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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wing to generalization of design competitions and BTL since 2000s, fresh ideas and concepts had never seen before tried 

positively. As a result, school design methods in Korea has been more developing. Therefore, to analyze ideas that have been 
proposed in competitions is important to help developments, for the layout patterns of elementary school designs in the future.
Based on these context this study is the most important purpose for analyzing and classifying layout patterns in prizewinners of 
elementary school design competi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ayout patterns are classified into 8 types : 1) ㄱ type,
2) ㄷ type, 3) ㅁ type, 4) F type, 5) P type, 6) 工 type, 7) ㅌ type, 8) fre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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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순차 으로 도입되어 시행된 제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를 주도할 자율 이고 창의 인 한

국인을 육성하기 해 기존의 교육과정이 가졌던 획일성

을 탈피한 차별화, 개성화, 자율화에 근간을 둔 참된 열린 

교육을 실 하는데 그 목 이 있었다. 

한, 2009년부터는 제7차 교육과정이 보완, 개정1)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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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병  외,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응한 , ,고등학교의 시

설기 에 한 연구(2009), (이 학교시설 기 의 주된 내용은 

종 의 학교시설, 설비 기 령이 시설종류  면  기 을 제

시함으로써 학교시설을 획일화 한다는 단 을 개선하기 하

여, 필수시설만을 학교 별 학생 1인당 최소 기  면 만을 제

시함으로써, 지역교육청  단 학교의 특성등을 반 한 면

을 가산하여 그 용 면 을 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육여건

과 교육내용  방법 등에 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는데, 이 역시 기존 기 령이 학교 시설을 획일화한다는 단

을 개선하기 함이었다. 따라서 새로이 신설되는 학교는 

기존의 획일 인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즉,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능동 인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역할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2000년  들어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상설계(본 연

구에서는 BTL도 상설계의 일부로 간주하여 연구의 범

에 포함시키기로 한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로 

인해 이 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계획 개념들이 극

으로 시도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학교 설계 기술이 

한층 발 해 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 설계 당선안들을 분석해 보는 것은 추후 등학교 

배치 계획을 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단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2000년 이후에 실시된 상 

설계 경기의 당선작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등학교에 

용된 배치 기법의 유형과 설계 특성을 악하고 정리함

으로써 향후 등학교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  자

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계획 방향을 탐색하려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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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례 설계사무소 시기 지면 지형상 주변지역

1 주 원 서원건설 2000 13904 이형 1면도로

2 제1 두울건축 2000 11500 정방형 2면도로

3 계수 종합건축 2000 12375 장방형 2면도로

4 당 포에이 2000 11000 정방형 2면도로

5 경암 러스 2000 11000 장방형 3면도로

6 백화 목성 2003 17410 이형 4면도로

7 보령 목성 2002 20839 정방형 4면도로

8 제천장락 목성 2002 18200 정방형 2면도로

9 양사 인종합 2000 14800 이형 2면도로

10 천안신 무한 2000 12970 이형 3면도로

11 구수성 상 2000 15717 이형 3면도로

12 명당 정원 2000 11959 정방형 2면도로

13 주본 창 2003 11000 정방(부분이형) 3면도로

14 신선 도우건축 2001 16132 이형 3면도로

15 주건국 국보E&G 2003 10709 정방향 2면도로

16 인지 우림A&C 2001 13022 이형 3면도로

17 동화 도시인 2003 25075 장방형 2면도로

18 부산가야 건정(BTL) 2007 16545 이형 2면도로

19 부산해운 건정(BTL) 2007 19928 정방(부분이형) 1면도로

20 부산북명 건정(BTL) 2007 13200 정방형 2면도로

21 청주샛별 디앤비 2005 13680 정방형 1면도로

22 격동 우원 2000 12470 정방형 4면도로

23 율목 가향 2000 15026 장방형 2면도로

24 울산이화 부명 2001 20854 이형 1면도로

25 울산 송 CS건축 2001 14856 정방(부분이형) 3면도로

26
의정부 

송산
건축사 2001 11816 장방형 2면도로

27 구 유탑 2003 14853 장방형 1면도로

28 청주 개신 장 2000 약12000 정방형 2면도로

29 울산 화암 2000 14235 이형 4면도로

30 울산 신복 부명 2000 12047 정방(부분이형) 1면도로

표 1. 조사 상 당선안의 일반  특성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범 는 2000년 이후 국내의 등학교 상 설계

에서 당선된 작품  총 30개의 사례들을 분석 상으로 

한다. 30개의 사례는 한정된 지역이 아닌 국 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체 학교 시설의 보편  

특성을 담고 있다고 도 무방할 것으로 단된다. 사례 

분석 상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연구의 방법은 먼  배치 패턴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배

치 패턴들이 지면 , 건축면 , 지형상, 경사도, 주변

도로의 여건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를 구

분하여 통계 으로 비교하기로 한다. 이 게 하는 이유는 

배치 패턴이 앞서 언 한 여러 가지 계획 조건들과 

한 련을 맺고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그러한 결과들이 

향후 배치 계획시 도움이 될 것이라 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용 사례의 계량  측면보다는 질 인 

측면, 즉 등학교 상설계 당선안들에 얼마나 다양한 설

계 기법들이 사용되었고 그것들의 특성을 어떻게 유형화

할 수 있는가에 보다 우선 인 논 을 두고 각각의 계획 

특성들을 악하고자 하 다.2)

2. 이론  고찰  선행 연구의 동향

2.1 우리나라 학교 건축의 변화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건축의 원형은 일제 시 로 거슬

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교사 배치는 一자형, 二자형 등으

로 배치한 편복도 형식이 일반 이었고, 교지의 한쪽으로 

교사를 몰아서 가늘고 기다란 교사군을 북쪽에 앉히고, 남

쪽에는 교사군을 배경으로 하는 운동장이 배치되었다.3)

1954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이 수립된 이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교육 시설의 공 은 표  설계도

의 개발로 이어지며, 1972년에 제정되어 1975년과 1980년

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학교 건축의 기본 틀은 변

하지 않았으며, 다만 건축재료와 외   시공상의 개선 

등 물리  측면에 이 맞추어져 개선이 이루어졌을 뿐

이다. 한, 이 시기에 작성된 표 설계도는 최소의 경비

와 시간으로 최  양을 확보하는 것을 제로 성립되었다. 

이 설계도로 인해 기회 균등 뿐 아니라 학교의 물리  질

의 평 화, 교육 공간의 획일  평 화도 빠른 시간내에 

달성하게 되었다.4) 

그러나 1990년 교육부에서는 교육시설의 황에 기의

식을 가지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학교 

건축 계획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토 로 1992년부터 

화 시범학교를 건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 설계

를 제외하고는 단순한 배치 패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2.2 선행 연구의 동향

등학교 배치 패턴에 한 연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

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한가지는 1) 순수한 교사동 배

치만을 분석한 연구, 두 번째는 2) 학  배치에 한 연

구, 세 번째는 3) 배치 패턴을 외부 공간과 연계시켜 분석

한 논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순수한 교사동 배치만을 연구한 표 인 논문은 다음

과 같다. 먼  홍재범 외는 ‘ 등학교 교사동 유형에 한 

조사 연구’(2001)에서 충청북도의 공립 등학교를 상으

로 배치 황을 조사 분석하 다. 그러나 사례의 범 가 

한정되어 있어, ㅡ, ㄱ, ㄷ 자형과 같은 단조로운 배치 형

2) 단 평면과 실내 공간에 한 연구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3) 안창모, 교육공간 질 향상을 한 시론,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권, 제2호, pp.66-69 재정리, 1995

4) 김미형 외, 고등학교 배치 유형에 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지 제12권 제4호, pp.6-7, 재인용,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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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개념도 사례

ㄱ형 명당, 천안신 , 송산

ㄷ형
  

격동 , 주 , 율목, 백화, 

장락 , 구 , 개신 , 부산인지

ㅁ형 경암

F형
   

계수, 부산가야, 주 원

P형 부산 해운

工형
   

당, 청주샛별, 양사 , 

울산 송

ㅌ형

부산북명, 주건국 , 주본 , 

신선 , 울산이화 , 

울산화암 , 울산신복

이형 구수성 , 보령 , 동화

표 2. 등학교 배치 유형

그림 1. 천안신 그림 2. 명당

태들이 연구 결과로 도출된 한계를 지닌다. 

김미형 외는 ‘고등학교 배치 유형에 한 연구’(2005)에

서 고등학교 배치 유형의 변화 양상에 해 분석하 다. 

비교  다양한 배치 유형들(ㄱ, ㄷ, ㅁ, ㅌ, ㅋ, h, 자유형)을 

연구 결과로 도출하 지만, 경기도와 고등학교로 연구의 범

가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지닌다. 

한, 오상목 외(2003)는 등학교 입지 유형에 따른 배

치 특성을 연구하 는데, 지의 주변 여건에 을 맞추

고 그것과 배치 유형과의 계를 살펴보았다. 

이밖에도 학  배치에 한 표 인 논문은 ‘최병 ’ 

(2006)의 연구와 ‘김종복 외’(2003)의 연구가 있는데, 자는 

특수학 의 배치에 해, 후자는 기술실의 배치에 해 분

석하여, 가장 효율 인 치와 배치 패턴들을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배치 유형과 외부 공간을 연계시켜 분석하

기도 하 는데, 윤 삼 외(2004)는 ‘ 등학교 교정에서의 

공간 배치 형태로 본 아동의 공간 활용’에서, 옥외 공간을 

교사동의 배치 유형, 그리고 주변 황과 연계시켜 분석하

으며, 각각의 유형에서 아동들의 활동 내용 등을 조사 

분석하 다.5) 

살펴본 바와 같이 등학교의 배치 패턴을 다룬 선행 

연구들이 소수 존재하긴 하지만, 순수한 배치 계획만을 연

구한 논문들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 설계로 인해 다양한 배치 패턴들이 사용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상 설계를 분석한 논문들은 무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에 실시된 

등학교 상설계 당선안들의 배치 계획 특성들을 분석하

여 이후의 등학교 계획시 참고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3. 등학교 배치 유형 분석

교사동은 외부 공간을 구성하는 일차 인 요소이며, 그

것들의 배치는 등학교의 성격과 구조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 인 요소이다. 따라서 등학교 배치 패턴에 따라 학

교 체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것과 한 연

성을 맺고 있는 외부공간, 동선, 보행공간은 학생들의 생

활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동의 배치 형태에 따라 배치 

패턴을 유형화하 으며, 그 결과 그것은 크게 1) ㄱ자형, 

5) 이와 같은 유형의 논문으로는 김승제(2009)의 ‘설계사업 방식

에 따른 등학교 외부 공간 특성에 한 연구(한국교육시설학

회지, 제13권 제1호, 2009)’가 있다. 

2) ㄷ자형, 3) ㅁ자형, 4), F자형, 5) P자형, 6) 工자형, 7) 

ㅌ자형, 8) 이형의 8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3.1 ᆨ형

이 유형은 가장 기본 인 배치형태이다. 이것은 2개의 

교사동을 ㄱ형태로 연결하고, 일반교실을 되도록 남향에 

가깝게 배치하여 일조, 채 , 통풍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별교실 등은 남향이 아닌 동쪽에, 그리고 운동장은 남쪽

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 인 배치 패턴이다. 

이 유형은 형태가 단순하고, 학년별로 독립된 외부 공간

을 제공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상설계에서는 그 용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일례로 명당  계획안에서

는 고학년, 학년, 학년 놀이 공간을 별도로 계획하고

는 있으나, 그것들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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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

그림 7. 경암

그림 8. 부산가야

그림 6. 백화

그림 4. 장락

그림 5. 율목

         그림 9. 주 원                그림 10. 계수   

이 있다. 

한가지 특이한 은 이 유형이 비교  다양한 형상의 

계획 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매스를 분 하는 것과 같

이 변형된 ㄱ자 형태로 계획한다면 좀 더 요된 외부 공

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3.2 ᆮ형

이것은 건물 체를 하나의 ㄷ자 형태로 계획하거나 일

자형의 매스를 ㄷ형으로 조합한 유형이다. 이 유형의 가장 

큰 장 은 건물로 둘러싸인 하나의 커다란 외부 공간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된 ㄷ자형으로 교사동을 

배치(장락 , 백화 , 율목 )한다면, 심 인 외부공간 

외에도 다양한 소규모 공간들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한 

외부 공간들은 고학년 놀이공간으로부터 별도로 독립된 

학년 놀이 공간으로 계획될 수도 있다. 

한, 이것은 고학년동과 학년동을 (별도의 교사동으

로) 분리할 수 있고 일반교실 부분을 남향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이 도 있다. 한, 체 동의 앙에 (특히 ㄷ

자형의 세로축에) 특별 교실동을 배치함으로 모든 교사동

에서 근이 용이하다는 장 도 있다.

한, ㄷ자형도 ㄱ자형과 마찬가지로 자칫 단순한 배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여러 사례들에서 매스 형태에 작은 

변화들을 으로, 를 들면 매스를 분 하거나 지붕 형태

를 다양하게 계획함으로 그러한 단 을 보완하고 있다. 

( 주 의 지붕, 율목 의 남쪽 매스부분, 백화 , 

장락  참고)

3.3 ᆷ형

이 유형은 ㅡ자와 ㄱ자형 

교사동을 복도로 연결하여 건

물 체를 ㅁ자형으로 계획한 

것인데, 남북측에는 일반교실

을 동서측에는 복도와 특별교

실 등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

이다. 한, 이것은 모든 동

선이 연속 이라는 장 도 갖

고 있다. 

이 유형의 한가지 특이한 

은 건물 체에 의하여 둘러싸인 외부공간인 정이 계

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건물로 완 히 요되어 

있어, 자칫 답답한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경암 에서는 

1층을 필로티로 처리함으로 그러한 단 을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측의 교사동을 약간 엇갈려 배치함으로 정 

이외에도 건물로 요된 소규모 외부 공간들이 만들어지

도록 계획하 다.

3.4 F형

이 유형은 건물 체의 형태를 F자로 구성한 것이다. 이

때 강당을 별도의 매스로 분리하기도 하며(부산가야), 강당

을 교사동과 연계시켜 F자형으로 계획하기도(계수, 주

원) 한다. 특히 이것은 F형의 측면 매스의 길이를 조 할 

수 있어, 이형 인 지에 좀 더 유리한 유형이라 생각된

다. 이 유형은 교사동이 운동장을 감싸면서 배치( 원 , 

계수 )될 수도 있으며, 

운동장을 등지고 배치

(부산가야 )될 수도 있

다. 한, 운동장을 제외

하고 2개의 외부 공간이 

형성되는데, 그  하나는 

규모가 크고, 나머지 하나

는 규모가 작으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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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주본                그림 17. 신선   

그림 19. 보령

그림 11. 해운 그림 12. 필로티 공간

그림 18. 구수성   그림 13. 당        그림 14. 양사        그림 15. 샛별  

인 특성을 지닌다. 

일반 으로 세로축으로는 특별 교실과 리동을, 가로축 

매스에는 일반 교실들을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향이 불리할 경우 그 반 의 경우로 계획( 주 원 )되기

도 한다. 

 3.5 P형

이 유형은 교사동과 강당을 P자 형태로 연결시킨 것이

다. 이것은 ㅁ자형태와 더불어 외부 공간을 가장 강력하게 

요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자칫 외부 공간이 폐쇄 이고 

답답해 질 수 있는데, 부산해운 에서는 비교  큰 공간

을 필로티로 개방하여 답답함을 해소시키고 있으며, 그곳

은 우천시에도 활용 가능한 장 이 있다.(그림12) 한가지 

특징 인 은, 부산 해운 의 경우, 옥상 체를 옥상 

정원으로 계획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이다. 

3.6 工형

이 유형은 2개의 일자형 매스를 복도로 연결시켜 건물 

체를 工자 형태가 되도록 배치한 형태이다.( 당 , 양

사 ) 그러나 2개의 일자형 교사동을 특별 교실동과 리

동으로 연결시켜 工자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샛별 )

이것은 工자 양 에 2개의 균등한 소규모 외부 공간이 

만들어지는 장 이 있다. 그러나 2개의 일자형 매스의 길

이를 다르게 하거나, 연결 복도나 연결 매스가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연결된다면, 크기가 서로 다른 외부 공간이 

형성될 수 있으며, 그로인해 학생들이 다양한 공간감을 체

험할 수 있다.(양사 )

한, 보행로를 工자형에 수직 는 수평으로 계획할 수

도 있는데, 보행로와 충돌하는 매스의 1층을 필로티로 계획

한다면, 보행의 흐름을 단 시키지 않을 수 있다.(샛별 ) 

  

3.7 ᄐ형

이 유형은 교사동을 ㅌ자 형태로 배치한 것이다. 모든 

사례에서 교실동은 ㅌ자의 가로축 방향에, 리동은 세로 

축 방향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가장 큰 

장 은 교실동 체를 남향으로만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심부에 배치된 리동에서 모든 교실로의 근이 용이하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형은 F자형 배치처럼, ㅌ자의 가로축 매스 

길이를 조 할 수 있어, 이형 인 지에 비교  쉽게 응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가로축 매스 길이가 같다면, 균등

하면서도 요된 여러개의 외부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것들의 길이가 다르다면 요된 정도가 다른 다양한 외

부 공간을 계획할 수도 있다. 

교사동이 지 체에 걸쳐 ㅌ자 형태로 놓이기 때문에, 

외부의 보행 동선이 매스로 인해 단 될 수도 있는데, 그러

한 부분을 필로티로 처리함으로 그러한 단 들을 극복할 

수 있다. 한, 세로축의 리동 측면에 운동장을 배치하여 

그것의 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이 도 가지고 있다. 

3.8 이형 배치

이것은 교사동을 이형 으로 자유롭게 배치하여,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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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ㄱ형 2 1
ㄷ형 4 1 1 2
ㅁ형 1
F형 2 1
P형 1
工형 2 1 1
ㅌ형 2 2 2 1
이형 1 1 1

표 4. 시기에 따른 배치 유형

유형 사례수 구성비

ㄱ형 3 10 %

ㄷ형 8 26.7 %

ㅁ형 1 3.3 %

F형 3 10 %

P형 1 3.3 %

工형 4 13.3 %

ㅌ형 7 23.3 %

이형 3 10 %

계 30

표 3. 배치 유형의 용 경향

유형 12,000㎡미만 12,000-15,000㎡ 15,000㎡이상

ㄱ형 2 1

ㄷ형 1 5 3

ㅁ형 1 1

F형 1

P형 1

工형 1 3

ㅌ형 2 3 2

이형 3

계(총30개) 7 13 10

표 5. 지 규모에 따른 배치 유형

한 가지의 형태로 규정할 수 없는 배치 유형이다. 이러한 

배치 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교사동에 

의해서 둘러싸인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외부공간들이 규정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게 형성된 외부 공간들은 다양한 

학습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장 도 있다. 

한가지 특이한 은, 이 유형이 크고 작은 다양한 교사

동이 조합되어 자유롭게 배치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일

반 교실들 체를 남향으로만 배치 할 수도 있으며, 특별

교실, 리시설 등을 블록 랜으로 계획할 수도 있는 장

이 있다. 

4. 배치 유형에 따른 계획 요소 분석

4.1 배치 유형의 적용 경향

등학교 상설계 당선안들의 배치 유형들을 분석한 

결과, ㅌ자형(7개 사례)과 ㄷ자형(6개 사례)이 가장 많이 

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ㄱ자형(5개 사례), 工자형(4개 

사례), 그리고 나머지 유형들이 소수 용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3)

ㄷ자형과 ㅌ자형이 가장 많이 용되고 있는 이유는, 다

음과 같은 장 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ㄷ자형과 ㅌ

자형의 가로축 매스 길이를 다르게 할 수 있어, 이형 인 

지에서도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다. 둘째,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히 요된 외부 공간을 계획할 수 있는데, 

ㅌ자형의 경우 외부 공간을 균등하게 계획할 수도 있고, 

는 그것들의 크기나 형태를 다르게 함으로 다양한 외부 

공간을 계획할 수도 있다. 셋째, ㅌ자형과 ㄷ자형에서는 

일반교실이 모두 남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세로부분에 

리동과 특별교실 등을 배치하여 모든 교실동에서 특별

교실동으로, 는 리동에서 교실동으로 쉽게 근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넷째, 학년동과 고학년동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형들이 비교  

많이 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4.2 시기에 따른 배치 유형

조사 상 사례들이 시기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

지만, 시기에 따른 배치 유형을 어느 정도는 측해 볼 수 

있었다. 먼  2000년  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ㄱ, ㄷ형과 같이 단순한 형태는 차 감소하고 있으며,(ㄷ

형의 경우에도 2000년보다는 2002, 2003년의 계획안이 좀 

더 조형 임) F, P, 工, ㅌ형과 같은 유형들이 상설계를 

통해 극 으로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틀에 박힌 설계로는 더 이상 상설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상 설계시 새로운 계

획 개념을 극 으로 시도하 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4.3 대지 규모에 따른 배치 유형

배치 유형을 규모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보면, 지 규

모에 상 없이 ㅌ자형이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러나 ㄷ자형의 경우 12,000㎡ 이상에서, 이형 배치는 

15,000㎡ 이상에서 다수 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

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ㄷ자형이나, ㅌ자형, 그리고 이

형 인 배치 패턴들이 다수 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이 유형들이 다양한 외부 공간을 조성하기에 유리

하고, 교사동의 향이나 일조에도 유리하며, 이형 인 지

에도 능동 으로 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러나 ㄱ자형의 경우 15,000㎡ 미만에서만 용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 규모가 작을 경우 운동장의 

기 을 충족시키면서 교사동을 배치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에, ㄱ자형

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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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정방형 지
정방형

(부분이형 지)
장방형 지 이형 지

ㄱ형 1 1 1 1
ㄷ형 4 1 3 2
ㅁ형 1
F형 2
P형
工형 2 1
ㅌ형 2 2 3
이형 1 1 1

계(총30개) 10 4 6 10

표 7. 지 형상에 따른 배치 유형

유형 9,000㎡미만 9,000-11,000㎡ 11,000㎡이상

ㄱ형 2 1

ㄷ형 3 4 1

ㅁ형 1

F형 2 1

P형 1

工형 2 2

ㅌ형 2 3

이형 1 2

계(총28개) 8 12 8

 *건축 면 이 명확하지 않은 2개의 사례는 제외하 음.

표 6. 건축 면 에 따른 배치 유형

유형 4%미만 4%-10%

ㄱ형 3

ㄷ형 6 2

ㅁ형 1

F형 3

P형 1

工형 2 2

ㅌ형 5 2

이형 2 1

계(총30개) 23 7

표 8. 경사도에 따른 배치 유형

유형 1면도로 2면도로 3면도로 4면도로

ㄱ형 1 2 1

ㄷ형 1 5 1 2

ㅁ형 1

F형 1 1

P형 1

工형 1 2 1

ㅌ형 1 2 2 1

이형 1 1 1

계(총30개) 6 13 7 4

표 9. 주변 도로에 따른 배치 유형

4.4 건축 면적에 따른 배치 유형

건축 면 에 따라 배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9,000㎡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ㄱ,ㄷ형의 단순한 형태가 주류

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1,000㎡ 이상의 규모 학교에

서는 ㄱ,ㄷ형의 단순한 형태는 감소하고, ㅌ, F, P, 이형배

치의 형태들이 다수 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건축 규모가 일정 면 을 넘어설 경우, ㄱ,ㄷ형과 같은 단

순한 형태로는 요구된 모든 기능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4.5 대지 형상에 따른 배치 유형

배치 유형을 지 형상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해 본 결

과, 장방형을 제외한 모든 지 형상에서 ㅌ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방형 지, 는 정방형에 가까운 

지에서는 ㄷ형이 5개 사례에서 ㅌ형이 4개 사례에서 나타

났으며, 그 이외의 유형들이 소수 용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처럼 지 형상에 계없이 ㅌ자형이 가장 우세하

게 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유형이 모든 지에서 가

장 유용한 배치 패턴임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은 매스의 

길이를 조 하여 이형 인 지에도 쉽게 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가지 특이한 은, 장방형 지에서 ㄷ자형이 가장 많

이 용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이 유형이 비교  

기다란 장방형 지에 효과 임을 지 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지가 기다란 장방형일 경우, 지를 2등분하여 한

쪽에는 운동장을 다른 한쪽에는 교사동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이기 때문이다. 이때 교사동을 ㄷ자형으로 배

치하는 것은, 이것이 외부 공간을 히 요할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4.6 경사도에 따른 배치 유형

경사도에 따라 배치 유형을 분석해보면, 4% 이하의 평

지에서는 모든 유형들이 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4-10%의 경사지에서는 ㄷ,ㅌ,工,이형 배치들만이 

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이 유형들이 비교  경

사에 순응시키기 유리한 형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ㄷ,ㅌ,工의 가로 매스를 경사가 다른 곳에 각각 배치하고, 

세로축 교사동이나 복도로 그것들을 연계시킴으로 경사에 

응하기가 비교  용이하 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4.7 주변 도로에 따른 배치 유형

주변도로에 따라 배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지가 1면 

도로에 면할 경우, 다양한 배치 유형들이 용되고 있었

다. 그러나 지가 2면 도로에 면할 경우, ㄷ자형이 가장 

많은 5개의 사례에서 용되고 있다. 이것은 도로에 면한

쪽에 운동장과 교사동의 측벽을 치시켜 도로의 소음을 

최 한 단 시키는데 ㄷ자형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10 참조) 한, 3면 도로에 면한 경우에는 ㅌ

자형이 가장 많은 2개 사례에서 용되고 있었다.

한가지 특이한 은 ㅌ자형의 경우 주변 도로에 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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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도로 ㄷ자형 3면도로 ㄱ자형 3면도로 ㅌ자형

표 10. 주변 도로에 따른 배치 유형

이 비교  고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 유

형이 도로의 소음에 향을 덜 받으면서도, 일반교실 체

를 남향으로 배치할 수 있고, 다양한 외부 공간들을 구성하

는 등 다른 유형들에 비해 비교  다양한 장 들이 있기 

때문에 배치 계획시 극 으로 용된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지 까지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실시된 등학교 상

설계 당선안에 나타난 배치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최근의 

설계 기법들과 그 경향들을 조명해 보았다. 그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등학교 교사동의 배치 유형은 ㄱ형, ㄷ형, ㅁ형, F형, 

P형, 工형, ㅌ형, 이형 배치 등 8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

다. 이  ㄷ형과 ㅌ형이 가장 많이 용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그 이유는 가로 매스 길이를 조 할 수 있어, 이

형 인 지에서도 쉽게 응할 수 있으며, 외부 공간을 

균등하게 는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

문으로 단된다. 한, 일반 교실 부분이 남향으로 배

치될 수 있고, 세로축에는 리동과 특별교실 등을 배치하

여 일반 교실동에서 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용 비

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2000년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ㄱ, ㄷ형과 같은 단순한 

형태는 차 감소하고 있었으며, F, P, ㅌ형 등과 같은 새

로운 유형들이 상설계를 통해 차 그 용 비율이 높

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 규모에 따른 배치 계획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 

규모에서 ㅌ자형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

나 ㄱ자형의 경우 15,000㎡ 미만에서, 그리고 ㄷ, ㅌ, 이형 

배치는 15,000㎡ 이상에서 다수 용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한, 건축면 이 9,000㎡의 소규모에서는 ㄱ, ㄷ의 단

순한 형태가 11,000㎡의 규모에서는 ㅌ, F,P,이형 배치의 

형태들이 다수 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 형상에 따른 배치 패턴은, 장방형을 제외한 모든 

지 형상에서 ㅌ형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ㅌ형이 가장 큰 분포를 보이는 것은, 이형 으로 지

가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경우에도 비교  히 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경사에 따른 배치 유형 역시, 

경사에 순응시키기가 비교  용이한 ㄷ,ㅌ,工자 배치형태

들이 4%이상의 경사지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주변도로에 따른 배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지가 1

면도로에 면해 있을 경우, 비교  다양한 배치 패턴들이 

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가 2면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도로 소음에 가장 극 으로 처할 수 있는 ㄷ자형이 

가장 많이 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가지 특이한 

은, ㅌ자형의 경우 주변 도로에 상  없이 비교  고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후 상설계를 통해 건설된 등학교를 평가하고 검증

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유형화의 작업과 

경향 분석은 그러한 작업의 기  자료로서 작은 의미를 찾

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 사례의 범 가 한정되

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지속된 연구에서 좀 더 범 하고 체계 인 

분석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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