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1)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의 학교시설은 20평 교실이 나란히 배치된

일자형 평면구성의 전형이 나타난 이래 오늘날 가
장 큰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현대화 시범 초
등학교인 불암초등학교의 건설을 필두로 지난 십
여 년간 이루어진 학교 건축의 변화는 실로 눈부
시다 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방법을 실천하여 학생에게 창의성
과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고도
정보화 사회의 도래 속에서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담당할 학교 , 풍요로운 환경 속에
서 사랑이 키워지는 학교 , 지역사회의 커뮤니케
이션 센터로서의 학교 등과 같이 학교시설 계획
의 새로운 목표달성을 위한 변화가 다양한 방법으
로 계획되어 건설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아래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변
화에 적합한 교육환경의 건설을 목적으로 재건축
을 추진하게된 청학초등학교는 대부분의 건물이
1968년도 이전에 건축한 것으로 노후도가 심할
뿐 아니라 무계획적인 교사 배치로 인하여 교육
상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 금번 현대화 재건축 계
획을 수립한 것이다. 청학초등학교는 장기 학령
인구예측에 따라 학년 당 6학급 규모로 재건축하
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교사신축 계획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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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연구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교건축의
설계지침과 계획설계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우선과제로 제7차 교육과
정에 적합한 교육공간의 창출과 자연환경 및 인
문환경을 충분히 감안한 환경친화적 건축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시설로서의 필요시설 등을 종합적으
로 반영함으로써 21세기 교육목적에 적합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
행하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
적이 있다.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현황 및 여건분석과 제7차

교육과정 분석 그리고 사용자 평가 및 요구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시설의 신축설계를 위한 계획기
준을 설정하고 그 기본방향에 따라 배치·평면
및 입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의 지표로 제공
한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 및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 목적, 교
과별 내용 등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학습방법에 대한 분석과 각 교과의 학습방법
에 따른 요구조건을 추출한다.

둘째, 청학초등학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인문 및 자연환경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기본계

釜山 靑鶴初等學校 現代化再開發事業 計劃設計 硏究

A Study on Schematic Design for the Redevelopment of Chung- hak
Elementary School in Busan

兪 吉 濬＊ 文 鎭 亨＊＊

Yoo, Kil- Joon Moon, Jin- Hyung

硏究報告

韓國敎育施設學會誌 第9卷 第4號 通卷 第33號 2002年 7月 25



兪吉濬·文鎭亨

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셋째, 청학초등학교의 교사, 학생의 학교생활 관

찰조사 및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사용자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교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설계 조건화
한다.

넷째,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안을
구상한다.

이상과 같은 조사·연구에 의해 제시된 기본방
향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안 즉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을 수립하고 청학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
부모대표 그리고 교육청 실무진과 단계별 협의 과
정을 거치며, 또한 교육시설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다.

1. 3 교사 현대화 재개발 계획 개요

1) 계획의 기본조건
학 교 명 : 청학초등학교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지면적 : 11,687m2

학 급 수 : 초등학교 37학급
학 생 수 : 1,295 명(초등학교 학급당 35명)
수업형태 : 제7차 교육과정을 반영한 열린

교육, 수준별 교육

2) 설계개요
건 축 면 적 : 2,484m2

연건축면적 : 13,185m2 (지하주차장 면적
1,070m2포함)

층 수 : 지하1층 지상5층

2. 부지 환경 및 여건 분석

2. 1 자연환경 분석

1) 위치 및 지역여건
부산의 최남단에 위치한 영도구는 기후가 온화

하고, 섬 중앙부에는 해발 395m의 봉래산이 최고
봉을 이루고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천혜의 절경인
태종대가 자리잡고, 북동쪽 해안 일대는 한진중공
업을 위시한 부산 최대 조선공업 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교, 남항, 봉래동 등 저지대에는 상업지
역이 형성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깨끗한 남해와

접한 전형적인 배산임해의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다. 최근 『2011년 영도구 장기종합개
발계획』을 수립하여 다변화하는 산업재편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영도의 개발을 위해 남항 대
교 건설 등 교통망확충과 해양종합공원을 비롯한
동삼동 패총 박물관 건립 등 국제적인 해양관광도
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청학초등학교는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영도
구 청학1동 4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
역시 시청으로부터 남서쪽방향으로 약 10Km ,
영도구청으로부터 서북쪽방향으로 약 0.5Km 떨
어진 곳으로 봉래산(해발395m )의 북쪽 산록에
위치하고 있다.

영도구는 부산광역시의 남단 구 도심에 위치하
고 있으며 해발 395m의 봉래산을 중심으로 장축
(북서- 동남) 6.8Km, 단축(동북- 남서) 2.8Km에 이
르는 남북으로 긴 계란형의 형태를 갖고있다. 따
라서 봉래산을 중심으로 바다를 향하여 산록이 이
루어져 있으며 주거지가 5부 능선까지 개발됨에
따라 대부분 경사지 주거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청학초등학교가 위치한 청학동 일대의 해
안지대에는 조선공업단지가 위치하고있으며 대부
분의 주택은 산록경사지에 영세한 규모의 단독주
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경사의 방향은 남고북저
형이다.

2) 기후
기후는 국토의 동남단에 위치하고 해안과 접하

고 있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여름철에는 내륙지방
보다 기온이 비교적 낮고 겨울철에는 높아 일교차
및 연교차가 적은 편이다. 과거 5년간의 평균기온
을 보면 여름철은 7, 8월의 평균기온이 24.5℃, 겨
울철은 4∼6℃에 이를 정도로 따뜻하다. 바다에
인접하여 연평균 풍속이 3.3∼4.0m/ sec로 많이 부
는 편이며, 연평균 일조시간이 2500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맑은 날이 많은 쾌청한 기후환경을 갖고
있다.

계절풍의 변화에 따라 폭우와 우기가 극심하여
영도구의 강수량은 1999년 에 총 2,396.7mm로서
이는 이전 5년간의 평균강수량 1,175.8mm의 2배
에 가까운 강수량이었으며, 1994년의 959.9mm에
비하면 2.5배에 달하는 등 연도별로 강수량에 상
당한 편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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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도구의 기상개요

연평균기온
(℃) 평균

강수
량

(mm )

연
평균
습도
(%)

연평균
일조
시간
(hr )

풍속
(m/ sec)

일기일수
(일)

최
고

최
저

평
균 평균 최대 맑

음
흐
림

강
수
일

19.5 11.7 15.1 1546.5 64.5 2496.5 3.8 19.9 123 99 94

1994년부터 1999년의 평균치임

2. 2 인문환경 분석

1) 역사와 전통
영도의 원래 이름은 절영도(絶影島)였다.
절영도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가 빨리

달리면 그림자가 못 따라 올 정도라 하여 끊을 절
(絶), 그림자 영(影)을 붙여 절영도라 불려졌다.

영도는 육지와 인접한 섬으로 말을 방목하기에
적당한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어 예로부터 나라에
서 경영하는 국마장(國馬場)이 있었으며 명마들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일제시대에도 영도를 「마키노시마(牧島)」라고
하였는데 일본어로 "말 먹이는 목장의 섬"이란 뜻
이다.

영도는 신석기시대의 동삼동 패총, 영선동 패총
등으로 보아 부산지방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곳이라 추정된다.

영도는 선사시대에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당
시로는 사람살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었다. 그 중
청학동은 선사시대의 조개무지(貝塚)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옛 부터 선인(仙人)들의 주거지였음
이 분명하나 임진왜란 후 영도의 공도책(空島策)
에 따라 인적이 끊어졌다. 이후 어장(漁場)의 개발
에 따라 뚜껍바구(蟾岩), 넉섬방우, 덩버들 등의
해안 지명이 생겨나고 이후 인가가 들어섬에 따라
조내기라는 지명도 얻어졌다.

이 조내기를 첨사(僉使) 임익준(任翊準)이 한문
식 지명으로 바꿀 때 신선이 타는 학의 형상이라
하여 청학동이라 고쳤다. 일제시 靑鶴町이라 하였
다가 해방 후 다시 청학동이란 이름으로 돌아왔다.

2) 인구 현황
영도구의 인구는 2000년 12월말 현재 184,498명

으로 1989년의 210,888명에 비하여 12.5%가 감소
한 것으로, 이는 동기간 부산시 전체 인구가 약
350만명에서 384만명으로 9.7% 증가한 것과 비교
한다면 최근 동삼동 일대에 상당한 면적의 주거지

가 개발된 점을 감안하면 기이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부산시청의 이전으로 대표
되는 부산 도심권의 이전과 영도구 소재 산업시설
의 쇠퇴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 등을 그 원인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학초등학교의 학
군인 청학동의 경우 영도구에서 최근 아파트 단지
로 개발된 동삼동을 제외하면 최대의 거주민을 갖
고 있는 행정동으로서 총 세대수 11,598세대
36,455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3) 주변 토지이용 현황
영도구의 총면적 13.96Km 2중 학교용지는 0.69

Km 2로서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상 영도구의 용도지역별 면

적을 살펴보면 1999년 12월 현재 56.17Km 2로서
이중 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 4.53Km 2 , 준주거지
역이 0.15Km 2로서 합계 4.68Km 2로서 8.3%, 상업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0.69Km 2 , 공업지역은 전용공
업지역이 1.19Km 2 준공업지역이 1.44Km 2로서
4.7%, 그리고 녹지지역이 6.94Km 2 , 비지정지역이
41.2Km 2로서 구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영도구 용도지역 현황

구 분 면적(m 2 ) 구성비(%)

합 계 56,165,700 100.0

주거지역 4,682,800 8.3

상업지역 686,000 1.2

공업지역 2,623,800 4.7

녹지지역 6,943,600 12.4

비 지 정 41,229,500 73.4

통계연보 2000.

2. 3 부지여건 분석

1) 부지 환경 분석
① 축의 분석
본 교의 부지는 동쪽을 지나는 폭 10m의 도로

가 부지의 남북 축과 거의 평행하게 개설되어 있
으며 지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약 13%의 내리막
경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교의 계획 축은
자연환경 축을 기준으로 도시축의 역할을 하는 도
로를 감안하여 서쪽으로 약 15도 기울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조망 분석
기존의 교지는 서쪽과 남쪽이 높으며, 동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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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방향 즉 바다
쪽으로는 낮아지
는 경사지에 위치
하고 있다. 따라서
남쪽과 서쪽으로
는 인접주택이 높
이 3m∼10m 높은
위치에 건립되어
있어, 옹벽, 축대와
주택들에 의하여
시야가 막혀있으
나 북쪽과 동쪽으
로는 바다를 향하

여 좋은 조망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항과 대청공원
으로 이어지는 동북쪽의 조망은 탁 트인 훌륭한
조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③ 소음 분석
교지의 동쪽에 인접한 도로는 남북방향으로 달

리는 폭 10m의 산복도로로서 본 교와 접하여 위
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표고 47m에서 68m에 걸
쳐 있는 경사도 13%의 통행량이 빈번한 도로이다.
따라서 동쪽도로로부터의 소음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④ 대지단면 및 기존 교사 배치 현황 분석
청학초등학교의 부지

경계는 표고 47.0m에서
최고 68.0m에 이르는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
으며 남고북저형의 대
지형태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부지조성은 남
쪽이 표고 60.5m, 중앙
부가 표고 57.0m 그리
고 북쪽 하단부의 표고
가 53.0m로 이루어진
3단의 형상을 갖고 있
다. 현재 교사는 북쪽
하단부에 ㄱ자형으로 2

개동이 운동장과 함께 위치하고 있으며 중단부에는
어린이 놀이공간, 그리고 남쪽 하단부에 1개동의 교
사가 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배치되어 있다.

⑤ 통학권 분석
청학초등학교는 봉래산의 북쪽산록 표고 60m를

전후하여 위치하고 있으나, 학군은 표고 10m내외

에서부터 표고 110m에 이르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다.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개발된 취락
지 일뿐 아니라 경사지이므로 도로가 협소하고 곡
선이 많으며, 심지어는 계단으로 이루어진 통로도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의 통학동선을 안전하고 최단거리
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긴요할 것으로 분석
된다. 공영주차장
의 설치에 따른
보차분리를 위하
여 학교교문의 위
치와 최대한 이격
하여 차량진출입
구를 설치하고 가
능한 등교로에 인
도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
이다.

2.4 기존 학교의 현황 분석

1) 학교연혁 및 학생·교직원 현황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

이고 도덕적인 자랑스런 청학 어린이의 육성을 교
육목표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청학
초등학교는 1955년 4월 20일 봉학 초등학교에서
분리하여 개교하였다. 개교 당시 9학급에서 시작
하였으며, 1979년 2월28일에 청동 초등학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학생들을 수용함으로 인해 24학급
으로 늘어났으며, 이후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인해
2001년에는 33학급에 이르는 많은 수의 학생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1996년 9월에 교원 자율 출퇴근제 시범학교로
지정되었고, 1998년 4월에는 인성교육 및 사랑방
운영 중심학교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 12월에는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체육 우수학교로 선정
되기도 하였다.

2000년 5월에 교사 뒷편 조경공사 및 휴식처를
조성하였고, 7월에 학내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정보화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2) 학생 및 교직원 현황
2001년 청학초등학교의 총 학생수는 1,260명으로

학급당 평균 39.4명으로 조사되었다. 제7차 교육과
정이 제시하는 기준인 학습당 35명보다는 아직 과

그림 1. 부지 환경 분석도

그림 2. 배치현황도

그림 3. 청학초등학교 학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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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지만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에서 편성한 학생
수용계획을 살펴보면 2002년 1,181명(33.5명/ 학급,
36학급), 2003년 1,171명(32.3명/학급, 37학급), 2004
년 1,118명(32.7명/학급, 35학급)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으로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

표 3. 학생현황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5 7(1) 5 5 5 6 33(1)

학
생
수

남 95 126 112 110 104 130 677

여 96 91 99 105 85 107 583

계 191 217 211 215 189 237 1,260

평균
학생수 38.2 36.2 42.2 43.0 37.8 39.5 39.4

2001년 12월 기준

표 4. 교직원 현황

구분 현원 남 여

교장 1 - 1

교감 1 - 1

부장교사 6 2 4

교사 31 5 26

양호교사 1 - 1

소계 40 7 33
일반직 2 1 1

기능직 4 2 2

과학보조 1 - 1

소계 7 3 4

총계 47 10 37

평균연령(교원) 38.4 39.7 38.2
교직경력 14.7 15.5 14.5

2001년 12월 기준

3) 시설현황
청학초등학교는 1955년 9학급을 수용하는 규

모로 시작하여, 현재 연면적 11,460㎡의 시설에
서 33학급을 수용하고 있다. 시설 현황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교사대지 및 교재원 2,034㎡,
운동장 902㎡, 학급교실 32실1), 행정관리시설
8.5실, 학습지원시설 27실이 있으며, 기타 창고,
온수장, 화장실, 급수장 등이 있다. 학교 시설물
은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지원시설이 매우 부족
하며, 건물간 이동 불편 등과 같은 문제점을 나
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1) 단위 교실 크기는 66㎡ 임

3. 배치계획 대안의 수립

3.1 토지이용계획

1) 대안 t - 1
토지이용계획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지의 남서쪽으로부
터 북동쪽 방향으로 약
13%내외의 경사도를 갖
고 점차 낮아지는 지형
조건을 감안하고 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토목공사
량의 최소화 그리고 구
조적 안전성 등을 고려
하여 배치한다.
② 10m도로에 접한 진
입구에서 부지에로의 진
입이 가능한 위치가 현
재의 교문과 부출입구
근처임을 감안하여 가
능한 완만한 구배의 내
부동선을 조성하고, 보
차분리를 위하여 학생

출입구는 상단에, 교직원 차량 출입구는 운동장
쪽 교문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을 계획한다.

③ 부지를 크게 2단으로 나누어 하단부(표고
54m 내외)에 운동장을 배치하고 상단부(표고 57m
- 60m)에 교사동을 배치한다.

④ 다목적 홀과 식당은 옥외체육장과 함께 지
역사회에 개방하기 용이하도록 부지의 중단부에
배치한다.

⑤ 교사동은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3단으로 구
성함으로써 토목공사량을 최소화하고 구조적 안전
성을 확보한다.

⑥ 공영주차장은 교사동의 위치와 완전히 분리
될 뿐 아니라 진입동선도 분리되어 아동의 통학시
안전성 확보에 유리한 교지의 하단부 북쪽 끝에
배치한다.

⑦ 학군이 표고 10m에서 100m에 이르기까지
경사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본교가 그 중앙에 위치
한 점을 감안하여 등교동선을 단축할 수 있도록
후문을 설치한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 제 1안은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이 예상된다.

그림 4. 토지이용 계획도
(대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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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리병 모양의 중앙부 폭이 72m에 불과하고,
교지면적이 협소하여 자형과 같은 폐쇄형 교사
동 구성이 불가피하다.

② 운동장 등 옥외공간을 조망하기 위하여 교무
실 등 관리공간의 북면배치가 불가피하다.

③ 교사동이 옥외 체육장보다 6m 이상 상부에
위치하여 아동의 옥외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
다. 따라서 고저 차를 최소화하고 교사 동에 인접
하여 저학년 놀이공간을 보다 충실히 확보할 필요
가 있다.

④ 하단부에위치한 자형의기존교사 동을 활용
할 수 있어 공사 중 수업 공간 확보에 유리하다.

2) 대안- 2
토지이용계획의 주요 개

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① 부지의 남서쪽으로부터
북동쪽 방향으로 약 13%내
외의 경사도를 갖고 점차
낮아지는 지형 조건을 감
안하고 부지의 효율적 이
용과 토목 공사량의 최소
화 그리고 구조적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10m도로에 접한 진입
부에서 부지로의 진입이
가능한 위치가 현재의 교
문과 부출입구 근처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완만한
구배의 내부동선을 조성

하고, 보차 분리를 위하여 교문과 별도의 위치에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한다.

③ 부지를 크게 2단으로 나누어 일조조건이 좋
은 하단부(표고 54m 내외)에 교사 동을 배치하
고 상단부(표고 57m∼60m )에 옥외 체육장을 배
치한다.

④ 식당, 다목적 홀은 특별교실 동 상부에 배치
하여 학생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⑤ 옥외체육장이 교사동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
여 교사동 2층에서 운동장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
도록 연결통로를 개설한다.

⑥ 진입로에 근접하여 5층의 교사동이 배치됨에
따라 위압감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사 동을
최대한 후방으로 배치한다.

⑦ 학군이 표고 10m에서 100m에 이르기까지
경사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본교가 그 중앙에 위치
한 점을 감안하여 등교동선을 단축할 수 있도록
후문을 설치한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 제 2안은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예상된다.

① 진입로 입구(표고 47m)에서 교사동의 1층
지반면(예상 표고 56m 내외) 그리고 5층의 건물
높이(18m 내외) 등을 감안할 때 교지 북쪽 거주자
(표고 47m)의 민원이 강하게 제기될 우려가 있다.

② 학교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인접 건물과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

③ 운동장에서 발생한 흙먼지 등이 교사동으로
날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④ 상단부에 위치한 1동의 교사만으로는 공사
중 수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가건물을
건설할 부지 확보가 어렵다

3. 2 배치계획 대안
이상과 같은 자연환경, 인문환경, 청학초등학교

의 교사, 학생, 학부형 등의 사용자 요구분석, 제7
차교육과정에 따른 시설요구, 그리고 시설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고 토지이용계획의
대안(2개안)을 분석하여 배치계획 제1안, 제2안,
제3안을 수립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과의 제 2차
협의회(2002. 1. 22)에서 제시하였다.

1) 배치계획 제1안

그림 6. 배치계획 제1안

교사동은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 제
1안을 바탕으로 교지의 상단부에 배치하였으며, 교
사동은 지형을 감안하여 3단으로 조성된 현상을
이용하고, 3열의 교사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을
중심으로 자형으로 계획함으로써 전 교사 동,

그림 5. 토지이용 계획도

(대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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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급교실의 일조, 채광, 통풍이 양호하도록
배치하였다. 대규모의 옥외체육장 외에 소운동장
등의 다양한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아동의 옥외활
동을 촉진하도록 계획하였다. 부지의 동쪽과 북쪽
방향으로의 매우 양호한 조망을 살리기 위해 학급
교실은 남쪽에 면하도록 배치하고, 특별교실과 행
정·관리공간은 동쪽에 면하도록 배치하였다.

2) 배치계획 제2안

그림 7. 배치계획 제2안

토지이용계획 대안의 제 1안 즉 교지의 상단부
에 교사 동을 배치하고 옥외 체육장을 하단부에
배치하고, 경사지인 부지특성을 감안하여 교사동
1층 데크(57.0m), 2층 중정(60.5m), 옥외체육장
(54.5m) 등의 3단계로 조성하고 교사동은 2단으로
구성한다.

교문 진입시 시각적인 위압감을 최소화하기 위
해 교사 동을 최대한 서쪽으로 이동 배치하였으
며, 다목적공간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요구를 감
안하여 다목적공간을 복도 확장형으로 계획하지
않고 알코브형으로 계획하였다.

3) 배치계획 제3안
토지이용계획의 제 2안 즉 부지의 북측 하단부

(53.5m)에 교사동을 배치하고 부지의 남쪽 상·중
단부에 옥외 체육장을 조성하는 안을 기반으로 배
치계획을 수립하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낮아지
는 경사지 지형임을 감안하여 상단부(60.5m)를 중
단부 표고(57.5m)로 낮추어 옥외 체육장을 조성하
고, 교사동의 2층에서 운동장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연결복도를 계단실에 인접하여 2개소 설치한
다. 다목적공간은 독립형을 기본으로 계획하고
3- 4학급을 하나의 블록으로 교사실과 함께 구성하
였고, 교사동에서 옥외 체육장으로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연결통로를 설치하였다.

그림 8. 배치계획 제3안

4) 배치계획 대안의 종합평가
이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청학초등학교 관계

자 및 교육청 당국과 협의한 결과 계획설계 제 1
안이 평면구성의 우수함과 열린 조망, 주변환경과
의 조화, 넓은 옥외 공간, 지역사회 개방의 편리성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최종안으로
제시되었다.

표 5. 3개 배치대안의 평가

장 점 단 점

1
안

① 학급 교실의 일조환경이 우수
② 학년별 클러스터 형성 용이
③ 공영주차장과 완전 분리가능
④ 공사 중 수업 환경 양호
⑤ 주변 주민과 마찰 최소화
가능
⑥ 효율적인 동선 구성 가능
⑦ 옥상 정원 조성
⑧ 다목적 공간의 독립적 구성
으로 교육현장 요구 수용

① 자형 배치로 일
부 단부의 일조 불량
부 발생 우려
② 교무실 등 관리공
간이 운동장 측 배치
로 북쪽에 면함에 따
라 일조환경 불리
③ 공영주차장 건설
중 운동장 사용불가

2
안

① 학년별 클러스터 형성 가능
② 공영주차장과 완전 분리가능
③ 공사중 수업 환경 양호
④ 주변 주민과 마찰 최소화 가능
⑤ 효율적인 동선 구성 가능
⑥ 다목적 공간의 독립적 구성
⑦ 식당, 다목적 홀의 환경 양호

① 학급 교실 등의
일조 환경 불량
② 1층 동선의 분리
등 동선 불리
③ 옥외 체육장과의
표고차로 아동의 옥
외 활동 위축 우려

3
안

① 급 교실 등 일조 환경 우수
② 학년별 클러스터 형성 용이
③ 학교 건설과 공영주차장 동
시 건설 가능
④ 효율적 동선 구성 가능
⑤ 다목적 공간의 독립형 구성
으로 교육현장 요구 수용

① 일조권, 프라이버
시 침해 등으로 민원
발생 우려
② 공사 중 수업 공
간 확보 어려움
③ 옥외 체육장 보다
교사동 위치가 낮아
어색할 우려
④ 옥외 체육장 먼지
의 교사동 내 유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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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계획안

최종안으로 채택된 제 1안을 발전시킨 계획설계
안의 구체적인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4. 1 배치계획

- 배치계획 대안 중 제 1안을 근간으로 하여 교사
동을 부지의 상단부에 배치하고 옥외 체육장은
교문과 인접한 하단부에 배치한다.

- 남서쪽이 높고 동북쪽이 낮아지는 경사지 지형
이며, 현재 교사가 60.5m의 상단부와 53.5m의
하단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중단부에는 옥외 놀
이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옥외 체육장
을 53.5m 즉 하단부에 배치하고 상단부(60.5m)
와 중단부(57m)를 표고 57.5m 조성하여 교사동
을 배치한다.

- 아동의 등교로가 교사동 레벨과 운동장 레벨 모
두 진입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차량동선의
진출입로는 운동장 레벨에 배치함으로써 가급적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분리를 꾀한다.

- 부지의 동쪽과 북쪽으로 열린 조망을 갖고 있는
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학급교실동은 남향으로 학년별 클러스터를 형성
하도록 배치하고 특별교실동과 행정·관리 동은
동쪽방향으로 집중하여 배치함으로써 동선의 효
율화를 꾀한다.

- 다목적 홀과 식당 그리고 소음발생이 우려되는
미술실, 음악실은 북쪽 단부에 집중배치하고 교
사동과 연결복도로 연결함으로써 아동의 이용
이 편리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개방에 용이하
도록 한다.

그림 9. 3D 모델링

- 지하주차장은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토목공사량을 줄이고 공사비
를 절감할 수 있도록 교사동의 북쪽 하부에 설
치하고, 운동장측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표 6.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 분
기준안(37학급) 제1안(37학급)

실수 단위면적 면적(㎡) 실수 단위면적 면적(㎡)

교
실

학급교실 37 64 2,368 37 64 2,368
다목적공간 37 24 888 9 104 936
특수학급 - - - 1 64 80

소 계 3,256 3,384

특
별
교
실

과학실 2 128 256 2 96 256
음악실 2 128 256 2 132 345
미술실 2 128 256 2 104,96 232
어학실 2 128 256 2 96 224

컴퓨터실 2 128 256 2 96 240
기술실 1 128 128 1 96 96
가정실 1 128 128 1 108 132

소 계 1,536 1,525

지
원
시
설

도서실 1 128 128 1 144 178
시청각실 1 128 128 1 132 132

체육관(강당) 1 600 600 1 676 676
양호실 1 32 32 1 32 32

소 계 888 1,018

행
정

관
리
시
설

교장실 1 32 32 1 32 32
교무실 1 64 64 1 64 64
교사실 12 32 384 12 32,48 432
인쇄실 1 32 32 1 32 32

체육창고 1 32 32 - - -
회의실 1 32 32 1 32 32
행정실 1 32 32 1 32 32
문서고 1 32 32 1 32 32
방송실 1 64 64 1 64 64

교사휴게실 2 32 64 3 32 96
교재연구실 6 16 96 5 16 80

샤워실 2 32 64 2 28 56
상담실 1 32 32 - - -

학생회실 1 32 32 1 30 30
창고 1 32 32 1 78 78

특별활동실 3 32 96 3 32 97
학운위실 1 32 32 - - -
화장실 1 640 640 14 824
현관 1 200 200 - - 114

소 계 1,960 2,095
중 계 7,640 8,022
복도 계단 3,056 3,389
대 계 10,696 11,411
기계 전기실 1 192 192 1 123
급식실 식당 1 600 600 1 638
지하주차장 1 1,000 1,000 1 1,013
합 계 12,488 1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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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블록 플랜

-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학습형태
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학년 블록은 3학급당 1
개소의 다목적 공간을, 고학년은 학년 당 1개소
의 다목적 공간을 배치한다.

- 열린 교실과 다목적공간 구성이 갖고 있는 문제
점인 소음의 확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3개
학급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한다.

- 다양한 교육, 학습형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
의 블록 내에서 공간구성의 가변성을 확보한다.

- 교육지원 및 행정시설은 옥외 체육장에 면한 1
층과 2층에 집중 배치하여 공간의 연계성을 높
이고 학생지도에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4. 3 평면계획

- 학년별 2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진 교실군에 학급
교실(8m×8m)과 8m×13m의 다목적공간 그리
고 교사실을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여 다양한 교
수학습 형태와 생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계획한다.

표 7 배치 및 각층 평면도

배
치

및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지

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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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공간은 8m×13m 크기의 독립형으로 계
획하여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소음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
도록 한다.

- 장래 각 시설의 수요와 기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
간 계획이 되도록 한다.

- 특별교실은 이동이 용이하도록 교사동의 중심부
에 배치하였으며, 준비실 포함 2.0교실의 규모로
계획한다.

4. 4 형태계획

- 21세기를 향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의 학교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전통
적인 직육면체의 획일적 학교건축의 이미지를
타파하고, 보다 자유롭고 감각적인 형태로서 창
의적인 이미지를 구현한다. 박공 형태의 지붕,
발코니 그리고 현대적 재료와 전통적 재료의
병용 등 지역사회 중심시설로서의 초등학교 건
축의 상징성을 갖도록 입면을 계획한다.

그림 10. 종단면도

그림 11. 입면도

사진 1 모형사진(북서)

사진 2 모형사진(북동)

사진 3 모형사진(남서)

사진 4 모형사진(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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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동의 하단부는 전통적 재료로서 벽돌을 사
용함으로써 기단부를 형성하고 상부는 보다 다
양한 색채 계획이 가능한 칼라 실리콘 플라스
터 등으로 마감하여 초등학교로서의 특징과 따

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동 일대의
학령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청학초등학교가 기존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교육환경의 악화를 개
선하기 위하여 현대화 재건축 계획 설계를 수립하
기 위하여 수행된 것이다.

계획부지 주변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 3개의 계획안을 수립하고 청학초
등학교 교장을 위시한 교사, 학부모 등과 교육청
관계자 및 교육시설 전문가와 협의 검토하였다.

제 1안은 옥외 체육장을 부지의 하단부에, 교사
동을 상단부에 배치한 경우로서 학급교실을 남향
으로 배치할 수 있고 효율적 동선 계획이 가능할
뿐 아니라 비교적 넓고 다양한 옥외공간의 조성이
가능하며, 인접주민과의 마찰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장점이 있으나, 호리병 모양의 교지 형태
로 인하여 배치 및 평면상 제약이 있으며 옥외 체
육장과 약 7m이상의 높이 차가 있는 점을 개선하
기 위하여 토목공사가 불가피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제 2안은 기본적으로 제 1안과 같은 배치 개념
을 갖고 있으나 현재의 부지형태를 최대한 활용하
는 계획이다. 또한 다목적 홀과 식당의 특별교실
동을 부지형태의 특성을 감안하여 남쪽에 배치하
였다. 문제점으로는 옥외 체육장과 교사동의 높이
차가 7m에 달해 아동의 옥외활동을 제약할 우려
가 있으며, 대부분 교실의 일조환경이 불리한 점
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제 3안은 교사 동을 부지의 하단부에 배치하고
옥외 체육장을 상단부에 조성한 경우로서, 하단부
부지의 폭이 넓은 점을 활용하여 서북단 모서리에
다목적 홀과 식당의 특별교실 동을 배치하고 대부
분의 교실은 남향으로 면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다
목적공간을 독립형으로 구성하여 교육현장의 요구
를 수용한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반면 부지
의 북단에 접한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며, 옥외
체육장의 높이가 교사동보다 높게 위치함에 따라
먼지의 교사 동 내 진입 우려와 시각적인 부조화
의 우려가 지적될 수 있다.

이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청학초등학교 관계
자 및 교육청 당국과 협의한 결과 계획설계 제 1
안이 평면구성의 우수함과 열린 조망, 주변환경과
의 조화, 넓은 옥외 공간, 지역사회 개방의 편리성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최종안으
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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