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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

본 연구는 인천 역시 서부교육청 주 으로 첫째, 

21세기 미래 지향  인 교육을 한 새로운 교사 

건립 필요성에 한 폭넓은 공감 를 형성하고 둘

째, 이용자의 요구와 활동에 다양하게 처 할 수 

있는 개방 이고 융통성 있는 교육환경의 질  향상

을 도모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 합한 공간창출과 

자후 증축 등 학교시설의 종합  연계성을 고려한 

신축 기본 계획 설계를 수립하여 실시설계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1.2 연구 내용  방법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정보화 사회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학습방

법에 따른 공간 요건을 추출한다.

2) 기존의 외국 학교 건축 사례연구를 통하여 학

교시설을 고찰하고, 새로운 학교건축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해 검토한다.

3) 인천 역시 계양구 서운동 109-1번지 일원의 

지역  특성과 인문환경, 지역시설에 한 조사를 

 * 정회원, 운 학교 건축학부 교수

실시한다.

4) 주변지역과 학교 지의 분석 등을 통하여 기

본 계획 방침을 수립한다.

5) 7차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소요 교실 수에 

한 기본 인 계획을 수립한다. 

6) 인천 역시 서부교육청에서 제시한 학교시설 

기  안을 검토하여 공간 로그램과 배치, 평면 계

획 시에 고려한다.

7) 수립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  계획안을 구상한다.

1.3 계수 학교 계획 설계 개요

1.3.1 계획개요

- 사업명

인천 역시 계수 학교 신축 기본계획연구

- 지 치

인천 역시 계양구 서운동 109-1 번지 일원

- 지면  : 12,659㎡(3,836평)

- 학 생 수 : 1,470명 (학 당 35명 기 )

- 계획 설계 수행 시설형태

제7차 교육과정  신교육과정에 응하는 시

설(42학 )

1.3.2 연구기간 : 2005년 2월 4일 ～ 2004년 5월 4일

(총 90일간)

硏究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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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천 역시 계양구 학교 황(2004. 04)

구분 학교수 학습수 학생수 교원수l

유치원 33 135 3,697 182

등학교 20 985 36,266 1,236

학교 12 406 16,705 698

고등

학교

일반 9 244 8,646 524

실업 1 33 1,074 71

특수학교 1 36 315 63

2. 입지  지분석

2.1 치  지역 여건

계양구는 1995년 3월 1일 인구 24만명의 복합도시

로 출범하여 계산택지개발완공과 인천도시철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의 개항으로 꾸 한 발 과 성장을 지속하여 오늘날

에는 인구 34만이 거주하는 서부 수도권의 심도시

로 부상하고 있다.

계수 학교의 계획부지가 치한 계양구 서운동은 

1998년 행정구역상 서운동과 작 3동이 작 서운동

으로 통합되어 면 은 3.79㎢, 인구는 35,900명의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 풍경과 도시의 경 을 겸

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에는 주로 농경지 으나, 지 은 

규모 아 트단지를 조성 이며,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산업도로  부평과 계산동을 연결하

는 부흥로의 양호한 도로망으로 수송 심의 지역으

로 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단 아 트 지

역, 농업지구지역, 상업지구지역, 소기업체가 치

해 있는 경공업지역으로 구성되어 복합 인 도시기

능을 보유하고 있다. 여타의 신개발 도시들과는 다

른 계양구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2.2 교육시설 분포

표 1의 황 분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양구지역

의 2004년에 유치원 33개교, 등학교 20개교, 학

교 12개교, 일반고등학교 9개교, 상업고등하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치하고 있다. 평균 으로 교

원 1명당 배당 학생수가 24명으로 안정 인 교육여

건을 가지고 있으며. 아 트단지가 집되어 있는 

지역에 많은 수의 학교가 운집하여 있어서 교육여건

을 신장시키기에는 상 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3 지 분석

2.3.1 학교주변 황

계수 학교 계획 지가 치한 계양구 서운동 

109-1번지 일 는 미개발지구로 서부간선수로를 경

계로 해서 동쪽에 치한 계획 지주변에는 재 기

타 시설들이 형성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서부간선수

로를 기 으로 해서 서쪽은 여타 신도시에서 볼 수 

있는 형 인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는데 주변 아

트단지들과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공원들이 균형

있게 자리잡고 있다. 한 지 우측 400M에 치

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와 800M에 치한 계양

IC, 서운IC가 인 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이로 

인한 계획 지 주변이 많은 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상이 된다. 

부지 주변에 치한 ․ ․고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학교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1. 주변 황

2.3.2 지분석

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치하고 있다. 주변의 입

지 상황은 그림 2, 3에서 보듯이 서쪽으로 서부간선

수로를 건  20층 내외의 아 트단지와 녹지시설, 

많은 수의 학교군이 형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부지

를 둘러싼 2km이내에서는 별다른 유흥시설이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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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망, 일조, 소음

육 해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개발 정지역이기 때문

에 비교  안정되고 교육 수요도가 충분한 입지환경

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계수 학교 신축 지 경

그림 3. 계수 학교 신축 지주변 황

① 조망 ; 지의 북측은 토지구획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고 남측으로는 등학교가 정되어있어서 조망

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서측에 서부간선수로

가 치하여 좋은 자연환경과 조망을 가지고 있다.

3. 시설계획

3.1 소요교실 수

교실의 필요 수는 교육과정과 한 계를 가지

며 특히 교육편제 가운데 각 교과목의 시간배당기

이 필수조건이 된다. 본고에서는 1997년에 새로이 

마련된 ꡔ제7차 교육과정ꡕ을 토 로 하며, 고등학교

의 경우는 2001년부터 용․시행된다. 이곳에서 산

정 된 필요 교실 수는 교실의 규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연간 수업시간 수에 근거한 각 

교과목에 필요한 수치를 뜻하고 있다.

3.2 소요교실수의 산정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소요교실 수는 다음과 같

다. 학  수는 42학 이며, 각 교과별 주당수업시간, 

주당가능 수업시간 이용율 등을 고려하여 소요 교실

수를 산정한 것이 표 2이다.

표 2. 교과교실형 교실 수 산정

년간 수업

시간 수

교실 수 

산정
보정치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70%

교실

수
실수 이용율

인문

사회

교과

국어 70 56 56 182 7.64 8 8 0.66

도덕․
사회

70 70 70 210 8.86 9 9 0.68

과학

기술

교과

수학 56 56 42 154 6.47 6 6 0.75

과학 42 56 42 154 6.47 6 6 0.75

기술․
가정

28 42 42 112 4.70 5 1.5 2.19

체능

교과

체육 42 42 28 112 4.70 5 5 0.65

음악 28 14 14 56 2.35 2 3 0.54

미술 14 14 28 56 2.35 2 1.5 1.09

외국어 42 42 56 140 5.88 6 8 0.51

재량·특별활동 84 84 84 252 10.58 11 11 0.67

합  계 476 476 476 1428 60 59

(42학 , 주당가능 수업시간 : 36시간, 이용율 : 70%기 )

3.3  스페이스 로그램

소요교실의 개수를 반 하여 스페이스 로그램과 

소요면 을 산정한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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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교사신축 시설 기

실       명
42학

실수 보통교실환산

일반교실 42.00 42.00

소   계 42.00 42.00

특별

교실

과학실 4.00 6.00

기술·가정실 1.00 1.50

미술실 1.00 1.50

음악실 2.00 3.00

컴퓨터실 2.00 3.00

어학실 1.00 1.50

소    계 11.00 16.50

다목 실 6.00 6.0

소    계 6.00 6.0

교사지원시설 20.00 10.00

교육부기 (8m2) 19.44 9.72

소     계 20.00 10.00

학생

지원

도서실 정보지원실 3.00 3.00

교육부기 2.80

학생편의시설 1.00 1.50

소     계 4.00 4.50

리

시설

교장실 의실 1.00 1.00

행정실 문서실 1.00 1.00

생활지도부실 1.00 1.00

상담실 1.00 0.50

방송실 1.00 1.00

숙직실 0.50 0.50

창고 1.00 1.00

기계실 변 실 2.00 2.00

소     계 8.50 7.50

보건실(남·여) 1.00 1.00

화장실( 당11m2) 6.84

소     계 1.00 7.84

실수합계 92.50 94.34

면 합계(m2) 6368.25

공유면 (m
2
) 3502.54

합계 9870.79

교실크기를 나타내는 □는 1개 교실을 의미(기본 

모듈은 8.4m×8.1m을 기 )하며 ■는 □의 1.5배의 

크기(8.1m×12.15m)이고, 는 □의 0.5배의 크기

(8.4m×4.05m)이다.

표 3. 스페이스 로그램

실명 필요실수

교실

일반교실  □ × 42 42

특별

교실

과학실  ■■■■ 4

기술·가정실  ■ 1

미술실  ■ 1

음악실  ■■ 2

컴퓨터실  ■■ 2

어학실  ■ 1

시청각실  ■ 1

비실   × 10 10

체육

지원

시설

교사지원실  □ □ □ □  6

교사휴게실     4

도서실  정보지원실  2

식실  1

식당   1

리

시설

교장실  의실  □ 1

교무실  □□ 2

행정실  문서실  □ 1

생활지도부실  □ 1

상당실  □ 1

방송실  □ 1

숙직실  1

창고 3

기계실  변 실  ■ 1

보건
생

시설

보건실  □ 1

탈의실 5

합  계 96

3.4 교육청 면  기 (서부교육청 42학 기 )

4. 기본계획안(결론)

기본계획안은 기 계획 단계에서 2가지 계획안으

로 제시되어졌으며, 여러 차례 의 과정을 거쳐 최

종 으로 1안을 선정하여 발 , 기본계획안으로 확

정하 다.

4.1 계획 1안(최종안)

4.1.1 배치 계획

① 일조, 채 , 통풍 등의 양호한 환경조건의 확보

에 충분하게 유의하여 교사동을 계획

② 부지주변의 환경  도로의 치에 따라 주출

입구를 배치하여 근성을 확보하도록 계획 

③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

육 을 주출입구 부근에 치시켜 유기 인 결합에 

응할 수 있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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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입면도(1안)

④ 학생들이 운동장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주출입

부 동선을 계획하 으며, 비상시 차량의 진입이 용

이하도록 교사동과 계획 지사이의 공간 확보 

⑤ 주출입구가 1개소로서 크기가 정해져 있어 학

생들의 진입동선과 차량의 진입동선이 일치하여 혼

잡하나 계획 지 내에서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을 

확실히 분리시킴으로써 험을 완화하도록 계획 

⑥ 체 매스가 ‘ㄷ’자의 정 형태로 구성되어 학

습마당을 제공하여서 외부공간의 다양성 확보

⑦ 교사와 운동장의 정한 면 배분을 도모하여 

교사동을 계획하 으며 특별교실과 일반교실의 기능

상 차이 을 고려하여 계획

그림 5. 배치  1층 평면도(1안)

4.1.2 평면계획

① 교무행정동이 운동장에 하여 학생들의 리 

 이동 악이 용이하도록 계획

② 교실 유니트의 규모는 8.4X8.1에 의한 모듈로 

계획

③ 2, 3, 4층의 교실의 평면이 직선이 아닌 사선으

로 계획하여 단조로움을 방지하도록 계획

④ 화장실은 교실배치와 학생의 교내분포에 응

하여 계획

⑤ 특별교실 에는 효율 인 수업 비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실 설치하여 계획

⑥ 교사연구실에서 학생들의 지도, 리가 용이하

도록 계획

그림 6. 2층 평면도(1안)

4.1.3 입면계획  단면 계획

① 지붕층 입면은 직선 인 입면형태에서 주변 지

형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곡선의 고라 계획 

② 직선과 사선의 매스가 입면 으로 만나게 되어 

공간  긴장감 유발하고 시각  깊이감을 조성하도

록 계획 

③ 3개층(2층, 3층, 4층)이 기본 매스에 입한 형

태로 입면에 다양성을 제공해주며, 재질의 변화를 

주어 획일 인 이미지 탈피하도록 계획 

④ 교실외부 창은 정숙한 교육의 이미지를 하여 

균제된 디자인으로 하 고 자유스러우면서도 제된 

학교의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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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단면도(1안)

4.1.4 모형사진

그림 9. 모형사진(1안)

그림 10. 모형사진(1안)

4.1.5 스페이스 로그램

표 5. 스페이스 로그램(1안)

층  실명 면 (㎥) 층 실명 면 (㎥)

지상

1층

주방 84.86

지상

3층

창고 32.16

주방 비실 28.68 음악실 227.74

식당 604.14 컴퓨터실 206.01

기실 102.06 비실 101.10

과학실 204.14 탈의실 11.97

지상

1층

기술가정실 94.50

지상

1층

교사휴게실 23.94

비실 99.54 교실 594.72
창고 23.94

교사연구실 77.49
탈의실 11.97

공용공간 763.90숙직실 23.94

소   계 2,039.03상담실 68.04

교무실 136.08

지상

4층

시청각실 94.50

방송실 68.04 비실 31.50
행정실 68.04

탈의실 11.97
교장실 68.04

교사휴게실 23.94
생활지도실 68.04

교실 968.52
보건실 68.04

교사연구실 112.56공용공간 921.98

공용공간 770.13소   계 2,743.97

소   계 2,013.12

지상

2층

체육 1,033.43

창고 32.16

지상

5층

도서실 126.00

어학실 113.87 탈의실 11.97

과학실 225.38 교사휴게실 23.94

미술실 94.50 교실 884.52
비실 101.10 교사연구실 102.06

탈의실 11.97 공용공간 770.73
교사휴게실 23.94 소   계 1,919.22

교실 594.72

교사연구실 77.49
공용면 3,990.64

공용공간 763.90

합   계 11,787.80소   계 3,072.46

4.2 계획 2안

4.2.1 배치계획

① 교사와 운동장의 정한 면 배분을 도모하면

서 특별교실과 일반교실을 분리하여 소음에 응하

도록 배치 계획 

② 코어계획과 함께 출입구를 계획하여 이동의 효

율성을 높이고 근성을 고려하여 계획 

③ 운동장을 지르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주출입

부 동선을 계획하 으며 비상시 차량의 진입이 용이

하도록 계획 

④ 교실은 일조, 채 , 통풍에 유리하게 하기 하

여 건물을 가능한 남향 배치를 최 화하여 계획 

⑤ 지역사회의 공공기간  평생 교육기 으로서

의 상징 인 어 로치와 지역사회와의 유기 인 결

합에 충실한 계획 

⑥ 주출입은 특별교실동과 학생지원시설을 잇는 

릿지를 통과하여 교사동으로 진입하도록 설정하

고 보차분리와 원활한 동선 확보를 하여 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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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층 평면도(2안)

그림 13. 입면도(2안)

그림 14 단면도(2안)

학생들의 출입구를 나 어 차량과 사람의 동선을 확

실히 분리하여 계획

그림 11. 배치  1층 평면도(2안)

4.2.2 평면계획

① 일반교실군과 특별교실군을 기능 으로 연결하

여 효과를 최 화하도록 계획 

② 교사연구실에서 학생들의 지도와 리가 용이

하게 계획 

③ 모듈계획에 의한 각 실의 기능을 해 효율

인 평면 배치가 가능하도록 계획 

④ 특별교실은 동일층 내에 수평 으로 집 화하

여 리  학생들의 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식당 

 체육 은 주출입구 근처에 치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

⑤ 교실 유니트의 규모는 8.4X8.1에 의한 모듈로 

계획 

⑥ 화장실은 교실배치와 학생의 교내분포에 응

하여 계획

⑦ 특별교실 에는 효율 인 수업 비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실 설치

4.2.3 입면계획  단면계획

① 수평 이고 모던한 입면으로 방향감을 강조하

도록 계획 

② 지붕층은 평지붕으로 깔끔하게 처리함과 동시

에 옥상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 

③ 특별교실을 수직동선으로 조닝하고 일반교실은 

수평동선으로 조닝되도록 계획 

④ 획일 인 학교 입면이 주는 경직된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하여 입면 형태에 커튼월 등 한 변

화를 주었고 이는 일조, 채 의 양까지 조 해 주어 

새로운 학교의 얼굴이 되도록 계획 

⑤ 단일 형태의 매스를 기본으로 입면으로 분할, 

창문의 구성, 그리고 다양한 외장재의 용으로 외

인 다변화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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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체육 의 출입구를 학교부지 내 주출입구와 인

한 곳에 치하여 계획하고 교사동과 릿지로 연

결하여 활용도 높게 계획

4.2.4 모형사진

그림 15. 모형사진(2안)

4.2.5 스페이스 로그램

표 6. 스페이스 로그램(2안)

층 실명 면 (㎥) 층 실명 면 (㎥)

지상

1층

주방 573.60

지상

3층

방송실 68.04

생활지도부실 34.02식당 194.40

상담실 34.02과학실 343.44
창고 68.04

비실 68.80
어학실 85.86

숙직실 34.02
미술실 85.86

교무실 136.08
비실 32.41

행정실 68.04
교실 816.48

교장실 68.04 교사연구실 102.42

보건실 68.04 공용공간 900.50

탈의실 47.88 소   계 2,227.64

지상

1층

탈의실 47.88

지상

4층

도서실 204.12

기술실 85.86교실 408.24
가정실 85.86

교사연구실 68.04
비실 32.40

공용공간 893.02
교실 408.24

소   계 2,971.64 교사연구실 68.04

지상

2층

체육 768.00 공용공간 654.36

음악실 171.72 소   계 1,538.88

지상

5층

교실 408.24컴퓨터실 171.72

교사연구실 68.04
비실 64.80

공용공간 306.77
교실 816.48

소   계 783.05
교사연구실 102.06

공용공간 900.50 공용면 3,655.15

소   계 2,995.64 합   계 10,5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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