2004년 재개발학교인 청

학 의 경우 1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상은 학교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체로 2000년  건축한 학교는 연면 의 20% - 

25% 후, 그 이 에 건설된 학교들은 30% - 40%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 교실

의 면 은 그 로이나 다목  공간의 신설  

확충, 주방  식실을 포함한 규모 식당의 확보, 

특별교실의 수  면  증가, 다목  강당의 설치, 

옥내 주차장 확보 등에 따른 연면 의 확 로 인하

11) 다목  강당이 없는 학교는 평균면  산출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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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도별 시청각실 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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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특별교실 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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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성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 신설 

는 확충되는 실들이 늘어남에 따라 평면구성도 

핑거 랜의 형태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아 자연히 

통로공간의 면 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2.7m 

폭의 편복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2002년 신

축되는 학교에서는 3m 이상의 복도  복도를 설

치한 사례가 많아 체 인 면 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3.3.2 특별교실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 이후 질 높은 학습환경에 

한 요구와 그에 응한 다양한 학습공간의 구성

방법이 제안되고, 특별교실의 확보가 수 으로나 양

으로 확충됨에 따라 면 이 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체면 에 한 특별교실의 구성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설립년도가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36학 의 를 살펴보면 특별교실 

체의 면 합계가 1995년 개교한 해강 는 600.8㎡에 

불과하 으나, 2004년 재개발학교인 청학 의 경우 

1,784.0㎡에 달하고 있으며, 신  역시 1,512.6㎡로 

2-3배에 가깝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1) 시청각실

복수학 의 력수업과 수 별 수업, 그리고 재량

활동 등을 하여 시청각실(소강당)은 반드시 확보되

어야 할 공간으로 요구되고 있다.12) 조사 상 학교의 

시청각실 면 은 남  101.3㎡에서 옛 여성회 의 

강당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보림 의 756.0㎡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체로 

150㎡-200㎡의 규모로 설치하고 있다. 2000년 이 의 

학교에서는 시청각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강당을 겸용

하는 사례가 30개교  12개교, 설치한 학교가 18개

교이며 이  다목  홀이 없어 시청각실을 다목  

홀로 겸용하고 있는 사례가 13개교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01년 이후의 학교들은 27개교  3개교(해림

, 일 , 반안 )를 제외한 24개교가 시청각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24개교 모두 다목  강당을 별도로 

12) 박 숙(2000), “제7차 교육과정 운 을 한 학교 별 

시설공간 요건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100.

확보하고 있어 조를 이루고 있다.

특이한 은 2005년 개교한 보림 의 경우 40학

규모의 학교이나 기존의 여성회  건물을 증․개

축하여 건설되었으며, 기존 시청각실을 개방용도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  면  포함 756.0㎡로 다른 

학교 평균에 비하여 5배 이상의 넓은 면 을 확보

하고 있다. 시청각실의 용도가 학년별 활동까지를 

상으로 하는 소강당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36학  

규모의 학교의 경우 한 학년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최소한 3.0실( 비

실포함 200㎡)이상의 면 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무 를 향한 시선확보를 하여 가  계

단실형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과학실  컴퓨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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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 등학교인 57개교 모두 과학실을 확보

하고 있으며, 단 교실의 면 에 계없이 과학실의 

수는 2실 내지 3실로 증가하고 있다. 학 규모별, 설

립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4학  규모로서 

1996년 개교한 삼 는 135.0㎡ 1실에서 2002년 개

교한 남 는 84.4㎡ 규모 2실로, 30학  규모인 개

원 (1995)는 135.0㎡ 1실에서 2003년 개교한 명진

는 118.2㎡ 2실, 36학  규모로서 1995년 개교한 

해강 는 155.3㎡의 1실이나 2004년 재개발학교인 

청학 는 128.0㎡ 2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42학  규

모로서 1995년 개교한 창  역시 135.0㎡ 1실이나 

2003년 재개발학교인 연산 는 128.0㎡ 3실, 48학  

규모 학교의 경우 1997년 개교한 상당 는 108.9㎡ 

2실에서 2003년 개교한 의 경우 106.7㎡의 과

학실 3실이 설치되어 있다. 52학 의 규모 학교인 

신 (1995)의 경우 135.0㎡의 과학실이 1실에 불

과하 으나, 2002년 개교한 명 는 123.8㎡의 과학

실 2실을 확보하고 있다. 즉 1990년  반에 개교

한 학교는 학교규모와 계없이 과학실 1실만을 확

보하는 것이 일반 이었으나, 최근에는 학교규모에 

따라 2-3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실은 특정교과를 한 특별교실이라기보다 

체 교과를 한 학습지원시설이라 할 수 있다. 컴

퓨터실 한 과학실과 마찬가지로 조사 상 학교 57

개교 모두 컴퓨터실을 확보하고 있다. 컴퓨터실의 

면 과 수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99.4㎡

를 확보한 개원  에서부터 2실 합계 325.8㎡ 크기

인 상당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3) 미술실  음악실 

등학교 미술은 크게 그림 그리기 학습과 만들

기 학습으로 분류되어 교실보다 좀 더 은 작업공

간을 필요로 한다. 음악실에서의 학습은 표 (합창 

 연주)과 감상, 지 이해(이론)의 3가지로 분류되

며 이  표 의 비 이 커 이에 응한 시설이 요

구된다.

1995년 개교한 등학교의 경우 미술실과 음악실

을 설치한 학교는 5개 학교  신  만이 각각 

67.5㎡, 135.0㎡를 확보하고 있으며, 1999년까지 건설

된 29개 학교  14개교만이 둘 다 확보하거나 하

나만 확보한데 비해, 2000년 이후 건설된 학교의 경

우, 남 (음악실 확보), 성덕 (미술실 확보)를 제

외한 모든 학교가 음악실과 미술실 모두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규모에 따라 각각 2-3개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가정실  기술실

2001년 이 의 학교에서는 가정실을 설치한 학교

는 33개교  3개교(신 , , 신남 )뿐인데

다가 면  한 일반교실 정도로 좁았다. 한 신

, 의 경우도 기술실 없이 가정실 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의 학교에서는 반안 , 

남 (미확보), 명진 (가정실 확보)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각각의 실을 100㎡-140㎡의 크기로 확보하

고 있어 이 과 조를 이룬다. 2002년 개교한 화잠

는 가정실 150.7㎡, 기술실 149.0㎡로 가장 큰 면

을 확보하고 있다.

3.3.3 다목  공간

다목  공간의 활용 용도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수업공간, 휴식공간, 시공간, 교사 의

공간, 체육공간, 식공간, 클럽 활동공간, 학교 행사

공간 등으로 다양하다. 류호섭은 등학교 시설 기

본모델 연구(2001)에서 ‘다목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교육효과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

고, 다목  공간의 확보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13)

조사 상 57개 학교에서 1995년과 1996년에 개교

한 13개 학교 에는 해강 , 신곡 , 좌동  의 3개

교만이 다목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1997년과 

1998년 개교한 11개교  삼 , 양운 , 부흥 ,해

송 의 4개교는 교사실, 화장실을 학 교실에 인

하여 설치한 종합교실형으로 구성되었으며, 반석

와 청 에는 다목  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

나 다른 5개교에는 다목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이후 1999년 개교한 3개교, 2000년 개교한 덕양 , 

2001년 개교한 2개교(재개발 학교인 일 는 가변

학습 공간형으로 구성됨), 2002년의 8개교  교지

면 이 8,640㎡로 극히 소한 남 를 제외하고 

13) 류호섭 등,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한 기존 등학교 

시설 기본모델 개발 연구”, 교육시설학회, p.6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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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도별 학 당 다목  공간 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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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도별 다목  공간의 면 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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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목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3년 개교

한 9개교 역시 모두 다목  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2004년의 5개교  신 는 다목  공간을 설치하

지 않았으나, 청학  등 4개교는 다목 공간을 확보

하고 있다. 2005년 개교한 2개교  무정 는 다목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보림 의 경우 체 40

개의 보통교실  13개의 보통교실 즉 학년 교실

군에만 4.5m의 복도확장형 다목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다목  공간의 기능은 력학습, 각종 코 학습, 

수 별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집단의 변화 등에 

응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 교실과 함께 이러한 요

구에 응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복도 확장형이 

일반 으로 설계․건설되고 있다. 이 때, 다목  공

간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소기의 목 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이에 한 뚜렷한 기 은 없는 실정이다. 일

본의 경우 학년 응의 다목 공간은 교실의 깊이(통

상 8m내외)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조사 상 학교의 다목  공간의 규모를 응하

는 학 당 면 규모로 산정하여 분석한 결과(독립형

인 청학 의 경우 복도 면 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함), 최소 32.3㎡(용수 . 2002)부터 해강

(1995)의 53.1㎡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복도 포함 40㎡-50㎡의 규모로 계

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6년 개교한 좌

동 의 경우 14개의 학 ( 학년)이 학 교실과 인

한 복도를 확장하여 다목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두 클러스터 사이의 홀에 넓은 독립된 

다목 공간을 설치하여 타 학교와 비교해 상당히 

넓은 다목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다목 공간의 면 (복도면  제외)을 편

성학  수로 나  학 당 다목 공간의 면 분포이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학년에

만 다목 공간을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면, 체로 

학 당 15㎡-20㎡ 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목  공간의 시설 연면 에 한 면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이 1% 내외에서 

1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체 으로는 연면

의 4-7%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건

설된 일부 등학교에서 2% 후로 낮게 나타난 것

은 다목  강당, 식시설 등의 면  확  경향과 

함께 부분의 학교에서 교구의 부족과 교사의 인

식부족 등으로 다목  공간의 활용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방치됨에 따라, 설치 자체에 한 부정  평

가로 학년 교실에만 응하여 설치됨에 따라, 학

교 시설 연면 에 한 구성비율이 축소되는 경향

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면  못지않게 요한 것이 다목  공간의 

형태(폭과 깊이)이며, 특히 깊이는 소음의 확산 방

지, 각종 코 의 안정  구성을 하여 요하다. 조

사 상 학교의경우 다목  공간의 깊이는 최소 

4.2m(동궁 , 덕양 )에서 7.5m (해강 )까지 큰 차

이를 보이고 있으나, 가장 일반 인 것은 4.5m(총13

개교)이다. 



유길 ․하성태

58   韓國敎育施設學 誌 第13券 第2號 通卷 第55號 2006年 4月

다목  공간의 깊이가 4.5m인 경우 동선 공간 

2.7m를 제외한 경우 실질 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깊이는 1.8m에 불과하므로, 다양한 

코 의 조성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학 교실

과 학 교실, 그리고 학 교실과 다목  공간의 연

계방법이 가변  형태가 되지 못할 경우, 4.5m의 깊

이로는 다양한 학습형태에 응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상되며, 실제로 사용자인 교사들은 학습공

간으로서 보다는 넓은 복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3.3.4 다목  강당

그림 7 연도별 다목  강당의 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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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른 형태의 다목  공간인 다목  강당

의 경우 1995년부터 1999년도까지 개교한 29개교 

 다목  강당을 확보한 학교는 창 를 포함 6

개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규모 역시 시청각실과 

겸용하는 창 의 169.7㎡, 가장 넓은 청 의 경

우도 473.9㎡에 불과하여 복수학년을 동시에 수용하

기 어려운 규모이다. 

그러나 2000학년도 이후 개교한 28개교의 경우 

외 없이 다목  강당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0학년도

의 덕양 (318.6㎡)와 2001학년도의 해림 (351㎡), 

신천 (421.2㎡)는 규모가 작으나, 이후 건설된 모든 

학교의 경우는 어도 3개 학년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500㎡-700㎡ 내외의 규모를 확보하고 있으며, 

재개발 학교인 신 의 경우 다목 공간을 설치하

지 않는 신 학 교실의 면 을 확장(7.5×9.6m)하고 

다목  강당을 규모(927㎡)로 확보하는 새로운 공

간구성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7차 교육과정에 

응하는 교육시설로서 다목  강당의 확보는 최우선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3.5 생활스페이스

그림 8. 연도별 생활스페이스의 면 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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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식당(주방 포함), 양호실 등의 생활지원시

설을 생활스페이스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체면

에 한 생활스페이스의 면 비율을 연도별로 분

석한 결과 그림 8과 같이 나타났다. 

생활스페이스의 면 비율은 1998년 창진 (6.2%)

에서 2002년 사 (15.1%)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

며 각 연도별 생활스페이스의 평균 면 비율을 살

펴보면1995년 8.9%, 1996년 10.2%, 1997년 7.8%, 

1998년 9.3%, 1999년 9.9%, 2000년 9.6%, 2001년 

8.4%, 2002년 10.9%, 2003년 10.8%, 2004년 11.2%, 

2005년 11.7%로 비율이 꾸 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리실  식당이 교사동 1층에 배

치되어 학습환경을 해하는 요한 요인임이 지

되어 최근에는 체육 과 더불어 별동에 설치하거나 

최상층에 설치한 사례(인지 ,  등)가 늘고 

있으며, 사용자의 평가도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 당 식당(주방제외)의 면 을 연도별로 살펴보

면 그림 9와 같다. 1998년 이 은 식당을 설치한 학

교가 무하 으나, 1999년 이후부터 신남 와 수성

를 필두로 2002년 이후는 19개교  반안 를 제

외한 학교가 식당을 설치하고 있다. 식당의 규모

는 135.0㎡(신남 )에서 711.0㎡(수성 )에 이르기까

지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학 당 식당면  역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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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도별 식당의 학 당 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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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신남  1999)에서 최  19.8㎡( 신  2004)

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나타났으나, 체로 학 당 

10㎡에서 13㎡를 확보하고 있다. 학교 식이 교실

식에서 식당 식으로 환되고 있어 규모 식사공

간의 확보가 불가피하나, 확보된 면 으로는 2교  

식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학교측에서는 

규모공간인 식당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

선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식당 내에 

가변형 간막이를 설치하거나 간이무  설치, 시청각

기기 설치 등이 시도되고 있다. 

화장실의 경우 과거의 편복도 교사에서와 같이 복

도 끝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년클러스터 사이 

혹은 주변에 설치하여 그 동선을 최 한 이는 추

세에 있다. 이는 등학생의 생활지도와 먼 거리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수업결손  타 

학 의 수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 등을 방지하기 

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공간구성으로 평가된다. 

한 종합교실형 학교의 사례처럼 학년 교실의 경

우는 용 화장실을 두어 2-4개의 소수의 학 이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4. 결론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교육 로

그램의 효율  운 을 한 등학교 학습공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부산 역시 소재 

화 시범 등학교의 공간구성 특성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등학교 교육시설의 양 확충을 분석한 결과 

1995년도에 학 당 연면 이 200㎡내외에 불과하

으나, 2005년에 건설된 학교의 경우 학 당 연면

이 350㎡에 달하여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시설요구와 새로운 교

육 로그램의 응공간으로서 특별교실, 다목  공

간, 다목  홀, 생활스페이스 등의 확보 추세가 확연

히 나타났으며, 학 교실의 연면 에 한 구성비는 

1990년  후반의 경우 35% 후에서 2000년  이후 

20% 후로 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교시설의 

체 인 면 은 꾸 히 증가하는 등 바람직한 변화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특별교실  다목  공간의 신설  증설이 꾸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목 공간의 경우 2000년

에 들어 극 으로 도입되었으나, 교육 장에서

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따라 최근 건설되

는 학교에서는 학년 공간에만 설치하는 등과 같

이 축소되거나 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

고 있다. 이는 다양한 교육방법의 도입에 따른 응

공간의 확보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

한 상으로서 사용성 향상을 한 책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4) 1999년 이후 건설된 부분의 학교가 다목  

강당과 식당을 설치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를수록 

규모 확장의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식당

의 경우 생활공간으로서의 요성을 반 하여 환경

이 좋은 상층부에 배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

나, 식사공간으로서만 사용됨에 따라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한 개선방안을 시 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1995년 이후부터 2005년 까지 건설된 

부산 역시 소재 화 시범 등학교 의 도면을 

분석함으로써 물리  공간구성의 특성을 악하고

자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시설에 한 연구가 학교

건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한 것이 주요 목

이므로 물리  특성을 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며, 실제 교육공간에 한 사용자의 평가와 요구를 

정확히 악함으로써 재의 교육환경이 갖고 있는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그 개선방안도 제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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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이들 학교를 상으로 각 공간의 

이용패턴과 변화추세 그리고 사용자 평가  요구

조사 연구를 앞으로 계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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