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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도시화에 따른 개발압력으로 기존시가지에 있는 학교 등의 이적지는 시설 폐지로

인해 대다수가 아파트 부지를 비롯한 타 용도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시설의 입지는 용

도지역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가화구역이 아닌 녹지지역에서도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적지 발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근린

주거구역단위 배치 등을 감안하여 입지가 이뤄져야 하고, 입지결정시 고려할 요건 중에서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성 그리고 교육환경 측면을 감안한 입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부산시역내 학교시설 이적지의 이전 전후 비교를 통해 어떠한 입지특성을 보이는지를 규명

하고자 한다.

주요어 : 학교시설, 토지이용, 학교시설 이적지

ABSTRACT

Since the 1980's the school of Busan metropolitan city has been converted into the other

land-use such as high-rise apartment houses, commercial and office buildings. School facilities

are available to locate in green area due to not restricted by land use zone. And the location

of school facilities were closely related with the school district, distribution of neighborhood

unit, safety of students,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location

characteristic of school - moved sit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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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문제는 1990년

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

시설은 건전한 도시발전과 토지의 경제적․합

리적인 이용도모를 통한 도시기능의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공공성에

기초하여 토지수용 또는 사업집행 등 집행강

제력을 수반하게 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이

나 건축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등 강제성을

띄게 된다.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타 용도 전

용은 도시 전반에 대한 계획적 개발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계획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계획적 관

리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도시화에 따

른 개발압력으로 기존시가지에 있는 학교 등

의 이적지는 시설 폐지로 인해 대다수가 아파

트 부지를 비롯한 타 용도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폐지부지

에 집중되는 타 용도개발에 대해 도시계획조

례의 개정을 통해 개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

로 기존 학교시설 이적지에 대한 관리 실태와

입지특성을 분석을 통해 학교 이적지의 지리

적 입지변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에서는 학교 이적지 관리 자료를 통해 실사조

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2005년 현재

부산광역시역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부산시역내 학교의 개

교시점 년도를 파악하고 이들 학교의 이전년

도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내용적 범위

로는 이적지에 대한 이전․폐지 시점, 용도지

역변화, 학교유형, 학교규모, 이용용도 변화등

과 입지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

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 이적지 입지특성 분석

이적지는 법적 규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에 의한 도시공간의 변화에 의해

서도 발생하게 된다. 사회 및 경제가 고도화됨

에 따라 기존 도심공간조직에서 대규모의 필

지를 차지하던 용도가 도심 및 부도심의 활성

화를 저해하게 되어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이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초기의 도시 내 대규모 이전시설은 공장 및

군부대 등의 특수시설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

근에는 학교시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이적지 입지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 학

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89조의 학교 결정기준에

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크게 4가지의 주요입

지결정요건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는 생활권의 중심으로서 역할과 지역여건

을 감안한 적정배치,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성

그리고 교육환경을 들 수 있다.

구 분 주요 고려사항

생활권의

중심기능

∙통학권의 범위
∙주변 환경 정비 상태
∙초등학교의 근린주거구역단위 설치

(근린주거구역 중심기능 수행)

적정배치
∙지역전체의 인구규모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 추정
∙지역별 인구밀도

안전성

∙급경사지․저지대 등 재해발생
∙초등학교의 안전성과 편리성(통학거

리의 1천미터 이내 배치)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

교육환경

∙위생․교육․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쓰레기처리장․유흥업소․소음․
진동․고속국도․철도 등과의 이격

∙일조․통풍 및 배수
∙녹지 등 차단공간 확보

TABLE 1. 학교시설 결정기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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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부산시 학교이전에 따른 이적지 분포도 FIGURE 2. 부산시 이전학교 이전 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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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이전 전 학교위치의 접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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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이전 후 학교위치의 접근도로

대개의 경우 학교입지는 이들 4가지를 충족

하기는 현실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다. 그 주요

이유로 부산은 자연발생적 도시성장으로 인해

계획적인 학교시설계획은 택지개발 등에 따른

제한적인 지역에 국한되어 왔다. 다음으로 도

시개발측면에서 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야

기된 기존 시가지의 무계획적 도시의 양적 팽

창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형적인 여건에 따

른 구릉지 산지로의 시가지 확산도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학교

시설 이적지는 대다수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

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로

중구를 중심으로 한 서구와 동구 일원의 기존

시가지와 서면, 동래구 일원에 집중적으로 분

포함을 알 수 있다.

부산시역내 학교시설 이적지는 총 40개소로

이중 학교이전에 따른 이적지 발생이 25개소,

학교폐지에 따른 이적지 15개소로 나타났다.

학교이전 현황은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

교의 이전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립에 비해 사립학교의 이전

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 지역별로 볼 때,

도심 축을 형성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학

교이적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타 용

도로의 학교부지 활용의 우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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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개교년도 이전년도 학교면적(㎡) 공․사립 지 역

동래초 1965 1994 10,072 사 동래구

혜화초 1965 1990 사 동구

광무여중 1975 1991 9,352 공 진구

건국중 1949 1983 사 중구

대동중 1949 1993 8,754 사 서구

해동중 1946 1986 8,320 사 영도구

동아중 1948 1981 사 동구

영남중 1952 1984 7,352 사 서구

혜화여중 1955 1989 10,713 사 동구

동래여중 1940 1987 32,987 사 동래구

학산여중 1951 1980 사 동래구

부산동여고 1967 1980 공 동래구

부산서여고 1983 1984 공 서구

부산과학고 1991 1997 10,670 공 연제구

부산상고 1909 1989 30,882 공 진구

브니엘고 1964 1996 13,193 사 동래구

동아고 1951 1998 28,501 사 서구

대동고 1964 1993 14,345 사 서구

해동고 1946 1986 14,156 사 영도구

건국고 1955 1983 사 중구

동래여고 1940 1987 23,327 사 동래구

혜화여고 1955 1987 6,617 사 동구

경성전자정보고 1953 2000 5,949 사 서구

부산정보고 1950 1984 사 서구

부산정보고 1984 1996 사 사상구

자료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내부자료. 2005. 부산광역시교육청 내부자료. 2005.

TABLE 2. 부산시 학교이전에 따른 이적지 현황

폐지학교 이적지는 대다수 분교의 폐지가

높았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일부 초등학교의

폐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

화의 진전에 따른 도심지역에 입지한 충무초,

동광초 등 도심의 상주인구 감소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유

형에 있어서는 폐지학교의 경우 공립학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총5개

교로 항도병설초, 브니엘중, 데레사여중, 계성

여중, 북부산고등학교로 나타났다.

이전학교의 이전 전 학교 평균면적은 14,699

㎡이고 이전 후의 학교 평균면적은 35,244㎡으

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폐지학교의 평균면

적은 9,65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폐지학교

중 4개교가 분교형태로서 학교 면적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폐지에 따른 이적지는 학교이전에

따른 이적지 분포와는 입지적 측면에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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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학교 학교 이전전 학교 이전후

학교명 접근도로
간선도로와의 

거리(m)
접근도로

간선도로와의 
거리(m)

동래초 중로 3류 490 소로 300

혜화초 대로 1류 접함 소로 750

광무여중 광로 2류 접함 소로 650

건국중 소로 750 소로 200

대동중 소로 600 소로 130

해동중 소로 300 소로 1,250

동아중 광로 3류 접함 소로 450

영남중 광로 3류 접함 소로 600

혜화여중 대로 1류 접함 중로 3류 1,300

동래여중 중로 3류 490 소로 300

학산여중 소로 180 소로 270

부산동여고 소로 600 소로 350

부산서여고 중로 1류 550 광로 3류 접함

부산과학고 소로 700 소로 280

부산상고 광로 2류 접함 소로 1,200

브니엘고 대로 2류 접함 소로 50

동아고 소로 300 소로 700

대동고 소로 600 소로 130

해동고 소로 300 소로 400

건국고 소로 750 소로 200

동래여고 중로 3류 490 소로 300

혜화여고 대로 1류 접함 소로 750

경성전자정보고 대로 3류 접함 중로 1류 300

부산정보고(서구) 광로 3류 접함 소로 1,000

부산정보고(사상구) 소로 1,000 중로 3류 300

TABLE 3. 이전학교 전․후 교통여건 변화

를 보인다. 기존 시가지는 학교이전에 따른 입

지분포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나 시외곽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폐지에 따라 시역 전역에 분

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기존 시가지의 이적지 시기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가지역인 기존도심～서면

도심～동래를 잇는 도심 축에 있어서 이적지

발생연도별 특징은 1980년도 후반이후에 집중

적으로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기의 두드러진 도시개발 변화

는 대규모 고층아파트의 건설이 시작된 시기

이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한 200만호

주택건설사업(1988～1992년)으로 인해 1990년

대 중반까지 집중적인 공동주택이 건설된 시

기이다. 200만호 주택건설사업 추진 당시 부산

시의 목표는 1992년까지 15만여호를 건설하는

것이었으나 계획목표년도 1년 전인 1991년말

에 이미 18만여호를 건설하여 주택난 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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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이전학교 이전 전 표고분석도

 

FIGURE 6. 이전학교 이전 후 표고분석도



학교시설 이적지의 시설입지 전․후 특성에 관한 연구 / 김경수․백태경
―――――――――――――――――――――――――――――――――――――――――――――――――――――――――――――――――

109

구 분 이전전 이전후

동래초 23 55

혜화초 10 48

광무여중 11 65

건국중 80 88

대동중 110 65

해동중 37 47

동아중 9 40

영남중 40 65

혜화여중 10 48

동래여중 23 55

학산여중 10 66

부산동여고 72 54

부산서여고 6 43

부산과학고 80 155

부산상고 11 88

브니엘고 20 65

동아고 91 47

대동고 110 65

해동고 37 74

건국고 80 88

동래여고 23 55

혜화여고 10 48

경성전자정보고 107 68

부산정보고(서구) 40 42

부산정보고(사상구) 42 104

평 균 43.7 65.5

TABLE 4. 이전학교의 표고변화
(단위 : m)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개발중심의 도시정책

은 이적지의 발생을 어느 정도 예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이적지는 대다수 사립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공

공의 개입이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 다른 특징으로 학교 이적지는 대체적으

로 중구～서면～동래를 잇는 도심 축을 중심

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들 학교의 이전으로 인

해 이전 후 학교는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시가지 전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이전에 따른 이전학교 전․후 입

지특성을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학교시설 결정

기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인 접근성

과 지형적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접근

성 측면에서 간선도로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실제도로망상의 거리로 비교한 결과, 학교이전

전의 거리는 각 학교별 평균 324m이었으나,

이전 후에는 486.4m로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열악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이전으

로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증가하였거나, 통학여

건이 악화된 것을 반영한다하겠다.

다음으로 학교 접근도로는 학교이전 전에는

56%가 중로 이상의 도로에서 연결되었으나,

학교이전 후에는 84%가 10m이하의 소로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황분석에

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시가지 외곽의 구릉지로

학교이전이 집중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

칙에서 학교는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고려해

보행자 전용도로 등과의 연계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소로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

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전학교의 이전 전․후의 지형적 특성을 보

기 위하여 학교의 표고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학교이전 전 평균 표고는 43.7m이었으나

이전 후 표고는 65.5m 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학교가 이전학교에 비해 고지대로 이전하였음

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표에서와 같이 이전 전

에 비해 표고가 낮은 지역으로 옮긴 학교는 5

개교인 20%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학교시설 이적지를 대상으로 학

교 이적지의 전․후 시설입지 특성에 대해 실

태조사를 통한 입지변화를 분석 하는데 목적

이 있다. 학교이적지의 전․후 표고분석 결과,

학교이전 전에 비해 학교이전 후 입지한 학교

들은 대체적으로 고지대로 이전한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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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학교이전비용 부담을

고려해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가지 외

곽의 구릉지로 학교이전이 보편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이적지는 남포동～서면～동래를 잇는

도심 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

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의 학교이적지는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의 이전이 두드

러지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립에 비해

사립학교의 이전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도심축에서의 이적지 발생은 도심업무

시설 등으로의 개발압력 가중을 반영한 것으

로 예측된다.

한편, 학교이적지의 전․후 비교를 통학거리

측면에서 간선도로와 학교까지의 거리를 실제

도로망상의 거리로 비교한 결과, 학교이전 전

의 거리는 각 학교별 평균 324m이었으나, 이

전 후에는 486.4m로 나타나 학교이전에 따른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열악해진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학교이전으로 학생들의 통학거리

가 증가하였거나, 통학여건이 악화된 것을 반

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분석결과 이적지 전․후 학교 접근도로는

학교이전 전과 달리 이전학교의 84%가 10m이

하의 소로에서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

기준에관한규칙에서 학교시설 결정기준으로 제

시하는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고려한 보행자 전

용도로 등과의 연계 설치는 현재의 학교입지

특성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심 축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이적지 발생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

만 이들 지역은 최근 들어 재개발․재건축이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오히려 향후 개발수요에

따른 학교부지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계

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

고 이들 도심 인근지역은 과거 사회적 혼란기

에 형성된 학교가 많으며, 증․개축이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시와 교육청 차원의 학교부

지 확보 및 이적지 관리로 타용도로의 전환을

규제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학교 이적지 주변은 가용지 부족

에 따른 주차시설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과 학생들의 안전을 감안

할 때, 학교 입지 시 입지여건을 감안한 계획

적 학교시설 입지가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고

명확한 입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학

생들이 이용 시 불편하지 않는 주변여건분석

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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