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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현재의 금구초등학교 교사동의 노후화로 인한 

개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와 아울러 금구

중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급규모 과소화의 

현상이 두드러져있었다. 더구나, 금구중학교는 부

지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변도로의 소음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

을 늘 받아왔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금구초등학

교․중학교를 통폐합하여, 금구초등학교 부지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새로운 교사동을 설계

함에 앞서 언급한 최근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

며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형태의 제시하며, 미래의 

교육에 대응할 교육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구체적

이고 종합적인 배치계획안을 제시하여 학교건물의 

효율적인 장․단기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실

시설계시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1.2 연구기간
  본 연구를 위하여 정해진 연구기간은 75일간

(2002. 2. 15∼2002. 5. 10) 이 다.

  규모가 적어 75일간이라는 기간으로 결정되었

다고 생각하는 이 프로젝트의 경우는 3개 교육

 * 정회원,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정회원,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기간(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복합화라는 

점에서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면 하는 바

람도 있었다.

1.3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를 통해 제 7차교육과정의 취지, 목

적, 교과별 내용 등을 고찰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

서 요구하는 학습방법에 대한 고찰과 아울러 각 

교과별 학습방법에 따른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조

건을 적극 검토하여 반 한다.  

2) 대상부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인접건물의 조

사, 자료조사를 통하여 부지의 특징 및 장점을 최

대한 살려 계획에 반 하 다. 

3) 국내ㆍ국외의 새로운 학교건축의 동향에 대

하여 파악한다.

4) 기본계획의 구상안으로서 여러 안을 검토하

여 학교측, 교육청과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1.4 연구진행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진, 교육청, 학

교, 교육시설학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단계와 

과정을 거쳐 계획안에 대한 설명, 의견수렴을 한 

후, 수정을 하여 최종안을 결정하 다.

  ① 1차 현장 및 요구 조사(2002. 2. 15) : 초등학

교, 유치원 현장조사, 의견수렴 

  ② 2차 현장 및 요구 조사(2002. 3.  9) : 중학교 

현장조사, 요구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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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계획안 협의회(2002. 4. 20) : 계획안(3개 계

획안)에 대한 의견교환

  ④ 계획안 협의회(2002. 4. 26) : 교육시설학회 

계획안(3개 계획안)에 대한 의견 교환

  ⑤ 공청회(2002. 5. 4) : 계획안에 대한 요구를 

반 한 수정안을 제시하여 최종 안을 결정(초․

중학교 교사, 운 위원회, 교육청(교육장, 관리과

시설계))

2. 교사 공간구성 개념
․유치원 : 일제식 수업만이 아닌 다양한 교육방

법이 가능한 공간구성으로 한다.

․초등학교 : 일제식 수업만이 아닌 다양한 교육

방법이 가능한 공간구성으로 한다. 따라서 학년

별 교무실과 각 학년별의 다목적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중학교 :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비롯하여 여러 

다양한 교육방법의 실천이 가능한 평면구성으로 

하며, 각 교과별 교사 연구실을 확보한다. 아울

러 학년별 홈베이스도 구성한다.

  이상과 같이 개념하에 배치 및 평면구성을 하고

자 하 으며, 그리고 이와 아울러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이 연구가 3종의 학교, 즉 유치원, 초

등학교, 중학교가 한 부지내에 설립되는 것이기때  

n
ㆍ어떤 교실의 특별교실 및 교과교실의 필요수 

ㆍ소수점이하는 위로 올리거나 모아서 교과공용의 

다목적 교실을 설치한다.

A

ㆍ해당 특별교과의 학년별 주당 평균수업 시간수

ㆍ고교의 이과나 예술계는 과목별로 시간수가 요구

된다.

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의 수업 간수를 고

려한다

B ㆍ학년별 학급수

C
ㆍ충족률=A안에 특별교실로 행하는 수업 시간수/A

ㆍ교과교실형의 경우는 100%가 필요하다

D
ㆍ주당 수업 시간수

ㆍ각 교과수업시간수의 합계

E

ㆍ교실이용률의 상한=어떤 교실의 사용가능 수업 

시간수/D

ㆍ상한률 80%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에, 단지 3종의 학교건물이 병렬로 배치되는것

이 아닌, 여러 시설이나 설비등을 공유하거나 복

합화하여 보다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배치 

및 평면구성이 다.

․또한 이 들 학교들이 당장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한 수업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의 

특별교실 운 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구성으로 하고자 하 다.

   

2.1 필요교실수의 산정방법
  원래 교육청에서 제시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의견의 

일치를 본 교육청과 학교측과 협의하여, 새로운 

스페이스 프로그램(기준안)을 작성하 다. 그리고 

앞서의 필요교실 산정방법은 초등학교의 특별교실

수와 중학교의 각 교과별 교실수, 특별교실수의 

산정시 활용하 다.

3. 학교 및 주변 현황
  3.1 학교현황 
1) 금구초등학교 : 1912년 금구 보통학교 개교

                    1981년 병설 유치원  개원

학생 및 학급수 현황

     학 년
 구 분 1 2 3 합 계

학급수 1 1 2 4

학
생
수

남 16 9 26 51

여 13 14 24 51

계 29 23 50 102

  

2) 금구중학교 : 1971년 설립인가(9학급인가)

                  1980년  18학급 인가 

학생 및 학급수 현황

   학년

구분
1 2 3 4 5 6

특수

학급
계 유치원

학급수 2 1 2 1 1 1 (1) 9(1) 2

학

생

수

남 22 1 15 19 15 12 (4) 100 15

여 16 17 20 14 18 12 (2) 96 17

계 38 16 35 33 33 24 (6) 19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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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구초등학교 배치현황 

  4) 현황사진

교문 앞 도로에서 본 학교의 모습

학교 본관의 모습

보호수의 위치 및 모습

학교 정문의 모습

3.2 금구(金溝)면의 현황  
․봉두산 기슭에 자리잡은 산자수려한 예향의 고

장 금구이다.

․구한말 항일운동가인 장태수 선생과 수많은 충

신, 효자, 열녀를 배출한 충효의 고장이다.

․금구산성, 남강정사, 금구향교등 수많은 유산을 

간직한 유서깊은 고장이다.

․성산과 대율저수지, 선암저수지, 당월저수지는 

자연 그대로의 때묻지 않은 청정 환경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환 황해 경제권 시대의 중심도시로 부상

하고 있는 김제시의 관문이자 동부지역의 중심

지,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이 통과하는 교

통의 요충지,  전주시 생활권에 속한다. 

  3.3 금구초등학교의 부지현황
 (1) 위치 : 전북김제시 금구면 164번지

 (2) 대지면적 : 18.894㎡(5,72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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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4) 현황 및 특징

 ․부지형태는 부정형이기는 하나, 매우 넓고 여

유가 있다.

 ․교사동의 향이 남향으로 되어 있다. (남북보다

는 동서방향으로 길다.169m×134m)

 ․보호수 2그루를 포함하여 오래된 나무가 많아 

학교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다.

 ․학교로의 진입(교문)이 한 곳이며 좁다.

 ․등하교시 불편하며 위험할 것으로 생각됨.

 ․학교건물 주위 사방에 막힌 곳이 없어 매우 좋

은 전망이 기대됨.

 ․역사가 오래되어 동문들의 애교심이 강하다.

4. 계획지침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이하 언급하는 항목들을 주요 계획지침으로 설정

하 다.

4.1 학교급별의 학급수 규모 
  학교급별로의 계획 학급수 규모는 아래와 같다. 

 유 치 원    2학급

 초등학교 12학급(당초 11학급), 특수학급1학급

 중 학 교  6학급

4.2 규모(교육청 제시)
당초 교육청에서 제시된 건축규모는 아래와 같

으나 앞서 언급하 듯이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본

으로 하여 각 각의 안을 작성하 으므로 안에 따

라서 다소 차이가 생겼다.(또한 협의 과정중 초등

학교는 2개 학급을 추가하기로 하 다)

․전체 : 7683.5㎡ + 108㎡(2학급 추가) = 7791.5㎡

․초등학교(유치원포함) : 4956.6㎡ + 108㎡

                                    = 5064.6㎡

․중학교 : 2726.9㎡

4.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영역 분리
4.4 기타 

․학교운 은 교장선생님 1분, 교감은 초등, 중등 

별도로 하여 운 한다.

․보호수 4그루(느티나무, 은행나무)를 가능한 살

렸으면 하는 요구가 있다.

․공사시 단계별 공사를 하여 수업에 최소한의 지

장만을 초래하게 한다.

․1994년도에 건축된 다목적 교실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

4.5 스페이스 프로그램(기준안)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지면 관계상 다음쪽에 제

시한다.

5. 기본 계획안
  5.1 계획 1안
  ■ 배치계획

․기존의 교사 건물 위치에 배치하되 공사중의    

 수업에 지장없게 배치한다.

․운동장을 최대한 넓게 확보한다.(기존의 유치원, 

초등학교에 중학교가 통합됨으로 인해 더욱 넓

은 운동장의 확보가 요구된다 판단)

․교사동의 배치시 교사 및 관리용의 공간을 전   

면의 중심부에 위치시키고 좌우에 초등학교, 중

학교용의 교사동이 위치하게하여 이용자에게 알

기쉬운 평면이 되게 한다. 또한 교사동을 가능

한 컴팩트하게 배치하고 특별교실동을 중심에 

위치시켜 수업시 이동의 편의를 꾀하게 한다. 

․교사동 건물과 다목적 강당은 별도로 분리하며,  

식당은 교사동 건물과 일체화 시킨다.

․다목적 강당은 부지의 동쪽소운동장에 배치하   

고 교사동과 연결하여 이용의 편의를 꾀한다.

․다목적 강당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  

로 예상되어 운동장과 인접시켜 지역주민 이용

의 활성화를 꾀하며, 운동장과 연계한 체육활동

이 가능하게 한다.

․식당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서 공동으   

로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의 편의를 위해 중간정

도의 위치에 배치한다.

․유치원생을 위한 출입문은 별도로 확보한다. 

․유치원 전용의 놀이터를 확보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의 체육등의 옥외활동시 공동으로 사용은  

물론이거니와 따로이 사용할 수도 있게 한다.

․대운동장에는 480명의 학생(초․중 전교생 착   

석)이 앉을 수 있는 스탠드를 설치한다.

․소 운동장에는 잔디를 심고, 초등학생의 놀이터  

가 되게 한다.

․부지의 동․남쪽의 운동장과 도로사이의 울타리

는 철거하거나 낮은 투시형 울타리로 하여 도로

의 이용자에게 개방감을 주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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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프로그램(기준안)

실      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합  계 비  고
실수 면적 합계 실수 면적 합계 실수 면적 합계

보통교실 2 66 131.2 11 65.6 721.7 852.9

유희실 1 66 65.61 65.61

다목적공간 6 32.8 196.8 0

국어교실 1 65.6 65.61 65.618

도덕교실 1 65.6 65.61 65.61

사회교실 1 65.6 65.61 65.61

수학교실 1 65.6 65.61 65.61

어교실 1 65.6 65.61 65.61

미디어스페이스 2 32.8 65.61 65.61

재량활동실 1 65.6 65.61 1 65.6 65.6 131.22

특수학급 1 65.6 65.61 65.61

과학실 1 131 131.2 1 131 131 262.2 초/중공용

컴퓨터실 1 65.6 65.61 1 131 131 196.61 초/중공용

미술실 1 65.6 65.61 1 131 131 196.61 초/중공용

가정실 1 131 131 131 초/중공용

기술실 1 131 131 131 초/중공용

어학실 1 131 131 131 초/중공용

시청각실(제2음악실) 1 131 131 131 초/중공용

방송실 1 131 131 131 초/중공용

홈베이스 3 32.8 98.4 98.4

예절실 1 131 131.2 131.2 초/중공용

도서, 정보자료실 1 131 131 131 초/중공용

학년교사연구실 1 33 32.8 3 65.6 196.8 2 65.6 131 360.6

교장실 1 65.6 65.6 65.6 초/중공용

교무실/회의실 1 1 65.6 65.6 65.6 초/중공용

행정실 1 65.6 65.6 65.6 초/중공용

운 위원회실 1 32.8 65.6 65.6 초/중공용

상담실 1 32.8 65.6 65.6 초/중공용

문서고 1 32.8 32.8 1 32.8 32.8 65.6 초/중공용

양호실 1 65.6 65.6 65.6 초/중공용

클럽활동실 10 16 160 160 초/중공용

조리및식당 1 262 262 262 초/중공용

자료실 1 33 32.8 2 32.8 65.6 98.4

샤워/탈의실(학생) 2 32.8 65.6 65.6 초/중공용

샤워/탈의실(교사) 2 32.8 65.6 65.6 초/중공용

숙직실 1 32.8 32.8 32.8 초/중공용

화장실(교사) 2 16 32.8 2 16.4 32.8 2 16.4 32.8 98.4

화장실(학생) 2 16 32.8 6 32.8 196.8 4 32.8 131.2 360.8

창고(실내) 2 32.8 65.6 65.6 초/중공용

창고(실외) 1 65.6 65.6 65.6 초/중공용

화장실(옥외) 2 32.8 65.6 65.6

소계 328 1902.5 3375 5605.5

공용공간 109.3 634.2 1125 1868.5

지역주민회의실 65.6

강당(체육교실 등 포함) 721.7 초/중공용

합   계 437 2602 4499 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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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간격(전면동과 후면 교사동 사이의 거리)을    

  분하게 확보하여 교실내의 채광에 문제없게 한다.  

․기존의 다목적 교실(1994년) 부분은 간단한 내  

  부 수선후 재활용 한다.

․식당, 특별교실등은 가능한 한 초등학교와 중학  

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중심적 위치에 배

치하여 통합학교로서의 효율성을 꾀하며 관리도 

쉽게 한다.

■ 평면계획

유치원

․유치원은 2개학급과 유희실을 면하여 하여 교  

실에서는 할 수 없는 넓은 공간 이 필요한 활동

을 할 수 있게 한다. 교실과 유희실 사이에는 

미닫이 문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개방하거나 

닫을 수 있게 한다.

․유치원 놀이터를 유희실에서 곧바로 나갈 수 있

게 하며, 발코나를 설치하여 원생들의 학습활동

과 놀이활동에 도움이 되게 한다.

․교사 연구실은 현관 입구에 설치하여 원생들의 

출입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

․화장실은 남녀 분리한다.  

․초등․중학교 교사동과는 필로티 공간울 통해 

연결되게 하고, 식당을 이용할 시에도 이 필로

티를 이용하게 한다.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출입구는 교사 및 관리동(중학교)과 

별도로 분리하여 초등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성을 

부여한다. 

․초등학교는 전면 교사동의 오른쪽에 배치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며, 소운동장과 접하게 하여 다

양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중앙에 계단을 설치하고 좌우에 1개 학년 2개 

학급과 다목적공간, 교사연구실(2인용)을 기본 

유니트로 하여 층별로 저․중․고 학년을 배치

시킨다.

․교실과 다목적공간의 사이는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에는 유치원과 같이 미닫이 문

을 설치하여 여러 용도에 대비할 수 있게 한

다.(6짝의 미닫이 문)

․교사연구실은 16㎡(4.0m×4.0m)를 확보한다.

․교사 및 관리동, 특별교실동으로의 이동은 중앙

의 계단과 통로를 이용하게 하여 학습 공간내의 

동선이 혼잡을 피한다.

․장애자용의 화장실을 설치한다.

․기능이 같은 특별교실은 가능한 같이 인접시켜 

사용과 관리의 효율화를 꾀한다.

․특별교실동은 중복도로 하여 동선을 짧게한다.

중학교

․교과별 이동식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과교실형의 

평면을 기본으로 하여 각 교과별 교실과 미디어 

스페이스를 설치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교

실형의 운 이 가능하도록 6개의 교실은 기본적

으로 확보한다.

․교과별 교사 연구실 2개를 설치하여 교사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킨다.

․홈베이스를 설치하여 교과별 이동식 수업시 학

생들의 학교생활의 안정성을 꾀하게 한다. 그리

고 이 홈베이스는 교사동과 특별교실동의 중앙

에 위치시킨다 

다목적 강당

․다목적 강당은 2층으로 계획하교 1층의 일부에

는 옥외창고, 화장실을 위치시켜 운동장 사용시

(지역주민 포함) 이용의 편리를 꾀하게 하며, 실

외 이용의 클럽활 동실 (클럽활동을 위한 기구 

보관실)을 설치한다.

․2층에는 넓은 애리나(20m×30m)를 설치하여 배

구 및 농구가 가능하게 하고, 초등학생과 중학

생 전원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

․2층에는 체육교실을 설치하고, 이 체육교실을 

필요시 지역주민의 회의실로도 사용하게 한다. 

■ 입면계획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건물을 하나의건

물로 디자인하여 통일성을 갖게하며, 지붕의 디

자인이나 창문의 디자인을 달리하여 각 각의 특

색을 부여하여 알기 쉽게 하고 학생들에게 변화

감을 부여한다.

․초등학교의 상층부 층고를 높혀 고학년은 다른 

학년과 다른 공간감을 주고 모임지붕으로 디자

인하여․중학교동과 특별교실동은 박공지붕으로 

처리하여 주변의 디자인과 어울리게 하고 초등

학교와도 구분되게 한다.  



金堤 金溝 初․中學校 統廢合 施設工事 基本計劃硏究

韓國敎育施設學會誌 第9卷 第4號 通卷 第33號 2002年 7月  81

 배 치 도

지하, 일층 평 면 도

 이층, 삼층 평 면 도

계획 1안 단계별 추진 계획

계획 1안 모형사진

1안 정면도

  5.2 계획 2안
  ■ 배치계획

․기존의 교사 건물 위치에 배치하되 공사중의 수

업에 지장없게 배치한다.

․운동장을 최대한 넓게 확보한다.(기존의 유치원, 

초등학교에 중학교가 통합됨으로 인해 더욱 넓

은 운동장의 확보가 요구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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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동의 배치시 교사 및 관리용의 공간을 전면

의 중심부에 위치시키고 전면 동의 왼쪽에 초등

학교, 중앙부분에 중학교의 교실들이 위치하게 

하여 이용자에게 알기쉬운 평면이 되게 한다. 

또한 특별교실동을 중심에 위치시켜 수업시 이

동의 편의를 꾀하게 한다. 

․교사동 건물과 다목적 강당은 별도로 분리하며, 

식당은 교사동 건물과 일체화시킨다.

․다목적 강당은 부지의 동쪽 소운동장에 배치하

고 교사동과 연결하여 이용의 편의를 꾀한다.

․다목적 강당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

로 예상되어 운동장과 인접시켜 지역주민 이용

의 활성화를 꾀하며, 운동장과 연계한 체육활동

이 가능하게 한다.

․식당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의 편의를 위해 중간 정도

의 위치에 배치한다.

․유치원생을 위한 출입문은 별도로 확보한다. 

․유치원 전용의 놀이터를 확보하고, 초등학교, 중

학교의 체육등의 옥외활동시 공동으로 사용은 

물론이거니와 따로이 사용할 수도 있게 한다.

․대운동장에는 480명의 학생(초․중 전교생 착석 

가능)이 앉을 수 있는 스탠드를 설치한다.

․소운동장에는 잔디를 심고, 부지경계선 부근에 

파고라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야외수업시 활용하

게 한다.

․부지의 동․남쪽의 운동장과 도로사이의 울타리

는 철거하거나 낮은 투시형 울타리로 하여 도로

의 이용자에게 개방감을 주게한다.

․인동간격(전면동과 후면 교사동 사이의 거리)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교실내의 채광에 문제없게 

한다

․기존의 다목적 교실(1994년) 부분은 간단한 내

부 수선후 재활용한다.

․다목적 강당, 식당, 특별교실등은 가능한 한 초

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중

심적 위치에 배치하여 통합학교로서의 효율성을 

꾀하며 관리도 쉽게 한다.

■  평면계획

유치원

․유치원은 2개학급과 유희실을 면하여 하여 교   

실에서는 할 수 없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 활동

을 할 수 있게 한다. 교실과 유희실 사이에는 

미닫이 문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개방하거나 

닫을 수 있게 한다.

․유치원 놀이터를 교실에서 곧바로 나갈 수 있   

게 하며, 원생들의 학습활동과 놀이활동에 도움

이 되게 한다.

․교사 연구실은 현관 입구에 설치하여 원생들   

의 출입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

․화장실은 남녀 분리한다.  

․초등․중학교 교사동과는 복도로 연결되게 하  

고, 식당을 이용할 시에도 이 복도를 이용하게 

한다.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출입구는 교사 및 관리동(중학교)과 

별도로 분리하여 초등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성을 

부여한다. 

․초등학교는 전면 교사동의 오른쪽에 배치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며, 소운동장과 접하게 하여 다

양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전 교실의 균등한 채광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교실을 남향으로 설치한다.

․중앙에 계단을 설치하고 좌우에 1개 학년 2개 

학급과 다목적공간, 교사연구실(4인용)을 기본 

유니트로 하여 층별로 저․중․고 학년을 배치

시킨다.

․교실과 다목적공간의 사이는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에는 유치원과 같이 미닫이 문

을 설치하여 여러 용도에 대비할 수 있게 한

다.(6  짝의 미닫이 문)

․교사연구실은 32㎡(4.0m×8.0m)를 확보한다.

․교사 및 관리동, 특별교실동으로의 이동은 중앙

의 계단과 통로를 이용하게 하여 학습공간내의 

동선이 혼잡을 피한다.

․장애자용의 화장실을 설치한다.

․기능이 같은 특별교실은 가능한 같이 인접시켜 

사용과 관리의 효율화를 꾀한다.

중학교

․교과별 이동식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과교실형의 

평면을 기본으로 하여 각 교과별 교실과 미디어 

스페이스를 설치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교

실형의 운 이 가능하도록 6개의 교실은 기본적

으로 확보한다.

․교실들은 전면교사동에 위치시켜 개방감을 확보

한다.

․교과별 교사 연구실 2개를 설치하여 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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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킨다.

․홈베이스를 설치하여 교과별 이동식 수업시 학

생들의 학교생활의 안정성을 꾀하게 한다. 그리

고 이 홈베이스는 교사동과 특별교실동의 중앙

에 위치시킨다.

다목적 강당

․다목적 강당은 부지의 동쪽에 배치하고 교사동

과 연결하여 이용의 편의를 꾀한다.

․다목적 강당은 2층으로 계획하교 1층의 일부에

는 옥외창고, 화장실을 위치시켜 운동장 사용시

(지역주민 포함) 이용의 편리를 꾀하게 하며, 실

외 이용의 클럽활동실(클럽활동을 위한 기구 보

관실)을 설치한다.

․2층에는 넓은 애리나(20m×30m)를 설치하여 배

구 및 농구가 가능하게 하고, 초등 학생과 중학

생 전원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

․2층에는 체육교실을 설치하고, 이 체육교실을 

필요시 지역주민의 회의실로도 사용하게 한다.  

 

■ 입면계획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디자인 하여 통일성을 갖게하며, 지붕의 

디자인이나 창문의 디자인을 달리하여 각 각의 

특색을 부여하여 알기 쉽게 하고, 학생들에게 

변화감을 부여한다.

․중학교동과 특별교실동은 경사지붕으로 처리하

여 주변의 디자인과 어울리게 하고 초등학교와

도 구분되게 한다.

배 치 도 

지하, 일층 평면도

 이층, 삼층 평면도

계획 2안 모형사진

2안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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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계획 3안
   (1) 정문으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순서로 배치

(2) 유치원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독립적이면서도 특별교실 등은 시설공유

가 가능하도록 배치.

(3) 교실공간은 대부분 남향배치 및 충분한 일

조가 가능한 인동거리 확보

(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각의 독자적

인 정원(외부공간)을 갖도록 배려.

(5) 안전하고 개방적인 학교 환경 구축 : 보행

자 공간 확보 및 차량 공간의 제한, 담장 철거 및 

보행자의 다양한 접근로 확보

(6) 다목적실 존치 및 지역주민 및 서비스 차량 

접근이 양호하도록 강당/조리실+식당배치 

(7) 주차장 확보(40 여대 : 일반, 장애자+귀빈)

(8) 현재의 초등학교를 운 하면서 공사해야 하

는 점을 고려(금구초중학교 단계  별 추진계획 참

조) : 우선 신축 중학교 건물의 “ㄴ"자 부분을 완

성하고, 기존의 급식소와 다목적실을 사용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운 한다. 기존 초등학교와

 배 치 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3안 정면도

계획 3안 모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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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3안 단계별 추진 계획

 이층, 삼층 평 면 도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신축부분을 완성

하여 유치원, 초등학교가 제자리로 들어가고, 중학

교가 이전해온다. 기존 급식소 건물도 철거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앞서 1장의 연구개요에서 언급하

듯이 연구진이 계획안을 작성한 후 여러 차례 

교육청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교사, 학부모 운  

위원회등과 2차례 협의 후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계획 1안을 최종 결정하 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금구초․중학교의 모델로서 

제시되었다고 생각되나 늘 그러하듯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실시 설계시 학교측, 교육청, 연구진들과 

의논하여 수정되거나 결정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본 연구의 연구진의 참여하는 과

정이 반 되어 보다 좋은 교육환경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