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있으며, 특히 OECD가
입 후 사회, 교육, 문화적 측면에서의 선진화와 이
에 관련한 지표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
한 사고와 가치기준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즉,
새로운 교육공간의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중적인 투자와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이루는 건
축적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상주시의 구읍역( 邑域)이 지니고 있던 시가지
에는 1907년의 상주초등학교 개교이래 4개교가
1949년까지 개설된 후 학교의 증설이 없었으나,
최근 신흥주택지가 외곽으로 확장되어 동부지역을
감당할 신설교의 개설은 필요 불가결한 과제이다.
성동 초등학교의 개교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에 대응하며 각
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융통성 있는 공간이 되
도록 한다.

둘째,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친환경적 계획을 목
표로 한다.

셋째, 지역주민의 교육기회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을 목표로 한다.

넷째, 정보화·세계화에 대비하여 시설의 첨단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정회원, 경원전문대학 실내건축과 교수

화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한다.
다섯째. 상징성과 문화성을 지닌 개성 있는 학

교건축을 구현하며, 상주시 교육청의 중심시책인
도덕성 품성 함양 , 창의적 사고력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동 74번지 일
대 18,970㎡의 교지에 학급당 5학급 총 30학급으
로 개교 예정되어 있는 성동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신축 기본 계획 설계를 위해
계획 기준을 수립하고, 대상 부지 및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하여 계획 기준에 근거한 배치
및 평면계획을 중심으로 대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또한 각 안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적
의 계획안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상주시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대지에 대
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며 실제 계획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추출한다.

둘째,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시설계획을
전제로 6차 및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선행
연구와 교육부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계획기준
을 세우고 계획의 범위를 한정한다.

셋째, 위의 기본자료 분석을 통해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계획안을 구상한다.

넷째, 각 대안별 배치 평면계획에 대한 장단점
을 협의회, 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 수렴하
여 가장 바람직한 안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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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기본계획 개요

1.3.1 연구명: 상주성동초등학교 신축계획설계
1.3.2 연구기간: 2001.8.17∼2001.10.5 (50일간)
1.3.3 계획 개요

학 교 명: 성동초등학교(가칭)
대지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동74번지
대지면적: 18,970㎡
학 급 수: 학년 당 5학급 총30학급
학 생 수: 1,050명 (학급당 35명 기준)
수업형태: 제7차 교육과정을 반영한 열린수

준별 교육

2. 주변환경분석

2 .1 입지 및 자연환경 분석

2.1.1 위치 및 지역여건

상주시는 소백산맥이 영남과 충청의 경계를 이
루는 경상북도 서북부의 남한 중심부에 위치하여,
사방으로 9개 시·군과 접해 있다.

서·남·북부 지역은 높은 산악지대이며, 동부
지역은 낙동강 유역을 따라 발달한 평야지대로 곡
창지대로 유명하다. 교통은 남북으로 김천과 문경
을 잇는 경북선 철도와 국도3호선이 나란히 달리
고 있으며 동서로는 국도25호선이 대구와 보은으
로 통하는 육상교통의 요충지로 서구미- 상주- 청
주간 고속도로가 이미 부분 개통되어 경북서북부
의 성장 거점 도시로 발전의 속도를 더할 것이다.
면적 1,254.96㎢, 인구 12만 7,266명(2000년 통계청
자료)으로, 동서간 거리 48.3㎞, 남북 간 거리 49.0
㎞로, 2001년 현재 1읍 17면 6동, 475통·리, 1,999
개 반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2.1.2 지리적 환경

(1) 지형과 지질
상주지방의 지질구조는 소백산괴(小白山塊)에

속하며 개마산괴·경기산괴와 더불어 한국에서 가
장 오래된 육괴(陸塊)로 캄브리아기 이전에 형성
되었다. 암석은 화강편마암과 변성퇴적암이 주를
이루나, 중생대 쥐라기때 대보화강암이 퇴적변성
암 중에 분포하여 화강암 및 화강편마암계가 대부
분을 이루고 있다. 동부는 주로 화강암층, 북서부
는 편마암 및 화강편마암층으로 구성되어있다. 따
라서 동부는 침식분지를 형성하나, 북서부는 침식

에 저항하여 산맥이나 산을 형성하였다.
(2) 산계와 하천
서쪽경계에는 속리산(1,058m)·팔음산(762m)

과 포성봉(933m), 남쪽에는 국수봉(793m), 북쪽에
는 작약산(763m)과 도장산(828m) 등의 높은 산들
이 솟아 소백산맥의 줄기를 이루고, 이러한 산지
로부터 이안천과 북천·남천이 동류(東流)하여 낙
동강에 합류함으로써 이들 하천 유역에는 경상북
도 굴지의 비옥한 함창평야와 상주평야가 발달하
였다.

2.1.3 기후특성

(1) 기온과 강수량
상주시는 소백산맥 동쪽 사면과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 나타나는 남부내륙형 기후대에 속하며, 연
평균기온 12.3℃, 1월 평균기온 －3.4℃, 8월 평균
기온 26.4℃이다.

2000년도 기상청 자료를 보면 연중1월과 12월
의 평균최저기온이 - 5.4∼4.9℃ 내외이고, 7∼8월
의 평균최고기온은 28.1℃를 나타내고 있어 겨울
과 여름의 날씨 차이가 타 지역에 비하여 심하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연평균강수량은 1,156mm정
도이며, 4월에서부터 9월까지의 강수량이 연중강
수량의 86%정도를 차지하는 현저한 여름철 강수
현상을 이루고 있다.

표 2- 1 기온과 강수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기온℃ - 0.8 1.0 5.5 12.6 17.1 21.7 23.1 23.8 21.1 12.3 6.4 0.2

최저
기온℃ - 11.5 - 13.8 - 5.6 - 2.0 7.0 12.0 14.3 17.2 10.9 - 1.6 -6.5 - 11.4

최고
기온℃ 11.2 12.7 17.7 28.4 28.8 34.5 32.0 34.3 31.3 24.1 19.4 12.4

강수량
㎜ 0.8 7.8 79.1 121.4 131.7 206.5 232.5 325.0 405.0 119.0 15.0 8.0

(2) 풍향과 풍속
표 2- 2 월별 평균풍속 및 최대풍속

m/ s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풍속 2.6 2.7 1.8 2.1 1.7 1.2 1.0 0.8 0.8 1.2 1.6 2.0

최대
풍속 9.9 9.7 9.4 10.1 11.1 6.8 7.4 10.7 6.3 8.9 11.3 12.2

상주의 기후는 온난하여 우기일수가 적은 편이
며 풍향은 연중에 걸쳐 북서풍이 부는 특징이 있
다. <표2- 2>에서 보면 평균풍속은 1.625m/ s,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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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은 12.2m/ s인 것을 알 수 있다.
(3) 일조량
일조량은 일조시수를 가조시수(可照時數)에 대

한 %로 나타낸 비율을 말하며, 보통40∼60%로 나
타난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 그 다음이 울릉
도와 호남지방의 순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비하면
상주 지역은 일조량이 63%로서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일조량은 5월이 65%로 가장 높고
6월이 58%, 10월이 42%, 8월이 35%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조시간이 5월에 가장 많고, 우기인 8월
에 가장 적다.

2 .2 인문환경 분석

삼한시대부터 사벌국(沙伐國)이라는 부족국가로
번성한 상주는, 249년에 신라(첨해왕 1년)가 이곳
을 합병하여 사벌주(沙伐州)라 불리게 되었다. 525
년에 2경(京) 5주(州)의 하나인 상주(上州)로 개칭
되었으며, 757년(경덕왕 16년) 오늘날의 명칭인 상
주(尙州)로 고쳐졌다. 혜공왕때 사벌주로 복명(復
名)되었다가 940년(고려태조 23년)에 이르러 다시
상주로 지명을 고친 이후 현재에 이른다.

1314년 고려 충숙왕 원년에 전국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경주와 상주의 머리글자를 따서 오늘
날의 경상도가 처음 생겨나게 되었다.

1895년(고종 32년) 23부제(府制) 실시로 상주목
은 상주군으로, 함창현(咸昌縣)은 함창군으로 개칭
되었고,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 상주군과
함창군은 상주군으로 통합되어 18개 면을 두게 되
었다. 1931년 4월 상주면이 상주읍으로 승격되고,
1980년 12월 함창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6년
1월 상주읍이 시(市)로 승격되면서 상주군과 분리
되었고, 1989년 4월 상주군의 화북 남부출장소가
화남면으로 승격됨에 따라 상주군은 1읍 17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1995년 1월 상주시와 상주군이 다시 합쳐 도농
복합형(都農複合型)의 통합시가 되면서, 2000년 현
재 남원·북문·계림·동문·동성·신흥동과 함창
읍 및 사벌·중동·낙동·청리·공성·외남·내
서·모동·모서·화동·화서·화북·외서·은척·
공검·이안·화남면의 6개동 1읍 17개 면으로 이
루어지게 되었다.

(1) 교육시설현황
상주시의 교육기관은 2001년 현재 상주대학교

와 고등학교 12개교, 중학교 20개교(분교 2개교),

초등학교 32개교(분교 12개교)가 있으며, 2000년도
학교수는 114개소, 학급수 763개, 교실수 2764개,
학생수 25,609명, 교직원수 1,756명인데, 95년과 비
교할 때 학교수는 132개소에서 114개소로 약 14%
감소하였다. 학교수는 96년을 기점으로 감소했으
며, 학생수는 9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
세이다. 95년과 97년의 자료를 비교해 볼 때 학교
수는 동일하나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점차 학급당 학생수가 감
소하므로 교육환경은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3 대지 분석 및 법규 검토

2.3.1 대지의 현황

(1) 대지의 위치
성동초등학교 계획부지는 행정구역상 상주시의

동성동에 속해있는데, 이 동성동은 5개의 법정동
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5개의 법정동 중 본 계획
대지는의 주소는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동 74번지
일대로, 상주도심의 중앙부로부터 약 1km떨어져
있으며, 상주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중앙로와
동문로를 끼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계획부지
의 동쪽은 논으로 이루어져있고, 서쪽은 경희아파
트, 남쪽은 논과 임야 그리고 계획부지의 북쪽은
주택가와 도로건너편의 새로이 조성되는 아파트지
구로 구성되어있다.

그림2- 1 계획대지 북동쪽 모서리에서 바라본 전경

그림2- 2 북서쪽 기존도로부분과의 접점에서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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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및 교통
경북선철도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옛 상주시를

중심으로 국도 및 지방도와 시·군도가 연결되며,
도로 총 연장거리는 1999년 현재 563.743㎞로 포
장도로는 437.583㎞, 포장률은 78%에 달한다. 계획
대지가 위치한 성동들은 상주도심을 가로지르며
25번 국도로 향하는, 동서방향의 시 군도로인 동
문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2.3.2 대지분석

성동들에 위치한 본 계획대지는 현재 농업용지
로 쓰이고 있는 곳으로 평지를 이루고 있다. 1998
년도에 2,024.7mm로 연 강수량 총계 최고치를 기
록하며 상주지역 일대에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발
생하였는데, 이 때에도 본 계획대지는 침수되지
않았다.1)

(1) 일조 및 조망 분석
대지의 두 면이 논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야가

개방되어 있는 편인데, 남쪽은 평지로 시야가 열
려 멀리 산으로 이루어지며, 동쪽은 열려진 평지
로 인해 오전에 일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
다. 오후에는 서쪽의 아파트 두 개 동으로 인해
그림자가 생길 가능성이 예상된다.

(2) 접근성 분석
현재 대지로의 접근은 주로 시·군도로인 동문

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획대지 주변의 도로상
황을 살펴보면, 대지의 2면(동쪽 면과 남쪽 면)이
논으로 둘러 싸여있고, 서쪽 면이 아파트 단지와
접해있으며, 북쪽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접해있다.
향후 계획대지의 북쪽과 서쪽은 기존의 8M도로
를, 동쪽과 남쪽은 15M도로를 계획할 예정이다.

차량과 보행동선은 대지의 열려진 동쪽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문로 북쪽의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대지 서쪽의 체육관
과 주민이용시설의 개방을 고려하여 북쪽과 서쪽
에 보조출입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소음 분석
계획부지 주변의 소음환경 분석을 위하여 <

그림2- 3>의 #1과 #2지점에서 주간 및 퇴근시간대
에 소음측정을 실시하였다. 1분 단위로 1시간 측
정결과, 평균치가 53dB(#1지역)과 42dB(#2지역)로

1)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자료제공

나타났는데, 이는 환경보전법 제4조, 시행규칙 제6
조의 주간소음 규제기준인 주거지역: 55dB과 도로
변: 65dB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2.3.3 통학권 분석

현재 동성동- 성동동 내의 학생들의 통학 학교
는 <그림2- 4>에 나타나듯이 주로 상산초등학교,
상주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그리고 상영초등학교
이다. 원거리통학(2∼5km)에 따른 문제 및 수용인
원의 한계를 보이는데, 실제로 계획대지가 속해있
는 동성동에는 단 하나의 초등학교도 개설되어있
지 않으며, 상산초등학교의 경우 43학급이나 운영
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계획 수립 후 앞의 4학교와 철길(경북선)을
기준으로 적절한 통학권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것
이며, 새로 조성되고있는 주거단지에서의 취학인
구 유입이 예상된다.

그림2- 3 계획대지 내 소음측정 위치

그림2- 4 기존 초등학교와 통학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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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기준의 설정

3 .1 제 7차 교육과정

2000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방향과 교육
과정 편성 및 시간배당 사항이 적용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
년까지 운영되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초등학
교 단계에서의 통합적인 활동 주제 중심의 열린교
육 실천, 그리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융통성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
영이 강조된다

3 .2 열린교육

열린교육은 교육체제의 개방화에 부응하려는

교육운동이다.
열린교육의 특징은 교육과정과 학습집단을 유

연하게 편성, 운영한다는 데 있다. 다양한 수업방
법과 학습집단의 조직을 위해 융통성 있는 공간의
확보가 바람직하지만, 주어진 공간 내에서도 다양
한 수업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학습 공간의 배
치가 가능할 수 있다.

열린 교육을 위한 교육공간 확보 노력은 비단
학교 안에서는 물론이고, 학교 주변이 지역 사회
에서 적절한 교육공간을 찾아 활용하는 노력도 필
요하다.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의 장소로 학
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역 교육문
화센터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
며 또한 이를 고려하여 동선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4. 시설계획의 기본방향

4 .1 계획의 기본방향

단위 학교의 공간 구성에는 교사 전체의 배치

계획과 평면 계획, 각 실의 공간 구성 계획 등에
대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교사 전체의 배치 계
획은 학교의 교지 입지 조건과 방향 등의 여러 가
지 요건에 의하여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1) 보통교실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
기에 충분한 규모의 면적을 확보한다.

2) 다양한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과 자율하습 공간을 구성한다.

3) 특별교실 공간은 교육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
으로 재구성한다.

4) 교사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연구·협의 공간을 구성한다.

5) 학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4 .2 시설규모계획

4.2.1 교사 및 운동장의 기준 면적

운동장 및 교사의 면적에 관한 기준은 본 계획
의 경우에는 최종완성학급인 30학급을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운동장과 교사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표 4- 1 운동장의 기준면적

600명이하 601∼1,800명 1,801명 이상
본계획에
의 적용

운동장
(㎡ ) 3,000(㎡ ) 1,800+2N (㎡ ) 3,600+N (㎡ ) 3,900㎡

*N은 각급 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
*본 계획에서는 완성학급인 30학급을 기준으로 학급당 35명을 적용한
다 .

표 4- 2 교사의 기준면적

학 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본계획에
의 적용

초등학교·공
민학교 및 이
에 준하는 각
급학교

240명
이하

241∼960
명 961명 이상 1,050명

7N (㎡ )
이상

720+4N
(㎡ )이상

,1680+3N (㎡ )
이상

4,830㎡
이상

5. 기본계획안

5 .1 배치안의 전제

배치계획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지의 조건 및
계획의 기본 방향을 검토하면, 해당부지는 생산녹
지지역으로서 북, 서쪽의 일부가 아파트 및 주택
지와 접해 있으며 남, 동, 북쪽 일부는 열린 공간
으로 전답에 둘러 싸여 있다. 현재는 대지로의 진

표 3- 1 7차 교육과정의 전환내용

목표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 교
육의 충실

내용 세계화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
력의 신장

운영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교
육의 실천

제도 지역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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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로는 북쪽의 8m도로가 유일하나 계획 예정인
동쪽 15m계획도로의 위치를 기준으로 주진입을
정한다. 대지의 형상은 정방형으로 경사가 심하지
않은 평지 지형으로 자연에 최대한 적응하는 친환
경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다.

계획대지는 남과 동쪽으로 공간이 크게 열려있
어 교사와 운동장의 배치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계획
의 배치 유형은 남쪽이나 동쪽으로 운동장이 열리
는 것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5 .2 배치안의 전개

배치계획의 전개는 기본연구 및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 5- 1 배치안의 전개

1차 배치안

ALT - 01 ALT - 02 ALT - 03

1차 협의회
(9/ 1)

2차 배치안

ALT - 01 ALT - 02 ALT - 03

2차 협의회
(9/ 10)

3차 배치안

ALT - 01 ALT - 02 ALT - 03

교육시설학회
발표 (9/ 21)

공청회 (9/ 25)

최종 배치안 (기본계획안 )

ALT - 01 ALT - 02 ALT - 03

선 정 안

5 .3 배치안의 발전과정

5.3.1 1차 배치안

1차 배치안에서 각 대안(ALT )은 대지에 효율적
으로 배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유형을 연구하
였으며 남향배치와 채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
다.

각 대안의 배치특성은 <표 5- 2>와 같다.

표 5- 2 1차 배치안 분석표

대 안 특 성

교사동의 북쪽 배치
- 남측으로 열린공간

동선이 짧고 유기적
인 공간의 연계가 진
입구에서 처리

외부주차
특별교실과 일반교실
의 중첩으로 채광이
안 되는 영역 생김
동쪽 진입구에 근접
하여 별 동에 유치원
계획

서북쪽에 강당·체육
관 격리하여 배치A LT - 0 1

교사동의 서쪽 배치
- 동측으로 열린공간

각 교사동의 독립성
과 긴 연계를 남측에
서 처리
식당 동의 접근동선
이 길어짐
각 교실의 일조조건
좋음
북측의 별 동에 유치
원 계획
남서쪽에 강당·체육
관 배치하여 주민들
의 접근이 우수함

A LT - 0 2

교사 동을 북측에 배
치 - 남측으로 열린
공간
교사동간의 동선이
짧고 유기적 연계

외부주차를 진입구측
에 배치
각 교실의 일조조건
은 양호하나 교무행
정동의 일조조건은
동향하여 불량
서북쪽에 강당·체육
관 배치

A LT - 0 3

5.3.2 2차 배치안

2001년 9월1일 연구원들간의 1차 협의회를 통
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 1차 배치안을 바탕으로
실의 내부배치사항 및 유치원 이용사항 중심으로
개선 내용이 있었다.

2차 배치 대안의 특성은 <표 5-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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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 2차 배치안 분석표

대 안 특 성

교사동의 북쪽 배치
- 남측으로 열린 공
간
동선이 짧고 유기적
인 공간의 연계
외부주차
특별교실과 일반교실
의 중첩을 없애고 필
로티 공간 계획
강당·체육관 하부에
식당 계획
1,2학년 일반교실의
크기를 감안한 조정

A LT - 0 1

교사동의 서쪽 배치
- 동측으로 열린 공
간
각 교사동의 독립성
은 확보되나 동선이
길어짐
각 교실의 일조조건
양호
외부주차를 없애고
강당·체육관 하부에
주차장 계획
1, 2학년 일반교실 의
크기를 감안한 조정

A LT - 0 2

교사동의 북쪽배치 -
남측으로 열린 공간
교사동 간의 동선이
짧고 유기적 연계
외부주차 공간을 진
입구 측에 확보
강당·체육관 하부에
식당 계획
1,2학년 일반교실의
크기를 감안한 조정

A LT - 03

5.3.3 3차 배치안

2001년 9월10일 상주교육청과의 2차 협의회를
통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 2차 배치안을 바탕으로
상주시의 발전을 고려한 진입축 계획과 식당, 체
육관등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계획등을 중심으로
개선되었다.

3차 배치 대안의 특성은 <표 5- 4>와 같다.

표 5- 4 3차 배치안 분석표

대 안 특 성

교사동의 북쪽 배치
- 남측으로 열린공간
동선이 짧고 유기적
인 공간의 연계를 강
화하는 중앙 아뜨리
움 연결부 계획
강당·체육관을 남동
측으로 옮겨배치하고
하부에 주차장 계획

A LT - 0 1

서쪽배치 - 동측으로
운동장의 열린공간

각 교사동을 연계하
는 브릿지를 배치하
고 아뜨리움을 계획

강당·체육관을 북동
측에 옮겨 배치하고
하부에 식당 및 유치
원 계획

A LT - 0 2

컴팩트한 배치로 교
사동의 면적이 최소
교무행정동 및 특별
교실동의 일조조건이
불량
동선이 짧고 유기적
연계
강당·체육관을 남서
쪽으로 옮겨배치하고
하부에 주차장계획
식당 및 유치원은 각
각 독립적인 별개의
동을 만들어 서쪽에
배치

A LT - 03

5 .4 기본계획안

각 대안의 기본계획안은 배치발전과정의 최종
배치안으로 2001년 9월21일 교육시설학회 세미나
와 9월25일 상주 교육청 공청회를 통해 의견이 반
영된 개선발전안이다.

5.4.1 기본계획안 ALT - 01

(1) 건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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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5 기본계획안 ALT- 0 1 건축개요

대지면적 18,970.00㎡ (5738.43평 )

건축면적 4,515.43㎡ (1365.92평 )

연 면 적 10,182.75㎡ (유치원, 다목적공간 ,
체육관 포함 )(3080.28평 )

건 폐 율 23.80%
용 적 율 53.68%

규 모 지상 3층, 지하 1층

주차대수 48대 (법정 :34대 )

그림 5- 1 기본계획안 ALT- 0 1 전체조감도

그림 5- 2 기본계획안 ALT- 0 1 배치안

그림 5- 3 기본계획안 ALT- 01 입면

(2) 계획특성
① 배치계획

모든 교사동이 남면하여 일조조건과 조망이
우수함
교사동 중앙에 연결 통로를 두어 유기적인
공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특과교
실동으로 접근동선이 최단거리에서 양호하게
연결되도록 배치
북측에 인접한 주택가를 고려하여 저층동을
배치함으로서 인근주민의 민원을 해소
강당·체육관동은 추후 단계적 건축이 가능
하도록 주 교사동과 분리하여 배치
교사동은 크게 지원행정시설과 특별 교과실
이 위치한 교무행정동, 1- 3학년의 저학년 동,
4- 6학년의 고학년동, 유치원과 도서관 및 식
당이 위치한 동등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동이 3층 이하가 되도록 함

② 평면계획
강당·체육관동은 교사동과 이격하여 배치하
고 우천시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사동에
서의 브릿지를 계획
한 학년이 이용하는 5개 교실을 기본으로 하
여 다목적공간과 화장실, 교사연구실을 포함
한 유기적인 교실의 조합으로 평면을 구성
멀티미디어실 및 어학실, 컴퓨터실 등은 동일
층 내에서 수평적으로 집중화하여 관리의 원
활과 지역주민들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계획
소음발생 여지가 있는 음악실은 동측의 최상
층에 배치하여 외부에 음향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고려함
관리·행정동은 진입로에서 쉽게 인지되고
학생들의 외부활동의 관찰이 용이하도록 배
치
3학년 교실층과 1,2학년층의 차이를 테라스로
처리하여 접지적 특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함

③ 부지로의 접근
동선은 크게 교사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부진입에 의한 동서방향의 주동선과 북
서측의 유치원 원생들과 식품반입을 위한 보
조동선으로 구분하여 계획
차량의 접근은 서측의 체육관 하부의 주차장
과 북측의 독립된 주차장으로 유도하여 보차
의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계획
행사시 운동장으로 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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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5.4.2 기본계획안 ALT - 02

(1) 건축개요

표 5- 6 기본계획안 ALT- 02 건축개요

대지면적 18,970.00㎡

건축면적 4,037.23㎡

연 면 적 9,835.96㎡ (유치원, 다목적공간,
체육관 포함 )

건 폐 율 21.28%

용 적 율 51.85%

규 모 지상 3층, 지하 1층

주차대수 44대 (법정 :33대 )

그림 5- 4 기본계획안 ALT- 02 조감도

그림 5- 5 기본계획안 ALT- 02 배치안

그림 5- 6 기본계획안 ALT- 02 입면

(2) 계획특성
① 배치계획

모든 교사동이 남면하여 일조조건과 조망이
우수함
주진입과 근접하여 상부에 다목적강당·체육
관을, 하부에 식당과 유치원을 배치시켜 인접
주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
교사동의 서쪽 병렬배치로 동쪽의 주진입에
서 교사전체의 인지성이 좋도록 계획하고 학
생등교시 넓은 운동장을 시야에 두고 건물을
접하며 진입할 수 있게 배치
각 교사동을 독립적으로 배치했으며 넓은 인
동간격을 이용하여 각 동 사이의 옥외공간을
학습이나 학생들의 놀이공간으로 적극 활용
하도록 계획
교사동은 크게 지원행정시설과 특별교과실이
위치한 교무행정동, 1- 3학년의 저학년동, 4- 6
학년의 고학년동 등 3개동이 3층 이하의 규
모로 이루어짐

② 평면계획
동쪽 남북방향으로 병렬 배치된 3개의 교사
동은 우천시에도 이동 가능한 브릿지로 연결
하였으며 브릿지에 아뜨리움을 설치하여 온
실공간을 형성시킴
개별시설로서 별동을 계획하여 상부에 다목
적강당·체육관, 하부에 유치원과 도서관 및
식당을 배치하고 학생은 물론 주변주민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병렬 배치된 교사동의 중앙 건물에 특별교과
실을 배치하고 교무행정기능을 부여하여 균
일한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학생 및 운동장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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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실을 비롯 컴퓨터실, 어학실 등의
특별교실은 상호공간의 연계가 양호하게 이
루어지도록 동일한 층에 수평적으로 배치

③ 부지로의 접근
동쪽 주진입과는 별도로 주차를 위한 부진입
을 북서쪽에 계획하여 보차동선의 분리를 계
획
비상시 피난과 차량의 진입이 고려된 도로를
후면으로 구성하여 우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행사시 운동장으로 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5.4.3 기본계획안 ALT - 03

(1) 건축개요

표 5- 7 기본계획안 ALT- 03 건축개요

대지면적 18,970.00㎡

건축면적 6,069.90㎡

연 면 적 9,201.81㎡ (유치원, 다목적공간 ,
체육관 포함 )

건 폐 율 32.00%

용 적 율 48.51%

규 모 지상 3층, 지하 1층

주차대수 33대 (법정 :31대 )

그림 5- 7 기본계획안 ALT- 03 조감도

그림 5- 8 기본계획안 ALT- 03 배치안

그림 5- 9 기본계획안 ALT- 03 입면

(2) 계획특성
① 배치계획

모든 교사동이 남면하여 일조조건과 조망이
우수함
각 교사동이 중정을 형성하도록 하여 옥외공
간을 학습이나 학생들의 놀이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계획
교사를 비롯하여 개별시설(유치원, 다목적강
당·체육관, 식당)을 각각 별동으로 배치하여
상호 간섭이 없는 공간의 개별성을 지닐 수
있게 하면서도 중정을 중심으로 각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강당·체육관동은 추후 단계적 건축이 가능
하도록 주 교사동과 분리하여 배치

② 평면계획
저학년 고학년별로 교실 조닝 계획을 하여
학년별로 독립성을 가지게 하고 교사연구실
을 각 학년별로 두어 학년별 공간에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운동장쪽으로 위치한 저학년동의 3학년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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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과 1,2학년층의 차이를 테라스로 처리하여
접지적 특성이 나타나도록 하고 소규모 식재
공간을 만듬
멀티미디어실 및 어학실, 컴퓨터실등은 동일
층 내에서 수평적으로 집중화하여 관리의 원
활과 지역주민들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계획

③ 부지로의 접근
동선은 크게 교사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부진입에 의한 동서방향의 주동선과 북
서측의 유치원 원생들과 식품반입을 위한 보
조동선으로 구분하여 계획
주·부진입을 동쪽과 서쪽에 두어 서쪽의 기
존도시지역에서의 접근과 동쪽의 향후도시개
발 예상지역에서의 접근을 모두 고려함
차량의 접근은 서측의 체육관 하부의 주차장
과 북측의 독립된 주차장으로 유도하여 보차
의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계획
행사시 운동장으로 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6. 결 론

상주 성동초등학교의 3개 기본 계획안에서 고
려된 계획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부지가 북·서쪽으로 주택가와 도로
를 접하고 일조가 좋은 남·동 방향으로 넓게 개
방된 평지로 상당히 양호한 조건이므로 환경적이
고 합리적인 방안의 제시가 가능하였다.

둘째, 배치 계획상 대지의 장점을 살려 남쪽 또
는 동쪽으로 운동장이 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동이 남면하도록 배치함으로
서 일조와 조망에 유리하도록 한 배치가 가능하였
다. 저학년 동과 고학년 동, 그리고 교무행정 동의
구획을 두어 각 공간에 개별성을 주는 한편 각 동
사이의 넓은 인동간격을 이용한 중정 공간을 두어
각 동이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및 유희공간으로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졌다.

부지로 접근하는 동선은 크게 주동선과 보조동
선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차량의 접근을 별
도의 동선으로 유도하여 기능상의 구분과 보차분
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제 7 차 교육과정의 운영방침에 입각하여 다양
한 학습활동의 원활한 전개가 가능하도록 기능적
인 다목적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또한, 멀티

미디어실, 어학실 및 컴퓨터실 등의 특별교실공간
을 단일층에 수평적으로 집중 배치하여 학생들의
접근동선을 최소화하고, 각 동과의 연계 및 관리
를 유리하게 하는 한편 다목적 강당, 체육관, 유치
원, 도서관 및 식당을 별개 동으로 구획하여 각종
특별교실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
여 지역의 개방된 시설로서의 성격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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