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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5(가칭) 등학교 신축 기본 계획 연구

A Study on the Schematic Design for the Kwan-Jeo5 Elementary School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박 찬 규*         김  석**         김 형 진***

                                                 Park, Chan-Kyu    Kim, Young-Suk    Kim, Hyung-Jin  

1. 서론8)

1.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역시 서구 동 신개발지에 계획되

는 (가칭) 5 등학교 교사신축 기본설계를 한 사 설

계연구로서, 지분석, 스페이스 로그램, 계획의 목표, 

건축개념, 배치계획, 건축계획 등에 한 연구를 통해서 

계획설계(schematic design)수 의 안을 작성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기본설계에 한 기본방향과 가능성, 그리고 

설계의 틀을 제공하는 데에 목 이 있다.  

좀 더 구체 인 설계목표를 열거해보면, 밝고 쾌 한 학

교, 어린이에게 흥미롭고 아름다운 학교, 안 한 학교, 합

리 이고 경제 인 건축,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등이 있

다.  

이 설계연구에 주어진 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학교명: (가칭) 5 등학교

- 치: 역시 서구 동 235-5

- 시설규모: 27학 (24학  + 특수학  + 유치원 2학 )

- 지면 : 11,570㎡

- 건축연면 : 8,698㎡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기본설계용역과 병행해야 하는(사실상은 선

행해야 하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교육과정과 같은 원론

인 문제는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나 보고서들을 참조하기

  * 정회원, 충남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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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09년 역시 교육청의 연구 용역으로 충남

학교에서 수행된 과제임.

로 하고, 교육과정에 따른 스페이스 로그램의 분석, 그

것을 건축공간으로 환하고 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실제 인 문제를 측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

는 데에 을 맞춘다.

먼  스페이스 로그램은 본 계획안과 학 규모가 유

사한 학교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스페이스 로그램을 작

성한 다음, 그것을 몇 개의 시설기   기 에 한 연구

들과 비교하여 정성을 확인한다. 로그램 상의 문제

이나 미비한 들은 향후 기본설계에서 조정, 보완하는 것

으로 한다. 

이 연구는 배치계획과 건축계획의 안을 제시하는 것

을 최종 인 목표로 삼는다. 안작성의 주된 문제들에는, 

가장 효율 인 토지이용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합리 인 

건물배치패턴은 무엇인가, 가장 질서 있는 공간구성과 동

선체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경제 인 건축방법은 무

엇인가 등이 포함된다. 건축계획의 안은 계획설계 수

으로 한정한다. 

연구범 에 포함된 좀 더 구체 인 사항들을 열거해보

면, 다음과 같다. 

- 지  주변지역의 분석

- 스페이스 로그램의 작성  분석

- 단 공간의 계획

- 설계의 기본방향 설정

- 배치계획 안의 작성  평가

- 선정된 배치계획안에 한 건축계획 안의 작성  

  평가

- 선정된 건축계획안의 구체화: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

면계획 등

- 도면작성

硏究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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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치도

지의형상 지형 근도로

그림 4. 지분석

그림 3. 주변 황도

북측 경 북측 아 트에서 본 지

그림 2. 주변 황 사진

2. 지분석

2.1 위치

계획 상지는 시 서구 동 235-5번지로서, 5

국민임 주택단지 내 등학교 1블록이다.  도심으로

부터 약 8km, 유성에서 약 7km, 그리고 진잠으로부터 약 

2km 떨어져 있다. 5지구는 기개발된 택지지구의 

남쪽의 신개발지구로서 부지의 남측과 동측에는 구 산이, 

북측에는 멀리 건양 병원, 가깝게는 느리울13단지와 해

있다.

2.2 주변의 토지 이용

지의 주변은 거의 모든 방향에서 공동주택지가 둘러

싸여 있다. 다만 서북쪽일부가 경 녹지와 단독주택용지로 

개방되어 있다. 북쪽의 공동주택단지는 기개발된 아 트단

지이고 국민임 주택이 포함된 나머지 동, 남, 서 3방향의 

공동주택단지는 재 조성 에 있다. 계획 지의 서쪽에는 

폭 20m의 경 녹지와 남북을 잇는 보행자 용도로가 있

고, 남측에는 어린이 공원이 있고 동쪽으로 보행자 용도

로에 연결되어 있다.

2.3 대지분석

1) 지의 형상: 계획 지의 형상은 남북 117m, 동서 

100m의 남북방향이 약간 긴 장방형이다. 

2) 지형: 

지형은 남쪽경계가 북쪽경계보다 약간 높은 경사지이나

(고 차 약5m), 평탄지로 조성하고 법면은 남측 어린이 

공원에서 흡수할 정이다.

3) 근도로: 

지의 북측은 20m 도로에 해있고 건 편에는 기존

의 아 트단지(느리울 13단지)가 가로벽을 이루고 있다. 

도로와 계획 지 사이에는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척된 서측 부분이 앞으로 지의 주출입구로 사용될 

정이다. 지의 동측, 남측, 서측이 모두 아 트단지로 둘

러싸여 있으나, 남측과 서측은 각각 폭30m의 어린이 공원

과 폭20m의 경 녹지, 그리고 폭 6m의 보행자 용도로

가 설치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개방감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동을 남향배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교사건물은 체

으로 도로소음이 발생하는 지의 북측과 아 트와 바

로 해있는 동측에 배치될 것으로 상된다. 차량은 북측

의 주출입구에서 근할 수밖에 없지만, 보행은 동측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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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 면 실수 면 비고

교수학

습 역

일반

교실

일반교실 67.5 24 1620.0 9m×7.5m×24실

특수학 115.49 1 115.49

소계 25 1735.49

특별

교실

과학실 139.44 1 139.44 비실 포함

실과실 0.0

미술실 130.93 1 130.93 비실 포함

음악실 130.93 1 130.93 비실 포함

컴퓨터실 130.93 1 136.04 비실 포함

어학실 130.93 1 136.04 비실 포함

소계 5 673.38

다목 실

(재량학습실)

형:67.5

소형:34.80

형:2

소형:5

309.21

(7실)

소계 2736.08

지원

역

학습

지원

도서정보실 235.72 1 235.72

멀티미디어

실(시청각실)
235.72 1 235.72

소계 2 471.42

학생

지원

수납공간, 

탈의실

소계 0.00

교원

지원

교사연구실 6 306.44

교무센터 104.58 1 104.58

교재제작실 48.50 1 48.50

교사휴게실 44.82 1 44.82

소계 9 504.34

소계 975.78

리

역

교장실 69.72 1 69.72

의회실 34.86 1 34.86

행정실 69.72 1 69.72

산실 0.00

상담실 0.00

보건실 44.82 1 44.82

방송실 69.72 1 69.72

인쇄  문서보 71.80 1 71.80

숙직실 0.00

소계 360.64

조리실/식당 729.17 1 729.17

다목 강당(체육 ) 784.03 1 784.03

공용공간(복도, 계단실, 홀, 

기기계실, 창고 등)
2230.03

등학교 소계 8449.53

유치원

유치원실 70.55 2 141.10

유희실 103.75 1 103.75

교사실 29.15 1 29.15

주방 8.74 1 8.74

오수실

자료실, 창고 4.63 1 4.63

공용면 175.56

유치원 소계 477.39

체면 8962.92

표 1. 스페이스 로그램

행자 용도로와 남측의 어린이공원 어디에서도 근 가능

하다. 

3. 스페이스 로그램

3.1 스페이스 프로그램 분석

본 계획안의 스페이스 로그램이 한가를 검증하기 

해서 ‘ - 등학교 시설기  등에 한 연구’(교육인

자원부, 2006), 시교육청의 ‘ 등학교신설기 ’, 인천시

교육청의 ‘ 등학교 시설기 (‘학교 별 학 수별 스페이

스 로그램’ 에서 발췌)’, 그리고 구즉 등학교 스페

이스 로그램과 본 계획안의 스페이스 로그램을 비교

분석했다. 

이들 기 들은 모두 24학  규모를 한 것이며,  

구즉 등학교와 본 계획안은 여기에 특수학  1개반을 포

함한 25학  규모와 유치원 병설을 제로 한 것이다.  

공간의 기능별 분류체계와 명칭에는 서로 상이한 부분

이 있었으나 일 성을 해서 다소 조정했다. 공간기능은 

크게 교수학습 역, 지원 역, 리 역으로 나 고 식당/

조리실과 다목 강당(체육 )은 별도로 분류했다. 교수학

습 역은 일반교실, 특별교실, 다목 실(재량학습) 등으로 

다시 분류하고, 지원 역은 학습지원, 학생지원, 교원지원 

등으로 분류했다. :

- 교수학습 역: 

·일반교실 : 일반교실, 특수학

·특별교실 : 과학실, 실과실, 미술실, 음악실, 컴퓨터실, 

어학실 등

·다목 실(재량학습실)

- 지원 역: 학습지원 : 도서정보실(도서실), 멀티미디어

실(시청각실) 등

·학생지원 : 수납공간, 탈의실 등 

·교원지원 : 교사연구실, 교무센터, 교재제작실, 교사휴

게실 등

- 리 역

·교장실, 의회실, 행정실, 산실, 상담실, 보건실, 방

송실, 인쇄  문서 보 실, 숙직실 등  

- 식당/조리실 : 조리실, 냉장실, 냉동실, 양사실, 창고 등

- 다목 강당(체육 ) : 탈의실, 강당홀, 샤워실, 비실 등 

스페이스 로그램을 기능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본 계

획안은 다른 기 이나 계획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도서정보실과 시청각실, 식당/조리실과 다목 강당 등은 

다른 기 이나 계획안보다 여유가 있고 공용면 은 다소 

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용공간을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도 있으나, 기본설계 시 다소 옹색한 부분

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등학교만의 총면 을 비교했을 때, 본 계획안은 8,449

㎡로 교육인 자원부 시설기 연구의 정면 (8,617㎡)보

다 약간 작고, 인천시교육청의 시설기 (8,174㎡)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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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반교실

그림 6. 특별교실

그림 7. 특별교실-음악실

즉 등학교(8,611㎡)보다는 약간 작거나 크지만 5%의 오

차범 를 벗어나지 않는다. 시교육청의 면 규모

(6,333㎡)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기에는 다

목 강당의 면 이 빠져 있고, 기본모듈에 의한 교실단

면 (63㎡)이 상 으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유치원을 포함한 면 으로 비교해보았을 때도, 본 계획

안은 8,962㎡로 교육인 자원부 시설기 연구의 정면

이나 구즉 등학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계획안의 규모계획은 체로 정하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3.2 단위공간계획

1) 일반교실(국어, 수학, 어, 사회/도덕)

수용인원 : 36명

강의내용 : 슬라이드, OHP, VTR, 실물투 기 등과 같

은 시청각 기자재나 칠 을 이용한 수 별 이론강의가 행

하여진다.

공간배치 : 학생들이 근하기 편리한 곳에 치하여야 

하며, 학년별로 당하게 분산되어 학생들의 이동동선이 

혼란스럽게 되지 않아야 한다.

기자재 : 책걸상 각 36개, 칠 , 시청각 기자재, 개인사

물함

단 실면  : 7.5 × 9.0 = 67.5㎡

2) 특별교실

① 음악실

수용인원 : 78명

강의내용 : 학생들의 합창, 연주, 음악감상 등의 정규수

업과 시청각 학습이 일어나는 곳이다.

공간배치 : 지역민들을 한 음악교실(합창, 악기연주, 

음악감상 등)로 이용 가능하도록 배치에 있어서 신 한 

고려가 요구된다.

기자재 : 걸상 80개, 피아노와 무 , 시청각기자재(슬라

이드), 오디오

마감재료 : 카펫 등의 흡음재료  방음재료

단 실면  : 110.39㎡

② 미술실

수용인원 : 40명

강의내용 : 데생, 수채화, 공 , 서  등의 수업이 행해

진다.

공간배치 : 지역민들을 한 미술, 서 교실의 운 을 

고려하여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민들도 근하기 편리한 

곳에 치시킨다.

기자재 : 실습용 형 책상 5개(8인, 2,400mm×900mm), 

걸상 40개, 시청각 기자재

단 실면  : 110.39㎡

③ 과학실

수용인원 : 36명

강의내용 : 구체 인 사물이나 상의 찰, 조작 활동 

 경험을 토 로 한 과학 학습이 이루어진다.

공간배치 : 교과특성상 실험기자재가 많이 비치되어 있

으므로 리상 비실을 인 하여 배치하는 것이 이상

이다.

기자재 : 실습용 책상 6개(6인, 2,300mm×900mm), 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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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특별교실-미술실

그림 9. 지원시설-도서실 그림 11. 지원시설-어학실

type1 type2 type3

그림 10. 지원시설-교사연구실

36개, 시청각 기자재

단 실면  : 7.5 × 13.5 = 101.25㎡

3) 지원시설

① 도서실

수용인원 : 3개 학 이상(많은 학생들의 동시이용률 고

려)

강의내용 : 특별한 강의가 행해지는 곳이 아니라 학생

들과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며,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간배치 : 지역문화센터의 향토자료실, 정보검색실, 정

보자료실, 열람실과 상호 유기 인 계를 고려하고, 소규

모 학습공간을 포함한 학습자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기자재 : 6인, 4인 열람용 테이블, 서가, 정보검색용 컴

퓨터  리용 책상

단 실면  : 182.79㎡

② 교사 연구실

수용인원 : 4～6명

강의내용 : 연구, 휴식 등 교사들의 주 생활공간이다.

공간배치 : 체 교사가 모여있는 기존의 교무실이 아

닌, 교과교실형, 수 별 수업 등의 교육 환경에 따라 소규

모의 교사연구실로 분산배치된다.

기자재 : 개별 책상(6인), 4인 테이블, 서가, 세면

단 실면  : Type 1. 7.5 × 4.5 = 33.75㎡

            ,Type 2. 7.5 × 5.4 = 40.5㎡

            ,Type 3. 5.1 × 5.4 = 27.54㎡

③ 어학실

수용인원 : 72명

강의내용 : 컴퓨터 등의 시청각 기자재를 심으로, 언

어의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기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는 장소이다.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언어의 다양한 표 을 익히게 하며, 극

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공간배치 : 보충학습과 기본학습, 심화학습을 모두 충족

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이 되어야 하며, 어회화 등의 과

외학습공간이나 지역민들을 한 어학실로도 이용 가능하

도록 한다.

기자재 : 개별 책상(72개)  개별 컴퓨터, 각종 시청각 

기자재, 교사용 책상

단 실면  : 7.5 × 13.5=101.25㎡

4. 계획의 기본방향

4.1 밝고 쾌적한 학교

청소년의 교육환경은 무엇보다도 밝고, 햇볕이 잘 들고, 

자연통풍이 잘 되어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

해야 한다. 한, 활발히 뛰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

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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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실 등 주요 학습공간은 가능한 한 햇볕이 잘 들 

수 있도록 남향 배치하고, 여름철 노양을 피할 수 있도록 

서향배치는 가  억제한다.

2) 자연채 과 통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공간구성 시스템은 편복도를 원칙으로 하며 복도가 불

가피한 경우에도 부분 으로만 허용한다. 

3) 로비, 시청각실, 도서  등 공용시설은 가능한 

한 공간 인 여유를 두고, 복도의 결 에는 홀을 둔다. 

한, 화장실, 계단실, 홀이 하나의 세트로 형성될 수 있게 

한다.

4.2 흥미롭고 아름다운 학교

환경은 체험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교육환경은 청소년들

에게 체험을 통해서 풍부한 감성과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야 한다. 한,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흥미를 유발시켜야 

한다. 이를 해서는,

1) 건축은 다양한 형태와 공간을 가져야 하고, 청소년들

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직선의 형태요소뿐 아니라 원, 타원, 구, 원통 등 곡

선 인 요소를 포함해도 좋을 것이다. 

2) 콘크리트나 벽돌 등 단일의 재료보다는 유리, 메탈, 

목재, 타일 등 다양한 재료들을 복합 으로 사용하여 풍부

한 변화를 다. 

3) 건축공간의 스 일은 어린 청소년들의 스 일에 맞

추어야 한다. 가능한 한 건물의 매스를 분 하고, 스 일

을 여 청소년들이 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4.3 안전한 학교

청소년들은 자유분방하고 활동 이므로, 안 성은 성인

의 환경보다 더 철 히 고려되어야 한다. 안 성은 계단, 

난간, 램  등 물리 인 세부요건뿐 아니라 연령집단의 충

돌 가능성과 장애인의 안 에 해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1) 학년 놀이공간과 고학년 놀이공간은 가  구별

되어야 한다. 

2) 계단, 생기구, 난간, 손잡이 등은 어린이들의 신체

 스 일에 맞추어야 한다. 

3) 바닥 단차와 문턱의 제거, 엘리베이터와 램 의 설치 

등 무장애 공간계획과 장애자를 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4.4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학교

한정된 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합리 인 

공간구성과 경제 인 건축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1) 외부공간의 구성과 건물배치는 토지이용이 극 화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공간구조와 건축형태는 간결하고 체계 이어야 한다. 

따라서 합리 인 모듈과 계 인 구성시스템에 의해서 

계획되어야 한다.

3) 동선의 패턴은 짧고 명확해야 한다. 

4) 경제 인 건축시스템을 해서는 건축비용뿐 아니라 

유지 리비용과 편리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4.5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등학교는 물리 으로 가장 가깝고 주민들이 가장 일

상 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구심 이다. 그러므로 학교

는 물리 으로 주변과 조화를, 그리고 사회 으로 지역주

민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1) 운동장, 체육 , 강당, 컴퓨터, 어학실 등 학교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이고 외부로

부터 근이 쉬워야 한다. 

2) 학교시설은 도시조직의 일부이므로 주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설계획은 토지이용, 교통동선, 공간

조직, 스카이라인 등 주변여건을 충분히 반 해야 한다. 

   

5. 배치 안의 구상

5.1 배치의 대안 개념

지는 남북방향이 약간 긴 정남향의 정형 인 평탄지

(원지형은 완만한 북사면이지만 어린이 공원의 경계에 지

반차를 두어 평탄지로 조성함)이고 진입은 북쪽에서 이루

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본 으로 건물은 지의 북

측에 운동장은 지의 남측에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진입공간을 어떻게 처리하고 체육   식당동을 어

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따라 안이 달라질 것이다. 

5.1.1 안1(계획안)

1) 건물배치 패턴

리  특별교실동을 앙에, 일반교실동을 북서쪽에, 

그리고 다목 강당과 유치원을 남동쪽에 배치하고 서로 

연결함으로써, 체 인 배치형태는 2개의 L자-건물이 

각선 방향으로 결합한 W자-모양을 취한다.

2) 외부공간구성

a. 건물배치에 의해서 외부공간은 크게 둘( 면과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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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배치 안1

로 양분되고 작게는 4개의 공간으로 구분된다. 

- 면: 진입 장  주차장, 

- 후면: 학년 놀이공간, 운동장, 유치원 놀이공간(유

원장). 

b. 외부공간의 구성패턴은 어린이 공원과 경 녹지  

보행로가 배치된 부지 남측과 서측의 조망을 열어 개방성

을 높이고, 북쪽의 간선도로와 동측의 아 트단지를 차폐

하여 소음과 라이버시를 보호한다. 

3) 축(axis)

도시가로, 지, 건물배치, 동선시스템이 모두 2개의 축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결합되어 있다.

- 남북 보행축: 정문-진입 장-피로티-운동장- 유치원-

어린이 공원

- 동서 보행축: 진입 장-피로티- 학년 놀이공간-보행

자 용도로

4) 건물 매스의 구성

- 다양한 높이로 변화를 주어 매스를 분 시킨다: 일반

교실동(5층)-연결동(3층)- 리  특별교실동(4층)-체육

(3층)-유치원(2층)

- 2개의 타원 매스를 배치하여 직선의 단조로움을 해소

한다: 도서정보실(2층), 미술/음악실(3층)

- 진입 장에는 2층의 타원형 매스(도서정보실)를 배치

하여 건물이 주는 압감을 경감시킨다.  

5.1.2 안2

1) 건물배치 패턴

교사동은 서쪽에, 체육 은 동쪽에 배치하고 서로 연결

시킨다. 교사동은 다시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을 수용하는 

북쪽건물(5층)과, 리기능과 일반교실을 수용하는 남쪽건

물(4층)로 구분하고, 이 두 건물을 지원기능을 수용하는 3

층 날개로 연결하여 ㄷ-자 모양을 형성한다. 유치원은 남

서측에 독립시키고 체육  하부에는 주차장을 배치한다.

2) 외부공간 구성

외부공간은 교사동으로 둘러싸인 정, 체육  앞마당, 

운동장, 유원장 등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정은 학

년 놀이공간으로, 체육  앞마당은 고학년 놀이공간으로 

사용하는데, 두 공간은 교사동연결부의 피로티를 통해서 

연결된다. 진입공간이 옹색하다. 

3) 축(axis)

도시가로, 지, 건물배치, 동선시스템이 모두 2개의 축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결합되어 있다. 보행축은 그다지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남북축: 정문-피로티- 리동 - 운동장

- 동서축: 보행자 용도로- 유치원- 리동 -운동장

4) 건물매스의 구성

- 다양한 높이로 변화를 주어 매스를 분 시킨다: 일반

교실동(5층)-연결부(3층)- 리동(4층)-체육 (3층), 유치원

(1층)

- 체육 과 교사동의 연결부는 피로티를 두어 학교 공

간으로 들어오는 게이트 역할을 한다. 

- 리동의 망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유치원은 1층으

로 처리한다. 

5.1.3 안3

1) 건물배치패턴

지의 북측에는 교사동을, 지의 동측에는 체육   

식당동을, 남동측에는 운동장을 배치한다. 유치원은 교사

동 1층에 결합되어 있다. 교사동은 북측의 긴 3-5층날개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와 남측의 짧은 4층 날개(일반교실

과 리기능), 그리고 두 건물을 앙에서 연결하는 3층의 

연결부로 구성된다. 북쪽날개는 앙의 홀을 심으로, 서

측에는 일반교실들을, 동측에는 특별교실들을 수용하고, 1

층은 유치원과 홀을 제외하고 피로티로 개방되어 있다. 체

육 은 동측에 남북으로 길게 배치하고 연결복도로 교사

동과 연결한다. 체 으로 변형된 H-자 형상을 띄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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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배치 안2 그림 14. 배치 안3

2) 외부공간구성

외부공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진입부의 주차

마당, 동측의 정, 그리고 운동장.

이 3개의 공간은 건물하부의 피로티공간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정은 학년 놀이공간으로 사용되며, 유

치원 마당과 결합되어 있다. 유치원 마당은 지붕이 있는 

피로티공간과 지붕이 없는 노천유원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체육   식당은 2층 건물로서 스 일이 상 으로 작

아 압감을 주지 않는다. 

3) 축(axis): 도시가로, 지, 건물배치, 동선시스템이 모

두 2개의 축(남북축과 동서축)으로 결합되어 있다. 보행축

은 굴곡이 많아 축성이 약하다.

- 남북축: 정문-피로티- 리동 

- 동서축: 보행자 용도로- 정  유치원- 리동

-운동장

4) 건물매스의 구성

북측의 긴 교사동은 3층과 5층, 남측의 리동은 4층, 

연결부는 3층, 그리고 체육 은 3층 등 다양한 높이의 매

스들이 결합되어 다양한 공간과 건물을 구성하고 있다. 북

쪽의 교사동과 앙연결부는 모두 피로티로 처리되어 1층

에서는 넓게 개방되어 있다. 일반교실동과 리동은 면

에 개방 인 공간( 정과 운동장)을 두고 있어서, 일조, 채

, 망이 모두 유리하다. 그러나 진입부는 진입마당이   

                                                      

없이 주차장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소 옹색하다.  

5.2 대안의 평가

지의 남측에 운동장을 두고 북측에 건물을 배치하는 

토지이용계획은 3개의 안이 모두 유사하다. 이것은 앞에

서 언 한 지의 조건이 주는 필연 인 결과라 할 수 있

다. 차이가 있다면, 다목 강당의 배치와 진입공간의 처리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안1은 다목 강당을 동측에 배치

하고 진입공간에 여유를 두어 진입 장과 주차장을 균형

있게 배치하 다. 안2는 역시 다목 강당을 동측에 배치

하 으나, 북측 진입부에 가깝게 배치하여 진입공간이 옹

색하다. 안3은 다목 강당을 서측에 배치하 으나 교사

동의 날개로 진입공간을 가로막고 있다. 

건물의 배치형상을 보면, 안1은 L자 2개를 각선으

로 결합한 W자 형상을 하고, 안2는 “ㄷ”자 형상의 교사

동과 체육 을 병렬배치했으며, 안3은 다목 강당에 의

해 변형된 H자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패턴으로 보았을 때, 동측과 남측이 경 녹

지와 어린이 공원으로 개방되어 있고, 동측은 아 트단지

로 가로막  있는 주변조건에 가장 잘 순응하고 있는 것

은 안1이라 할 수 있다. 안1은 W자 건물형상이 지

를 각선으로 가로질러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 트단

지는 체육 으로 가로막아 소음과 라이버시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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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1 안2 안3

배

치

개

요

장

단

 

배치

형태

배치

개요

 -W자-건물이 
각선으로 배치

되어 외부공간을 
진입 장과 운동
장으로 양분
 - 앙의 리동
(5층)을 심으로 
서북측에는 일반
교실동, 동남측에
는 다목 강당을
 배치
 -2개의 타원형 
매스와 곡선지붕
(다목  강당)을 
도입하여 건축과 
공간의 다양성 확
보
 -유치원은 다목
강당 남측에 독

립 배치

 -ㄷ자 형태의 교
사동과 체육 을 
병렬배치.
 -남측의 리동
(4층), 북측의 일
반교실동(5층), 동
측의 체육 (3층)
을 3층의 날개로 
연결
 -체육  하부는 
주차장
 -외부공간은 
정과 운동장으로 
구분하고 피로티
로 상호연결
 -유치원(1층)은 
리동 남측에 독

립 배치

 -남측에 리동(4
층)을, 북측에 일반
교실(5층)  특별교
실동(3층)을, 동측에 
다목  강당(2층)을 
배치하고 3층의 날
개로 연결.
 -외부공간은 주차
장, 정, 운동장

의 3개 공간으로 구
분하고 피로티로 상
호연결
 -북측의 교사동 하
부는 부분 피로티
로 개방
 -유치원은 교사동 
하부에 배치  

장단

 -주변환경에 
히 응한 배치

 -외부공간의 분
 양호

 -진입공간의 여
유와 휴먼스 일.
 -모든 교실에 일
조, 채 , 조망 양
호
 -매스의 분 이 
양호 
 -지역개방시설의 
근성  독립성 

우수

 -주변환경에 
한 응 다소 미
흡(아 트 단지와 
경 녹지  어린
이 공원)
 -진입공간이 옹
색하고 건물에 
한 압감
 -북측 교사동이 
일조, 채 , 조망
에 불리
 -지역개방시설에 
한 근성  

독립성 양호
 -공간  형태요
소의 단조로움

 -진입공간이 옹색
하고 압감
 -특별교실동을 제
외한 모든교실에 일
조, 채 , 망 양호
 -다목 강당  식
당이 지면층에 직  
하여 근에 유리

하고 압감도 경감
 -지역개방시설의 
근성  독립성 

우수
 -유치원의 독립성 
부족
 - 학년교실의 
지성 부족

평

가

항

목

주변환
경과의 
조화

*** ** **

외부공
간구성

*** * **

형태
요소의 
다양성

*** ** **

휴먼 
스 일

*** * **

일조, 
채 , 
조망, 

*** * **

건축
구조의 
합리성
과 

경제성

*** ** **

지역
시설의 
개방

*** ** **

종합평가 *** ** **

표 2. 배치 안의 평가

서쪽과 남쪽의 개방성을 최 한 살렸으며, 진입공간도 상

당히 여유롭게 처리되었다. 한, 유치원을 체육  남쪽에 

독립 으로 배치하여 주변의 어린이 공원과 보행자 용

도로에 극 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안2나 안3은 개방 인 서쪽을 건물로 가

로 막거나 정의 웅크린 배치를 취하여 지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외부공간구성을 보면, 3개의 안이 모두 운동장, 학

년 놀이공간, 유원장 등의 외부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안1은 L자의 특성상 외부공간이 모두 반만 요되어 있으

므로 개방성이 좋은 반면, 안2와 안3은 모든 외부공간

이 “ㄷ”자 정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 무엇

보다도 안1은 여유있는 진입 장을 갖고 있을 뿐 아니

라 진입동선의 처리가 유연하다는 이 상 으로 돋보

이는 장 이라 하겠다. 

형태요소의 다양성과 공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안2와 3은 직선과 육면체를 격자시스템에 따라 처리하

여 단조롭고 딱딱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 안1은 2

개의 타원통(큰 타원은 낮게, 작은 타원은 높게)과 다목

강당의 곡선지붕, 북측교사동 계단실에 타워 형태를 도입

함으로써 형태와 공간의 다양성을 추구했으며, 2개의 원통

을 각선 방향으로 배치하여 단조로운 격자시스템을 깨

뜨리면서 진입동선을 자연스럽게 건물 으로 유도하고 

있다.  

휴먼스 일에서 볼 때,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은 진입 장

이라 할 수 있다. 안1은 도서정보실의 타원을 2층으로 

낮추어 각선으로 배치하고 다목 강당을 남쪽으로 후퇴

시킴으로써 진입 장에서 느끼는 압감을 경감시키고 있

다. 반면에, 안2와 안3은 다목 강당이나 교사동의 날

개가 진입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주는 압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안1에서 다목 강당과 유치원

을 잇는 회랑도 휴먼스 일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다. 

일조, 채 , 통풍, 조망 등 친환경 설계의 측면에서 보

면, 앞서 언 한 로, W자 형태의 안1은 거의 모든 외

부공간이 남측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상 으로 폐쇄

인 배치를 가진 안2와 안3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시설을 지역주민개방에 개방한다는 측

면에서, 체육 과 식당은 3개의 안 모두 독립 이고 

근성이 좋게 배치되어 있으나, 도서정보실과 시청각실 등

의 문화집회시설은 안1은 큰 공간을 근성이 좋은 곳

에 독립 으로 배치하 으나, 안2와 안3은 그 지 못

하다. 

종합 으로 평가하면, 안1이 안2와 안3보다 모든 

항목에서 상 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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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면 
지하층 260.00 (78.65)
1층 1,823.32 (551.55)
2층 2,868.72 (867.79)
3층 2,354.07 (712.11)
4층 1,305.02 (394.77)
5층 575.79 (174.18)
합 계 9,186.92 (2,779.04)

표 3. 층별 면

그림 15. 지 특성을 설계에 반

그림 16. 외부 공간  보행축

그림 17. 건물의 구성

  6. 기본 계획안(최종)

6.1 건축개요

- 지 치 : 역시 서구 동 5국민임 주

택단지 내 1블록

- 지면  : 11,867.77m2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 계획지역

- 건축면  : 3,172.06m2 (959.55PY)

- 연 면  : 9,186.92m
2
 (2,779.04PY)

- 건 폐 율 : 26.73% - 법정 60%이하

- 용  율 : 75.22% - 법정 200% 이하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트러스)

- 층    수 : 지하1층, 지상5층

- 외부마감 : 토벽돌치장쌓기, 압출성형시멘트 넬,

  AL. Sheet, T16 복층유리

- 주    차 : 54  (장애인주차 2  포함, 법정주차 46 )

6.2 배치 계획 개념

1) 지의 특성을 설계에 반

- 북측 로와 동측아 트단지: 건물로 에워싸서 소음차

단  라이버시 확보

2) 외부공간의 유기  연결

- 외부공간을 크게 3개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피로티를 

통해서 유기 으로 연결 : 진입 장, 학년놀이공간, 운동

장, (유원장)

3) 보행축 연결

- 남북보행축과 동서보행축을 설정하여 어린이공원과 

보행로에 직 연결

4) 건물을 크게 3개의 동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높이의 

스카이라인을 구성

- 북측의 일반교실동 : 5층 + 2층(시청각실, 도서실) 

- 남측의 특별교실  리동 : 4층 + 3층(특수학 , 음

악, 미술)

- 동측의 다목 강당  식당동 : 3층

5) 진입공간에 2층의 원형건물을 도입하여 등교시 어린

이들에게 압감을 주지 않고 친근한 느낌을 . 

6) 건물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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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평면 계획 개념

그림 19. 부분 인 편복도 시스템 용

그림 20. 매스 구성 개념

그림 21. 남측 입면도

- 가능한 한 남향배치, 불가피한 경우 동향배치하고 서

향은 원칙 으로 배제함

7) 유치원을 부지남측에 배치하여 독립 인 유원장을 

두고 어린이 공원과 보행로에 연계

6.3 평면계획개념

1) 공간기능을 건물별로 분리

일반교실동, 특별교실  리동, 다목 강당  식당동

2) 특별교실군, 행정공간, 지원공간을 특별교실동에 집

시켜 공간사용  리의 효율성을 높임

3) 2개의 타원형 공간을 응 으로 배치하여 특별교실 

 지원시설을 수용하고 학교의 포컬포인트로 사용

- 북측의 큰 타원(2개층) : 시청각실, 도서정보실

- 남측의 작은 타원(3개층) : 특수학 , 미술실, 음악실

4) 다목  강당  식당동을 교사동과 분리하여 주민이

용에 개방

5) 효율 인 건축모듈과 체계 인 교실공간 구성 패턴

을 용

- 기본 모듈 : 9m × 7.5m

- 기본 단  : (일반교실 4개)-(교사연구실-화장실-계단)

6) 쾌 한 실내환경  에 지 감

- 부분 인 편복도 시스템을 용 : 완 한 복도 시

스템은 배제

- 그 게 함으로써 일조, 채 , 통풍, 조망을 모두 개선

6.4 매스 및 입면구성개념

1) 변화있고 안정 인 스카이라인 형성

- 2층 (유치원) - 3층 (다목  강당  식당동)

- 4층 (일반교실/ 리동) - 3층 ( 간연결동)

- 5층 (일반교실/동)

2) 캐노피 시스템의 도입

- 여름철 햇빛을 조 하고 건물외 에 변화를 

- 수평  : 폭 40cm의 콘크리트 

- 수직  : 폭 30cm의 알루미늄 

3) 타원형 매스와 타워, 그리고 지붕곡선 등 다양한 형

태요소를 도입하여 등학교 어린이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

- 2개의 크고 작은 타원형 매스를 서로 응 (큰 타원 : 

2층, 작은 타원 : 3층)

- 타워 : 북측 일반교실동의 계단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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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동측입면도

그림 24. 단면 개념도

그림 25. 1층 평면도

그림 26. 2층 평면도

그림 27. 3층 평면도

그림 23. 서측입면도

- 지붕곡선 : 다목  강당

4) 다양한 재료와 색깔을 연출

- 벽돌 : 색  회색

- 커튼월 : 특별교실동 일층

- 압출성형시멘트 넬 : 건물의 측벽, 다목  강당  

식당동

- 캐노피 시스템 : 콘크리트 과 알루미늄

6.5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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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4층 평면도

그림 30. 동측면도

그림 31. 서측면도

그림 32. 남측면도

그림 29. 5층 평면도

7. 결론

본 연구는 역시 서구 동 신개발지에 계획되

는 5(가칭) 등학교 교사 신축 기본 계획안을 제시하

는데 그 목 이 있었다. 이를 해 본 연구는, 계획 부지

의 장 조사와 주변의 황, 지의 형상, 지형, 근도로 

등의 기  분석 단계를 거쳤으며, 7차 교육과정의 수 별 

이동식 수업이나 종래의 고정식 수업 모두 충이 가능하

도록 스페이스 로그램을 작성하 다. 

배치 안은 크게 진입공간을 어떻게 처리하고, 체육  

 식당동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을 두었다. 먼  

안1은 다목  강당을 동측에 배치하고 진입 공간에 여

유를 두어 진입 장과 주차장을 균형있게 배치하는 것이

다. 안2는 역시 다목  강당을 동측에 배치하 으나, 북

측 진입부에 가깝게 배치하는 것인데 진입공간이 다소 옹

색한 단 을 지닌다. 안3은 다목  강당을 서측에 배치

하 으나 교사동의 날개로 진입공간을 가로막고 있다.

한, 안2나 안3은 개방 인 서쪽을 건물로 가로 막

거나 정의 웅크린 배치를 취하여 지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안1은 동측과 남측을 경  

녹지와 어린이 공원으로 개방하는 등 주변 조건에 가장 

잘 순응하고 있었다. 

외부 공간 구성 역시 3개의 안이 모두 운동장, 학년 

놀이공간, 유원장 등의 외부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안1

은 L자의 특성상 외부 공간이 모두 반만 요되어 있으므

로 개방성이 좋은 반면, 안2와 안3은 모든 외부 공간

이 “ㄷ”자 정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 무

엇보다도 안1은 여유있는 진입 장을 갖고 있을 뿐 아

니라 진입동선의 처리가 유연하다는 이 상 으로 돋

보이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때, 3개의 안 모두 각기 장단 을 가

지고 있었으나, 안1이 훨씬 많은 장 들을 가지고 있었

기 때문에 안1로 결정하 다. 향후 로그램상의 문제

이나 미비한 들은 기본 설계에서 조정, 보완하게 될 것

이며, 그 게 함으로 좀 더 나은 계획안으로 완성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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