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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배경

1997년 12월 7차교육과정은 기존의 획일화된

암기위주의 일제식 교육에서 벗어나 수준별 교육
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목표를 지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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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학교 교육은 학급담임제인 초등학교와는 달
리 교과담임제를 체택하고 있다. 또한 수준별 교

육을 중요시하는 7차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대

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표준설계에 의한 초등학

교의 공간구성과 같은 학교의 모습에서 벗어난 새
로운 학교운영타입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교과교실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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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을 계획할 때 필요한 지침을 얻는데 궁
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실제로

교과교실형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운영을 했었던

일본의 중학교 시설을 대상으로 그 이용프로세스

와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시
기초적인 지침 제공에 목적을 둔다.

교과교실형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실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학교의 실예를

통해서 계획조건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접근할

수 있는 측면으로는 이론적 접근(기본 계획지침
또는 교과교실수 산정방법 등)과 교과교실형 운영

에 대한 이용자(교사 및 학생 등)의 의식조사에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교과교실형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영
을 하고 있는 예를 통하여 그 장점과 단점 그리고

문제점의 파악을 통하여 계획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교육제도와 학교

시설정비에 있어서 그 내용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
각되는 일본에서 교과교실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 시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1.3 연구내용 및 방법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관련자료 및 문헌 수집

2)일본의 교과교실형 중학교의 사례분석

·건설경위

·교과교실형 실시 상황
·실시 및 계속 기간

·교과교실형 운영상의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문헌조사와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1996년에서 1998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2 . 일본의 교과교실형 중학교시설 동향

2차대전 이후 일본에 있어서 교과교실형 중학
교 시설의 건설 동향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

다. 제1단계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기까지의

시기로 전쟁 이후 학생수 증가에 따른 「양적 정

비의 시기」이다. 제2단계는 1980년대부터 1990년
까지의 시기로, 교육의 다양화의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학습의 개별화를 지향하고 학교생활을 중

요시하는 「질적정비의 시기」이다. 제3단계는

1990년대에 개축 혹은 신설된 중학교로 기존의 교
과교실형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

고 있는 교과교실형의 「개선정착의 시기」라 하

겠다.

2.1 제1단계 : 양적정비 시기

2.1.1 山形市立第五中學校(山形縣)
1) 건설 배경과 경위

山形縣에서는 1947년부터 3년사이에 약 10만명

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시설이 요구되었다.
山形縣에는 1949년 현재 2부제수업 학급수가 12학

급, 강당과 체육관을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학급

수가 49학급, 복도, 승강구,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학급수가 133학급에 달하여 당시의 교실부족 현실
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다. 第五中學校는 1951
년 4월에 개교하여 교사는 다음해 1952년 1월에

준공된다.
2) 플라톤형

학교 30년誌에 의하면 교실이동을 전제로 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第五中學校가

채용한 방식은 교과교실형이 아닌 플라톤형의 방

식이었다. 플라톤형 채용의 결정적 이유로는 교실

수와 학생수의 관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어에서 플라톤이란, 소대 혹은 소집단을 의미

한다. 第五中學校에서의 플라톤형은 교과교실형과

특별교실형의 절충적인 시간제시스템이다.
전교의 학급수를 반수씩으로 나누어 전교의 반

수 학급(A그룹)을 보통교실로 할당하고, 국어, 수
학, 사회, 영어 등의 보통교과의 수업을 실시하는

동안, 다른 한편의 반수 학급(B그룹)은 교과교실

(특별교실)에서 과학, 음악, 기술·가정과 등의 수

업을 받는다. 그리고 일정 수업시간수이 지난 후
에는 A그룹과 B그룹은 교대하여, 이번에는 B그룹

이 보통교과 수업을 받고, A그룹이 교과교실에 의

한 수업을 받는 방식이다. 이런 이유로 학급수는

짝수를 원칙으로 하고, 또한 2개의 그룹이 각 교

과를 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표 작성이 특히 중요
하게 된다.

3) 교사개요

교사는 철근콘그리트조 3층 건물이며 당시로서

는 매우 호화스러운 건물의 교사였으며 후에 건설
된 교사보다도 더 장대했다고 말해진다. 공간구성

에서 교재실이 층마다 2개소 설치되어 있는 점과

복도가 넓다고는 하지만「특별교실형」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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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학교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플라톤형의 금지

第五中學校는 1951년 개교부터 1965년까지 플

라톤형 또는 교과교실형으로 운영되다가 1966년도

에는 이 방식을 중지하고 교실을 고정시키는 특별
교실형로 바뀐다다. 독특한 플라톤형 학교이지만

설비·비품등의 관리상 홈룸을 고정시키는 것이

유리하였으며,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학급수의 감

소를 기회로 1966년도부터 플라톤형을 중지했다

고 「30년誌」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를 경험한 교사는 당시의 상황을 교과지도

는 비교적 쉬웠지만,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생활지도의 문제점으로서 다

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① 학교전체의 계획에 따라 일과를 추진해야만

하며, 교과담임제이기 때문에 생활지도를 위한 시

간과 장소가 커다란 문제이다.
② 교실을 이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교실이라는

관념이 희박하여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③ 교실에 따라서는 사물함이 없는 곳도 있어

학생의 소지품 관리가 어렵다.
④ 학생는 휴식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고, 시간

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Platoon형」의 폐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교사건설은 실패했던 것일까

당시의 교사는「실패는 아니고 당시는 새로운 사

고방법이 필요했다」라고 회고한다. 시대의 요청

을 그 말에서 읽어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교
실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 특히 간부의 의

식개혁이 필요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림 1. 山形市立第五中學校 평면도

2.1.2 森本町立森本中學校(石川縣河北郡)
1) 교과교실형 교사 건설의 경위

森本中學校는 組合立으로서 1947년에 발족했다.
당시 森本中學校는 기업의 청년학교 교사(목조)를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노후화 때문에 교실

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기업의 대
지 일부를 빌려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장에서의 소

음 문제도 심각하였다. 학생수는 급격히 증가되어

1955년부터 4년간 약 1.5배가 된다고 예측되었다.
교사건물는 화재와 풍수해에 강한 건물이 필요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3층건물

로 구상하였다. 그러나 縣으로부터의 요청과 예산

측면을 고려하여 철골조로 건설하게 된다. 철골조

모델학교이었던 八雲小學校(東京都目黑區)에의 시

찰이 있었다.
2) 건설공사의 진보

건설은 1955년부터 4년동안 계속되었다. 제1·2
기 공사에서는 경비 9,450만엔 가운데 보조금이

16.3%, 기부금이 20.4%, 채권이 37.0%를 차지하고
있다. 각 실의 구성은, 교실(home room) 18실, 특

별교실 9실, 준비실 11실이고, 학생들이 교과별로

이동하는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同사업

은, 문부성, 대학, 縣교육위원회의 지원으로 진행

되었다.
제1·2기 공사는 1956년 겨울에 끝났고, 1957년

1월부터는 부분적으로 완성된 신교사에서의 수업

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제3·4기 공사가 1958년

여름에 완결되었고, 9월 1일부터는 통합중학교로
서 출발하고 있다.

3) 교사건물의 완성과 학교경영

교과교실형의 학교개요를 「홍보森本」 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학생 767명, 17학급, 교직원 28명으로, 1町 1

개교의 대규모이다.
② 이 근대적인 교사는 적설한랭지역에 있어서

경량철골조교사로 문부성에 의해 지정된 모델학교

이고, 외국에도 소개되었다.
③「교과교실형」라는 특수한 구상에 기초하여

건축되어 있고, 수업은 모든 교과별로 행해지게

되어 있고, 교실수는 모두 24교실이다.
④ 6개의 교과별 직원실 및 준비실 (국어, 사회,

산수, 영어, 이과, 가정, 기술)이 있고, 교사는 원칙
적으로 아침과 업무 후의 전달사항을 포함하기 위

한 직원집회 시간이외는 각 직원실 및 준비실에서

사무를 본다. 학생은 수업전의 자습시간, 급식시

간, 도덕, 홈룸의 시간, 수업후의 종례 시간 이외
는 교과마다 교실이동을 행하고, 항시 필요한 것

이 아닌 소지품은 개인별로 지급된 사물함에 넣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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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동은 불편하지만 교실에는 각각의 교과에
필요한 설비가 있고 교구와 도서가 구비되어 있어

그 학습에 필요한 게시 등이 충분하게 되어 있으

며, 학습에 의한 지극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때문에 부족해 보이는 그 교과의 공부에 집
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⑥ 교직원은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동에 따른 학생의 피로와 안정감

을 갖게 해줄 대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효과의 향상

을 하여야 한다.
⑦ 교육효과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과교실에 어

울리는 시설, 설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4) 교과교실형의 중단

그 후의 학생증가는 두드러지고, 1960년 및
1962년에 목조 2층 건물의 교실(일반기숙사)동이

증축되었다. 학생수가 가장 많았던 1962년에는 학

급수는 28학급에까지 이르렀다. 국어, 수학, 사회

의 각 교과에 관해서는 이동하지 않고 홈룸에서

수업을 행하는 불완전한 교과교실형의 실시도 한
때 나타났다.

당시 학생의 교실이동을 「민족의 대이동」이

라 불리울 만큼 휴식시간은 거의 학생의 이동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학생측면에서는 좌석이 매 시
간 바뀌기 때문에 기분전환이 된다 학교에 하나

뿐인 큰 교무실에는 가기 어렵지만 준비실에는 가

기 쉽다 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2 森本町立森本中學校 평면도

1962년 6월에 森本町은 金澤市에 편입된다. 이

에 따라 종래 郡域에 행해졌던 인사이동의 범위가
변경되어, 金澤市로부터 새롭게 채용된 교직원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인사이동의 기간은 6년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교과교실형에 익숙지 못한 교사

도 증가되게 되었다. 1966년에는 전교생에 행한
교과교실형에서 학년별의 교과교실형도 시행되었

지만, 결국 학교관리를 중시하는 신교장의 방침에
따라 교과교실형을 중지하였으며 특별한 수업 이

외는 홈룸에서 수업을 행하는 특별교실형으로 변

경되었다. 이와 같이 한 약 9년간에 이르는 교과

교실형에 중지부를 찍게 되었다. 교과교실형 교사
는 1990년에 개축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2.1.3 金山町立金山中學校(山形縣最上郡)
1) 건설경위

金山町에서는 유일한 중학교이며 1947년에 6·3
제의 발족과 동시에 소학교내에 개설되었다. 교사

는 1947년과 1948년에 증축되었으며 소학교와 중

학교 모두 독립된 교사건물을 요구하였다. 1954년

학부모회장연명에 의한 독립교사정비의 진정 청원
서을 제출하며, 町의회는 1955년에 이를 채택하였

고 1956년에 중학교 건설사업비 및 특별회계설정

을 의결되었다.
町의회, 교육위원회, 건설위원회합동에 의한 회

의에 있어서, 縣의 건축과장의 설명에 따라 철골
교사로 방침을 정했다. 대학의 지도와 縣의 건축

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설계는 교과교실형안이 채

택되었으며, 본 설계는 縣의 기술주사가 담당하였

다.
1957년 9월에 제1기 공사, 1959년 8월에는 제4

기 공사가 완공되었다. 약 7,000만엔의 공사비 가

운데, 기부 및 채권이 각각 2,000만엔, 국고보조가

1,800만엔이었다.
2) 교사개요
교과교실형 교사에서는 작은 교사면적에서 각

교과의 학습지도상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교사전

체가 비어있는 교실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평면구성은 森本중학교와 같은 형태로 남측교

사에는 복도가 없다. 각 교과별 교실은 국어가 3
실로 가장 많고, 사회, 이과, 과학이 각 2실, 기타

는 각 1실이 할당되어 19실이 설치되어 있다. 교

실 이용율은 15학급의 경우 75%로 산정되어 있다.
각 교과의 준비실이 교과교실에 근접해 설치되어

있어 수업의 준비, 연구, 교구의 관리에 효과를 높

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실이동을 배려하

여 모든 교재를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없게 사물
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 복도의 폭도 혼잡, 완화

를 위하여 넓게 확보되어 있다. 완성된 1959년에

는, 학생수 668명, 15학급, 직원수 2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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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교실형의 폐지
金山中學校에서는 교과교실형을 1975년까지 13

년간 실시한 후 교직원들의 요망에 의해 교과교실

형을 폐지하고 특별교실형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학급수는 19학급에까지 증가하였기 때문에 1966년
에 증축이 있었다.

실시 당시 10분간의 이동시간은 매우 힘들었다

고 한다. 金山中學校의 교실은 출입구가 1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출입에 시간이 걸렸다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책상이 없
기 때문에 불안하였고 수업이 없는 빈교실이 문제

학생들의 장소가 도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선생

한사람이 1주간에 25∼26시간의 수업을 담당하였

기 때문에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과 다른 연구실에 틀어 박혀 있는 선

생도 있어서 교원조직 측면에서도 문제를 갖고 있

었다.
정리하여 보면, 교과경영의 면은 좋지만, 학년

및 학급경영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학년학급관리의 문제에는 교실이동에 따른

학생지도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金山中學校는 1991년에 다른 대지로 개

축·이전하였다. 이전하기 전의 교사는, 옛 도서실
은 직원실로, 옛 연구실은 도서실로, 옛 직원실(교
원집회실)은 보건실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림3 金山町立金山中學校 평면도

2.1.4 目黑區立第一中學校(東京都)
1)건설의 경위

第一中學校는 2차대전이후 옛 군인막사 건물를

이용하여 개교하였으며, 1958년에 분교가 독립하

였다. 1954년에 목조교사가 건설되었고, 교과교실
형 교사인 제1교사(RC조 4층 건물)는 그 후 1961
년부터 1962년에 걸쳐 건설되었다.

설계는 대학의 건축학연구실에 의해 실시되었

으며, 설계자는 설계직전 운영방식의 검토를 통하
여 교과교실형를 채택하였다고 한다. 1964년 2월

의 연구보고서인 플라톤형 학교경영의 조직과 운

영 에서는 교육위원회의 한 서문에 학교측의 플
라톤형을 실천하고 싶다는 희망을 넣어, 새로운

구상의 교사를 신축하는 일을 완성했다고 기록되

어 있다. 위의 보고서를 통하여 플라톤형 실시까

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1960년

·플라톤형에 대한 최초의 논의

·플라톤형 교사의 설명과 학교의 실제적인 경

영에 대한 의논교환

·제1기 공사착공(8월) : 플라톤형 교사에 대하
여 東京都와 目黑區 당국의 찬성을 구함

·교사구조와 교실배치를 연구

②1961년
·플라톤형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실시
·제1기 공사 완성(6월)
③1962년

·플라톤형 학교에 대한 교육경영의 연구

·연구추진위원회 발족

·외부강사, 지도주사의 참가를 얻어, 교내연구
회 실시

·연구성과물인 「본교에서의 플라톤형 교육의

조직과 운영, 제1호」발표

④1963년
·신학기부터 플라톤형 실시

·플라톤형의 문제점과 대책 연구

大串不二雄은 저서 학교시설 중에서 플라톤형

과 교과교실형을 채용했던 실례로서 第一中學校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경위를 학습효과의 향상과
생활지도의 충실을 일깨우고, 새로운 학교경영방

식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플라톤형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더욱이 처음부터 교과교실형의

채용을 전제로 하고, 학교당국과 건축가들이 긴밀
한 연락 아래 계획된 드문 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고 해설하고 있다.
이상으로 학교측이 주체적으로 플라톤형을 선

택하였다는 점과 그 제안과 예시는 설계자측이였

던 점을 알 수 있다.
2) 플래톤형 채용의 목적

山形市立第五中學校를 포함하여 일본에서 플라

톤형을 실시한 학교의 결정적인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로 제한된 건축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교실의 효율적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었다. 그러나, 第一中學校의 경우에는 이외에 학

교교육목표(개별화로서의 자주성, 사회화로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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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의 육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플라톤형을 채용
했던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第一中學校의 플라톤형 실시목적은 다음의 3가
지에 있다.

①특별교실을 보다 많이 설치하여 교과의 학습
환경을 갖추고, 실험실습의 기회를 늘리는 것에

의해서 학습효과의 향상을 도모한다.
②학생의 자주성과 사회성을 육성한다.
③교사, 교실의 합리적·효율적인 활용을 꾀한

다.
3) 교과교실형으로의 이행

第一中學校에서는 처음에는 교과교실형을 실시

하지 않고「플라톤형=학급교실형」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로 매시간의 교실이동의 혼란과 생활지도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교사건물이 교과교실형으로서 건설되고 있

다는 점, 국어·사회·영어·수학의 교과에 적합

한 학습환경의 설정이 「플라톤형=학급교실형」에

서는 곤란하다는 점, 교사실과 자료실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 등 때문에 교과교실

형으로의 이행을 바라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강하

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1964년부터 전 학급을 2개반

으로 나누어 보통교과에 대하여도 교실이동을 행

하는「플라톤=교과교실형」이 실시되었다. 그 후

학급수가 감소하여 교실의 여유가 생김에따라 플

라톤형을 폐지하고 완전한 교과교실형으로 이행하

였다.
4) 교과교실형의 중지

1978년 5월 7일 朝日신문에서는 학습효과가 크

고, 학생의 사회성과 자주성을 키우는 것에도 도

움이 된다는 장점이 교육관계자들에게 주목되고
있다. 고 하여 第一中學校의 교과교실형 실시 상

황을 게재하였다.
전 학생용의 개인용 사물함이 설치되어 승강구

부근의 혼잡과, 그 교과의 분위기가 감도는 각 교

과교실과 긴장감이 있는 교실이동 등의 모습과 학
습효과가 착실하게 나아지고 있다는 교육위원회의

평가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학생의 생활

지도에 대한 과제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의 좋은 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라는 교장의 설명이 첨가되고

있다.
1982년에 교과교실형제는 중지되고, 특별교실형

으로 되었다.

그림4 目黑區立第一中學校 평면도 (1978년)

2.2 제2단계 : 질적정비 시기

2.2.1 沖繩縣沖繩市立安慶田中學校

1) 교사 건설과 교사의 개요
1979년에 교과교실형의 기본설계가 행해졌고,

1981년에 신설 개교하였다. 실내 운동장은 다음해

인 1982년에 완성되었다.
이 교사는 경사지에 건설되어 있으며, 경사지를

이용하여 교사 3동을 2층에서 복도로 연결하고 있
다.

교사형식은 2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로, 긴 복도에 접해서 각 교실이 병행해 놓

여진 「편복도」내지 「중복도」의 형식이 거의
대부분 이지만, 교과교실과 home room부분(media
center )의 이용이 연속되어 있다. 홀을 감싸면서

교실이 배치되어 있다.
둘째로, 각 교실동을 연결한 형식으로 배치된

복도와 식당으로 구성된 공간이다. 교실을 이동할
때, 소지품 교환과, 수납이 편리하도록 복도 가까

이에 사물함이 놓여져 있다. 또한 식당은 기본계

획의 단계에서는, 다른 사례인 GG중학교와 같이

사물함에 의해 나눠진 홈 베이스로서 제안되어 있
는 것이 실시설계의 단계에서 변경이 되었다고 한

다.
2) 교과교실형의 장점 및 개선점

교과교실형이 실시 4년 후 학교는 교육장에 시

설 및 비품정비 요청을 하고 있다. 당시의 학교
자료는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4개의 노력목표를 들

고 있다. ⓐ「교과교실형」에 어울리는 자주적 학

습 태도의 육성, ⓑ「교과교실형」 학습 지도를

충실하기 위한 교사의 자질향상, ⓒ교육내용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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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시설, 설비, 비품의 정비, ⓓ 새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가정, 지역과의 연계 노력 등 있다.

교과교실형의 특색 및 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비품과 교구의 준비와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수업이 원활히 행해진다.
② 미디어센터에 도서자료가 갖춰진다면 자율

학습의 장소가 만들어진다.
③ 개별학습지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
④ 교사의 이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을 충

분히 사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
⑤ 교과경영에 관하여 교과담임이 항상 서로

의견 교환할 수 있다.
⑥ 학생 옆에 항상 교사가 있어서 교육상담 및

생활지도를 쉽게 할 수 있다.
⑦ 수업 방법에 따라 일반학교 보다도 효율적

인 학습이 가능하다.
개선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① 교실이동이 빈번하므로 학생에게 여유가 없

다.
② 학급활동, 경영이 충분하지 못하다.
③ 교실 미화에 노력하지 않는다.
④ 학급담임 자신이 담임하는 학생을 파악하기

어렵다.
⑤ 학년간의 교사들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서

학생지도 면에 지장이 있다.
⑥ 교실이동이 많기 때문에, 물건 둔 곳을 잊어

버리거나, 빌리는 경우가 많다.
⑦ 소지품 관리가 어렵다.
3) 교과교실형의 중지

교과교실형을 10년 가까이 실시되는 1993년에

공개수업 때에 학교측은 교육장에게 구두로특별교
실형으로의 이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는 교육위원회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다음

해인 1994년, 중학생 의회에서 학생이 시장과 교

육장에 질문을 계기로 교과교실형은 1995년도부터

특별교실형으로 바뀌게 된다.. 그 후 교육위원회는
학교에 대하여 교과교실형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연구를 지시했다. 학교는 타 학교의 시찰과 교내

연수를 통하여 연구를 정리하여 또 다시 개선을

요청했다. 더욱이 교육위원·교육장에 의한 학교
방문, 학부모회장이 교육장에게 교과교실형 개선

요청서를 제출하여, 3월에는 교육위원에 의하여

교과교실형 중지라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4) 교과교실형 의 어려움 점
① 학급경영면에서는, 전용교실을 갖지 않기 때

문에 학급소속감이 떨어져 학급 집단 만들기가 어

렵다. 쉬는 시간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학생

파악이 어렵다.
② 학생경영면에는, 학년 교사실이 없기 때문에

학년으로서의 공동이해와 의사소통이 어렵다. 또

타 학급이 안보이기 때문에, 학년으로서의 공동보

조를 맞추기 어렵다.
③ 학생지도면에서는, 이동 때문에 학생들이 안

정을 찾기 어렵다. 도난, 분실 등이 많으며 복수의

학급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실이 난폭하게 취급되

어 관리가 어렵다.
④ 학습지도면에서는, 이동 때문에 수업종료전

에는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없다. 또한 지각이 많

고, 학습용구가 마련되지 않는 채로 수업을 받는

학생도 있다.
⑤ 학급경영에서는, 학년에 보충수업을 구성하

나, 직원 휴가시에 연락·배치가 어렵다. 직원이
모이기 어렵고,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어렵다.

5) 특별교실형으로의 변환

특별교실형 실시 이후, 3개의 교사동에는 각각

1학년, 3학년, 2학년의 보통교실이 배치되었다. 각
동에는 이전의 미디어센터를 주변으로 학급교실이

배치되어 있다. 교과교실을 전용하였기 때문에 교

실의 크기, 향이나 출입구의 위치, 크기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학년 1반이 경우는 학급

수 관계 때문에 같은 학년의 건물내에 배치하기
어려워서 다른 동에 교실에 배치되어 있다.

변화에 따라, 각 학급의 가방과 학습용구를 두

는 공간으로서 각 교실에 2단의 선반이 새롭게 설

치되었다. 복도에 있는 고정된 사물함은 앞으로의
이용을 검토하여 우선은 게시판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특별교실형으로의 이행 이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학습지도도 생활지도도 철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②학년을 통일시키고, 학년의 특색을 활성화 시

키는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③수업을 받는 방식이나 직원실으로의 입실지

도를 포함하여, 학급경영이 용이하게 되었다.
④학생의 행동파악이 용이하게 되었다.
⑤학생들은 여유롭게 생활하게 되었다. 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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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용이하여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줄어들었다.
7) 교과교실형의 실시조건

교과교실형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安

慶田중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학생에게 기본적 생활·학습습관이 육성되

어 있을 것.
② 이동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 교사 만들기.
③ 학생에게 목적의식을 준비시켜 학습의욕이

가득차게 할 것.
④ 따돌림, 교내폭력, 도난 등 학생지도상의 문

제가 없을 것.
⑤ 시청각비품, 컴퓨터등의 설비가 충실할것.
⑥ 미디어의 활용 등 교과교실형의 특성을 살

리는 학습의 장소가 갖춰져 있을 것.
⑦ 선생은 비교적 유능하며, 지도성이 높고, 연

구의욕이 높을 것

⑧ 사물함은 학년별로 설치되며 편리한 장소에

있을 것.
⑨ 재적인원수는 한 학년에 3학급으로 전교생

이 400명 정도일 것.

그림5 安慶田中學校평면도(교과교실제실시최종년도)

그림6 安慶田中學校평면도(특별교실제로변경한년도)

2.2.2 沖繩縣具志川市立具志川中學校

1) 건설경위

학생의 다양한 능력·진도·흥미·관심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팀티칭에 의한 학습전개와 자학자
습교재에 의한 개별진도학습등이 유효하고, 이것

들을 실천하는 방식으로서 교과교실형은 가장 대

응하기 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과교실형을 채용

하기로 하여 시설계획이 진행되었다.
2) 교사 개요

교사는 安慶田중학교와 거의 같은 시기인 1981
년 여름에 완성되었다. 교사의 전체구성도 安慶田

중학교와 유사하고, 미디어센터와 교과연구실 주

변에 교과교실이 배치되어진 3층 건물의 교사동이
복도로 연결되어있다.

다만, 교사동은 4동(기술가정·사회과동, 이과·

수학동, 관리·예술동, 국어·외국어동)인점과, 각

동을 접속하는 복도를 安慶田중학교에서는 식당이
었으나, 具志川중학교에서는 4ｍ×9ｍ 넓이의 로

카로 경계지어진(상부는 오픈되어 있음) 「홈베

이」 라고 불리는 각 학급 전용의 공간이라는 점

이 크게 다르다.
미디어 센터라 불리우는 오픈스페이스에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교재, 게시, 전시물이 쌓여진 미디어 센터

② 팀티칭과 다양한 집단편성에 대한 학습전개

의 장소.
③ 휴식하는 시간과 방과후의 학생의 자학자습

과 활동의 장소.
④ 생활교류 장소으로서의 휴게실.
⑤ 교과에 관련이 깊은 모임활동의 장소.
한편, 홈베이스는 식당으로서의 기능이외에,

Short Home Room (SHR)의 장소으로서도 계획되

어지며, 식탁 주위에 모여 집단회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제까지의 교과교실형 교사에는 학급

집단의 거처가 크게 문제가 되었는데, 보통교실의
넓이보다 작은 특정학급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

한다는 점에서, 홈베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설면에의 획기적인 개선·제안이었다.
3) 학생수 증가와 교과교실형

학년당 5학급으로 전체 15학급 규모로 계획되
었는데 학급수가 17학급으로 증가되어 보통교실과

특별교실을 증축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이동의

혼란과 시간표 작성이 어렵게 되어 전교 단위의

이동에 의한 교과교실형을 포기하고, 동별로 학년
을 할당하여 학년별의 교과교실형을 행하게 되었

다.
학교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교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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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풍부하여 교과지도에는 좋은데, 물건을 잊고
두고 오는 경우가 많으며, 쓸데없는 이동시간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1층의 홈베이까지 눈이 미치지 않아 학생

지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홈베이는 좁고
넓은 상부가 개방되서 옆 홈베이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등 홈룸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후 교과교실형을 실시한 10년이 되는 1991년

에 교과교실형은 중지되어지고, 보통교실형으로
변경된다.

그림7 具志川中學校 평면도

2.2.3 沖繩縣具志川市立高江州中學校

1) 건설의 경위
농촌지대에 위치한, 1927년에 尋常소학교로서

창립된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교이다. 전후 소·

중학교에서, 소학교가 분리되어 단독으로 중학교

가 되었다.
설치자는 具志川중학교와 동일하고, 같은 방식

의 사고의 근거로서 교과교실형 교사의 건설이 행

해졌다. 1983년에 제1·2기 공사가 완성되어 교과

교실형은 1984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학부모의

이해를 구하는데 다소의 시간을 걸렸다고 한다.
교과교실형 교사로서 전체가 완성된 시기는, 증

축부분(영어교실, 국어교실, 특수학급, 상담실 등)
의 공사가 완결된 1987년말이었다. 학급수는 증축

전후에는 한때 13학급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외

에는 12학급으로 안정적이었다.
2) 교과교실제의 실시와 연구

1988년부터는 縣의 연구지정을 받아, 기초학력

의 향상을 그리는 지도법의 연구개선 에 5년간

정진하였고, 개별화학습의 지도방법의 연구 의
테마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1992년에는

전국개성화교육연구협의회 대회장소로 지정되어,
수학과 이과의 공개연구수업이 이루어졌다.

이와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교실형의 장점

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먼저, 이

점으로서는,
① 교실, 미디어를 유효하게 사용하여, 도서나

기타 자료를 상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한다면, 조

별학습, 과제해결학습, 개별화, 개성화학습에 적당

하다.
② 교재의 자료 게시가 용이하다.
③ 수업준비가 용이하다.
④ 교사실에서 전문적인 지도나 상담을 하기

쉽다.
⑤ 교실이 가까워서 선생에 있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⑥ 전학생을 접하기 때문에 전학년의 생활지도

를 쉽게 할수 있다.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일상적으로 학생을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수업중 혼란스러운 시간이 많다.
② 이동 때문에, 수업후의 정리와 보충수업이

어렵다.
③ 학생이 항상 홈베이를 거치기 때문에 혼란

스러워진다.
④ 교실에의 애착이 부족하다. 교실과 도구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기르기 어렵다.
⑤ 게시물의 파손 등 홈룸을 관리하기가 어렵

다.
3) 교과교실형의 중단

교과교실형은 1995년에 중단되었으며 실시기간

은 11년간이다. 교과교실형을 중단하기 이전에는,
학생들이 안정되지 못하여 생활지도가 매우 어려
웠던 상태가 계속 되었다. 수업중에 복도를 배회

하는 학생도 있었으며, 계단의 아래 알코브 부분

과 같은 선생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문제행

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새로 부임한 교장은 학생

들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교과
교실형의 중단은 그 대응조치의 하나로서 행해지

게 되었다.
4) 교과교실형의 조건

교과교실제의 조건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아래
와 같은 점이 교과교실형 실행 조건이라 생각하고

있다.
① 미디어센터의 충실(게시판, 도서, 책상, 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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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를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한다)
② 교실의 넓이가 충분할 것.
③ 시청각실의 충실.
④ 학년마다의 교과교실형 교사.
⑤ 교내 연수의 충실(학교 전체로서 취급)

그림8 高江州中學校 평면도

2.3 제3단계 : 개선정착 시기

2.3.1 浪合村村立浪合中學校

1)학교개요
浪合中學校는 총인구 약 750명 마을의 유일한

학교이며, 소학교와 보육소가 동일 대지내에 세워

져 있으며 그 외에 공민관 기능을 갖추고 있다.
1910년, 1933년, 1951년에 건설된 구목조교사의 노
후화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축되었고 신교사는

1989년 1월에 완성되었다.
1991년 7월 현재의 학교규모는 전학년 3학급,

학생수 23명, 교직원수 17명이며 교사 연면적은

약 4,876㎡이다.
2)공간구성

각 학년 1학급(각학급 7- 9명)의 극소규모의 학

교이다. 교과교실은 블록마다 그룹핑되어 있으며,
1층에는 창작코너(미술실·기술실)과 체육관, 2층
에는 인문과학블록(피복실·AV실·어학실·사회

실), 3층에는 자연과학블록(수학실·이과실)이 배

치되어 있어 학생들은 이동하여 수업을 받으러 간

다. 학습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학습실과 오픈스페

이스가 설치되어있으며, 교실과 병행하여 조사활
동, 창작활동 등을 할 수 있다.

2층의 AV실은 상시 영어수업교실이다. 2명의

교사에 의해 CD, LD, VIDEO, T APE, 교재게시장

치 등의 시청각 기기가 적시적소에 준비되어 있으
며 즐거운 영어학습이 전개된다. 이러한 장비는

영어학습에 필요한 시청각 기기이며 모두가 마스

터부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능
율적이며 충실한 영어학습이 가능하다.

인문과학블록의 사회과실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과제를 가지고 개인연구가 가능하도록 풍부한 자

료와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다. 오픈스페이스를 활

용하는 학생이 많아 누구나 손쉽게 학습할 수 있
는 개별학습책상과 자료를 넓게 펼쳐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테이블도 배치되어 있다. 교실 남측

은 충분한 채광을 받기 위하여 커다란 창으로 되

어 있으며 다른 면은 게시를 충분히 할수 있도록
벽이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작품이 항상 전시되

어 있다.
3층의 이과실은 많은 실험기기와 약품 등이 보

관 되어있기 때문에 수업중에 급히 필요로 하는

교구교재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 이처럼 교과
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하려는 기분을 높여주어 의욕적인 탐구학습이

가능하다.
3)교과교실의 실천을 통한 장점 및 단점
▽장점으로

① 전교의 연구테마인 「스스로 생각하며 공부

하는 학생의 육성」을 위하여 학생이 요구하는 것

에 대응하여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교구·공

구·교재비품과 공간 등의 설비가 준비되어 있어
학습내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② 게시되어있는 각 학년의 작품에 따라 다른

학년에서는 어떠한 학습을 하고 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③ 음악실은 식당과 인접하여 있으며, 바닥을

높여 무대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발표연주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학습과 그

룹학습을 넓은 식당에서 활용할 수 있다.
·체육관에는 원격적외선난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겨울의

아침 일찍부터 소프트볼의 연습과 매트운동 이외

에 여러 가지 스포츠경기에 효과적이다.
▽단점으로는
① 각 블록내에 2교과가 동시학습을 진행할 때

에 말소리와 활동 소음이 염려된다.
② 극소인수이기 때문에 보건 체조 등은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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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정된다.

그림9 浪合村村立浪合中學校 평면도

2.3.2 三春町船引町學校組合立要田中學校

1)학교개요
要田中學校는 1990년 9월에 종래형 목조교사에

서 신교사로 이전하였고, 櫻중학교에 이어서 三春

町 두번째로 교과교실형 중학교가 되어 체험적인

학습을 통해 학생의 자주적, 실천적인 태도의 육
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행하고 있다.

1991년 7월 현재 학교규모는 전학년 4학급, 학

생수 115명, 교직원수 14명의 학교이며, 교사 연면

적 약 2,278.8㎡이다.
2)공간구성
三春町에서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학생의 꿈을

기르는 학교·교사의 꿈을 기르는 학교만들기)를
위하여 要田중학교에서는 시설과 자연환경을 일체

화시키고 개별화·개성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
육실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배치는 교과교실의 전형적인 평면 구성으로 자

주적인 학습활동 장소로서의 오픈스페이스의 자유

로운 분위기를 갖는 공간(러닝센터, 워크스페이스,
홈베이스, 수코너, 라운지코너)를 직선과 곡선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이야기광장, 휴식장소로서

중정을 중심으로 각 교실과의 연속성과 일체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교사에 인접하는 산책장소, 새

들의 숲이 되는 뒷산이 연속되며, 학습, 놀이, 코
뮤니케이션의 종합된 환경을 이루고 있다.

·국어과교실

러닝센터에 교과용 도서를 놓아두어 교사의 눈

이 닿는 범위에서 조사학습을 할 수 있다. 선택교

과의 지도에는 VTR학습과 테이블을 사용하여 조
사학습을 하는 등 각자의 학습의 장소로서 이용하

고 있다.

·사회과교실
그룹학습과 과제별 학습시에는 러닝센터에 용

어집, 자료집, 전문서, 신문, 잡지, 시청각교재의

VT R과 슬라이드 등의 학습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형태 연구가 하기 쉽고 수업을 중단하
지 않고 전개시킬 수 있다.

·수학과교실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내용이 정착한 단계에서

과제를 주어, 협력학습을 할 경우에는 러닝센터를

포함하여 넓은 공간에서 소집단 학습과 개별학습
의 장소 등 다양한 학습형태를 준비할수 있다. 학

생 개개인의 성취도에 따라 코스별로 학습지도를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과교실
동일그룹에서의 과제학습은 과제탐구를 위한

학습재가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이

연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이과테라스는에는 빛, 물, 흙의 실습조건을 만족

할수 있도록 식물관찰원과 인공연못을 설치하고
있다. 관찰테라스에는 야생조류의 관찰용 멍원경

2개를 설치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영어과교실

일제식 지도에서 개별화 지도 학습으로 들어갈
때, 학습교재의 선택과 학습장소를 학생들에 맡기

고 있다. 예를들어 청취력을 강화함으로서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학생은 해드폰을 사용하고, 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학생은 다른 학생에 방해되기

않도록 떨어진 장소인 러닝센터를 이용한다. 혼자
서 학습을 하고 싶은 학생은 러닝센터의 창측과

교실을 이용한다. 이처럼 목적에 맞게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그림 10 要田中學校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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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三春町立櫻中學校
1)학교개요

櫻中學校는 1995년 三春댐 담수에 의해서 수몰

된 町立中學校와 中妻中學校과 통합하여 건설되었

으며, 목조교사의 노후화 대책과 학교규모의 적정
화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要田中學校와 같이 三春町교육위원회가 제안한

교육개혁추진의 핵심(①창조적 교육관의 확립과

교육방법의 개혁, ②시설·설비의 개혁, ③지역주

민의 교육참가)를 기초로 하여 町행정, 교육위원
회, 학교현장의 교직원, 학교건축연구회, 지역주민

등의 사람들과 많은 협의를 중심으로 계획된 학교

이다.
개교는 1991년 4월에 하였으며, 1991년 10월 현

재의 학교규모는, 각 학년 2학급 전교 6학급이고,
학생수 166명, 교직원수 17명이다. 교사 연면적은

약 2,332㎡이다.
2)공간구성

전교 6학급의 소규모학교로서 교과교실형의 운
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계획특징으로는

① 전 교과가 각기 전문의 교실을 갖는다. 홈룸

이 없기때문에 학생의 생활거점이 되는 홈베이스

가 계획되어 있다.
② 교과블록 마다 학습스페이스를 만든다.
③ 학생들의 수업이동을 원활히 하도록 동선계

획을 한다.

그림 11 櫻中學校 평면도

홈베이스는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고 육성하는

거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공간구성과 배치계획이

전체계획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의장적 특징으로는 맞배지붕의 낮고 수평을 넓

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3방향을 교사건물로
에워싸아 동측에 커다란 나무를 배치한 중정 등은

겨울에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아주

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되

었다.
건물의 구조형식은 목조와 RC조의 복합구조이

다. 7m×7m 스팬으로 구성된 RC조 프래임에 목

조를 거는 방식이다. 지붕 밑은 홈베이스 혹은 나

무공간으로 되어 있다. 나무와 콘크리트와의 대비

는 질감과 스케일감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생각하
여 요구되는 공간과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2.3.4 會津若松市立第二中學校

1)학교개요
구목조교사의 노후에 대하여, 신교사에의 이전

은 1991년 4월, 會津若松市 최초의 교과교실형 중

학교로 계획되었고, 신학습지도요령의 선택교과의

취급의 확대, 학생의 특성과 흥미·관심에 대응하

는 다양한 교과지도의 존재방법을 목표로 교육활
동을 행하고 있다.

1991년 10월 현재의 학교규모는 전학년 19학급,
학생수 726명, 교직원수 45명이며, 교사 연면적은

약 7,186㎡이다.
2)공간구성

1991년 교사 노후화에 따라 교사개축을 실행하

였다. 會津城에 인접하는 문화관광지역에 위치하

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마을경관을 배려하기는 했

지만 무엇보다도 교과교실형 계획을 도입하여 교
과블록 구성과 일부 오픈화된 교과교실을 겸용함

으로서 학년마다 그룹필된 홈룸으로도 사용가능하

도록 하여 종래의 학년 학급중심의 운영방식에서

교과교실형으로 원활히 이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하
고 있다.

교사내부는 내장재료로 나무를 사용하고, 복도

에 카페트를 깔고, 아치형의 연결복도를 만드는

등 교실간의 이동을 즐겁게 하기위한 연구가 되어

있다.
각 교과 블록은 교과교실, 대교실, 교과미디어센

터, 교과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2, 3층에는 학습

장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옥상테라스가 설치되

어 있어 많은 학생이 동시에 원활히 이동할 수 있
도록 한다. 또한 선택교과 폭의 확대를 대비하여

각층에 홈룸의 겸용의 선택교실이 준비되어 있다.
문제점으로는 복도 일부분에서 이동하는 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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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좁은 문제가 생기며, 학생용 락카 사이즈가 약
간 작아 신발이 들어가지 않는 예도 있지만 이외

는 시설면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

그림 12 會津若松市立第二中學校 평면도

2.3.5 千葉市打瀨中學校

1)학교개요
打瀨중학교는 幕張해안공원에 가까운 장소에

위치하며 중심도로 3면에 중·고층의 주택에 둘러

싸여져 있다. 때문에 북측에는 주택지에 대한 시

선과 소음의 영향을 경감하기 위하여 북측벽면 선

을 도로 경계로부터 7미터 후퇴시켰으며 그 부분
을 녹지화 함으로써 주위의 조경계획과 연계를 꾀

하고 있다.
2) 시설개요

1995년 4월에 개교되어 12학급 학생수 184명
(1998년5월)이며 장래 24학급까지 대응할 수 있도

록 계획되었다. 대지면적은 24,028.22㎡이며 연면

적 9,468.19㎡이다. 공사기간은 1993年 4月에서

1995年 3月까지이며 철근콘크리트조로 일부 철골

조로 건설되어있다.
3)공간구성

교사의 배치구성은 다음의 4가지 블록에의 복

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1) 스쿨 센터
학교생활을 보내는 동선의 중심이 되는 존으로

홈베이스, 교무센터 등 관리제실 등으로 구성된다.
2) 교과 블록

각 교과마다 교과교실, 준비실, 연구실 등을 미

디어 스페이스인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하여

교과센터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집합체에 의해 교
과 블록을 구성하고 있다.

3) 창작 블록

교과센터에서 창장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
기술, 가정과, 음악 등으로 구성되는 블록으로 지
역주민의 평생학습 이용을 위한 개방이 예정되는

존이다.
4) 체육 블록

실내운동장, 유도·검도장, 트래닝룸, 수영장 등

으로 구성되는 블록으로 창작블록과 같이 지역주
민에게 개방이 예상되는 존이다. 이들의 블록배치

는 幕張新都心 주택지구에 도시경관상 교지 남측

에 오픈된 운동장을 두고 있다. 남측에 예정되어

있는 고층주택에 그림자를 피하기 위하여 상기의
각 블록은 교지의 북측에 배치하고 있다.

대지 동측은 도로에서의 교통소음이 예상되기

때문에 동측에는 체육블록을 배치하여 소음을 차

단하고 창작블록과 함께 형성되는 지역개방 존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쉽게 배치되어 있다.
교과블록은 체육블록, 창장블록이 교통량이 많

은 도로로부터 소음을 차단해 주는 서측에 배치하

여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스쿨

센터는 글자 그대로 위치로나 동선으로나 중학교
의 중심으로서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교과블록과 창작블록의 사이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중학교 교육방법으로는 보통교실과 특별

교실을 조합한 특별교실형 방식이 일반적인데, 打

瀨중학교에서는 교과센터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수업이 각 교과별로 전문교과교실군에

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풍부한 교재배치와 질높은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준높은 수

업전개가 가능하다. 이 방식을 채용할 때에는 학
생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이 부족하다는

염려의 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서는 시설면에서

의 배려와 동시에 소프트면에서의 지도도 함께 행

하고 있다. 또한 打瀨중학교의 경우, 시설의 크기

에 대해서도 소학교에 비교하여 성인에 가깝게 하
여 지역개방을 처음부터 고려하고 있다.

1) 교과센터 방식

각 교과센터는 각 교과의 미디어센터가 되는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교과교실, 준비실, 연구
실이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구획된 분위기를 가지

고 있다. 교과블록에 대해서는 1층에 국어와 사회

의 인문분야, 2층에 영어, 3층에 이과와 수학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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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학, 창작블록은 1, 2층에 기술, 가정을 배치하
고 각각에 교과그룹핑을 하고 있다.

교실배치는 오픈스페이스와 연구실, 교과교실

사이는 가능한 유리창을 많이 설치하여 시각적인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오픈스페
이스와 연구실은 중정에 면하게 하여 일체감을 강

화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중심이 되는 홈베이스에

대해서는 스쿨센터에 포함하여 학급의 거실로서

학생용 사물함, 학급비품, 게시판, 선반, 테이블 등
이 놓여져 있다. 면적은 학급당 20㎡이다. 각 층마

다 학년별으로 그룹핑되어 있다.
2) 지역 개방

중학교의 지역개방을 평생학습의 일환으로써
고려하여 스포츠시설과 특별교실 등을 처음부터

근린시설의 일환으로써 생각할 수 있다. 打瀨중학

교에서도 교사에 대해서는 창작블록과 체육블록을

지역에 개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 특히, 창작

블록의 개방에 대해서는 중정을 지역개방을 위한
현관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중정은 옥외전시

장 등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창작블록의 1층에는

오픈스페이스가 있으며 지역개방시의 이용자를 위

한 로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을 중심
으로 지역주민과 학생간의 교류가 기대되는 공간

이기도 하다.

그림13 千葉市打瀨中學校 평면도

2.3.6 岩出山町立岩出山中學校

1)학교개요

岩出山町에 있었던 3개의 중학교를 구릉위에

통합하여 건설된 중학교이다. 계열교과교실형 시
스템의 교육운영으로 학생들의 자주성을 기르는

환경과 계열교과별로 그룹핑된 건물로 계획되었

다.

2)시설개요
1996년 4월에 개교되어 18학급으로계획되어있

으며 1998년 5월 현재 특수학급(1학급)을 포합한

16학급에 학생수 184명이 있다. 장래 24학급까

지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대지면적은
202,000㎡(유효면적 72,000㎡)이며 총연면적은

11,814.89㎡이다. 공사기간은 1994年 9月에서 1996
年 3月까지이며 철근콘크리트조로 일부 철골조로

건설되어있다.
2)공간구성의 특징
생활의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는 중학생

에 있어서는 가족과 있는 시간보다는 학급친구와

함께 있는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다. 마을의 중학

생이 3년간 함께 공부하는 생활 모습이 학생과 선
생에 만이 아니라 마을사람들에게도 건물 내부와

외부에서 느낄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

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곳이 「학생포룸」과

「학생라운지」를 일체화시킨 공간이다.

그림 14 岩出山中學校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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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마다의 미팅룸의 역할을 갖는 락카룸을 다
목적인 홀을 사이에 두어 서로 마주보게 하여 학

생들의 일상생활의 거점으로 하였다. 「학생라운

지」는 보이드로 하고 학급마다 직접 계단실에 접

속하여 占有感이 높은 장소로 하였다. 사용하는
계단의 차이는 코아내부의 원색계의 색채에 의해

기호화하여 판단하기 쉽게 하였다. 「학생포룸」

난간의 판에는 학급반번호를 펀칭하여 알기 쉽게

하였다.
「학생포룸」에는 변부에 학생회실과 방송실을

배치하였다. 3개 중학교를 통합할 때 남은 피아노

가 이곳에 놓여져 있다. 방과후에는 학생들이 마

음대로 피아노를 치거나 학생들의 미팅, 자유학습,
클럽활동 등이외에 학교와 마을의 행사안내와 일
반 작품의 전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여

러 다목적인 용도와 함께 교사내부를 이동하는 주

요 동선공간이기도 하다. 평면 양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하여 마을 사람들의 외부로 부터 직접 들어올

수도 있도록 하였다.
각 교과계열마다의 「미디어겔러리」는 계단

코아를 사이에 둔 2층의 보이드로 되어 교실과 연

구실이 마주보게 되어 있다. 상부는 판상의 콘크

리트 보와 슬라브, 이를 지지하는 기둥이 바닥에
서 서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디어겔러리」와 교실사이의 벽은 합판으로

수업모습이 느껴질 수 있는 정도로 원형으로 뚫어

교실번호와 함께 디자인 하였다. 연구실측은 「빛

의 아케이드」를 통하여 체육관 상황을 알수 있도
록 커다란 창으로 하였다.

「미디어겔러리」에는 ①계열교과 마다의 자료

를 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솔치된 벽면수납선반,
②이동용 가구을 파티션으로 사용하여 코너를 만
들 수 있는 프린트선반가구와 물품넣는 가구 ③쉽

게 친구들과 선생과 공부할 수 있는 거대한 작업

대와 같은 집합테이블 등 3종류의 가구디자인은

계열교과 마다에 자료실, 학생과 선생의 공동작업

실 용도로서 일체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3 . 결 론

3.1 교과교실형의 전개
일본에 있어서 교과교실형 중학교 시설의 건설

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1950년대부

터 1960년대 초기까지의 시기로 전후 학생수 증가

에 따른 양적정비의 시기 이다. 제2단계는 1980년
대부터 1990년까지의 시기로, 교육의 다양화의 사

회적 요구에 대하여 학습의 개별화를 지향하고 학

교생활을 중요시하는 질적정비의 시기 이다. 제3
단계는 1990년대 이후 개축 혹은 신설된 중학교로
기존의 교과교실형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적극적으

로 실시하고 있는 교과교실형의 개선정착의 시대

라 하겠다.
제1단계인 양적정비의 시기 에서는 경제성을 중

요시 여겨서 교과교실형을 도입하게 되는 시기로
교실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었

다. 전쟁이후 6·3·3·4제의 새로운 미국식 교육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교육시설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베이비 붐을 통하여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는
교실의 확보에 더욱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

한 양적 정비시기는 교육의 질의 높이기 위한 대

안에서 시작되었다기 보다는 시설의 이용율을 극

대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학생수 감소, 생활지

도의 문제점 등의 이유로 특별교실형으로 바꾸게
된다.

그후 1980년대부터 오끼나와 지방에 건설된 조

사대상 3개 중학교에서는 교육의 다양화와 학습의

개별화를 지향하고 학교생활을 중요시 하는 관점
을 가지는 제2단계인 질적 정비시대의 교과교실형

운영학교도 10년 전후로 시행 한 후 교과교실형을

포기하게 된다. 그 이유로는 학년학급경영과 학생

지도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동에 기인

하는 문제가 많은 점, 학생수가 증가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제3단계인 개선정착 시기 인 1990년대 이후에

건설된 교과교실형 중학교에서는 학생수의 안정과

학생이동을 충분히 고려한 동선계획, 충분한 투자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는 있으나 앞으로 실시

학교가 과연 계속하여 증가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 중학교의 다목적 스페이스에

대한 국고보조가 있다는 점, 학생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교육방침이 일본 교육개혁의 기본이 되고
있다는 점, 학교교육은 학생의 흥미 관심과 학습

의욕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학

교시설을 평생교육시설의 거점시설로서 지역의 문

화·체육·코뮤니티를 제공하는 지역을 상징하는
시설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교과교실형을 시도하려는 중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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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과교실제의 과제
지금까지의 조사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중

학교에 있어서 교과교실형의 정착을 위한 과제로

서 지적한다면 다음의 3가지 점을 들 수 있겠다.
첫째로, 교육행정의 과제를 들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된 조사대상 중학교 시설 이외의 교과학습환

경의 정비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교과

교실제를 단순히 시설정비의 문제 또는 개별학교

의 학교운영의 문제로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교육

위원회 전체에 관계하는 교육경영의 문제 또는 교
육계획의 문제로서 넓은 시야로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정비, 교원배치, 학교경영, 학교교

육재정 등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학교경영의 과제가 있다. 교실이동을 적

극적으로 행하는 의의를 교육방법 등의 개선에 의

해 만들어 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중학교에서

는 선택의 폭이 일부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고

등학교의 총합학교나 총합선택제와 비교하여 보면
매우 적으며, 홈룸의 집단을 해체하는 수업은 한

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교실이동이란 거의 대

부분이 학급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며, 학생이 교실이동을 필연적으로 해야한다는
점에 대하여 납득시키기 어려운 요인이 된다. 교

과학습환경을 충실히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

육방법과 교육내용면에 있어서도 교실이동의 필연

성을 주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학생 자신이

자유로이 시간표를 편성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시
도 등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

셋째로, 교과교실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

는 과제가 있다. 교과교실형을 실시한다고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의미
없는 교실이동도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종합

적인 평가방법의 개발과 평가지표의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3.3 우리에게의 교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학교시설을 교과교실형

으로 계획 건설하려는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다.
일본의 예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교과교실형를 포

기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크고 많았던 이
유의 하나가 바로 학급수의 증가에서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5학급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교과교

실형 운영이 어렵다는 실 예를 생각해 본다면 우

리나라의 중학교 규모(24학급이상)에서는 실행하
기 어려운 조건이 된다.

또한 제공된 공간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는 그 공간의 기능에 맞는 도서, 교구, 기기 등의

교육기자재 정비는 물론이며, 풍요로운 교육환경
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개선을 위한 적

극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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