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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배경 및 목적
교육부는 21세기를 대비한 신교육과정의 일환

으로 교육법 제155조에 의거하여 국가 수준의 새

로운 교육환경을 수립하였다. 교육개혁 과제로 제

시된 신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건전한 인성 발달

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독

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능

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기 위해

서는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

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였고, 제 7차 교육과정 개

정안으로 마련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과정 2000 

총론안은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전혀 새로운 변

화를 추구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신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원고등학교 교

사신축공사 계획 설계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주

관 하에 경기도 상동 택지 개발지구내 아파트 건

립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한 신설학교를 설계

함에 있어,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주변 환경 

조사활동 및 주변사회 분석 등을 통하여 학생 수

용대책 및 장단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 정회원,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정회원,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 7차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된 학교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기본 계획 설계안을 제시하

여 실시설계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현황 및 여건분석과 제7차 

교육과정 분석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설계지침

과 선행연구 고찰 등을 통하여 고등학교 학교건축

의 신축설계를 위한 계획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

본방향에 따라 배치 및 평면□입면계획을 수립, 

교육청 실무진과의 단계별 협의 과정을 거쳐 수

정□보완하여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정리함으로서 

실시설계의 지표로 제공한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수행을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정보

화 사회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제7

차 교육과정의 학습방법에 따른 공간 요건을 추출

하며, 기존의 외국 학교 건축 사례연구를 통하여 

학교시설을 고찰하고,  비교 참고하여 새로운 학

교건축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2) 계획 착수에 있어서 경기도 상동택지개발지

구의 지역적 특성과 인문환경, 지역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주변지역과 학교 대지의 분석 

등을 통하여 기본 계획 방침을 수립한다.

3) 7차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소요 교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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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교육

청에서 제시한 학교시설 기준 안을 검토하여 공

간프로그램과 배치, 평면 계획 시에 고려한다.

4) 수립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기

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안을 

구상한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진행하면서 대상대지의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등에 대하여 실무자

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현 가능한 3개의 

안을 결정하고 수정, 정리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

안을 수립 발전시킨다.

1.3 부원고등학교 계획 설계의 개요
1) 계획개요

- 사 업 명：부천 부원고등학교 신축공사 기본계

획 연구

- 대지위치：경기도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지구 

100블럭

- 대지면적：14,475㎡(4,386평)

- 학 생 수：1,050명 (학급당 35명 기준)

- 계획설계수행 시설형태：제7차 교육과정 및 신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시설

- 연구용역 세부내용：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배치

계획안 제시

2) 연구기간：2003년 8월 28일～2003년 10월 

26일(총 60일간)

그림 1. 위치도

2. 입지 및 대지분석
2.1 위치 및 지역 여건
부천은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서 동쪽과 북

쪽으로 서울특별시, 서쪽으로 인천광역시, 남쪽으

로 시흥시와 접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

시를 연결하는 통로로 산업의 발달과 함께 교통

의 발달이 일찍 일어난 지역이다. 

경인 고속도로와 여러 노선의 국도가 북부에서 

동서로 연결되어있어 매우 편리한 교통망을 형성

하고 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가 남북방향으로 

이어져서 주변 어느 지역과도 연결이 용이한 교

통의 요충지역이다.

대상 부지가 위치한 부천시 원미구 상동은 면

적 3.16㎢, 인구 5만 3865명(2001년도 기준)의 고

밀도 주거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예전에는 주로 농

경 지대였으나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 

중이며, 생활권이 인천권과 부천권으로 나뉘어 있

다. 행정구역 분포를 보면 과거 송내동에 속해 있

던 지역 중 경인선 전철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

한 지역을 상동에 흡수하였다. 대상 지역의 남부

를 경인선 전철이 가로지르고, 서울 외곽순환고속

도로와 중동대로가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다.    

2.2 사회기반 시설
부천지역은 2000년 현재 초등학교 46개교, 중

학교 24개교, 고등학교 21개교와 유한대학, 부천

대학, 서울신학대학, 가톨릭대학교 성심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다. 지역문화활동이 활발하여 시립

예술단 등 각종 단체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

합회 부천지부를 중심으로 1985년 4월 제 1회 

행사를 개최한 복사골 예술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10월 1일에는 시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시민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만화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만화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

을 위해 부천국제대학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PISAF)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매년 부천만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 외 저예산 및 독립영

화의 국제적 메카를 지향하기 위해 부천국제판

타스틱 영화제가 열린다. 

경인 철도와 경인고속도로는 2대 간선교통로로 

서울특별시와 인천항을 연결하여 산업발달에 동력

이 되고 있으나 1980년 이후 통근□통학 인구의 

폭증으로 특정시간대의 교통 혼잡이 큰 사회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대규모 경공업 제조업체와 화

학공장들이 단지를 이루고 있어 산업관광지로 알

려져 있으며, 남부의 성주산, 거미산, 할미산 등은 

산중턱에 과수재배가 성해 도시민들에게 위락, 휴

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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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원고등학교 부지 전경

2.3 대지 분석
1) 학교주변 현황 

계획대지가 위치한 상동은 현재 중동 신도시개

발에 따라 새로운 학군의 형성으로 상 1동을 중

심으로한 교육군이 양호한 상태로 형성되어 있다. 

대지 주변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학교군을 형성

하고 있는데, 현재 대지주변 학교를 살펴보면, 부

천정보산업고교, 상동고교, 부개여고, 부평여고, 상

원초교, 상동중학교, 상동초교, 부평동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다.

원미구의 서측에 위치한 계획대지는 여타 신도

시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는데 주변 아파트단지들과 근린생활시설 및 단

지 내 공원이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고, 현재까

지 주변 유흥시설 및 청소년 유해시설은 극히 드

문 상태이지만, 주변 문화시설 및 교육시설 또한 

열악한 상태로 파악된다.

또한 부지 좌측 600m에 위치한 외곽순환도로

로 인하여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

대지의 주변상황은 대부분의 수도권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다. 주변

의 아파트 주거 단지 내에 위치하여 비교적 안

정된 학업여건을 충족하고는 있으나, 문화시설 

및 교육시설이 부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한 부천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흥시설들의 

경우 향후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으로 예측된다.

2) 대지분석

주변의 입지 상황은 그림에서 보듯이 20층 내

외의 아파트가 북측과 서측, 남측으로 둘러쌓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상원초등학교가 있어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의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동측과 

남측에 면한 도로는 각각 상동의 주요 도로로서 

학생들과의 등교시간과 출근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다소 정체되는 구간이나 평소 차량의 속도가 빨

라 설계 계획 시 등하교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다.

동측 대지면의 경우 상원초등학교의 건물동이 

가까이 인접하여 계획 시 상호 학교간의 교육환

경에 건축적 고려가 필요하며, 북측의 자전거 전

용로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부와 주변 공원들과

도 연계되어 있어 등하교시 보행과 자전거이용이 

안전한 부분으로 분석된다.

그림 3. 계획부지 대지분석도

3. 시설계획
3.1 소요교실수
교실의 필요 수는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교육편제 가운데 각 교과목의 시간

배당기준이 필수조건이 된다. 본고에서는 1997년

에 새로이 마련된 『제7차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2001년부터 적용□시행

된다. 이곳에서 산정 된 필요 교실 수는 교실의 

규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연간 수

업시간 수에 근거한 각 교과목에 필요한 수치를 

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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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요교실수의 산정
소요교실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학급수는 30학

급이며, 각 교과별 주당수업시간, 주당가능 수업시

간 이용율 등을 고려하여 소요 교실수를 산정한다

(표 1. 참조).

교과

년간 수업시간수 필요교실
수 산정

보정치

1
학
년

2학년 3학년
합계 70%

교
실
수

교
실
수

이
용
율인문 자연 인문 자연

국어 40 55 35 35 - 165 6.55 7 7 0.65

도덕 10 10 10 - 10 40 1.59 2 2 0.56

사회 50 40 - 95 10 195 7.74 8 8 0.68

수학 40 20 30 10 35 135 5.36 5 5 1.11

과학 30 10 60 - 70 170 6.75 7 7 0.67

기술
□

가정
30 - - - - 30 1.19 1 2 0.42

체육 20 - - 10 10 40 1.59 2 1 1.11

음악 10 - - - - 10 0.40 1 1 0.28

미술 10 - - - - 10 0.40 1 1 0.28

영어 40 15 15 20 20 110 4.37 5 5 0.61

제2외
국어 - 10 10 - - 20 0.79 1 1 0.56

교양 - 10 10 - 15 35 1.39 1 2 0.49

교과
재량

50 - - - - 50 1.98 2 2 0.69

창의
적재
량

10 - - - - 10 0.40 1 1 0.28

특별 20 10 10 10 10 60 2.28 2 2 0.83

합계 360 180 180 180 180 1080

(30학급, 주당가능 수업시간：36시간, 이용율：70%기준)

표 1. 소요교실 수 산정

3.3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산정
소요교실의 개수를 반영하여 스페이스 프로그

램과 소요면적을 산정한다(표 2 참조).

교실크기를 나타내는 □는 1개 교실을 의미(기

본 모듈은 8.1m×8.1m을 기준)하며 ■는 □의 1.5

배의 크기(8.1m곱×12.15m)이고, 는 □의 0.5배의 

크기(8.1m곱×4.05m)이다.

식당면적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3교대 이용

을 전제로 하여 총 350석을 제안하였다.

시설
구분 실  명 필요교실수 면적

(㎡)

교실

인문
사회
교과

국어 ■■□□□ 7 459.27

2 131.22도덕 □□

8 524.88사회 □□□□□□□□

과학
기술
교과

5 328.05수학 □□□□

7 459.27과학 ■■■■

3 196.83기술□가정 ■■

체육 □
예체
능교
과

1 65.61

음악 ■ 1 98.42

미술 ■ 1 98.42

외국
어교
과

영어 □□□□ 5 328.05

제2 외국어 □ 1 65.61

교양교과 □□ 2 131.22

재량
활동

교과재량 □□ 2 131.22

창의적 재량 -

특별활동 -

OPEN SPACE ■■■■■■■■■ 13 885.78

교사연구실 5 295.25

지원
시설

HOME BASE ■■■ 4 295.25

교무실 □ 1 65.61

컴퓨터실 ■ 1 98.42

어학실 ■ 1 98.42

시청각실 ■ 1 98.42

도서실 ■ 1 98.42

방송실 □ 1 65.61

직원휴게실 1 32.81

상담실 1 32.81

급식실+식당 ■■■■ 6 393.68

학생회실 1 32.81

체육
시설 체육관 1 600

관리
시설

행정실 1 32.81

교장실 1 32.81

회의실 1 32.81

숙직실 1 32.81

창고 및 
자료실 1 32.81

복사실 1 32.81

전산실 1 32.81

운영위원실 1 32.81

보건
위생
시설

양호실 1 32.81

탈의실 1 32.81

샤워실 1 32.81

합계 6,472.26㎡

공용
시설 화장실,계단,복도,홀 2,773.83㎡

총계 9,246.09㎡

표 2. 스페이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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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계획안(결론)
기본계획안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 3가지 계획

안으로 제시되어졌으며,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안을 선정하여 발전, 기본계획

안으로 확정하였다.

 4.1 계획 1안(최종 선택안)
본 계획안은 교사와 운동장의 적절한 면적 분

할을 도모하면서도 교사 주위의 환경을 풍요롭게 

하고, 주출입부와 부출입부 모두에서의 진입이 용

이하게 하며, 교사공간과 외부 공간의 시□지각적 

연결을 꾀할수 있도록 라운드 형태의 매스로 배

치하였다.

교사동과 지원시설 및 지역사회 개방공간, 관리

공간, 식당 등은 라운드 형태의 매스를 따라 접근

성이 양호하도록 분리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거대

한 매스의 중앙부에 필로티를 두어 통풍□채광은 

물론 운동장으로의 연결을 꾀하였다.

  교실동은 대부분 남쪽의 운동장을 향하고 있

어, 채광은 물론 학생관리에도 유리하게 계획되

어졌으며, 각 교과목별 그루핑이 잘 되어 있고, 

새로운 교육 과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4. 계획 1안 모형

1) 배치 계획

이 계획안은 매스에 의해서 옥외 공간을 분절

하여 다양한 외부 공간과의 만남을 유도하였다.

교문에서의 진입동선은 교실 앞이나 운동장을 가

로지르지 않도록 하였고, 건물의 중앙부분은 필로티

로 개방되어 있어 주출입구에서 각 건물로의 진입

이 수월하며, 운동장의 진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진입부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 보차 

분리된 주출입구를 제시하였다.

지역 주민을 위한 부출입구를 따로 두어 자유

로운 출입을 유도하였고, 진입부에 광장을 두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권장하였다.

코어계획과 함께 출입구를 계획하여 이동의 효

율성을 높이고, 외부공간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

켰다.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및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의 상징적인 어프로치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결합에 충실한 배치를 취하였다.

향후 추가적으로 건축될 수 있는 체육관 부지

를 사전에 고려하여 체육관 이전까지는 조경, 생

태학습공간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5. 계획 1안 배치도

2) 평면계획

학생생활의 거점인 홈베이스를 중심으로 교과

교실, 미디어 스페이스, 교사연구실 등으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배치하여 학생 동선을 최소화하였고, 

학년별 홈베이스 분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각 교실의 그루핑은 기능과 유사교과 순으로 

계획되어졌으며, 각 교과별로 미디어 스페이스를 

설치하여 해당 교과의 자료 전시 및 협의 탐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지원시설과 관리 공간, 교사 공간의 분리가 잘 

되어져 있고, 교사 연구실에서 미디어 스페이스, 

홈베이스 등 학생들의 지도와 관리가 용이하며, 

각 공간으로의 연결 또한 실외 공간을 거치지 않

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코어와 화장실은 교실배치와 학생의 교내분포

에 대응하여 분산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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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면계획

라운드 형태의 매스에 따른 입면 계획으로 시

각적 긴장감과 방향성을 유발하여 주었고, 입면상

의 수평적 비대함은 중앙부에 필로티를 두어 답

답함을 해소하고, 내□외부의 연결까지도 자연스

럽게 하였다.

건물 외부의 긴 수평창은 건물의 수직적 기

둥선과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균형을 가져왔

으며, 지붕층은 수평창과 평행선상에서 평지붕

으로 깔끔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옥상공간 활용

을 도모하였다.

상이한 축성을 지닌 매스가 중심 매스에 관입

되어 역동감을 확보하였다.

  

그림 6. 계획 1안 입면도(上) 및 단면도(下)

 4.2 계획 2안

본 계획안은 교사부지와 옥외 운동장을 적정 

비율로 나누어지도록 계획하여 두 공간사이의 효

율성을 높였고,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 개방을 고

려하여 개방시설을 주진입부에 두어 이용을 용이

하게 하였으며, 아트리움을 중앙에 두어 교사동과

의 연결을 꾀하였다.

   

그림 7. 계획 2안 모형

교사동은 남쪽을 향하게 하여 채광, 통풍에 유

리하게 하였고, 기존 학교의 엄격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입면에 보이드와 솔리드를 적절히 

이용하여 다양하고 개방된 면을 강조하였다.

층 실명 면적
(㎡) 층 실명 면적

(㎡)

지상
1층

부속실 23.8

지상
3층

어학실 139.1

식당 233.2 T.S 97.6

주방 142.6 M.S 236.6

화장실 127.6 화장실 140.5

성적처리실 45.2 H.B 173.4

교장실 51.1 공용공간 982.8

행정실 103.5 소계 2,521.0

교무실 34.5

지상
4층

사회교과실 276.0

방송실 69 영어교과실 440.6

보건실 69 음악실 120.7

탈의실 48 미술실 120.7

샤워실 48 재량교실 136.3

상담실 32.4 공용교실 139.1

숙직실 31.9 T.S 97.6

휴게실 31.9 M.S 237.0

시청각실 330.5 화장실 140.5

공용공간 776.4 H.B 173.4

소계 2,198.6 공용공간 704.9

지상

2층

수학교과실 246.0 소계 2,586.8

도서실 287.2

지상
5층

공용교실 421.0

과학교과실 526.6 영어교과실 440.6

T.S 45.7 교련교양
교과실 207.0

M.S 188.2 T.S 97.6

화장실 140.5 M.S 196.1

컴퓨터실 129.8 화장실 140.5

공용공간 633.7 H.B 173.4

소계 2,197.7 공용공간 772.6

지상

3층

사회교과실 276.0 소계 2,448.8

기술실 120.7 순면적 8,082.5

가사실 120.7 공용면적 3,867.5

국어교과실 509.6 합계 11,950.0

표 3. 계획 1안 면적표

1) 배치계획

이 계획안은 ‘ᆨ’자형의 교사배치에 관리 및 기

타 지원시설동이 병렬로 배치되어전체 매스의 볼

륨감을 주고 있으며, 각 동의 연결은 중앙부의 아

트리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문과 가까운 곳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유선형

의 정보화센터를 두어 기능과 감각적인 면을 동시

에 만족시켜 주었고, 교사동과 관리동이 따로 계

획되어 학생과 교직원 동선이 확실히 분리되었으

며, 관리동에서 학생들의 옥외 제반 활동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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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용이하도록 배치되었다.

학생들의 주진입은 관리동과 교사동을 잇는 아

트리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원활한 동선 확보를 

위해서 차량과 사람의 동선을 확실히 분리시켰다.

교사동에서 옥외 공간으로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2개의 분리된 출입구를 두었다.

그림 8. 계획 2안 배치도

2) 평면계획

8.1m×8.1m의 모듈계획에 의한 효율적이고 유

기적인 유닛으로 결합하였고, 각 실에 충분한 일

조, 채광, 통풍을 얻을 수 있도록 교사동을 남향

을 원칙으로 배치하였다.

홈베이스를 중심으로 교과교실과 미디어 스페

이스, 교사연구실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학생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아트리움의 거대한 공간을 활용한 건물간의 유

기적인 연계 및 개방감을 확보하였고, 수직동선과 

수평동선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원활한 동선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화장실은 각 교과교실군에 분산 배치하여 학

생들의 이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

였다. 

 3) 입면계획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 입면이 주는 경직된 이

미지에서 탈피하여 정보화시대에 알맞은 미래지향

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커튼월 등 적절

한 변화를 주었고, 이는 일조, 채광의 양까지 조

절해 주어 새로운 학교의 얼굴이 되었다.

직선의 매스와 곡선의 매스가 입면적으로 교차

되어 공간적인 긴장감을 유발시켰을 뿐아니라 시

각적 깊이감을 조성하였다.

층 실명 면적
(㎡) 층 실명 면적

(㎡)

지상
1층

과학교과실 459.3

지상
3층

공용공간 1,038.3

T.S 32.8 소계 3,017.9

M.S 113.0 영어교과실 393.7

보건실 65.6 사회교과실 262.4

창고 23.0 M.S 130.6

주방 196.8 재량,특별교
실 65.6

식당 344.5 T.S 98.4

성적처리실 32.8 창고 23.0

행정실 65.6 H.B 98.4

교장실 65.6 음악실 114.8

교무실 65.6 미술실 114.8

도서실 228.5 방송실 65.6

화장실 114.1 공용교실 536.8

아트리움 484.8 컴퓨터실 115.9

공용공간 1,069.6 화장실 114.1

소계 3,361.5 공용공간 1,122.8

지상

2층

국어교과실 393.7 소계 3,256.9

수학교과실 262.4

지상

4층

영어교과실 328.1

재량,특별교
실

65.6 사회교과실 262.4

M.S 130.6 재량,특별교
실 65.6

창고 23.0 M.S 130.6

H.B 98.4 T.S 98.4

기술실 114.8 창고 23.0

가사실 114.8 H.B 98.4

T.S 98.4 교련,교양교
실 196.8

탈의실 65.6 화장실 78.2

샤워실 65.6 공용공간 1,081.6

상담실 32.8 소계 1,990.9

휴게실 65.6 기계실 262.4

숙직실 32.8 소계 262.4

시청각실 144.1 순면적 7,908.3

어학실 115.9 공용면적 3,981.3

화장실 114.1 합계 11,889.6

표 4. 계획 2안 면적표

지역사회 개방을 고려하여 아트리움과 커튼월 

등 보이드한 면을 강조시켜 보다 친근한 이미지

를 주는데 적절히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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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계획 2안 입면도(上) 및 단면도(下)

 4.3 계획 3안
본 계획안은 현재 계획대지 동측에 위치한 초

등학교와의 직접적 간섭을 피하며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위의 밀집화 된 

아파트 배치 안에서 보다 여유로운 학생들만의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하였다.

도시축과 부합되는 일직선의 긴 매스는 단순함 

속에서 흐르는 강인함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기능

적으로는 학교 내부와 외부의 경계적인 표현을 

시도하였다.

그림 10. 계획 3안 모형도

1) 배치계획

학생과 교사들의 진입은 주출입구를 남쪽에 위

치시키고 부출입구를 주출입구와 같은 축선산에 

위치시켜 북쪽 자전거 전용로와 연계되도록 계획

하였다.

등하교시 북쪽과 남쪽의 가로와 연계시켜 북쪽

의 아파트 단지 내부와 남쪽의 아파트 단지에서

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교사 부분의 주출입을 중앙부에 계획하여 동선

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중앙부 출입구를 기점으

로 외부 공간인 운동장과 주차장으로 각각 연계

되도록 계획하였다.

단일 건축 형태로서 남북으로 길게 배치하여 

부원고등학교의 강한 독립성과 상징적 이미지가 

인지 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11. 계획 3안 배치도

2) 평면계획

기본 평면계획에 있어 8.1m×8.1m의 모듈계획

에 의한 배치를 채택하였고, 교실 구성의 형태는 

교과교실의 형태로 모듈에 의하여 가변적인 공간

으로 계획하였다.

교사동의 각 층에는 해당 교과목의 일반교과실

과 특별교과실 및 수준별 교과실을 함께 위치시

키고, M.S 또한 동일 교과목의 교실군과 인접 배

치하였다.

그림 12. 계획 3안 입면도(上) 및 단면도(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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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베이스는 중앙에 위치시켜 사용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정을 통한 자연채광 및 시각

적 연계를 통하여 실내이면서도 개방성이 확보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앙에 오픈 된 중정은 내부공간에서의 위계감

과 공간의 환경적 안정감을 주는 목적으로 계획

되었고, 천창을 통한 자연광의 유입으로 공간의 

폐쇄감을 상쇄하고 계절과 기후의 변화를 실내에

서 느끼도록 하였다.

층 실수 면적(㎡) 층 실수 면적(㎡)

지상
1층

식당 328.1

지상
2층

M.S 196.8

급식실 131.2 수준별교실 196.8

로딩 32.8 교과연구실 240.6

부속실 32.8 H.B 129.3

방송실 65.6 창고 45.9

양호실 65.6 다용도실 28.1

H.B 129.3 화장실 56.5

어학실 131.2 라운지 48.1

시청각실 98.4 소계 2,647.9

공용교실 262.4

지상
3층

재량교과실 196.8

컴퓨터실 131.2 교련교과실 131.2

도서실 196.8 교양교과실 65.6

교무실 98.4 가사실 131.2

행정실 65.6 기술실 131.2

상담실 32.8 과학실 524.9

성적처리실 32.8 음악실 131.2

창고 111.5 미술실 131.2

다용도실 28.1 공용교실 393.7

기계실 144.2 M.S 196.8

숙직실 32.8 교과연구실 196.8

라운지 131.2 수준별교과실 65.6

휴게실 65.6 H.B 129.3

탈의실 65.6 창고 45.9

샤워실 65.6 다용도실 28.1

화장실 56.5 화장실 56.5

소계 2,536.2 라운지 182.1

지상
2층

사회교과실 524.9 소계 2,781.9

외국어교과실 656.1 순면적 7,922.3

국어교과실 262.4 공용면적 2,929.4

한문교과실 65.6

수학교과실 196.8 합계 10,851.6

표 5. 계획 2안 면적표

3) 입면계획

입면 계획에 있어 단일한 형태의 매스를 기본

으로 각각의 입면에 분할, 창문의 구성 그리고 다

양한 외장재의 적용으로 내적이 다변화를 표현하

고자 계획하였다.

도로면에 접하는 동쪽 입면의 경우 메탈 소재

를 사용하여 전면 가로에서 느껴지는 강한 이미

지를 부여하고 입면 디테일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입구가 위치한 전면의 경

우 후면 매스의 강함과 대비하여 투명의 유리소

재로서 밝고 개방된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채광까

지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측면의 경우 일 형태의 매스감을 완화하기 위

해 각각의 면을 중첩시켜 면과 매스가 수평과 수

직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시각적 만족감을 갖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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