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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설계 연구의 목 과 방법1)

1.1 연구목적

목포부주 학교는 남 목포시 옥암동 1348번지 일 에 

건축되는 학교로서 본 계획 설계 목 은 교사  학생들

의 교수․학습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시설 건축으

로 수  높은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있

다. 본 연구는 건축될 목포부주 학교가 교육과정을 충실

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쾌 한 환경

에서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에 연구 목 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남도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교

육과정 지침과 신교육과정 시안을 검토하여 심화 보충형 

수 별 교과과정 운 과 재량  특별활동이 교사 내에서 

뿐만 아니라 옥외공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학교 변화를 측하여 이를 계획안에 수

용하도록 하 다. 그리고 목포부주 학교가 건축될 부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  사회  맥락을 숙지하여 계획

안 수립에 이를 충분히 담고자 하 다. 

특히 본 설계의 주요 목표  하나인 친환경  학교 조

성이라는 측면을 극 으로 반 하여 여러 가지 환경친

화  계획기법  부주 학교에 용이 가능한 부분을 발

췌하여 계획안에 포함함으로써 친자연 이면서 학교 학

생들에게 친 하고 무해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 다. 

  * 정회원, 공주 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사

 ** 정회원, 우리EME건축사 사무소 소장 

*** 정회원, 공주 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

목포부주 학교의 기본계획 연구의 공간  범 는 남 

목포시 옥암동 1348번지 일 를 계획한다. 시간  범 는 

재 수용계획에 따라 계획 학 수인 24학 으로 하여 계

획한다.

• 학 교 명 : 목포부주 학교

• 학  수 : 24학

• 학 생 수 : 840명

• 지 치 : 남 목포시 옥암동 1348번지 일원( 2블럭)

• 지면  : 11,025㎡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답사를 통하여 지와 주변 맥락을 분석

하 고, 신교육과정에 의한 교과구성, 교수학습방법 등을 

분석하여 공간규모 계획과 스페이스 로그램을 결정하

다. 이와 더불어 환경친화  학교계획 기법 등을 검토하여 

배치 안을 마련하 다. 

마련된 배치 안을 심으로 교육청 계자들과 의를 

거쳐 최종 3개 계획 설계안을 제시하 다. 이후 라남도 

교육청에서 개최한 설계자문회의에서 최종 계획안을 선정

하 으며 여기서 지 된 미비 과 문제 들을 보완하고 

수정함으로써 보다 완성도가 높은 목포부주 학교 계획 

설계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硏究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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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조사  분석

인문  자연 황 분석

 

사용자 분석
( 학교 교육과정 분석
 시설 사용자 분석)  

 - 교육과정 분석과 소요시설

 ․교육과정과 시설소요

 ․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 분석

 ․부주 학교 소요시설 단

                                             

그림 3. 지의 일조분석

SPACE PROGRAM 작성

단 실 계획 - 교사 시설  리, 지원, 생활 역

설계 배치 안  설계안 마련

              - 3개 배치 안

              - 의를 통한 안 수정

설계안의 발  : 3개 계획 설계안 마련

                - 의를 통한 최종안 마련

                - 공청회 (2008. 4. 22) 

                - 라남도 교육청 설계자문회의   

그림 1. 계획 설계 연구 과정

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 면 (㎡)

17 7 5 4 1 350천

표 1. 남악신도시내 교육시설 계획 황

그림 2. 목포부주 학교 경사진

2. 지 황분석

2.1 교육환경 분석 

1) 목포시 학교 황

목포시 내 학교 황을 살펴보면 학교가 2개교, 문

학 1개교, 고등학교 15개교, 학교 15개교, 등학교 30

개교 유치원 55개교 등 총 122개교가 분포되어 있다. 

2) 남악신도시 교육시설 황

남악신도시 내에 계획된 교육시설로는 유치원 6개, 등

학교는 7개, 학교 5개, 고등학교 4개, 학교 1개교가 있

으며 총 계획부지 면 은 350,000㎡이다.

2.2 대지 현황 분석

1) 지 주변 황

목포부주 학교 신축부지는 남 목포시 옥암동 1348번

지 일원에 치하며 학교 남측과 동측에는 인공하천과 녹

지가 들어설 정이며, 북측으로는 종교시설이, 서측으로

는 한라 비발디 아 트 576세 가 입주할 정이다.

주변지역의 주택유형  주요시설을 살펴 보면 서측과 

동측면에는 고 공동주택이 북측에는 연립주택  종

교시설, 학교시설이 치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주거용지

와 주상복합용지가 각각 치해 있다.

2) 지형 분석 

목포부주 학교  부지는 남악신도시 개발에 따른 택

지개발지구내 학교부지로 남북방향으로 긴 장방형을 하고 

있다. 지는 남, 북, 서측면에 각각 15m도로에 해 있으

며, 남북면에 각각 어린이 공원이 치하고 동측에는 경

녹지지역이 치해 있다. 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하

천이 흐르고 있으며 지 내 벨은 거의 동일하다. 

3) 일조 분석

서측에 들어서는 한라비발디아 트가 18층의 고층아

트로 오 에는 향이 없으나, 하지에는 오후 4시 이후, 

동지에는 오후 2시경부터 향을 미치게 된다. 일조가 짧

아지는 동지의 오후의 경우에는 아 트에 그림자가 교사

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주 학교의 건물배치계

획에 반 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4) 소음  조망 분석

목포부주 학교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하천이 흐르

며 이와 연계하여 북동쪽과 남쪽에 어린이 공원, 동쪽에 

경 녹지가 있어 양호한 망을 제공하고 소음을 감소시

킨다. 그러나 서쪽은 도로와 고 도 공동주택단지가 있어 

소음이 발생하고 한 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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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실 명 
소요실수

(실)

단 면

(㎡)

소요면

(㎡)
비 고

보통

교실

 보통교실 24 67.5 1,620

 소  계 24 1,620

특별

교실

 과학실험실 3 135.0 405.0

 음악실 1 101.3 101.3

 미술실 1 101.3 101.3

 컴퓨터실 1 101.3 101.3

 사회실 1 101.3 101.3

 어학실 1 101.3 101.3

기술/가정실 2 135.0 270.0

 소  계 10 1,181.5

지원

시설

 시청각실 1 135.0  135.0

 도서실 1 202.5 202.5

 방송실 1 67.5 67.5

 소  계 3 405.0

교원

지원실

교원휴게실 1 67.5 67.5

교원탈의실 1 33.8 33.8

교원샤워실 1 33.8 33.8

소  계 3 135.1

리실

행정실 1 67.5 67.5

교장실 1 67.5 67.5

교재연구실 4.5 67.5 303.8

소  계 51 438.8

학생

보건

생실

보건실 1 67.5 67.5

학생휴게실 1 67.5 67.5

학생탈의실 1 33.8 33.8

학생샤워실 1 33.8 33.8

화장실 14 33.8 473.2

소  계 15 675.8

기타

시설

자료실 1 33.8 33.8

강  당 1 1074 1,074.0

강당내부

공용면  

포함
식실 1 598 598.0

소  계 3 1,705.8

소  계 67.5 6,161.9

공유면 2,069.1
기계실, 창고, 

복도 포함
합  계 (총연면 ) 67.5 8,231.0

표 2. 부주 학교 Space Program

구 분 면    산 출 면 (㎡) 비고

순면
교사시설 4,456.1

기타시설 1,705.8

공용면  기계실, 창고, 복도포함 2,069.1

옥외주차장 법정주차 수 :27 27 주차

연면  순면 +공용면 8,231.0

1인당 면  총 학생수 840명 9.80㎡/1인

표 3. 부주 학교 총 계획 면

그림 4. 지의 조망  소음 분석

3. 공간구성계획  스페이스 로그램

3.1 목포부주중학교 교실 운영 설정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등학교 교실 운 은 교과 담

교실 운 이 권고되고 있으나 2007년도 교육과정 개정(안)

에 의하여 단계형 수 별 수업이 없어지고 심화보충형 수

업이 수학, 어, 국어, 사회, 과학으로 확 됨에 따라 본 

계획안은 교과 용교실과 특별교실 형태의 교실운 안을 

설정하고 다양한 특별교실을 확보하여 수 별 수업, 재량

학습 등 교육과정에 극 응할 수 있도록 한다.

3.2 공간구성계획

부주 학교의 공간구성을 교수학습공간, 학습지원공간, 

교원지원공간, 행정 리공간, 보건 생공간, 학생지원공간, 

공용공간으로 분류하 다. 공간별로 분류된 실들은 될 수 

있는 로 군집하여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특별

교실  과학실험실, 가사실습실, 기술실습실에는 비실

을 설치하고 도서정보실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앙의 치에 공간구성한다. 

3.3 SPACE PROGRAM

1) SPACE PROGRAM

새로운 교육과정에 응하는 교실 수 산정과 교수학습

형태 그리고 단 공간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부주 학교

의 스페이스 로그램은 다음 <표 2>와 같다. 

24학  규모의 부주 학교를 신축하기 해서는 일반교

실, 특별교실 등을 포함한 교수학습 역이 2,801㎡가 소요

되며, 교사  학생 지원시설은 540㎡, 리보건 역은 

1,115㎡가 소요되어 교사 순면 은 4,456㎡가 필요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에 기타시설인 강당  체육  1,074㎡, 

식실 598㎡, 자료실 33.8㎡ 등을 합산하면 총 순면 은 

약 6,162㎡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부주

학교는 기계실, 복도, 창고, 화장실 등의 공유면  2,069㎡

를 합하여 총 연면  8,231㎡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부주  체계획면

24학  규모의 부주 학교를 신축하기 해서는 총 순

면 은 6,559㎡가 소요되며, 기타시설과 화장실 면 을 제

외한 공유면 (2,952㎡)을 합한 총 연면 은 11,1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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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측면
세부 략 계획요소

계 획 지 침

용

선택

용

권

장

에 지 

순환 

 

자원

활용

계획

물 순환 

 활용

투수성포장 ◎

우수 류시설 ◎

수도시설 ◎

기존환경 

보   

활용

기존 수목의 보   이식 ◎

표토보   활용 ◎

기존 지형의 보존  활용 ◎

에 지 

약

태양  가로등 ◎

태양  에 지 ◎

지열 에 지 활용 ◎

소규모 태양  발 ◎

생태  

외부 

공간 

계획

녹화계획

환경을 고려한 식재계획 ◎

생울타리 ◎

잔디주차장  잔디 체육장 ◎

친수 공간
실개천 조성 ◎

수공간 조성 ◎

생태공간

과 그린 

네트워크

단지내 녹지체계와 연결 ◎

생태 학습장 ◎

비오톱 ◎

환경

친화  

건축

계획

건물녹화 

계획

벽면녹화 ◎

옥상녹화 ◎

발코니 녹화 ◎

환경친화

 건물 

배치

필로티 ◎

경사지붕 ◎

교실의 남향 배치 ◎

환경

친화  

내부설계

통풍과 채 을 고려한 평면 ◎

인체에 무해한 건축자재 사용 ◎

수형 설비기기 ◎

wood 

school

계획

목재 사용 

 마감재 

활용

외부 목재 마감 ◎

내부 바닥, 계단실 등 목재 

마감
◎

가구, 창호 등의 목재 사용 ◎

표 4. 부주 학교 환경친화 계획 요소

①담장녹화 ②놀이공간 ③생태조경 ④잔디주차장 ⑤생울타리

⑥잔디운동장 ⑦아트리움 ⑧목재학교 ⑨옥상녹화 ⑩빛 선반

그림 5. 자연친화  학교계획(설계 안 -2) 용

이때 학생 1인당 면 은 8.88㎡/1인이며, 주차 수는 법

정 주차 수인 56 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4. 친환경  학교계획

4.1 자연친화적 학교 계획 요소 

본 연구에서는 자연친화 인 학교계획에 부합하는 환경

친화  학교를 제안하고 이를 기본  실시설계시 반 하

도록 권고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환경친화계획의 

세부 내용들은 학교시설의 특성에 잘 부합되고 국내에서 

보편 으로 통용되는 기술수 으로 한정하 으며, 교육청 

실무 담당자와 의를 걸쳐 용, 권장, 선택 용 등의 

여부를 단하 다. 특히 목재 학교(wood school)에 한 

심은 매우 많았으며 이의 부분  용을 권장하고자 한

다. 부주 학교에서 용할 환경친화  계획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4.2 부주중학교에서의 자연친화적 요소 적용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주 학교에서의 자연친화  

계획 요소는  분야에 걸쳐 용되어질 수 있으며 특히 

주변 아 트 단지의 삭막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자연과 더

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조경과 목재 학교 계획 등의 자연 

환경 계획을 보다 극 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에 지 순환과 자원활용 분야에서 투수

성 포장을 극 으로 용하고 그 외에 우수 류시설, 

기존 지형의 보존  활용, 태양  가로등을 선택 용 분

야로 채택하 다. 생태  외부공간계획에서는 환경을 고려

한 식재계획, 생울타리, 잔디주차장  잔디체육장 등의 

녹화계획을, 주변하천과의 연계를 통한 실개천 조성, 수공

간 마련 등 친수공간 조성 계획을, 그리고 주변 녹지체계

와 연결, 생태학습장  비오톱 조성 등의 생태공간과 그

린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용하도록 하 다.

그리고 벽면녹화, 옥상녹화, 발코니 녹화 등의 건물 녹

화계획, 필로티, 교살의 남향 배치 등의 환경친화  배치

계획과 통풍과 채 을 고려한 평면계획, 인체에 무해한 건

축자재 사용, 수형 설비기기 등의 환경친화  내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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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안2 배치도  모형사진

그림 6. 배치 안1 배치도  모형사진

를 용하도록 하 다. 특히 부주 학교는 목재학교를 계

획하여 외부에 목재 사용을 극 권장하고 내부 바닥, 계

단실, 가구  창호 등에 목재 마감을 주로 하는 등 실내

외 마감에서 목재 사용을 권장하 다. 아래는 자연친화  

학교 계획 요소의 용 이다. 

5. 배치안의 선정

부주 학교 기본계획연구에서는 3개의 배치 안을 마련

하여 이를 라남도 교육청 실무 담당자들과의 의를 통

하여 계획안으로 발 시켰다. 한, 각 안별로 계획 설계

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를 완성하여 최종 으로 설계 

설명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결정하고 의에서 제시된 보

완사항들을 수용하여 계획안을 발 시켰다.

5.1 배치안의 분석 

1) 제1안

(가) 배치  조닝계획의 특징

• 교사동을 2개의 매스로 나 어 남향으로 배치하고 

서측 도로면에 식당  체육  설치한 가장 형

인 배치안

• 주출입구과 주차장은 서측도로면에 치하며 북측에 

보행자 용 부출입구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과

의 동선을 분리 

• 체육장을 교사동 면에 동서방향으로 배치하고 강

당  식당을 서측도로면에 배치

(나) 평면  기능 배치

• 일반 교실동을 두 개동으로 나 어 남향으로 배치하

고 각 학년을 동일 동, 동일 층에 배치

• 특별교실의 분산 배치

• 교사동과 체육 사이에 데크(Deck)를 설치하여 개방

감 확보

• 1층에 행정, 리동 배치

• 교사동의 두 매스를 릿지로 연결

(다) 외부공간  입면계획

• 교사동 면에 진입마당을 교사동 사이에 정을 배

치하여 동측의 경 녹지와의 연계성을 높임.

• 교사동과 체육 사이에 옥외데크를 설치하여 입면의 

변화와 개방감 확보

• 채움과 비움의 첩을 통해 다양한 공간의 연출과 

형태  리듬감과 질서감을 부여

• 수평, 수직의 다양한 입면 요소

2) 제2안

(가) 배치  조닝계획의 특징

• 교사동을 정남을 향하여 장방향으로 배치하고 체육

  식당을 교사동 후면에 배치

• 교사동과 체육  사이 아트리움 배치

• 서측도로면에 주출입구  주차장 설치

• 보행자  차량동선 분리

• 체육장을 교사동 면에 동서방향으로 배치

(나) 평면  기능 배치

• 특별교실동을 교사동 후면에 사선으로 별동 배치

• 일반 교실동의 남향 배치

• 교사동과 체육 사이에 아트리움 설치로 완충공간 

확보

• 1층에 행정, 리동 배치

• 각 학년을 동일동, 동일층에 배치

(다) 외부공간  입면계획

• 지공원, 앙정원, 필로티 등을 설치하여 주변 녹

지와의 연계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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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 단

1안

• 지 활용률 극 화

• 동선의 간소화

• 체육 과 식당과 교사동의 

• 분리로 인한 학습환경 양호

• 데크  앙 정원 설치로 

   인한 외부환경 유입

• 다채로운 입면 요소  

   도입으로 정면성 부여

• 교실군의 동측배치로  

   일조량 확보

• 후면 교실동의 조망권 

   확보 미흡

• 특별교실의 분산 

   배치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 야기

2안

• 교실동의 일조환경 확보율 

   가장 양호

• 지역주민 활용시설 근용이

•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로 안 성 확보

• 입면계획으로  정면성 부여

• 아트리움 설치로 인하여 

   실내환경의 쾌 성 향상

• 체육   식당과 교사동의 

   분리로 인하여 학습환경 개선

• 특별교실동의 사선배치로 

   일조환경 개선  다양한 

   입면 연출 

• 뒷마당의 일조량 확보 

   미흡

• 동선이 다소 길어짐

• 체육 이 교사동 

   후면에 치하여 

   체육장과의 연계성 

   하

3안

• 배치 안  주차  

   체육장 면  확보율 최

• 지역주민 활용시설 

   근용이

• 식당  체육 의 

   순환동선이 길어짐

• 서측의 아 트로 인한 

   일조확보에 문제가 있음

• 핑거형태로 인해 

   정면성 결여

• 교재연구실 분리 미흡

표 5. 안별 장단  분석

그림 8. 안3 배치도  모형사진

• 매스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학생들의 교사진입

을 유도

• 옥상녹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휴식공간 제공

• 교사동의 일자형 배치를 통하여 입면의 정면성 부여

• 일조환경개선을 하여 특별교실동의 사선으로 배치

하여 입면을 변화시킴 

3) 제3안

(가) 배치  조닝계획의 특징

• 서측 아 트단지와 근 하여 교사동  체육 을 배

치하 으며 교사동은 핑거(finger)형태로 배치 

• 교실군을 정남을 향하여 배치하고 특별교실동은 교

사동과 체육  사이에 남북방향으로 배치

• 서측도로에 주출입구 설치하고 북측에 보행자 용 

부출입구 설치

• 체육  주변에 별도 진입부  주차장 배치

• 체육장을 남북방향으로 길게 배치

(나) 평면  기능 배치

• 일반 교실동의 남향 배치하고 각 학년을 동일동, 동

일층에 배치

• 교사동과 체육 사이에 아트리움 설치로 완충공간 

확보

• 1층에 행정, 리동 배치

(다) 외부공간  입면계획

• 필로티공간 설치로 주차장  운동장과의 연계성을 

높임

• 교사동 면에 마당을 설치하여 주변경 녹지와의 

연계성을 높임

• 아트리움설치로 입면의 투명성을 부여

• 교사동의 핑거형태 배치로 다양한 입면을 연출하고 

도시축과의 연계성 높임

5.2 각 대안별 비교 및 최종안 선정 

1) 안별 장단  분석 결과 

안별 장단 을 분석한 결과 1안과 2안이 3안에 비해 

교실환경과 효율 인 동선체계 등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안별 면   주차 수 비교

안별 면 을 비교해보면 안1 9,182.36㎡, 안2 

8,859.74㎡, 안3 8,689.2㎡로 안3가 가장 게 나타났

다. 주차 수는 안1 40 , 안2 54 , 안3 70 로 

안3이 가장 많은 주차 수를 확보하고 있다. 안별 면  

 주차 수 비교 결과 안3이 가장 효율 인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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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1 안2 안3

지상1층 1,982.15 2,000.93 2,016.04

지상2층 2,451.52 2,852.77 2,915.49 

지상3층 1,566.46 1,600.00 1829.90

지상4층 1,466.01 1,588.35 1607.51

지상5층 1,466.01 574.14 -

지하층면 250.21 243.56 320.26

체면 9,182.36 8,859.75 8,689.2

주차 수 40 54 70

표 6. 안별 면   주차 수 비교

안명 운동장 크기 축구장 크기

안1 74.5 × 49 70 × 42

안2 77 × 49 70 × 40

안3 72.5 × 46 65 × 40

표 7. 안별 운동장 크기 비교

안명 강당 체면 농구장 크기

안1 36 × 21 30 × 20

안2 42 × 25 30 × 20

안3 37.5 × 21 30 × 20

표 8. 안별 강당 크기 비교 

평

가

항

목

근성 정면성
주변 지와

계
토지이용성

건물

기능

과출

입구

인지

성과

근

성

학생

주민

도시

로부

터정

면성

상징

성

인

지역

계

외부

시설

물과

계

주변

경

과의

계

보차

분리

동선

구조

지형

에

한고

려

공간

연

속성

1안 양호 양호 양호양호 양호 양호양호보통양호양호양호양호

2안 양호 양호 양호양호 보통 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

3안 양호 양호 양호보통 보통 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

표 9. 안별 평가-1

평가

항목

내부공간계획

조형성

환경

친화

계획
채

통풍

공간

효용성
기능성

동선

합리성
실환경

공간

연계

1안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보통 양호 양호

2안 보통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3안 보통 양호 양호 보통 보통 양호 보통 양호

표 10. 안별 평가-2

그림 9.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3) 안별 운동장  강당 크기 비교

안별 운동장크기는 안1 74.4m×49m, 안2 77m× 

49m, 안3 72.5m×46m로 안2가 가장 넓은 운동장을 확

보하고 있다. 안별 강당크기를 비교하면 안1 36m× 

21m, 안2 42m×25m, 안3 37.5m×21m로 안별 강당크

기 역시 안2가 가장 넓게 나타났다. 안별 운동장  

강당 크기를 비교한 결과 안2가 가장 넓은 공간을 확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안별 평가

상기 3개의 배치 안에 하여 장단 을 분석하고 근

성, 정면성, 주변 지와의 계, 토지이용성, 내부공간계획, 

조형성, 환경친화 계획 등의 항목과 각 세부항목을 설정

하여 이를 평가하 다. 평가결과 1안과 2안이 3안에 비해 

더 높은 평가결과를 보 다.

5) 최종안 선정 

교육청 실무 검토 결과 3개 안  1안과 2안이 학습 

환경  공간  활용면에서 3안보다 우수하여 두안에 한 

평면, 입면  모형 작업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남교육청 

설계심의 원회에 제출하 다. 설계 원회 심의 결과 제2안

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기능에 합하

고, 경제성과 술성을 갖출 수 있는 학교건축 설계안이라

는 의견을 집약하여 최종 계획안으로 발 하게 되었다.  

6. 최종계획안 설계 설명

6.1 배치계획 개념

1) 도시맥락(Context)의 수용

택지개발 지역의 Urban Grid, 도시계획도로(동측을 제

외하고 북남서측에 15m)여건과 북측과 남측에 면한 어린

이공원  동측의 경 녹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 맥

락(Context)에 응하는 기 선을 설정하여 배타 인 건

물 배치의 논리를 극복하고 주변 환경과의 유기 인 계

를 고려해 배치하 다.

2) 공간 구성의 계

지 조건과 Space Program의 수용을 해 완충공간

(아트리움)을 심으로 교사 역, 리 역, 지역주민과 함

께 사용하는 역, 특별활동공간으로 나 어 배치하고, 각 

기능들은 상호 입을 통해 연계성과 공간의 효율성의 증

를 가져오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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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최종안 배치계획 

그림 11. 1층 평면계획

3) 외부동선 계획

보행동선은 차량동선과 분리하되 진입이 용이하게 계획

하 고, 차량은 서측의 15m 도로에서 이루어져 주진입부

에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과 도서 , 주차장을 

연계시켰다. 한, 북측의 주차장은 로그램 주차장으로 

유동성을 가지며 차량 동선이 지를 순환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그리고 북측에 보행자 부출입구를 두어 자연

스럽게 보행자가 진입하도록 하여 내부 아트리움과 함께 

학교 가로(school street)를 형성하도록 계획하 다. 한 

건물동 사이에 조성되는 정은 다양한 휴식  놀이 공

간을 두어 아늑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배려하 고 교사동

에 필로티와 진입마당을 두어 경 녹지와의 연계성을 높

다.

6.2 건물동 배치계획

건물 배치는 서측 신축 정인 고층아 트에서의 음

을 고려하여 건물동들을 부지 북측과 동측으로 집충 배치

하 다. 교사동을 부지 북측에 동서로 길게 배치하여 남향

으로의 일조를 충분히 확보하고 남북 방향으로의 통풍을 

고려하 으며 서측과 남측에서의 교통 소음에서 격리하도

록 배치하 다. 그리고 일반교실동을 1열 배치하며 이 교

실동에 덧붙여 부지 동측에 사선으로 특별교실동을 배치

하여 학생과 교사의 내부 동선을 최 한 짧게 계획하 다. 

식당  체육 은 교사동 북측에 배치하 고 교사동과의 

완충을 하여 아트리움을 설치하여 사용자들에게 휴식공

간을 제공하 다.

6.3 외부공간계획

1) 연속성

진입마당- 지마당-어울림마당-어린이공원-경 녹지로 

연결되는 그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내․외부 공간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휴게, 녹지공간을 연속 으로 계획한다.

2) 근성

주 도로에서의 근에 따른 인지성을 고려하여 배치하

고 주진입이 이루어지는 서측에 주출입구를 두었고, 북

측에서의 진입을 고려한 부출입구를 계획하 다. 

3) 공공성

만남과 휴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주민들을 

한 체육, 녹지 공간을 제공하며 주변녹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 다.

6.4 내부동선계획

1) 기본 개념

기능  학과별 공간 조닝에 따라 동선을 명확히 분리

하고, 동선이 교차하는 곳에 합리 으로 코어를 구성하

고, 한 공간의 확장과 방향의 환을 통한 변화와 다양

한 동선을 구성하 다.

2) 합리 인 공간 조닝

동선의 교차 부분에 휴게  수직동선을 배치하여 공간

을 시각 , 지각 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아트리움을 

두어 진입성과 쾌 성을 높이고 홀과 코어를 심으로 각

각의 기능 공간을 구획하여 층별, 특성별로 동선을 분리하

고자 하 다.

3) 학교 가로(school street)

학교 진입에서 교실까지의 길을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

라 내부와 외부를 연계하면서 휴식과 담소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학교 가로 개념을 도입하 다. 이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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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아트리움  체육  채 계획

그림 13. 아트리움 내부 투시도

그림 12. 2층 평면계획 

는 교사동 아트리움으로 연결하여 내외부 입을 보다 강

화하고 아트리움을 통해 각 교실로의 진입 역시 항상 햇

살을 받는 몰(mall) 거리를 형성하고자 하 다. 이 학교가

로는 학교 부지와 실내뿐만 아니라 개발지내 도로와 주거

지역까지 녹지축으로 연결하여 도시 fabric으로도 연장되

도록 하 다. 

한, 학교가로의 외부와 내부가 첩되는 역에 개방

형 도서정보실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 으며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6.5 평면계획

1) 교실 공간계획

일반교실은 모두가 남향 배치로 계획하여 충분한 일조

를 확보하 으며, 특별교실은 일반교실에 사선방향으로 덧

붙여 배치하여 일조를 확보하고 동선거리를 축소시켜 효

율 인 운 이 가능하도록 계획하 다.

2) 코어계획

하게 분산 배치한 주계단과 아트리움을 통해 원활

한 수직 수평 동선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3) 리동

운동장이 면한 곳에 리동을 계획하여 리와 감시가 용

이하도록 하 으며, 교사연구실을 히 분산 배치하 다.

4) 휴게공간

휴게시설을 히 배치하고 심 코어에 오  스페이

스를 두어 답답함을 없애고 이동 수업에 따른 혼란을 방

지하 고, 아트리움의 한 활용으로 내외부 공간의 일

체화를 유도하 다.

5) 체육 /식당

교사동과 아트리움으로 연결되어 동선이 효율 이며, 다

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계되었고, 서측 도로면에 면

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 다. 한 식

당은 어울림마당 두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 다.

6) 아트리움(atrium)

내부 공간의 순환과 외부 공간의 확장, 내외부 공간의 

극 인 상호 입으로 서로의 연계성을 극 화하 으며, 

9m 폭의 아트리움을 통한 연속 인 여과 과정을 거쳐 

역성을 갖게 하며 외부공간의 연속 인 흐름을 통해 풍부

한 공간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 다. 

한, 아트리움을 심으로 남측으로는 교실을 일렬로 

배치하고 북측으로 체육 , 식시설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정규 교과시간외에도 체육   식시설을 다용도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학교 가로 심을 형성하는 

앙 홀에 수공간과 식재를 통해 실내 기후조정과 쾌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아트리움은 교실과 복도로만 이루어진 통 인 

교사동에 햇빛이 떨어지는 학교 가로를 형성하여 통행만

이 아니라 얘기가 있고 추억이 있는 밝고 활기찬 공간으

로 변하게 하게 될 것이다.

7) 채 통풍

채 과 통풍은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한 기본

인 조건으로써 이를 고려한 배치  동별 계획이 되도록 

하 다. 우선 학생들의 거주시간이 가장 긴 일반교실군은 

남동향으로 배치하여 채 에 용이하게 하 으며 체 건

물군 모두를 편복도 형식으로 구성하여 채 과 통풍 양측

면에서 유리하도록 계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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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최종안 조감도그림 15. 최종안 입면도

8) 공간의 기능  구성

강당  식당동은 교사동과 분리하여 배치하 고 교사

동과는 아트리움으로 연결하여 원활한 동선이 이루어지도

록 고려하 다. 교사동의 구성은 ‘ㅡ’자 구성으로서 수평  

구성으로 학년별 일반교실을 심으로 하는 층별로 배치

하고 동측에 특별교실동을 배치하여 명확한 기능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고려하 다.

수직 으로는 2,3,4층에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을 집  배

치하 고, 주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한 1층은 도서실, 아트

리움, 행정  교사지원시설을 배치하 다. 특히 1층 부분

은 아트리움을 설치하여 시각 , 기능 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각종 활동

이 가능한 공간의 성격을 갖도록 고려하 다. 

6.6 입면 및 조형계획

1) 입면성

매스의 분 과 반복, Void와 Solid의 첩을 통해 다양

한 공간의 연출로 형태  리듬감과 질서를 부여해 구조 , 

기능 으로 구성된 격자 구조를 수직선과 수평선의 간격

과 두께의 그리드를 통하여 입면의 이미지를 부여하 다.

2) 도시로부터 정면성

차량의 주도로로 사용될 남측 20m 도로에서의 인지를 

고려하여 동, 서, 남측의 3면 모두가 정면의 성격을 갖도

록 계획하 다.

3) 상징성

학교인 을 고려하여 과도한 상징성은 배제하고 

신 친근감을 주며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덴티티(identity)를 부여한다. 

6.7 주변대지와의 관계

1) 인 지역과의 계

인 지역은 아 트 단지를 심으로 한 주거지역이며 

북남동측에 녹지 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주

거지역이 집한 서측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녹지 가 

있는 북측과 동측에 교사를 배치하 다. 인근 주민의 학교 

시설이용을 가정하여 도서실, 주차장, 운동장, 체육  등을 

인 시켰다.

2) 주변경 과의 계

북남동측에 녹지 가 치하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시각  연속성을 확보하 으며, 외부공간의 구성 역시 

녹지 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고려하 다.

6.8 환경친화적 계획

생태  외부공간계획으로서 녹지공간을 조성하 으며, 

북남동측에 치한 녹지 와 부지 내 공간이 물리 , 시각

으로 연결되도록 외부공간을 계획하 다. 옥상녹화를 통

해 휴게공간과 녹지 연결을 꾀하 으며 하부는 아트리움

을 설치하여 채 과 휴게 등 측면에서 환경 친화 으로 

배치하 다. 한, 마당  주요 외부공간에는 목재 데크

를 두었으며 남측의 입면의 루버에도 목재를 사용하여 온

화한 느낌과 친근감을  수 있도록 계획하 다.

7. 계획설계를 마치면서

목포부주 학교 교사 신축계획을 설계함에 있어 획일

이고 단순화된 학교 설계를 탈피하여 수요자 심의 다양

한 공간 구성과 효율 인 공간 배치로 21세기 다양화, 정

보화 시 의 창의 인 인간교육을 한 새로운 모습의 학

교를 계획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교육과정에 응하는 학교 교육계획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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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계획, 단 실 계획, 그

리고 space program을 마련하고 3개의 안을 계획하

다. 최종안에서는 학교 가로 개념을 공간 으로 용하

고, 한 아트리움, 데크(deck), 필로티, 옥상정원, 지공

원 등의 친환경 인 건축요소들을 통한 주변 환경과의 연

계를 기하고, 친환경 인 재질 특히 목재학교에 한 요소

들을 극 으로 도입하고자 하 다.  

무엇보다도 본 설계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을 두었

던 것은 교실과 복도로만 이루어진 통  학교모습에 벗

어나 보다 활기차고(vivid) 정감이 가는 학교를 계획하고

자 하 던 부분이다. 즉 단순한 복도가 아닌 햇빛이 부서

지는 아트리움과 외부공간으로부터 실내 아트리움 그리고 

각 교실로 이어지는 학교 가로(school street) 개념을 실

하고자 하 다. 

물론 신축사업비 등의 이유로 당  의도에 비해서 다소 

축소된 감은 있으나, 계획안과 개념을 극 으로 동의하

고 이를 실 시킬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신 라남도 교육

청의 시설담당자들과 설계심의 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

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