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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목

21세기를 맞이하여 사회의 발 과 변화는 차 

속도를 더하여 그에 응할 개 이 요구되고 있으

며, 교육 분야도 외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즉 ｢학

｣이라 불리는 ‘일정한 집단’을 상으로 ‘정해진 

교과’를 ‘동일한 순서’에 따라 선생님이 가르치는 ‘가

르치는 것’을 기본으로 개되어 온 통 인 교육

방법으로는 창의 이고 능동 인 인재양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

이다.

이를 타개하기 하여 교육 그 자체에 근본 인 

개 이 필요한 것이다.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는 것’

을 주체로 개별성을 존 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

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다. 이는 과거의 피동  교육

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으며, 따라서 ‘자율 이고 창

의 인 한국인 육성’을 목표로 한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의 학교건축은 2O평 교실이 나란히 배치된 

일자형 평면구성의 형이 나타난 이래 21세기 오

늘날 가장 큰 변 의 시기를 맞고 있다. 1993년 

화 시범 등학교인 불암 등학교의 건설을 필두

 * 정회원, 동아 학교 건축학부 교수

** 정회원, (주)부산건축 표건축사

로 지난 십여 년간 이루어진 학교 건축의 변화는 

실로 부시다 할 것이다.

즉 ‘다양한 교육방법을 실천하여 학생에게 창의성

과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고도정

보화 사회의 도래 속에서 학생  지역주민에게 정

보화 교육을 담당할 학교’,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학교사랑이 키워지는 학교’, ‘지역사회의 커뮤니 이

션 센터로서의 학교’ 등 학교시설 계획의 새로운 목

표를 달성하기 하여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계

획ㆍ건설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센텀2 등학교의 건설

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센텀2 등학교의 설립부지는 부산 역시 해운

구 재송동 센텀시티 8블럭 일원으로서 부산 역시

가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해운 구 센텀시티 일

에 규모 아 트가 건설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증하고 있는 표 인 지역으로서 등학교 시설

의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신설 등학교로 계획된 

것이다.

계획부지는 과거 수 비행장의 일 를 신시가지로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남쪽으로는 수 만 요트경기장, 

부산시립미술 과 BEXCO 등이 치하고 있다.

센텀2 등학교는 학년 당 5학  총 30학 으로 계

획되어 그에 맞는 교사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으

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교사신축을 한 계획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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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과 미래에 변화될 교육과정에 

응할 수 있는 교육시설의 설계지침과 계획 설계의 

안(3안이상)을 제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 뿐 아니라 자

연환경  인문환경을 감안한 환경 친화  건축, 그

리고 지역사회 심시설로서의 학교건축 구 을 목

표로 21세기에 합한 교육시설의 기본계획안을 수

립함으로써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지침

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둔다.

1.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의 범 는 황  여건분석과 제7차 교

육과정 분석 그리고 부산 역시 교육청  해운

교육청의 설계지침과 선행연구 고찰 등을 통하여 

등학교 학교건축의 신축설계를 한 계획기 을 

설정하고, 그 기본방향에 따라 배치  평면ㆍ입면

계획을 수립하며, 교육청 실무진과의 단계별 의 

과정을 거치고 교육시설 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정리

함으로서 실시설계의 지표로 제공한다. 본 연구의 

진행을 한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등의 문헌연구  교육 문가  

제7차 교육과정에 합한 교육시설의 계획방향 설

정을 하여 부산 역시 소재 화 등학교 8개

교의 교사를 상으로 설문조사  면 조사 2개소

를 통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 목 , 교과별 내

용 등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학

습방법에 한 분석과 각 교과의 학습방법에 따른 

시설요구조건을 추출한다.

둘째, 건립 정부지에 한 지조사를 통하여 

인문  자연환경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기본계획

에 반 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셋째, 부산 역시 교육청의 설계지침과 선행연구

를 고찰하여 새로운 학교건축이 지향해야 할 계획

기 을 설정한다.

넷째,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기

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  계획안을 구

상한다.

이상과 같은 조사ㆍ연구에 의해 제시된 기본방향

을 바탕으로 계획설계안 즉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

면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 실무진과 단계별 의 

과정을 거치며, 한 교육시설 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다.

1.3 교사 신축 계획 개요

① 계획의 기본조건

∙학 교 명 : 센텀2 등학교

∙ 지 치 : 부산 역시 해운 구 재송동 센

텀시티 제 8블록 일원

∙ 지면 : 11,992.53m2( 11,289.24m2)

∙학  수 : 학년당 5학  총 30학

∙학 생 수 : 1,050명( 등학교 학 당 35명 

기 )

∙수업형태 : 제7차 교육과정을 반 한 열린

교육2

② 설계개요

∙건축 면 : 2,670.03m2

∙연건축면 : 10,232.56m2

∙구      조 : 철골콘크리트 라멘구조

∙층      수 : 지하 1층 지상 4층 

2. 부지 환경  여건 분석

2.1 자연환경 분석

2.1.1 치  지역여건

센텀2 등학교는 행정구역상 부산 역시 해운

구 재송동 센텀시티 8블록 일원 치하고 있으며 

부산 역시 시청으로부터 약 4.0km 동남방향으로 

떨어져 있고, 해운 구청으로부터는 서쪽방향으로 

약 3.5km 떨어져 있다. 한 해운 구의 서쪽경계를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수 강변에 APEC기념공원을 

사이에 두고 치하고 있다.

해운 구는 해발 634m의 장산을 가운데 두고 남

으로 수 만에서 송정해수욕장에 이르는 긴 해안선

과 수 강을 경계로 서쪽으로는 수 구, 서북간에 

동래, 정구, 동북간에 기장군을 하고 있다.

해운 구는 부산의 동쪽 외곽에 자리한 주거  

의 심지로서 역사 으로 오랫동안 지로서 부



유길 ․정태복

52   韓國敎育施設學 誌 第12券 第3號 通卷 第50號 2005年 5月

그림 1. 치도

그림 2. 센텀시티 조성 상 조감도

산을 표하여 왔다. 1990년  본격 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해운 구 좌동 일원의 신시가지와 수 만 매

립지 일 에 건립되었거나 건설되고 있는 규모 고

층 아 트의 개발은 인구의 격한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본교가 치할 정인 옛 수 비행장을 재개발

하여 건설되고 있는 샌텀시티 내에는 세계 인 종합

시장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BEXCO를 시하여 각

종 첨단 산업연구시설과 배후주거단지 등이 입지하여 

부산이 국제  정보․교류․ 심 도시로 발 하

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특히 2002년 8

월 개통한 지하철 2호선과 함께 해운 구 개발의 활성

화를 가져올 것이다.

2.1.2 기후 분석

기후는 국토의 동남단에 치하고 해안과 하고 

있는 지형 인 향으로 여름철에는 내륙지방보다 기

온이 비교  낮고 겨울철에는 높아 일교차  연교차

가 은 편이다. 과거 5년간의 평균기온을 보면 여름

철은 7, 8월의 평균기온이 25℃로서 선선한 편이며 

겨울철은 4～7℃에 이를 정도로 따뜻하다. 바다에 인

하여 연평균 풍속이 3.7～4.0m/sec로 많이 부는 편

이며, 연평균 일조시간이 2500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맑은 날이 많은 쾌청한 기후환경을 갖고 있다.

계 풍의 변화에 따라 폭우와 우기가 극심하여 

해운 구의 강수량은 1999년에 총 2,396.7mm로서 

이는 이  5년간의 평균강수량 1,688.7mm의 1.42배

에 가까운 강수량이었으며, 1994년의 959.9mm에 비

하면 무려 2.5배에 달하는 등 연도별로 강수량에 상

당한 편차가 있다.

2.2 부지여건 분석

센텀시티(CENTUMCITY)는 100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Centum’과 ‘City’의 복합어로 ‘100% 완벽

한 미래형 첨단 복합도시’ 라는 의미를 함축, 첨단기

술과 자연과 인간이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

화  복합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센텀시티 

로젝트 부지는 35만여평의 옛 수  비행장 자리. 국

내 최 의  휴양지인 해운 와 안리 해변과 

인 하여 아름다운 자연경 을 만끽할 수 있는 뛰

어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센텀시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센텀시티의 독특한 명소로서 국내외 객

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UEC(Urban Entertainment Center-도심복합

락시설),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인큐베

이터를 비롯한 최첨단 디지털 미디어 시설이 들어

서게 될 DMZ(Digital Media Zone-디지틀 미디

어 존), 해외 사업, 무역 교류, 상업을 한 업무지

역으로서 IBD(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국제업무지역) 그리고 고층 주거단지, 오피스, 소매

, 스포츠/헬스 센터, 공공 장 등이 세워질 정인 

Mixed Use(복합기능지역), 테마 크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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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연환경 분석

신축되어질 센텀2 등학교의 부지는 센텀시티 8

블록 즉 디지틀 미디어 존에 치하고 있으며, 인

하여 건설 인 가칭 센텀 학교와 함께 학교시설

지구를 형성하여 센텀시티 일원의 증하는 등학

교 학령인구를 수용할 목 으로 신설 계획되었다. 

교지의 주변상황은 해운 구에 치한 장산(해발 

634m)의 서쪽 끝, 수 강과 수 만이 만나는 하구 

일 에 치하 던 수 비행장을 재개발하여 조성

하는 센텀 시티의 상부 수 3호교와 한 강변에 

치하고 있다. 주변은 남쪽으로는 20m 도로와 이

격하여 디지틀 미디어 존과 국제업무지역, 수 만 

요트경기장, 올림픽공원과 부산시립미술 , 부산시 

유스호스텔 등이 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서쪽에는 

APEC2005를 기념하여 조성되는 APEC공원이 수

강변에 조성되고 있다.

본교의 부지 북쪽에는 가칭 센텀 학교와 그 북쪽

으로 수 3호교와 해운 를 잇는 30m 폭원의 로가 

지나고 있으며, 서쪽으로도 안 로와 수 강변도로

를 연결하는 지하차도가 지나고 있으나 본교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상부에 조성되는 

APEC 기념공원은 훌륭한 교육환경 자원으로서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3 부지 환경 분석

2.3.1 축의 분석

본교의 축은 교지 북쪽에 치한 수 3호교의 연

결도로와 수 강을 축으로 배치된 센텀 학교의 교

사동 그리고 그와 직교하여 지나는 서쪽 수 강변

도로, 남쪽을 지나는 폭원 20m의 도로에 의해 도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북쪽의 도로는 수 강을 경계

로 하여 있는 수 구 일 와 센텀시티 그리고 해

운 를 연결하는 수 3호교의 연결도로이며, 남쪽은 

수 강변에 치한 APEC 기념공원의 보조 진입도

로, 서쪽은 수 강변도로와 안 로를 연결하는 지

하차도와 그 상부의 센텀시티 내 폭 15m의 지선도

로가 지나고 있다. 자연환경 축은 도시 축과는 동쪽

으로 약 34도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센텀2 등학교 

건물의 축은 부지의 효율 인 활용을 감안하여 남

쪽도로와 인 한 센텀 학교의 교사동의 배치 축 

그리고 수 강에 의하여 형성된 도시 축 즉 남동방

향을 주향으로 하는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

람직 할 것이다.

2.3.2 조망 분석

교지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의 지반고는 최  6.5m에

서 최고 7.0m에 이르는 비교  평활한 지형으로 이루어

져 있다. 즉 부지의 남쪽에 면한 도로의 높이는 

6.7-7.0m, 서쪽에 면한 도로는 약 6.5m-7.0m로 조성되

어 있으나, 수 3호교 방향으로 서서히 낮아져 북서쪽 

교차부의 표고는 3.8m이다.

한편 센텀시티 8블록의 부지 조성계획을 보면 남

고북 형과 서고동 형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으므로 인  센텀 학교의 지  체육장

의 조성 높이(7.5m, 6.0m)는 물론 주변 도로와의 

계를 감안하여 옥외체육장의 조성높이와 지 조성

높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교의 북쪽으로는 고층의 센텀 크 아 트 단

지가 건설되고 있으며, 동쪽은 디지털 미디어 존으

로 개발될 정이다. 북쪽은 센텀 학교가 2006학년

도에 개교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수 강과 소  APEC기념공원(수 강변공원)이 

2005년 11월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맞추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남으로부터 동쪽 방향은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존으로 개발됨에 따라 폐쇄  경 이 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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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근성 분석그림 4. 부지 경 사진

려가 있으나, 남쪽으로부터 서북방향에 이르기까지

는 매우 양호한 열린 조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2.3.3 근성 분석

센텀2 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은 해운 구 재

송동에 건립되고 있는 센텀 크 아 트에 거주하는 

학생 일부와 남측 주상복합아 트에 거주하는 학생

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상된다. 즉 보행으로 근

하는 학생들이 간선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 한 등․하교를 하여 북동

쪽 사거리에 육교의 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

되며, 많은 학생들이 본교의 동쪽 내지는 남쪽지역

에 거주함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주출입구는 부지 

남쪽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2.3.4 소음 분석

교통은 교지의 남쪽을 지나는 폭원 20m의 로는 

수 강변의 지선도로와 만나는 도로이므로 통과교

통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상됨에 따라 교통소음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인 한 센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활동에 따른 

소음에 한 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한 인

한 APEC기념공원이 수 강변에 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교와 인 한 치에 잔디 장이 규모로 

조성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향후 각  학교의 야외

학습장 내지는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상된

다. 따라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될 것으로 상되므

로 이에 한 한 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한 인 하여 건설 정인 가칭 센텀 학교에서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각종 행사 소음은 배치계

획 단계에서 상호간섭이 최소화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제7차 교육과정 분석

3.1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과 특징

3.1.1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의 기본 방향

1)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 를 주도할 자유

이고 창의 인 한국인 육성”

2) 실천방향

∙목 표 : 건 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

, 기본 교육의 충실

∙내 용 : 세계화․정보화에 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  능력의 신장

∙운  : 학생의 성, 능력, 진로에 합한 학습

자 심 교육의 실천

∙제 도 : 지역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 의 

자율성 확

3.1.2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1)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편성

∙국민기본 교육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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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학년 ～ 고등 1학년(10년간)

∙단계 는 학년제 개념에 기 하여 일 성 있

는 구성

2) 교육과정 편제에 교과군 개념의 도입

∙ 학교 교과편제에 교과군 개념 도입

∙10개의 기본교과를 4개의 교과 군으로 분류하

고, 교과 군별 이수비율의 차등 용

3) 수 별 교육과정의 도입

∙학생의 능력,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 선택형의 수 별 

교육과정 편성․운

4) 재량활동의 신설  확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능력의 신장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 의 자율성  학생의 선택권 부여

5) 교과별 학습량의 최 화와 수 의 조정

∙최  필수 학습 요소를 심으로 교과별 학습 

내용 측정

∙이수 교과목 수의 축소와 범  수 의 정화 

도모

6) 고교2,3학년의 학생 선택 심 교육과정 도입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구분, 다양한 선택과

목 개설

∙과정이나 계열의 구분 없이 운 , 학생의 선택 

폭 확

7) 질 리 심의 교육과정 평가체제 확립

∙교과별 교육목표 성취기  설정

∙주기 인 학력평가  학교교육 과정 운 평가

8) 정보화 사회에 비한 창의성, 정보능력 배양

∙컴퓨터 교육 내용의 강화

∙개방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진하는 창의  

교육 활동

3.2 등학교 교육 목표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민주시민

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을 두었다.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추구, 자기발견의 기회를 

가진다.

2) 학습과 생활에 기본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

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 으로 표 하

는 경험을 가진다.

3)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  극 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능력을 가진다.

4) 우리의 통과 문화에 한 자 심을 지니고 

이를 발 시키는 태도를 가진다.

5)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

고, 민주 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

3.3 교육과정 운 과 교육시설의 개선방향

술한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

의 개별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하여, ‘재량시간’의 

신설, 세계화, 개방화에 응하는 외국어 교육의 강

화나 정보화 사회에 응할 수 있는 ‘컴퓨터’, ‘기

술・가정교과’ 교육의 강화 그리고 인성교육을 강화
하기 한 ‘특별활동’ 교육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

러한 개정내용은 필연 으로 교육시설의 공간구성

에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기본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 별 학습운 에 필요한 다양한 규모의 교실

확보

2) 기본학습에 응하는 교실의 확보

3) 각 교과목별 교과교실군의 연계구성 

4) 특별활동을 한 용공간의 확보

5) 빈 강의 시간 활용을 한 공간의 확보

6) 교무․행정업무의 산화

7) 학습자료 센터의 설치

8) 교사공간의 강화

4. 배치계획 안의 수립

4.1 토지이용계획 안의 수립

센텀2 등학교의 교지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북쪽

으로는 센텀 학교와 그 후면에 수  3호교  

속도로와 하고 있으며, 서쪽은 수 강변도로 그리

고 안 로 지하 속도로의 상부에 조성되는 

APEC기념공원의 북쪽 시작 에 치하고 있다. 

한 남쪽은 기념공원 근도로의 하나인 폭20m의 지

선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동쪽은 디지털 미디어 존

으로 개발 정인 남북이 약간 긴 직사각형의 부지



유길 ․정태복

56   韓國敎育施設學 誌 第12券 第3號 通卷 第50號 2005年 5月

그림 7. 토지이용계획 제2안

이다.

한편 부지 내외부의 표고는 서측에 면한 폭 10m

의 도로는 표고 6.5-7.0m로 조성되어 있으나, 남측 

도로( 로 20m)는 7.0-6.5m로 조성되어 있다. 따라

서 부지 내의 조성높이는 남서쪽 모퉁이 지 의 도

로 조성높이 7.0m 후에서 시작하여 동쪽과 북쪽

으로 차 낮아지도록 조성될 것으로 상된다. 한

편 본교의 북쪽 센텀 학교의 부지의 조성높이는 

운동장은 6.0m, 교사 지는 7.5m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본교의 옥외체육장의 표고는 최소한 6.5m 

후, 지는 7.5m 후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분석되며, 이 경우 부지의 북쪽에 지하 주차장을 인

 센텀 학교의 표고를 감안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채   환기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과 같은 부지 여건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의 

조성을 한 토지이용계획의 안을 수립하여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 1안

옥외체육장을 부지의 남서쪽에 남북 장축으로 배

치하고 북쪽단부와 동쪽에 ㄱ자의 교사동을 배치하

는 방안이다. 남북 장축의 옥외체육장이 확보될 수 

있으며, 특별교실동과 다목  강당을 북서쪽에 배치

할 경우 인  센텀 학교와 APEC기념공원에서 발

생할 것으로 상되는 소음의 향을 감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동쪽 인 부지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시각  간섭과 일조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며, 북쪽 학교와의 정 인동간격 확보에 

유념해야만 할 것이다. 

지형  조건을 감안하여 교문을 남쪽 앙부에, 

차량의 출입구는 서쪽 상부에 배치함으로써 보차분

리의 실 과 편리성을 추구한다. 단 학생의 통학권

을 감안하여 차량출입구와 함께 부출입구(후문)의 

설치를 검토한다.

1. 인 도로의 표고가 6.5m에서 최고 7.0m 특히 

주차장 진입도로의 표고 6.5m를 최 한 활용하

기 하여 옥외체육장 조성 높이를 6.5m, 지 

조성 높이 7.5m, 1층 바닥 높이 8.0m, 지하층 

바닥 높이 4.5m로 계획.

2. 정문은 교지 조성 높이를 감안하고, 인 도로  

건 목의 치 등을 감안하여 부지의 남측 앙부

에 배치하고 차량 진출입구는 서측 상부에 배치.

그림 6. 토지이용계획 제1안

2) 안 2안

교지 서쪽 APEC기념공원에 인 하여 특별교실동

과 다목 강당 그리고 식당을, 북쪽에 일반교실을 

병렬형으로 배치하고 옥외 체육장을 남쪽에 배치하

는 방안이다. 동서 장축의 옥외체육장이 규모로 

조성가능하고, 동쪽 인  부지가 개발될 경우에도 

그 향을 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러

나 인 한 센텀 학교와의 형태  조화에 어려움이 

상되며 정형의 공간구성에 따른 후면동 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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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토지이용계획 제3안

일조  통풍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1. 인 도로의 표고가 6.5m에서 최고 7.0m 특히 

주차장 진입도로의 표고 6.5m를 최 한 활용하

기 하여 옥외 체육장 조성 높이를 6.5m, 

지 조성 높이 7.5m, 1층 바닥 높이 8.0m, 지하

층 바닥 높이 4.5m로 계획.

2. 정문은 주거지의 분포와 인 도로  건 목의 

치 등을 감안하고 최단 통학거리의 실 을 

하여 부지의 남동측 단부, 차량진출입구는 

북서측 모서리에 배치하고. 차량의 건물 진입

의 용이성과 주차공간의 확보를 하여 서측 

앙부에 부출입구 설치 검토.

3) 안 3안

인 한 센텀 학교와의 연계성, 강변으로부터의 

경  등을 감안하여 옥외체육장을 교지의 북서쪽에 

배치하고 교문과 인 하여 교사동을 남쪽과 동쪽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본교의 주요 조망 인 기념공원

에서 근 시 입면  배치의 자연스러운  등의 

장 이 있으며, 부지의 형상이 직사각형인 을 감

안하여 남북 장축의 옥외체육장의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문에서 진입 시 교사동에 의한 압

감, 옥외체육장을 정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운 , 

교사동에 의한 옥외체육장의 음 발생 등 부정  

요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1. 인 도로의 표고가 6.5m에서 최고 7.0m 특히 

주차장 진입도로의 표고 6.5m를 최 한 활용하

기 하여 옥외 체육장 조성 높이를 6.5m, 

지 조성 높이 7.5m, 1층 바닥 높이 8.0m, 지하

층 바닥 높이 4.5m로 계획.

2. 정문은 교지 조성 높이를 감안하고, 인 도로  

건 목 등을 감안하여 부지의 남측 앙부에, 차

량 진ㆍ출입구는 남동측 모서리에 배치하며, 통

학동선을 감안하여 남서측 하부에 부출입구를 

설치.

4.2 배치계획 안의 수립과 평가

이상과 같은 자연환경, 인문환경의 분석 그리고 

선행 요구조사의 분석 결과,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시설요구 그리고 시설 문가  계자의 의견을 

종합하고, 인  부지 여건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3개의 센텀2 등학교 배치계획 안을 수립하고, 부

산 역시 해운  교육청  부산 역시 교육청 시

설과 실무진과의 2차 의회(2004. 12. 23)에서 제시

하 다.

3개안의 계획방향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치계획 제1안

① 제7차 교육과정에 응하는 센텀2 등학교 학

교건축의 계획방향으로 일반교실․특별교실형

의 학교로 계획하되 각 학년교실은 클러스터

형으로 각 학년별로 집 하여 배치함으로써 

교육효과를 향상시킨다.

② 토지이용계획 안  제1안을 근간으로 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부지의 서ㆍ남면을 도로가 하고 있으며, 동

쪽은 디지털 미디어 존, 북쪽은 센텀 학교가 

건설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남북방향의 길이보

다 약간 긴 직사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지의 서쪽 APEC공원과 하여 남

북장축의 운동장을 배치하고 교사동은 부지의 

북쪽과 동쪽에 남향의 교사동을 핑거 랜의 

형태로 배치함으로서 일조ㆍ통풍이 양호한 교

육환경을 구성한다.

④ 교사동은 남북을 연결하는 동선공간을 축으로 

북쪽 센텀 학교에 면하여 좌측에는 지하주차

장과 1층에 식당 그리고 2층에는 다목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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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배치계획 (제1안)

그림 10. mass model (제1안)

을, 그 우측에는 고학년동을 배치하고 남쪽으

로 편복도형식의 2개의 학 교실동을 배치하

다. 남북을 연결하는 동선 축에 행정  

리 공간을 층부에 그리고 3,4층에는 특별교

실을 집  배치함으로써 아동의 이동궤 을 

최소화 하 다.

⑤ 등학교는 학생 생활공간의 안정성 확보가 

요하다. 따라서 각 학년별로 3개의 학 교실 마

다 교실에 인 하여 화장실을 설치하 으며, 

한 고학년에는 갱의실을 16m2 이상 설치한다.

⑥ 학생들의 안 한 등하교 동선을 확보하고, 인

 학교와 높이차가 있는  등을 감안하여 

부지의 서쪽 상부에 차량 출입구를 배치한다.

⑦ 다목  홀과 식당은 별개의 건물로 계획하여 

지역사회 개방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서쪽 도로 차량출입구  

주차장과 인 하여 다목 강당과 식당을 정

규모로 배치하고 별도의 개방출입구를 확보한

다.

⑧ 옥외 체육장은 남북축을 장축으로 최 한 확

보하 으며 각 교사동의 정 공간을 이용한 

옥외휴식  학습공간을 조성한다.

⑨ 학 당 편성인원의 지속  감축에 따른 학

교실 규모의 변경이 바람직하나 교육 장의 

행  공간요구를 감안하여 계획 기본 모듈

을 7.5m×9.0m 로 계획한다.

2) 배치계획 제2안

① 제7차 교육과정에 응하는 등학교 건축의 

계획방향으로 일반교실․특별교실형의 학교로 

계획하되 앞으로 교육 장에서 요구될 것으로 

상되는 공간의 가변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② 토지이용계획 안  제2안을 바탕으로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③ 부지의 남쪽과 서쪽 2면을 도로에 하고 있

으며, 동쪽은 디지틀 미디어 존, 북쪽은 가칭 

센텀 학교가 건립되고 있다는 과 정사각형

에 직사각형의 형태를 갖는 부지조건을 감안

하여 부지의 남쪽에 운동장을 배치하고 식당

과 다목 강당을 포함한 특별교실동을 서북쪽

에 그리고 교사동은 특별교실동과 직교하여 

남향의 병렬형으로 배치함으로서 일조ㆍ통풍

이 좋은 환경을 구성한다.

④ 교사동은 남북을 연결하는 동선공간을 축으로 

서쪽 도로에 면하여 복도형식의 특별교실동

을 배치하고 남쪽으로 편복도형식의 2개의 동

을 배치하 다. 특별교실동의 남쪽과 일반교

실동이 만나는 피로티에 인 하여 일반교실동

의 1층과 2층에 행정․ 리공간 그리고 3, 4층

에는 고학년 학 교실군을 집 배치하고 후면

동에는 층에 학년 교실, 3, 4층에는 고학

년 학 교실을 배치한다.

⑤ 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정  생활공간의 확보

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 학년을 2개의 클러스터



부산 센텀2 등학교 교사신축 계획설계 연구

韓國敎育施設學 誌 第12券 第3號 通卷 第50號 2005年 5月  59

그림 11. 배치계획 (제2안)

그림 12. mass model (제2안)

그림 13. 배치계획 (제3안)

그림 14. mass model (제3안)

로 구획하여 독립성을 갖도록 계획하 다.

⑥ 학생들의 안 한 등하교 동선을 확보하고, 학

군이 비교  범 한  등을 감안하여 부지

의 남동쪽 단부에 정문을 배치한다.

⑦ 옥외체육장을 동서축을 장축으로 최 한 확보

하 으며 정 공간을 이용한 옥외휴식  학

습공간을 조성하 다.

⑧ 다목  강당(체육 )을 특별교실동 3층에 배치

하고 특별교실동 1층에 식당을 배치함으로써 

두공간의 연계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 다.

⑨ 부산 역시 교육청의 지침과 교육 장의 선호

도 등을 감안하여 계획 기본 모듈을 7.5m × 

9.0m 로 계획한다.

3) 배치계획 제3안

① 제7차 교육과정에 응하는 등학교 건축의 계

획방향으로 일반교실․특별교실형의 학교로 계

획하되 앞으로 교육 장에서 요구될 것으로 

상되는 공간의 가변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② 토지이용계획 안  제1안을 바탕으로 배치

계획을 수립하 다.

③ 부지의 서․남면을 도로가 하고 있으며, 동

쪽은 디지털 미디어 존, 북쪽은 센텀 학교가 

건설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남북방향의 길이가 

동서방향의 길이보다 약간 긴 직사각형의 형

태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지의 서쪽 

APEC공원과 하여 남북장축의 운동장을 배

치하고 교사동은 부지의 북쪽과 동쪽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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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층별 면 개요  주요실

구분 면 (㎡) 주요실

4층 1,947.12
기술․가정교실, 미술실, 특별활동실,

고학년교실

3층 2,006.32
과학실험실, 도서실, 학년교실, 

체력단련실

2층 2,670.03
교무실, 방송실, 정보자료실,

컴퓨터실, 학년교실, 다목 강당

1층 2,637.48
시청각실, 교장실, 행정실, 양호실, 

학년교실, 식당, 상담실

지하실 971.61 주차장, 기실, 기계실, 창고

계 10,232.56

동을 F 자의 형태로 배치함으로서 일조․통풍

이 양호한 교육환경을 구성한다.

④ 부지의 서쪽에 한 10m도로가 차량의 근성

이 가장 양호한 을 감안하여 차량출입구와 

인 하여 후문을 배치하고 식당  강당동에 

외부 개방을 고려한 독립 인 출입 을 설

치한다.

⑤ 교사동은 부지 동쪽 경계에 평행하여 학 교실

을 배치하고, 앙부에 특별교실동을 배치한다. 

⑥ 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정  생활공간의 확보

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 학년을 2-3학 으로 

구성되는 2개의 클러스터로 구획하여 독립성

을 갖도록 계획하 다.

⑦ 다목  강당은 부지의 북서쪽에 치한 식당 

2층에 배치하 다.

⑧ 교육청의 지침과 장의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계획 기본 모듈을 7.5m × 9.0m 로 계획한다.

5. 설계 계획안

5.1 기본계획 제1안

1) 교사 신축계획

- 지면  : 11,992.5㎡ (11,289.2㎡)

- 건축면  : 2,670.03㎡

- 연 면  : 10,232.56㎡

- 건 폐 율 : 22.26 %

- 용  율 : 77.22 %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4층

2) 층별 면   주요실

3) 계획의 주안

① 배치계획

- 인 하여 남쪽과 동쪽은 디지털 미디어 존으로 

개발될 정이며, 북쪽에는 센텀 학교와 지상 

50층의 고층 아 트 군이 집해 있으나, 서

쪽으로는 APEC기념공원과 수 강이 치하여 

열린경 을 구성하는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교사배치 안  제1안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 다.

- 부지의 북쪽은 센텀 학교와 그 북측에 수 3

호교와 센텀시티 내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고가

연결도로와 그 속도로가 함께 설치되어 상당

한 교통량에 의한 소음이 단히 클 것으로 

상되는 왕복 8차선의 도로에 하고 있으며, 서

쪽은 수 강변도로를 지나 안 로와 연결하

는 지하차도의 시작 이며, 그 지선도로가 지나

고 있다. 부지의 남쪽과 동쪽에는 디지털 미디

어 존으로 개발 정이며 남쪽은 APEC기념공원

의 부진입구를 연결하는 폭 20m의 로가 지

나고 있다.

따라서 남쪽과 서쪽에 면한 도로의 소음을 감

안하고 디지털 미디어 존으로 개발 정인 인

부지 여건과 학교와의 상호 계를 감안하여 

옥외체육장을 남북장축으로 부지의 서쪽에 배

치하고, 북서쪽에는 식당과 다목 강당동을, 동

쪽에는 남향의 3열의 학 교실동을 배치하고 

이를 남북방향으로 지나는 연결복도 상에 특별

교실동(3, 4층)과 리동(1, 2층)을 배치하는 소

 핑거 랜으로 계획하 다.

- 다목  강당은 정 규모의 확보와 식당과의 

연계성 확보, 지역사회 활용의 가능성 등을 감

안하여 부출입구가 치한 북서쪽에 별개의 동

으로 배치하고 별도의 개방출입구를 설치함으

로써 지역사회 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계획하 다. 

- 본교의 주출입구는 북측에 한 센텀 크 아

트단지의 거주아동은 일부이고 남측과 동측에 

치한 주상복합아 트 거주아동이 부분일 것

으로 상되므로 남측에 면한 도로를 이용하여 

주로 근할 것으로 상되며, 일부는 센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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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측 경

남동측 경

북서측 경

북동측 경

교에 한 서측 근도로를 따라서 등교할 것으

로 상된다. 따라서 교문을 남쪽도로에 면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북쪽 아

트단지에서 근하는 일부 아동과 차량의 출입

동선을 감안하여 서측 도로에도 부출입구를 설

치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을 감안하여 교문은 남동쪽 모서

리에 근 한 치에 배치하고 서쪽도로에는 차

량출입구를 설치하고 그와 인 하여 보행자 부

출입구를 설치한다.

- 학생의 안 성과 풍요로운 옥외공간의 조성을 

하여 지하주차장을 설치하 으며, 차량의 출

입구는 인  센텀 학교 운동장과의 높이 차 

등을 감안하여 부지의 서쪽 도로 상부에 설치

하여 보차분리를 꾀하 다.

② 블록 랜

-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학습형태

에 응하기 하여  3학 당 1개소의 미디어 

스페이스를 배치한다.

- 열린교실과 미디어 스페이스 구성이 갖고 있는 

문제 인 소음의 확산 문제를 해소하기 하여 

2 - 3개 학 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한다.

- 다양한 교육, 학습형태에 응할 수 있도록 하나

의 블록 내에서 공간구성의 가변성을 확보한다.

- 교육지원  행정시설은 옥외 체육장에 면한 1층

과 2층에 집  배치하여 공간의 연계성을 높이

고 학생지도에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 다목 강당과 식당은 규모 공간임을 감안하

고 지역사회 개방시설로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부츨입구  주차장과 인 한 서북측에 배치하

고 별도의 개방 출입구를 확보한다. 

③ 평면계획

- 학년별 2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진 교실군에 학

교실(9.0m×7.5m)과 9.0m×3.6m의 미디어 스

페이스 그리고 교사실을 하나의 단 로 구성하

여 다양한 교수학습 형태와 생활교육에 탄력

으로 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서 학구 내  

취학아동을 의무 으로 수용해야하나, 경직된 

공간계획으로는 이러한 편성학  수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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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입면도 그림 16. 배치  각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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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으로 응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획에

서는 6개 학년  2개 학년에 탄력  학 편성

이 가능하도록 여유교실을 확보한다. 

- 장래 각 시설의 수요와 기능의 변화에 응하기 

하여 시설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

간 계획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특별활동실  

1실은 향후 공간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하여

( 로서 특별활동실을 어학실 는 멀티 미디어

실로 사용) 엑세스 로어로 계획한다. 

- 특별교실은 이동이 용이하도록 교사동의 심

부에 배치하 으며, 비실 포함 2.0실의 규모

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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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설면 표 (㎡)

계획기 1안

실  별 실수
단

면
면 실  수

단

면
면

보 통 교 실 30실  67.5 2,025 32실 67.50 2,160.00

특별

교실

과학실 2실 135

675

2실 118.13

607.52

미술실 1실 135 1실 118.13

기술ㆍ가정

과실
1실 135 1실 118.13

컴퓨터실 1실 135 1실 135.00

특수

활동실

도서실 1실 135
270

1실 143.90
278.90

시청각실 1실 168.75 1실 135.00

미디어 스페이스 실 12실 405 12실 33.75 405.00

리실

교장실 1실  33.75

135

1실 33.75

135.00교무실 1실  67.5 1실 67.50

행정실 1실  33.75 1실 33.75

부속실

회의실 1실  33.75

202.5

1실 33.75

208.93

인쇄실 1실 33.75 1실 33.75

문서고 1실 33.75 1실 33.75

방송실 1실 67.5 1실 73.93

상담실 1실 33.75 1실 33.75

교사연구실 6실 33.75 202.5 6실 33.75 202.50

보건

생실

보건실 1실 67.5

101.25

1실 67.50

131.64탈의

샤워실
1실 33.75 3실/1실 16.88/13.5

교과 담실 1실 33.75 33.75 1실 33.75 33.75

정보자료실 1실 67.5 67.50 1실 67.50 67.50

교사휴게실 2실 33.75 67.50 2실 27.00/33.75 60.75

여교사갱의실

체력단련실 1실 67.5 67.50 1실 67.5 67.5

학생자치실

특별활동실 2실 67.5 135.00 1실/1실
67.50/

101.25
168.75

학부모운 회실

화장실/세면장 1식 520.00
4실/

27실
13.23/16.88 508.68

경  비  실 1실 17 17.00 1실 16.88 16.88

      1실 67.5 101.25 2실 67.50/54.54 122.04

창      고 1식 67.5 101.25 4실/1실 16.88/25.20 92.72

복도 등 1식  2,100.00 1식 ㆍ 2223.74

계      단 1식 540.00 1식 ㆍ 504.9

다목 강당 1실 690.00 1실 711.35 711.33

기계/

기실

기계ㆍ물탱크 1실 101.25
168.75

1실 125.55
186.35

기실 1실 67.5 1실 60.80

조  리  실 1실 168.75 168.75 1실 175.50 175.50

식      당 1실 446 446.00 1실 485.34 485.34

주  차  장 1식 660.00 1식 ․ 677.34

계 9,900.5 10,232.56

④ 형태계획

- 21세기를 향한 창의 이고 능동 인 인재 양성

기 으로서의 학교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통

인 직육면체의 획일  학교건축의 이미지를 

타 하고, 보다 자유롭고 감각 인 형태로서 

창의 인 이미지를 구 한다.

센텀시티라는 신도시가 지향하는 첨단과학단지

의 이미지를 반 한 유선형형태의 다목  강

당의 지붕, 일조조정과 변화있는 입면구성을 

한 수직, 수평루버의 도입 그리고  재

료와 통  재료의 병용 등 지역사회 심시

설로서의 등학교 건축의 상징성을 갖도록 입

면을 계획한다.

- 교사동의 일부는 통  재료로서 벽돌을 사용

함으로써 인  센텀 학교와의 조화를 꾀하고 

일부는 보다 다양한 색채 계획이 가능한 칼라 

실리콘 라스터를 사용하여 강조부를 구성하

며 체 으로는 외장타일로 마감하여 등학

교로서의 특징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계

획한다.

6. 결론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시설 요구에 부응하기 

하여 과거 일반 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학교 

운 형태인 일반교실ㆍ특별교실형의 학교의 문제

을 개선한 화 등학교를 신축하기 한 계획 

설계이다.

새로운 학교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학

심, 학 교실 심, 교사 심의 학교운 체제에서 아

동 심의 체제로 바 어야 한다는 이다. 한 각 

교과의 교육이 학 심이 아니라 학생들의 개성과 

선택 그리고 수학능력에 따른 다양한 교과의 개설

과 학습단 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이다. 

따라서 센텀2 등학교 계획 설계안의 제1안, 제2

안, 제3안의 공간구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안은 인 한 센텀 학교와의 형

태  공간  조화를 이루고 있고, 핑거 랜으로서 

부지의 형상을 잘 이용함으로써 모든 교실의 환경

을 양호하게 계획하 으며 동시에 학년블록의 형성

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각 학년의 

학 교실과 교사연구실  지원시설을 인  배치하

여 상호 유기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계획방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결론은 제1안이 센텀2 등학교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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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으로 가장 합하다고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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