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양상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더
불어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방법도 변화
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은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
고 세계화, 정보화에 적응하며 개인의 자질, 적성
에 적합한 학습을 중심으로 정보화사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공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즉, 단순한 공간 확충과 기술중심주의의
한계를 뛰어 넘어 풍부한 인간성과 창의성을 개발
할 수 있는 물리적 교육환경의 조성이 필수 조건
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사회적 기능이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위한 중
심시설로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등촌고등학교 계획
설계 연구는 강서구 고등학교의 과대, 과밀을 해
소하고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신설학교를 계획하
는 것으로 강서구의 지역 여건 및 사용자의 요구
를 반영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고등학교
시설 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 정회원,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정회원, 광운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강서구 등촌동 691- 2번지에 신설될

등촌고등학교 신축 계획설계를 위해 수행되었으
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보화사회에 따른 교
육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학
습방법에 따른 공간 요건을 추출한다.

둘째, 기존의 국외 학교건축 사례연구를 통하여
학교시설을 고찰하여 새로운 학교건축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강서구의 기존 고등학교 학생, 교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자 선호조사 및 교사들의 참
여디자인을 통해 전문가가 아닌 사용자의 관점에
서 학교 공간 사용에 대해 파악하여 디자인 지침
을 마련한다.

넷째,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인문 및 자연환경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기본계획
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다섯째, 수립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
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
안을 구상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여
기에서는 대상 단지에 대한 분석과 계획안의 기본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설계 내용을 요약한다.

1.3 교사 신축계획 개요
1.3.1 사업명

등촌고등학교 교사 신축 기본계획연구 용역

1.3.2 연구목적
등촌고 교사 신축 기본계획(설계)의 지침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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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방향을 제시하여 학교시설(건축)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하는 데 있다.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방법에 적합한 학교시
설 건축

·변화하는 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창출

·지역에 적합한 학교시설과 지역사회학교로서
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사 신축

1.3.3 사업내용

·학교명 : 등촌고등학교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91- 2
·대지면적 : 14,195.6㎡(4,384평)

·학급수 : 학년당 12학급 총 36학급

·학생수 : 1,260명(고등학교 학급당 35명 기준)
·수업형태 :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수- 학습

형태 (수준별 이동식 교과교실형)

2. 현황 분석

2 .1 대상지의 위치 및 주변 여건
강서구는 한강하류의 서울시 서남부에 위치한

다. 동쪽은 염창동을 중심으로 양천구, 영등포구가
한강을 경계로 마포구와 인접하고, 서쪽의 오곡동
은 부천시, 남쪽의 화곡동은 양천구, 북쪽의 개화
동은 한강을 경계로 고양시와 인접하고 있다. 김
포공항이 소재한 서울시의 국제관문이자 부천, 김
포, 일산, 고양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광역교통의 요충지이며 서울특별시의 서남
권 대단위 개발을 통해 서부 서울의 새로운 중심
지를 예견하는 신흥개발지역이다.

등촌고등학교의 계획부지는 행정구역상으로 등
촌3동에 속해 있으며, 부지의 남측과 동측의 2면
이 도로에 면해 있고, 주변이 모두 공동주택단지
로 둘러 싸여 있다.

택지개발로 인해 바둑판처럼 설계되어진 등촌3
동은 100% 논에 조성된 단지이므로 개발 이전의
물리적 환경은 보존되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그
러나 이전에는 논 가운데 까지내가 흘러 논에 물
을 대주며 아이들은 멱을 감고 아낙네들의 빨래소
리가 정겹던 곳이었다. 95년 12월 1일 등촌1동에
서 분동되면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더욱이
임대아파트 집중 건립으로 택지개발 이전과 비교
할 때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약 5배나 증가하여 강

서구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국민기초수급권자가 거
주하고 있다.

그 밖에 국제관문로변에 위치하고, 마곡신시가
지 건설 예정지구에 연접하고 있으며, 대단위 아
파트 주거단지 및 상업지구가 조성되어, 다양한
사회계층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복지 및 행정수요
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1. 등촌고등학교 대상지 위치

그림2. 등촌고등학교 대상지 전경

2 .2 인근 교육 및 문화 관련 시설 분포현황
강서구는 유치원 57교, 초등학교 32교, 중학교

19교, 고등학교 13교, 그리고 대학 1교 등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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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총 학생수는 105,363명이다. 그러나 등촌고등
학교의 대상지인 등촌3동의 경우 강서구에서 동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임과 동시에 근거리 통학권인
동촌동의 인구 유입률 증가를 고려할 때, 교육기
관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다.

강서구의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1996년 50.9명에서 2000년 47.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학급
당 편성기준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감
소의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강서구의 전반적인 문화시설 분포 현황
은 아래와 같다.

표1. 강서구 문화시설 분포 현황

공연시설 문화시설
종합

공연장
일반

공연장
소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화랑 전시실

- - 1 - - - - -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합계

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1 12 1 1 16

그림3. 등촌고등학교 인근 교육 및 문화 시설 분포현황

대상지 인근의 교육 및 문화 관련시설의 경우
를 자세히 살펴보면, 등촌고등학교의 대상지는 택
지개발로 인해 설계되어진 등촌3동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근린공원, 놀이터, 휴게시

설 등 주변의 모든 공용시설은 계획에 따라 조성
되어 있다. 특히 이곳의 사회인구적 특성은 임대
아파트 집중건립으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혼재 지
역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가 높은 지역이다. 이 수요를 반영하듯 현재 인근
에 4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에도 강서 정보도서관,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강서

구민올림픽체육센터 등의 문화체육시설이 있다.

2.3 부지환경 분석
2.3.1 대지의 축 분석
4면이 공동주택단지로 둘러싸여진 택지개발지

구내의 대지 조건으로 대지 축의 검토에는 일조에
따른 축과 도로 조건에 따른 도시 축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적용이 요구된다. 우선 일조에 따른
축은 대지 전면 방위가 남서향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편, 도시 축에 대한 요소는 크게 가로 조
건과 인접 공동 주택 단지의 배치를 고려하였으
며, 대지의 북측, 동측, 서측의 공동주택단지는 남
서향으로 획일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대상지 남측
20m 도로 건너편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정남향
으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설계 대지의 축은 도
시축과 일조축으로 크게 두 개의 축을 고려하였
다.

2.3.2 조망 분석
대지의 4면이 모두 고층의 공동주택단지로 둘

러 싸여져 있어 전체적으로 조망이 좋지 않으며
단조로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4. 조망 분석도

2.3.3 소음 분석
대지의 동측, 남측이 도로에 면해 있어 소음의

주원인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측의
10m 도로의 경우 단지내 진입도로의 기능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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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통과 차량으로 인한 소음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남측의 20m 도로의 경우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으로, 차량통행량 뿐만 아니
라 토요일마다 서는 장터로 이용되기 때문에 매우
혼잡한 가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림5. 소음 분석도

2.3.4 접근성 분석
대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해 있어 학생과 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조건이다. 대지 남측의 20m 도로의
경우 통과차량이 많고 버스정류장이 대지 전면에
설치되어 있어 혼잡스러움이 우려된다. 따라서 동
측의 부도로에 주출입을 설정하여 학생들의 통행
이 비교적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차량 통행 또한 동측의 부도로를 이용하되, 학생
들의 통행과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
된다.

그림6. 접근성 분석도

3. 시설 계획의 기본방향

3 .1 계획의 기본방향
앞에서 언급한 연구과정을 거쳐 계획설계에 적

용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3.1.1 교육방법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환경
·제7차 교육과정(교과교실 개념)에 적합한 계획
·학습시스템에 창의와 연구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
·다양한 학습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특별활동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
·정보화에 대응하는 시설계획

3.1.2 풍부한 인간성을 교육하는 환경
·친 인간적 공간배치를 통한 인성교육의 증대
·다양한 학습생활을 위한 공간을 연결시키는

연속성 있는 공간 배치
·커뮤니케이션의 폭을 넓히며 촉진시키는 환경
·이동수업에 따른 홈베이스 및 거주공간 확보

3.1.3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요구에 대응하는 환경
·지역사회와 친화하는 교육공간 제공
·체육관, 컴퓨터실, 도서관, 시청각실 등 지역주

민이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외부 접근성 제고

3 .2 주요 설계 개념
설계개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2

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2. 주요 설계 개념

항목 주요내용

배치
계획

·운동장과 체육관을 대상지의 남측으로 배치하여
일조를 돕고 교과시설 및 지원시설과 분리하여 동
적 공간과 정적 공간의 영역성 유지

·놀이마당, 진입광장 등 옥외공간의 조성
·지역주민의 이용 가능한 시설들을 별도 설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진입로에 인접 배치하
여 이용의 원활성 고려

·학생의 주출입구는 통과교통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쪽 도로에 접하여 설치

·학생의 안전성을 위해 차량의 출입구는 별도 설치
하여 보차분리

건물
군

계획

·교과교실군, 홈베이스, 기타 지원시설 등 교과 및
기능별 특성에 따른 공간 조닝

·영역간 실내 연결을 통한 학생 이동 동선의 효율
성 확보

·식당, 체육관, 정보센터 등을 교과교실군과 분리하
여 기능별 특성에 따른 분리와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시 관리의 용이성 확보

실내
공간
계획

·교과목별 교실군의 연계구성이 가능한 공간 배치
·학년별로 분리된 홈베이스 공간 제공으로 학생간

친화감 조성
·수업이 없는 시간 활용을 위해 도서관, 컴퓨터실,

홈베이스의 여유공간 확보 및 실내의 개방된 소규
모 학생 라운지 제공

·분산된 미디어 스페이스 설치를 통해 교과목별 영
역성 부여

·교육효과의 상승과 교과담임과의 협의, 연구, 그리
고 학생과의 면담, 개인지도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사연구실 등 연구지원시설의 강화

·층간 원활한 교류를 위한 친화적 내부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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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시설 규모 계획
시설 규모 계획은 현재 서울특별시 D고등학교

의 시간표를 바탕으로 필요실의 개수를 우선 산정
하였다. 또한 각 교실의 모듈을 학급당 학생수 35
명을 기준으로 1교실당 8.1m×8.1m의 크기로 설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실의 개수와 크기를
산정하였으며, 등촌고등학교 계획에 적용된 규모
계획은 표3과 같다.

표3. 스페이스프로그램 기준안

실 명 필 요 실 수 면적 (㎡ )

교 실

인문
사회
교과

국어 ■■■□□□□□ 8 623.295
도덕 □□ 2 131.22
사회 ■■■□□□□□□ 9 688.905

과학
기술
교과

수학 ■■□□□□ 6 459.27
과학 ■■■■□□□□ 8 656.1

기술·가정 ■■ 2 196.83

예체능
교과

체육 □ 1 65.61
음악 ■ 1 98.415
미술 ■ 1 98.415

외국어
교과

영어 ■■□□□ 5 393.66
제2외국어 □ 1 65.61

교양교과 □□ 2 131.22

재량 활동
교과재량활동 □□□ 3 196.83

창의적재량활동 □ 1 65.61
특별 활동 □□□ 3 196.83

open space ■×8 국사수과기음미영 8 787.32
교사연구실 ×9 국사수과기체음미영 9 294.245

지원
시설

home b ase ×36 학급당1개소 36 1180.98

교무실 ■ 1 98.415
컴퓨터실 ■■ 2 196.83
어학실 ■ 1 98.415

시청각실 ■ 1 98.415
도서실 ■ 1 98.415
방송실 □ 1 65.61

직원휴게실 1 32.805

상담실 1 32.805

급식실+식당 ■■■ 3 295.245
학생회실 □ 1 65.61

체육시설 체육관 (강당+체육관 ) 1 600

관리
시설

행정실 □ 1 65.61
교장실 □ 1 65.61
회의실 □ 1 65.61

숙직실 1 32.805

창고 및 자료실 1 32.805

복사실 1 32.805

전산실 1 32.805

운영위원실 1 32.805

보건
위생
시설

보건실 □ 1 65.61
탈의실 1 32.805

샤워실 1 32.805
합계 8,506.005㎡

공용시설 화장실 ,계단,복도,홀 3,402.402㎡
총계 8,506.005+3,402.402 = 11,908.407㎡

□ : 1(8.1×8.1m =65.61㎡ ) : 0 .5×□ (=32.805㎡ ) ■ : 1.5×□ (=98.415㎡ )
* 공용공간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40%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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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계획안

4 .1 기본계획 제1안
4.1.1 개요

표4. 기본계획 제1안 개요

항목 내용

·대지면적 14,495.6㎡ (4,384평)

·건축면적 3,555.11㎡ (1,075.420평)

·연 면 적 14,837.19㎡ (4,488.249평)_

·건 폐 율 24.525%

·용 적 율 69.763%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주차대수 50대

4.1.2 계획의 특징
(1) 배치 및 건물군 계획
·교사동을 정남향으로 배치하여 일조를 용이

하 게 함
·교사동과 관리 및 기타 지원시설등의 분리를

통하여 영역성 유지

·옥외공간을 분절하여 다양한 외부공간 제공
·식당과 체육관을 별개의 동으로 계획하고 식

당을 체육관 1층에 배치
·코어계획과 함께 출입구를 계획하여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 제고
·학생 안전을 위해 보차분리된 주출입구 제공
·지역주민이 이용가능한 시설들은 가로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부출입구를 제공하여 접근성

을 높임

(2) 실내공간 계획
·학생생활거점인 홈베이스를 중심으로 교과교

실,미디어스페이스, 교사연구실 등으로 구성된 클
러스터를 배치하여 학생 동선을 최소화함

·학년별 홈베이스 분리가 명확히 구분됨
·각 교과별로 미디어 스페이스를 설치하여 해

당교과의 자료 전시 및 탐구 공간 제공
·교사연구실에서 미디어스페이스, 홈베이스 등

학생들의 지도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실습실 옆에는 효율적인 수업준비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실이 설치됨
·학생간 친화를 위한 소규모 학생라운지 설치

·2개층이 open된 도서실을 진입부에 배치하고

커튼월로 외벽 처리하여 개방감 조성

·시설의 상징성 확보
(3) 형태 계획
·일조축과 도시축이 혼재된 건물배치로 공간

의 변화감, 시각적 깊이감 및 긴장감 유발

·T op light를 이용한 mass의 분절
·입면의 요철을 이용하여 다양한 내부공간 구

성및 시각적 단조로움 극복
·다양한 크기의 mass를 구성하여 시각적 변화

감 유도
·이중 벽을 이용한 입면의 다양성 확보
·축의 중첩에 의한 시각적 역동감 확보

그림7. 기본계획 제1안 배치도

그림8. 기본계획 제1안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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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기본계획 제 1안 2층 평면도

그림10. 기본계획 제1안 정면도

그림11. 기본계회 제1안 좌측면도

그림12. 기본계획 제1안 동측전경

표5. 기본계획 제1안 층별 면적 개요

실별 면적(㎡) 실별 면적(㎡)

1

층

국어교실 632.09

3

층

영어교실 401.81

도덕교실 125.83 사회교실 65.21

교사연구실 94.44 교사연구실 63.35

방송실 72.37 체육교실 97.58

숙직실 24.60 어학실 181.90

운영위원실 32.64 시청각실 121.16

상담실 31.60 홈베이스 325.97

보건실 68.85 탈의실(남) 36.46

숙직실 30.71 탈의실(여) 28.95

화장실 188.32 화장실 154.37

도서실 290.69 가정교실 94.03

식당 689.79 준비실 49.77

매점 68.77 외부강사실 65.45

공용 973.90 창고 12.63

소계 3,324.07 computer 296.00

2

층

수학교실 457.48 전산실 32.80

교사연구실 33.21 공용 855.00

음악실 94.03 소계 2,880.85

홈베이스 325.97

4

층

사회교실 553.44

특별활동실 65.21 기술실 94.03

학생회 30.14 준비실 45.23

준비실 32.60 교사연구실 33.21

탈의실(남) 28.95 화장실 154.37

탈의실(여) 36.46 재량학습실 234.90

복사실 24.92 홈베이스 325.97

교무실 122.52 탈의실(여) 36.46

대회의실 70.01 탈의실(남) 28.95

소회의실 32.14 공용 777.40

교장실 31.66 소계 2,283.60

행정실 65.61

5

층

과학교실 652.28

창고 26.41 사회교실 65.37

탈의샤워실 63.75 준비실 164.33

도서실 175.09 미술실 94.03

체육관 579.60 교사연구실 65.41

샤워실(남) 29.52 화장실 113.57

샤워실(여) 29.52 공용 538.10

기구실 30.24 소계 1,692.82

화장실 154.37 지
하

기계전기실 810.74

공용 1,016.50 소계 810.74

소계 3,555.11 총계 13,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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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기본계획 제2안
4.2.1 개요

표6. 기본계획 제2안 개요

항목 내용

·대지면적 14,495.6㎡ (4,384평)

·건축면적 4,182.819㎡ (1,265.30평)

·연 면 적 13,960.724㎡ (4,223.12평)

·건 폐 율 28.856%

·용 적 율 96.310%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주차대수 49대

4.2.2 계획의 특징
(1) 배치 및 건물군 계획
·교사동들의 동남향 배치를 통한 실별 균일한

환경 확보
·교사동과 관리 및 기타 지원시설의 층별 분

리를 통한 영역간의 유기적인 연결도모
·운동장과 교사동 사이에 옥외 open space를

두어 매개공간역할 수행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과 비 개방시설

의 동선을 분리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전체 건물군 중앙부에 식당을 배치하여 각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필로티 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주차 및
외부공간 확보

·주차공간의 기능별 주차장의 분산배치
(2) 실내공간 계획
·서로 다른 2개의 축을 중첩시켜 공용공간의

변화 추구
·교사동 1층에 관리시설을 집중배치하여 상부

층 학생전용공간의 영역성 확보

·교사동 2층에 홈베이스를 상부 층별로 분산
배치하고 학년별로 분리 사용토록 배려(학년간의
균일한 환경조건 확보)

·상부 각 교사동을 일정한 교과교실군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계획

·층별로 미디어스페이스를 확보하여 해당교과
활용의 용이성 도모

·화장실의 분산배치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체육관의 스쿼시, 탁구실, 수영장 등 조성

(3) 형태 계획
·교사동 저층부 선형 mass에 3개의 교실동을

상호관입시켜, mass의 분절 추구

·사선축을 도입하여 다양한 내부공간의 구성

및 외부에서의 시각적 변화감 추구

·3개의 동일한 교실동 mass를 병렬배치하여

통일감 확보

·선형교사동과 기타 지원시설 등을 관입시켜
형태적 대비 및 긴장감 유발

·곡선부의 입구배치를 통한 자연스러운 진입
유도

·축 방향을 따라 void한 유리부분과 solid한
외벽부분을 대비시켜 시각적으로 강한 현대적 형
태 이미지 확보

·체육관 지붕의 분절을 통한 거대mass의 시각
적 분절 추구

그림13. 기본계획 제2안 배치도

그림 14. 기본계획 제2안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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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기본계획 제2안 2층 평면도

그림16. 기본계획 제2안 정면도

그림 17. 기본계획 제2안 좌측면도

그림18. 기본계획 제2안 서측 전경

표7. 기본계획 제2안 층별 면적 개요

실별 면적(㎡) 실별 면적(㎡)

지

하

층

수영장 622.080

2

층

식당 218.935

탈의실(여) 25.616 체육관 622.080

탈의실(남) 22.376 탈의/ 샤워실 47.992

화장실 29.540 화장실 123.626

공용 77.988 공용 1,142.918

소계 777.60 소계 3,426.35

1

층

교사 휴게실 39.646

3

층

과학교실 331.088

탈의실(여) 26.230 교과연구실 71.079

탈의실(남) 26.230 준비실 112.378

음악실 89.910 도덕교실 133.962

미술실 89.910 가정교실 99.939

준비실 44.698 기술교실 98.713

행정실 65.610 영어교실 199.652

교장실 65.583 어학실 189.849

복사실 14.344 교과재량교실 131.220

교무실 89.910 수준별교실 184.219

회의실 66.101 체육교과교실 65.610

숙직실 30.485 화장실 67.956

창고/자료실 22.584 공용 940.665

보건실 89.910 소계 2,626.33

상담실 23.203

4

층

교과연구실 81.108

운영위원실 22.584 준비실 23.693

도서실 179.820 수학교실 66.218

시청각실 179.820 과학교실 298.592

식당 237.802 외국어교실 66.218

급식실 97.650 사회교실 288.563

매점 29.391 영어교실 198.653

탁구장 65.610 국어교실 198.653

스쿼시 131.220 화장실 67.956

화장실 151.404 공용 721.306

공용 1,228.875 소계 2,010.96

소계 3,108.53

5

층

교과연구실 71.079

2

층

홈베이스 674.325 수학교실 388.502

탈의실(여) 59.488 사회교실 388.502

탈의실(남) 54.513 국어교실 420.998

학생회실 83.516 화장실 67.956

방송실 83.516 공용 673.923

전산실 32.198 소계 2,010.96

컴퓨터실 283.243 합계 13,9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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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기본계획 제3안
4.3.1 개요

표8. 기본계획 제3안 개요

항목 내용

·대지면적 14,495.6㎡ (4,384평)

·건축면적 4,002.38㎡ (1,210.719평)

·연 면 적 14,804.90㎡ (4,478.46평)_

·건 폐 율 27.611%

·용 적 율 102.34%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주차대수 49대

4.3.2 계획의 특징
(1) 배치 및 건물군 계획
·역 형의 교사동과 자형의 관리 및 기타

지원시설동 등 2개의 volume으로 구성
·도로선형을 고려한 유선형 배치고려

·필로티를 이용하여 진입공간의 개방감 극대화

·Atrium을 이용하여 실내동선의 연결을 도모
·교사동과 관리 및 기타 지원시설동을 분리하

여 기능별 영역성 확보

·필로티를 이용한 외부공간 간의 연계 확보
(2) 실내공간 계획
·복도를 중심으로 교실과 미디어스페이스, 홀

등의 공용공간 구성
·공용공간의 활용으로 변형된 일종의 편복도

형교사
·층별 교과군의 분리
·학년별로 홈베이스를 분리하고, 주 진입구 인

접 배치

·학생들에게 공용홀 제공

·Atrium의 거대공간을 활용한 건물간의 유기

적 연계 및 개방감 확보

(3) 형태 계획
·직선과 곡선의 병렬배치를 통한 공간적 긴장

감 유발 및 시각적 깊이감 조성

·필로티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입구 건물

mass의 부유감 유발(시각적 경쾌감 확보)
·이질적인 외벽재료를 통한 입면의 다양성 추구
·유선형 mass의 도로변 배치를 통한 시각적

유연성 확보

·Atrium을 통한 건물군의 일체화 도모

그림19. 기본계획 제3안 배치도

그림20. 기본계획 제3안 1층 평면도

그림2 1. 기본계획 제3안 정면도

그림22. 기본계획 제3안 서측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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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기본계획 제3안 층별 면적 개요

실별 면적(㎡) 실별 면적(㎡)

1

층

과학교실 265.68

3

층

교사연구실 34.42

과학교실 588.70 준비실 66.42

교사연구실 66.42 미술교실 100.86

준비실 132.84 음악교실 96.23

교무실 89.27 홈베이스 325.60

회의실 35.26 탈의실(여) 43.50

교장실 66.42 탈의실(남) 29.44

숙직실 30.71 화장실 147.10

화장실 159.18 도서관 489.06

공용 1093.80 공용 1,156.10

아트리움 967.34 소계 3,152.62

소계 4,048.42

4

층

영어교실 199.26

2

층

수학교실 259.12 영어교실 199.26

수학교실 199.26 교사연구실 99.63

교사연구실 34.44 제2외국어 66.42

준비실 33.21 어학실 199.26

기술교실 99.63 시청각실 206.50

가정교실 99.63 홈베이스 325.60

홈베이스 325.60 탈의실(여) 43.50

방송실 63.02 탈의실(남) 29.44

보건실 66.42 화장실 119.96

상담실 33.21 공용 1,091.80

운영위원실 33.21 소계 2,580.34

외부강사실 66.52

5

층

국어교실 531.36

체육교실 64.99 도덕교실 132.84

탈의실(여) 43.50 교사연구실 29.44

탈의실(남) 29.44 식당 556.31

화장실 159.18 화장실 96.05

탈의실/샤워실 66.80 공용 676.30

공용 1,324.80 소계 2,022.14

소계 3,001.58 지
하

전기, 기계실 776.30

사회교실 464.94 소계 776.30

사회교실 199.26 합계 15,581.20

5. 계획안별 비교분석

5 .1 계획안의 장단점
5.1.1 제1안
·교사동의 남향 배치
·기능별 각각의 동을 분리하여 아이덴티티 확보
·수평순환형 동선채택을 통한 간결한 동선 계획
·지역사회 개방시설 부분에 부출입구를 설치

하여 이용의 활성화 도모
·홈베이스를 중심부에 배치하여 학생이동의

효율성 제고
·다양한 옥외공간의 조성
·건물간 연결부분으로 인한 공용부분 면적 증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홀의 부재
·식당이 체육관 하부에 위치하여 이용 불편

5.1.2 제2안
·교과목별 분리배치를 통한 고유의 영역성 확보
·기능에 따른 층별 영역에 의한 규모의 적정

성 유지 및 원활한 교류 유도
·운동장과 교사동 사이에 open space를 확보

하여 매개공간 구성
·체육관 이외에 스쿼시, 탁구, 수영장 등의 지

역 사회 개방시설 확보
·지역사회 개방시설과 비 개방시설의 명확한

분리를 통한 관리의 편익성 제고
·수직/ 순환형 동선 구성에 따른 교과목별 교류

가능성 축소
·차량출입구가 2개 형성되어 보행동선 장애유발
·홈베이스 2층 집중배치에 따른 이동동선 교차

5.1.3 제3안
·필로티에 의한 진입공간의 극대화 도모
·Atrium을 설치하여 다양한 내부환경의 구성
·Atrium으로 인한 공용면적의 증대
·식당의 5층 배치로 인한 이용의 분리, 이동동

선이 너무 길어짐
·홈베이스의 단부배치로 이동시간의 증대
·단조로운 실의 구성

5 .2 계획안 비교
각 대안별로 배치, 동선, 내부환경, 외부환경, 활

용성, 경관에 대한 항목으로 비교 검토하면 다음
의 표10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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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계획안 비교

항목 내용 제1안 제2안 제3안

배치 배치계획의 기능성 ◎ ○ ○

배치계획의 공간성 ○ ○ △

배치계획의 독창성 ○ ◎ △

동선 진입로의 접근성 ○ ○ ◎

내부동선의 효율성 ◎ ○ △

보행자 및 차량 동선의
분리 ◎ △ ○

내부환경 교실의 내부환경 ○ ○ ○

규모의 적정성 ○ ◎ △

교과목별 통합성 ○ ○ ○

교과목별 연속성 △ ○ ○

교과목별 교류가능성 ○ △ ○

홈베이스 규모 및
위치의 적정성 ◎ △ ○

미디어스페이스의 설치 ○ ○ ○

교사연구실의 연구 및
지도의 용이성 ○ ○ ○

다양한 홀의 내부환경
구성 △ ○ ◎

외부환경 옥외공간의 다양성 ◎ ○ △

옥외공간의 효율성 ○ ◎ △

녹지공간 ○ ○ △

활용성 학생의 여가 활동 지원 ○ ○ ○

지역사회의 개방 ○ ◎ ○

경관 건물의 조형성 ○ ○ ○

종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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