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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율하 학교 교사신축 기본계획연구

A Study on the Schematic Design for Yulha Junior High School in Gimhae

  서 유 석*

Seo, You-Seok 

1. 서 론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 를 주도할 자율 이고 창

의 인 한국인 육성을 목표로 1997년 12월 30일 공포된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편성, 수 별 

교육과정의 도입, 학생 선택 심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 

활동의 신설  확 , 교과별 학습량의 최 화와 수 의 

조정, 정보화 사회에 비한 창의성, 정보능력 배양 등 다

양하고 신 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

화에 따라 학교건축의 계획과 설계 역시 이에 극 으로 

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이 요구되고 있다.

율하 학교가 건립될 김해시 율하 택지개발지구는 창원

시계에 인 하여 치한 곳으로, 최근 인구가 격히 증가

하면서 이를 수용하기 하여 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건

립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 수의 증가와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에 극

으로 처하며, 21세기를 맞이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

모들의 새로운 교육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

에 향후 교과과정의 변화에 유연하게 응가능한 계획설

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율하 학교 교사신축공사는 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건

립으로 격하게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상되는 학생 수

의 증가와, 새로 시작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율하 학교의 

계획에 있어 인 지역, 특히 그 에서도 규모 공동주택

* 정회원, 창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단지에 한 황 조사는 매우 요하며, 그와 더불어 제7

차 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  목표와 그에 응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계획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이를 해 먼 , 학교의 교과과정과 운 방식, 지 

인근의 인문학  환경에 한 분석과, 지역사회의 커뮤니

티 공간으로서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과 특징에 따른 학교건축의 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율하 학교 지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

경, 그리고 지환경에 한 분석을 통하여 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문제 을 검토하고, 기존 학교  계획연구 

사례에 한 분석을 통하여 학교시설의 계획방향을 설정

한 다음, 이를 토 로 학교건축의 계획기 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계획기 에 의거, 학교의 스

페이스 로그램을 산정하고 여러 배치 안들을 검토한 

다음 최 화된 계획설계안을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의 범 는 기존 학교의 증개축이 아닌 신축건물

로서 제7차 교육과정을 히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

는 계획방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를 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3 건축개요

-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293

- 지역지구 : 지구단 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

- 지면  : 12,936㎡

- 학 수 : 학교 36학

硏究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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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김해시 치도

그림 2. 김해율하지구 주변 황도

2. 황  여건분석

2.1 입지 및 대지여건

김해시는 경상남도 동남부 해안의 서쪽에 약간 치우쳐 

치한 내륙도시로서, 낙동강을 경계로 하여 동쪽으로는 

부산시와 양산시, 서쪽으로 창원시, 북쪽으로 양시, 남쪽

으로 진해시와 하여 있다. 시계( 界) 내부로 고속도로 

3개 노선(남해고속도로  지선, 구- 동간 고속도로)과 

국도 4개 노선(14번, 25번, 35번, 58번 국도), 그리고 경

선 철도가 지나고 있는 내륙교통의 요충지이다. 남해고속

도로는 경남지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반면, 구- 동간 

고속도로는 동부경남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요한 도시간 

연결도로로서 기능 한다.

김해 도심을 심으로 반경 10㎞ 이내에 창원, 진해, 부

산, 양산시가 인 하여 있으나 기존 도심부는 부산권의 

향을 많이 받는 반면, 장유 등 창원에 인 한 신시가지는 

창원권의 향을 받고 있어 지리 으로 부산과 창원의 

간지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율하 학교의 건립 정지인 김해율하지구는 택지개발에 

의해서 조성된 곳으로, 김해장유지구, 김해율하지구 등 

규모 아 트 단지가 건립되면서 격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도시화구역의 최남단에 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김해시청에서 약 9㎞, 그리고 인근 택지개발지구 

심에서 약 3㎞ 정도 떨어져 있으나 김해 도심과 연결되

는 국도 58호선이 인 하여 지나가고 있고 남해안고속도

로 장유 IC가 약 2.6㎞ 정도의 거리에 치해 있어 도심으

로의 근성이 좋고 주변이 부분 택지개발지구여서 시

가화가 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율하 학교가 건립될 율하지구는 북쪽의 국도 58호선과 

함께 평행하여 율하천이 지나가고 있고, 율하천 머로 단

독주택지가 건립 에 있어 율하 학교 주변지역은 장유

면의 주요 성장거 으로서 그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김해시 율하택지개발지구 동북쪽에 치한 율하 학교 

건립 상 지 주변 황을 살펴보면, 북쪽으로 율하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고 북측으로 도심으로 연결되는 국도 

58호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계획 지로부터 직선으로 약 3

㎞ 정도의 거리에 남해안고속도로 장유 I․C 치하고 있

다. 불모산과 병산, 보배산을 형성된 분지지형에 개발된 

율하택지개발지구는 율하천을 따라 규모 공동주택단지

와 단독주택지 등으로 계획되어져 조용하며 쾌 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교육환경이 양호한 편이다.(<그

림 3>).

율하 학교의 이용권역을 형성하는 입지 주변의 황을 

살펴보면, 지 북쪽에 치한 율하천에 하여 근린공원

이 계획되어 있으며 건 편으로 단독주택지가 규모로 

형성되어있으며 남쪽으로 공동주택단지와 상업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들과 학교시설들이 치해 있다. 본 연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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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율하 학교 상 지 주변 황 

사진 1. 율하택지개발지구 황사진

사진 2. 율하천과 25M 도로사이의 지 경

사진 3. 율하천과 주변의 아 트단지 경

인 율하 학교 좌측으로 고등학교가 계획 에 있으며, 율

하택지개발지구 역에 걸쳐 7개의 학교시설과 4개소의 

유치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율하택지지구 주변에는 산이 가까이 치해 있어 형

인 분지지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겨울철 일조량을 고려

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 주변으로 근린공원이 치하고 있는데 율하천 함

께 좋은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상된다. 근린

공원의 규모가 규모 이상으로 율하천을 따라 넓은 지역

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의 리측면을 고려

하여 인근 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단된다(<사진 1> 참조).

신설 정인 율하 학교 건립 정 지는 일반주거지역

으로, 지구단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다. 지구단

계획에 의하면, 상부지 면으로 4차선 도로폭 25m 도

로가 치하고 있으며 도로건 편으로 규모 아 트 단

지가 조성되어 있다. 지 우측으로는 근린공원이 조성되

어 있는데 지 북측의 율하천과 함께 자연생태학습장으

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므

로 교육환경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 지구단

계획상 차량진입은 지 동남쪽의 4차선 도로변으로만 

가능하며, 버스승강장이 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

이 지 남서측의 좌측부분을 주 출입구로 계획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치 계획 시 이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계획 지의 주변 환경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 지 동

남쪽으로 4차선 도로, 지 남서측으로 고등학교, 지 북

서쪽으로 율하천, 그리고 지 북쪽으로 녹지공원이 치

해 있어 지주변의 4차선 도로의 소음도 은 편이며 학

교에 인 하여 소하천과 녹지공원이 치해 있어 교육환

경에 정 인 요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사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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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획 지 환경분석도

사진 4. 계획 지 동남쪽 4차선 도로

사진 5. 율하천 보행 용 리지

계획 지 남동쪽의 4차선 도로 머로는 세 규모 65～

85㎡와 85㎡ 규모의 아 트단지가 건립 에 있으며, 계획

지 북서쪽 율하천 건 편으로는 단독주택지가 치하고 

있다. 지형 으로 분지이기는 하나 율하천과 주변의 근린

공원, 25M 도로 등으로 비교  양호한 주변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사진 3> 참조).

계획 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곳으로, 지 체

가 평지지형으로 경사가 거의 없어 건물의 배치나 계획에 

 향을 주지 않으나, 부지 좌측의 고등학교 계획과 

상호 고려하여 배치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시각구조 및 향 분석

계획 지는 재 지주변이 거의 공동주택 개발지역 

외에는 택지조성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 주변의 근린

공원과 율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각 인 개방성은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지 남동쪽으로 재 

공사 에 있는 고층아 트 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면 시각

인 개방성은 지 보다 악화될 것으로 상된다.

의 <그림 4>를 살펴보면, 공원녹지가 치해 있는 북

측으로 향후 계획 지는 개방 인 양호한 시야를 확보할 

것으로 상되며, 동측 역시 율하천 기를 따라 공원이 

길게 계획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양호할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계획 지 남동쪽으로 치하고 있는 규모 높은 

아 트 단지가 건립되어 시야가 차단될 것으로 상되나 

운동장을 면으로 배치하면 어느 정도 보완될 것이다.

2.3 동선체계 및 통학권 분석

율하 학교 건립 정지는 율하택지개발지구를 지나는 

국도 58호선이 인 하며 인근으로 남해고속도로 장유 IC

가 치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로서, 도로구획이 뚜렷하

며 지주변으로 4차선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도로에 의

한 부지 근성은 비교  양호한 편이다. 

보행의 경우, 부지 면부의 4차선 도로 양측으로 보도

가 설치되어 있어 학교로의 근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계획부지 남동쪽에 부분 치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근성은 넓은 도로를 건 야 하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을 것으로 단된다(<사진 4> 참조).

하지만, 버스정류장이 부지 면부에 치하고 있어 

장거리 통학의 어려움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북서측

에 치한 단독주택지의 경우, 율하천으로 인하여 분리되

어 있으나 보행 용 리지를 설치함으로써 보행에 의한 

근성은 매우 양호하다(<사진 5> 참조).

율하 학교의 학군은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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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기 함으로 주변의 여건을 종합해 보면 비록 

율하천 건 편에 단독주택지가 건립 에 있다고는 

하나 이 단독주택지 규모가 500세데 정도에 불과하

므로 이들 학생들 외에 인 한 다른 아 트단지, 가

령 율하지구내 동측에 치하는 7개 공동주택단지와 

주변의 단독주택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부분 율하

학교에 통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 남동측의 공동주택단지에 건립되는 아 트

는 거리는 얼마 떨어져 있진 않지만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건 야 하기 때문에 교통안 상 험이 지 않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변 지역으로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차량에 의한 방문객이 늘어날 것이며 통행량 한 증가할 

것으로 단되기 때문에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아 트 단지에서 율하 학교까지 이르는 

도로에 보행동선과 더불어 자 거가 안 하게 다닐 수 있

도록 하는 동선의 확보를 시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3. 계획의 기본방향

학교시설은 학교운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지 까지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특

별교실형의 운 방식이 일반 으로 채택되어져 왔다. 하지

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수 별 교육과정의 도입이나 재량시간의 신

설, 세계화, 개방화에 비하기 한 외국어 교육의 강화, 

정보화 사회에 응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 가정 교과의 

강화, 그리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한 특별활동의 내실

있는 운  등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

에 일반교과를 포함하여  교과가 용의 교실을 갖는 

교과교실형에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첫째, 율하 학교의 경우, 기존 학교의 이

이나 증개축이 아닌 신축건물이므로 부분의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특별교실형을 기본으로 하되, 제7차 교육과

정에 따른 학교운 방식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 교실수

의 산정은 교과교실형을 기 로 검토하고 교육환경의 변

화에 따라 가변 으로 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한다.

둘째, 율하 학교는 36학  규모이나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치하고 있어 주변지역의 개발이 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학군의 인구증가가 상되는바, 확

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교육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

할 수 있도록 공간의 가변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셋째, 본 계획 지는 율하택지개발지구내에 치하고 있

으며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곳으로, 도시설계지침

( 재는 지구단 계획지침)이 수립되어 있는 평지이므로 

본 계획수립 시 도시설계지침을 충분히 반 하여 신도시

에 어울리는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4. 학교 건축계획기

4.1 기준모듈의 설정 및 가정

부분의 학교들은 공간계획의 효율성과 시공의 경제성

을 고려하여 기본 인 모듈을 설정하고 이를 기 으로 단

공간의 분할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본 모듈은 학교에

서 가장 많은 면 을 차지하면서 반복 인 단 공간을 기

으로 설정된다. 

모듈의 설정은 일반교실을 기 으로 결정되는데, 학교여

건이나 수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 으로 시각 , 청

각  한계를 고려하여 7.5m×9.0m(67.5㎡) 모듈을 가장 많

이 사용하고 있으나 교육계획이나 입지  여건, 학생의 심

리  응 등을 고려하여 8.1m×8.1m (65.61㎡), 9m×9m(81

㎡) 모듈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8.1m×8.1m 모듈이나 

9m×9m 모듈은 실의 형태가 정방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7.5m×9.0m 모듈의 장방형에 비해 책상배치나 집 도 등

에서 불리하다고 단되므로 본 계획의 스페이스 로그

램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7.5m× 

9.0m 모듈을 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선정한 7.5m×9.0m 모듈은 단 교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 으로서 복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도폭은 학교의 규모(36학 )를 고려하여 3m로 결정하

다. 따라서 복도를 포함한 모듈은 10.5m×9.0m가 되며, 기

둥간격은 7.5m×9.0m가 되는데, 이를 2bay로 본다. 이러한 

모듈에 따라 일반교실은 2bay로 구획되며, 특별교실은 

3～4bay로 구획된다. 

율하 학교 규모산정의 기 으로서 1개 학 당 학생 수

는 신교육과정과 교육개  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35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4.2 소요 교과교실수의 산정

학교의 교과교실수에 한 연구는 기본 으로 학습집단

과 교과별 주당 수업가능시수, 교과목수, 주당 수업가능시

간, 교실 이용률 등의 변인에 의하여 산정되며, 교과교실

형에 용 가능한 기존의 연구 사례로는 교육개발원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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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식 변수비교

교육

개발원

의 연구

 n = (∑A×B×C)/(D×E)

n = (∑aki×bi×c)/
[d-2]×e

 n : 교실수

 A : 해당교과의 학년별주당

     평균시수

 B : 학년별 학 수

 C : 충족률(100%)

 D : 교과주당수업시수 합계

 E : 교실 이용률

표 1. 교육개발원의 교과교실수 산정 방안

교과

주당수업시간
학습형태별

수업비율

소요교실 

단 보정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이론
실험 

실습

일반 

교실

특별 

교실

국어 60 48 48 156 1.0 7

도덕 24 24 12  60 1.0 3

사회 36 36 48 120 1.0 5

수학 48 48 36 132 1.0 6

어 36 36 48 120 0.8 0.2 4 1

과학 36 48 48 132 0.4 0.6 2 3

기술가정 24 36 36  96 0.4 0.6 2 2

음악 24 12 12  48 0.3 0.7 2

미술 12 12 24  48 0.3 0.7 2

체육 36 36 24  96 0.3 0.7 3

재량시간 48 48 48 144 1.0 6

특별활동 24 24 24  72 1.0 3

합계 408 408 408 1,224 41 10

표 2. 율하 학교 교과교실수 산정

그림 5. 계획 지 황도

형이나 넬슨의 자기수정 모형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각종 

지표들을 효율 으로 용할 수 있으면서도 특별교실형에

도 용 가능한 교육개발원의 방안을 산정기 으로 채택

하 다.

1)                       (36학  / 이용률 70% / 주당시수 34시간 용)

※ 어교과의 경우, 이론용 교실의 부족공간을 실험용 교실에 추가하여 

소요교실수 보정

   음악, 미술교과의 경우, 이론용 교실보다는 실험용 교실의 규모가 더 

크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실험용 교실을 이론용 교실을 겸용하도록 계획

   체육교과의 경우, 실내체육 과 운동장에서 실기가 행해지므로 필요

한 실내단 공간의 수를 이론용 교실을 1실 추가하여 설치하고 실험

용 교실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

교과교실수를 산정함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하나의 

문제는 교실이용률로서 교육개발원에서는 80%를 용하

고 있으나 실제로 한 연구2)에 의하면 여러 교과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강의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체 교실 이용률이 80～84% 정도이므로 본 계획에서는 

1) 김경호, 교과별 주당 수업시수에 의한 학 규모별 교과교실 산

정방안 - 학교를 심으로,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7

권 7호, p.59, 2001. 7

2) 상게서, 김경호, p.64, 2001. 7

향후의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공간의 수요를 일정 부분 

감안하여 70%를 교실이용률로 용하 다3).

4.3 소요시설 규모산정

율하 학교 신축 기본계획연구의 스페이스 로그램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모듈은 7.5m×9.0m를 기 으로, <표 

2>의 교과교실수를 반 하여 정규모를 산정해 보면 

<표 3>과 같다.

5. 계획설계안

5.1 배치계획

율하 학교 교사신축공사 계획설계를 진행하기 해서

는 먼  계획 지의 물리 인 여건들을 분석하여 배치계

획에 극 인 응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계획 지는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율하택지개발지구내에 치한 필지

로 계획 지내에서 도시의 지 계획축(Urban Axis)은 

지를 평행하게 지나가고 있고 자연축(Natural Axis)은 

지와 45도의 각도로 지나가고 있다. 

계획 지는 거의 평탄지로 구성되고 있으며 계획 지 

주 로는 1면에 도로가 하고 있는데, 지 면에는 

25m의 도로가 치하고 있다.

좌측의 고등학교 부지 머로 4차선 도로가 1면하며 교

3) 김경호( 게서, p.64, 2001. 7)에 의하면, 제7차 교육과정의 수

별 수업 시 야기되고 있는 학습집단의 재편과 학생의 이동이라

는 측면에서 기존의 시간표를 동시수업 학 수의 개념에 입각

하여 분석한 결과, 교과별 교실수는 24학 이 29개, 30학 이 

37개, 36학 이 45개, 42학 이 50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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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 구분(㎡)

단 소

요면

1실 

bay

단  

면

실수 

(실)

면  

소계

일반 

교실

부문

국어  63.0 2.0  67.5 7   472.50

도덕  63.0 2.0  67.5 3   202.50

사회  63.0 2.0  67.5 5   337.50

수학  63.0 2.0  67.5 6   405.00

어  63.0 2.0  67.5 4   270.00

과학  63.0 2.0  67.5 2   135.00

기술ㆍ가정  63.0 2.0  67.5 2   135.00

체육  63.0 2.0  67.5 3   202.50

소계 2,160.00

특별 

교실

부문

과학 108.5 3.0 101.3 3   303.90

기술ㆍ가정 108.5 3.0 101.3 2   202.60

음악 108.5 3.0 101.3 2   202.60

미술 108.5 3.0 101.3 2   202.60

어학실( 어) 108.5 3.0 101.3 1   101.30

재량시간  63.0 2.0  67.5 6   405.00

특별활동  63.0 2.0  67.5 3   202.50

다목 실 154.0 5.0 168.8 1   168.80

컴퓨터실 108.5 3.0 101.3 2   202.60

소계 1,991.90

특수

활동실

도서실 157.5 5.0 168.8 1   168.80

상담실  78.8 2.0  67.5 1    67.50

방송실  52.5 1.5  50.6 1    50.60

학습자료실  26.3 1.0  33.8 1    33.80

정보처리실  67.5 2.0  67.5 1    67.50

정주공간  63.0 2.0  67.5 5   337.50

소계   725.70

리실

교장실  42.0 1⅓  45.0 1    45.00

서무실  60.0 2.0  67.5 1    67.50

문서창고  42.0 1.5  50.6 1    50.60

숙직실  31.5 1.0  33.8 1    33.80

창고  26.3 1.0  33.8 2    67.50

소계   264.40

교직원실

교무실 128.5 4⅓ 146.3 1   146.30

회의실  93.8 3.0 101.3 1   101.30

교재연구실  35.7 1.0  33.8 3   101.30

교사용휴게실  49.6 1.5  50.6 1    50.60

갱의실  60.5 1⅔  56.3 1    56.30

소계 455.8

보건

생실

양호실  60.0 1.5  50.6 1    50.60

학생용휴게실  35.7 1.0  33.8 3   101.30

탈의실  70.6 2.0  67.5 1    67.50

샤워겸세면실  78.1 2.0  67.5 1    67.50

소계   286.90

표 3. 율하 학교 시설규모 산정

용면  계 5,884.70

공용부문 복도 계단 3,530.82

지원 

시설

부문

다목 강당 675.0 20.0 675.0 1   675.00

식시설 454.0 13.0 438.8 1   438.80

소계 1,113.80

총계 10,529.32

기타부문 운동장 1 4,170.00

차로가 치한다.

계획 지는 거의 평탄지로 구성되고 있으며 계획 지 

주 로는 1면에 도로가 하고 있는데, 지 면에는 

25m의 도로가 치하고 있다. 좌측의 고등학교 부지 머

로 4차선 도로가 1면하며 교차로가 치한다.

계획 지 주변의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좌측으로 계획

지와 연 하여 고등학교 정부지가 치하고, 지 우측

에는 근린공원이 치하고 있으며, 지 북서측과 남동쪽

으로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 정부지가 자리잡고 있다.

계획 지내에서 주변으로 바라보는 조망을 분석해 보면, 

지 우측과 북서쪽으로는 매우 좋은 조망이 형성될 것으

로 단되는데, 이는 지 우측에 근린공원이 치할 뿐만 

아니라 북서 경계에 하여 율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지 좌측은 고등학교가 들어설 정이고 아래

쪽은 아 트가 근경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비교  좋지 

않은 조망이 형성될 것으로 단된다. 

한편, 주변에서 계획 지를 바라보는 조망은 계획 지 

주변의 개발환경을 분석해 볼 때, 보행자  차량동선 모

두 다 주로 면 25m 도로부에서 계획 지를 바라다보게 

될 것으로 단된다. 이는 곧 지의 면도로부에서 강한 

정면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계획 지 내로 유입되는 소음은 주로 차량

에 의한 소음으로 면도로부와 좌측 고등학교 쪽에서 일

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분석한 지여건과 종합 인 고려사항을 고려

하여 배치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축과 자연축, 조망  근성 등을 고려하면 건

물의 정면성은 계획 지의 남측과 남동측에서 주요

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주변의 자연  개발환경에 극 으로 응할 수 

있는 배치계획이 되도록 한다.

○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처할 수 있는 배치계획

을 도출한다.

○ 철 한 보차분리와 극 인 옥외공간 계획을 도모

한다.

○ 가  일반교실은 남향을 유지하도록 하고 운동장

쪽으로 진 배치하도록 한다.

○ 일반교실, 특별교실, 행정․ 리시설, 다목  강당 등

을 구분하고 각 역의 연계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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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계획설계 A안 1층 평면도  배치도

○ 지구단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출입허용구간

과 권장보행출입구간을 반 하여 가장 합리 인 동

선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5.2 계획설계 A안

5.2.1 개요

- 지면  : 12,936㎡

- 건축면  : 3,204.43㎡

- 연 면  : 11,493.07㎡

- 건 폐 율 : 24.77%

- 용  률 : 88.85%

- 층    수 : 지상5층, 지하1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5.2.2 계획  특성

1) 배치계획

○ 계획 지 내에서 도시축과 자연축이 자연스럽게 결

합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의 정면성, 기능 등을 합

리 으로 해결하도록 계획한다. 건물의 주 매스는 

도시축과 련하여 해석하고 일반교실이 들어가는 

건물의 익부(wing)는 자연축에 맞추어서 계획한다. 

○ 주출입구는 면 25m 도로에 설치하고 부출입구는 

지의 북서측 율하천 인근 근린공원 산책로에서 자

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차량동선은 면의 25m 도로에서 고등학교 부지와 

연 해서 건물의 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완벽한 보차분리를 계획한다.

○ 율하천이 있는 배면으로 열리면서 닫히는 정의 계

획과 이를 심으로 건물들의 유기 인 배치를 하여 

다양한 공간감을 부여한다.

○ 교사동과 다목 강당/식당동의 유기 인 연결을 도

모하고, 다목 강당/식당동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출입구에 인  배치한다.

○ 일반교실존과 특별교실존, 그리고 리실존을 구분하

고, 리실 존은 운동장에서의 학생들의 활동을 찰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2) 평면계획

○ 편복도형을 기본으로 하여 자연채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일반교실의 모듈은 9.0m× 

7.5m(67.5㎡)로 하고, 특별교실은 일반교실 1개 반

(13.5m×7.5m)을 한 개의 교실크기로 계획한다.

○ 교장실과 행정실 등 리실존은 1층과 2층의 면부

에 계획하고, 일반교실은 1개층에 1개 학년이 사용하

도록 평면계획을 한다.

○ 물이나 환기 등 특별한 설비가 요구되는 실험실습

(실기) 심의 특별교실을 블록화하여 수직 으로 

배치함으로써 설비상의 경제성과 건물의 유지 리 

효율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생태정원, 테라스, 발코니 등 건물 내 다양한 옥외공

간을 조성하여 학생  교직원에게 다양한 쉼터를 

제공한다.

3) 매스  외

○ 주변자연과의 조화  유지 리상의 이 을 고려하

여 교사동은 토석벽돌과 복합외벽단열시스템(지정

색)을 주재료로 선택하고 다목 강당동은 알루미늄 

복합패 을 사용하여 체 건물의 액센트가 되도록 

한다.

○ 건물의 앙부를 생태정원과 우측 필로티 부분의 후

정을 계획하여 부지 뒤편의 율하천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유도하 으며, 자칫 폐쇄되기 쉬운 정에 활

력을 부여하며 정면에서의 형태의 다양성  인지성

을 제고하도록 계획한다.

○ 건물내에 생태정원, 테라스, 발코니 등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사용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동시에 건

물 매스를 분 하여 친근감  다양성을 부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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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계획설계 A안 정면도  배면도

그림 8. 계획설계 A안 북측면 모델링

구  분
면 구분(㎡)

단 면 실수(실) 면 소계

일반 교실

부문

국어 67.5 7 472.50 

도덕 67.5 3 202.50 

사회 67.5 5 337.50 

수학 67.5 6 405.00 

어 67.5 4 270.00 

과학 67.5 2 135.00 

기술,가정 67.5 2 135.00 

체육 67.5 3 202.50 

소계 32 2,160.00 

특별 교실

부문

과학 81 4 324.00 

기술가정 94.5 2 189.00 

음악 94.5 2 189.00 

미술 81 2 162.00 

어학실 94.5 2 189.00 

재량시간 67.5 4 270.00 

특별활동 67.5 2 135.00 

다목 실 67.5 2 135.00 

시청각실 94.5 2 189.00 

컴퓨터실 81 2 162.00 

소계 1,944.00 

특수

활동실

도서실 81 5 405.00 

상담실 67.5 1 67.50 

방송실 67.5 1 67.50 

학습자료실 54 2 108.00 

정보처리실 81 1 81.00 

정주공간 67.5 4 270.00 

소계 999.00 

리실

교장실 67.5 1 67.50 

서무실 67.5 1 67.50 

문서창고 67.5 1 67.50 

숙직실 67.5 1 67.50 

창고 33.8 1 33.80 

소계 303.80 

교직원실

교무실 67.5 1 67.50 

회의실 67.5 1 67.50 

교재연구실 67.5 4 270.00 

교사용휴게실 50.6 4 202.40 

갱의실 56.3 1 56.30 

소계 663.70 

보건

생실

양호실 50.6 1 50.60 

학생용휴게실 33.8 1 33.80 

탈의실 67.5 1 67.50 

샤워겸세면실 67.5 1 67.50 

소계 219.40 

용면 계 6,289.90 

표 4. 계획설계 A안 면 개요계획한다.

○ 남측의 학년동은 3층으로, 북측의 고학년동은 5층

으로 계획하여 남측의 주진입부에서 강한 인지성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 동측의 매스는 동측면에서의 정면성을 확보하기 

해 축을 약간 틀어 가능한 한 긴 매스를 조성하고, 

입면의 다양성 제고를 해 도서 /시청각실 부분에 

수직 루버를 설치하여 계획한다.

○ 다목  강당/식당동은 알루미늄복합패 로 마감하여 

세련미를 부여하고, 지의 형상에 부합하도록 타원

형의 매스로 계획하여 이를 통해 체 인 인지성의 

제고와 내외부 공간의 활력을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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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계획설계 B안 1층 평면도  배치도

공용부분 계 3,946.92 

지원 시설

부분

다목  강당 100.5 7.5 753.75 

식시설 100.5 5 502.50 

소계 1,256.25 

총 계 11,493.07 

기타 운동장 3,250.00 

5.3 계획설계 B안

5.3.1 개요

- 지면  : 12,936㎡

- 건축면  : 2,940.73㎡

- 연 면  : 10,577.01㎡

- 건 폐 율 : 22.73%

- 용  률 : 81.76%

- 층    수 : 지상 5층, 지하 1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5.3.2 계획  특성

1) 배치계획

○ 계획 지 내에서 도시축과 자연축이 자연스럽게 결

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물의 정면성, 

기능 등을 합리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출입구는 면 25m 도로에 설치하고 부출입구는 

지의 북서측에서 율하천을 건 는 보행 리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정을 심으로 건물들의 유기 인 배치를 하여 다

양한 공간감을 부여한다. 이 때 정으로는 하진

입, 건물과 건물사이의 열린 공간으로의 진입 등을 

통해 시각  개방감  원활한 공기의 흐름을 유지

하도록 한다.

○ 교사동과 다목 강당/식당동의 유기 인 연결을 도

모하고, 다목 강당/식당동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1층 일부에 필로티를 도입하여 방문객용 

주차장을 계획한다.

○ 일반교실존과 특별교실존, 그리고 리실존을 구분하

고, 리실 존은 운동장에서의 학생들의 활동을 찰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2) 평면계획

○ 편복도형을 기본으로 하여 자연채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일반교실의 모듈은 9.0m× 

7.5m(67.5㎡)로 하고, 특별교실은 일반교실 1개 반

(13.5m×7.5m)을 한 개의 교실크기로 계획한다.

○ 교장실과 행정실 등 리실존은 1층에 배치하고, 일

반교실은 정남향을 주로 1개층에 1개 학년이 사용

하도록 평면계획을 한다.

○ 물이나 환기 등 특별한 설비가 요구되는 실험실습

(실기) 심의 특별교실을 블록화하여 수직 으로 

배치함으로써 설비상의 경제성과 건물의 유지 리 

효율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건물의 앙부에 정주공간과 연계한 발코니 계획을 

통해 활력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3) 매스  외

○ 주변자연과의 조화  유지 리상의 이 을 고려하

여 교사동은 토석벽돌과 복합외벽단열시스템(지정색)을 주

재료로 선택하고 다목 강당동은 알루미늄복합패 을 사

용하여 체 건물의 액센트가 되도록 한다.

○ 강한 정면성을 나타내는 건물의 주 매스는 토석벽돌 

마감의 5층으로 구성하여 강력한 솔리드를 형성하도

록 하고, 핑거형태의 매스는 밝은 색 복합외벽단열시

스템 마감의 4층으로 구성하여 경쾌한 느낌을 주도

록 한다.

○ 두 개의 정과 련되는 건물의 주 매스부분을 필

로티로 오 하여 운동장과 정과의 시각 인 연결

을 도모하고 자칫 폐쇄되기 쉬운 정에 활력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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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계획설계 B안 남측면 모델링

그림 10. 계획설계 B안 정면도  배면도

구  분
면 구분(㎡)

단 면 실수(실) 면 소계

일반 

교실

부문

국어 67.5 7 472.50 

도덕 67.5 3 202.50 

사회 67.5 5 337.50 

수학 67.5 6 405.00 

어 67.5 4 270.00 

과학 67.5 2 135.00 

기술,가정 67.5 2 135.00 

체육 67.5 3 202.50 

소계 32 2,160.00 

일반 

교실

부문

국어 67.5 7 472.50 

도덕 67.5 3 202.50 

사회 67.5 5 337.50 

수학 67.5 6 405.00 

어 67.5 4 270.00 

과학 67.5 2 135.00 

기술,가정 67.5 2 135.00 

체육 67.5 3 202.50 

소계 32 2,160.00 

특별 

교실

부문

과학 94.5 3 283.50 

기술가정 67.5 2 135.00 

음악 185.9 1 185.90 

미술 94.5 2 189.00 

어학실 94.5 1 94.50 

재량시간 67.5 4 270.00 

특별활동 67.5 3 202.50 

다목 실 154.0 1 - 

컴퓨터실 88.8 2 177.60 

소계 1,538.00 

특수

활동실

도서실 190.0 1 190.00 

상담실 48.1 1 48.10 

방송실 71.3 1 71.25 

학습자료실 48.1 1 48.14 

정보처리실 48.1 1 48.10 

정주공간 67.5 3 202.50 

소계 608.09 

리실

교장실 67.5 1 67.50 

서무실 67.5 1 67.50 

문서창고 33.8 1 33.80 

숙직실 33.8 1 33.80 

창고 23.1 4 92.40 

소계 295.00 

교직원실

교무실 135.0 1 135.00 

회의실 94.5 1 94.50 

교재연구실 23.1 2 46.20 

교사용휴게실 67.5 1 67.50 

갱의실 49.5 1 49.50 

소계 392.70 

보건

생실

양호실 67.5 1 67.50 

학생용휴게실 83.8 1 83.80 

탈의실 0 0 - 

샤워겸세면실 0 0 - 

소계 151.30 

용면 계 5,145.09 

공용부분 계 4,176.62 

표 5. 계획설계 B안 면 개요여한다.

○ 30도의 각도로 강력한 정면성을 가지는 주 매스의 

단조로움을 경감하고 건물 매스에 활력을 부여하도

록 앙부분에 액센트가 되는 발코니를 계획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제시한 두 설계안들은 기본 으로 3개의 

날개(wing)를 가지고 있고 정을 형성한다는 에서 유

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 인 측면에서 각각 다음과 같

은 장 을 가지고 있다. 

먼 , 계획안 A의 장 은 운동장에서 볼 때 남측 면

부와 서측면부에서 강한 정면성이 드러나는 반면, 계획안 

B의 경우, A안에 비해 체 배치가 남측면을 향해 있어 

일조권의 측면에서 우수하나 운동장에서 보면 건물이 비

스듬히 배치되어 있어 정면성이 비교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획안 B의 경우, 학교건축의 로토타입을 변

형시켜 평면 으로 비스듬히 경사진 형태를 구성하고 있

다는 에서 A안에 비해 역동 인 느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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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설

부분

다목  강당 776.9 1 776.90 

식시설 478.4 1 478.40 

소계 1,255.30 

총 계 10,577.01 

기타 운동장 4,032.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 으로 보면, 계획안 A가 건물

의 배치나 향, 그리고 보행동선, 토지이용성 측면 등에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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