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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배경 :실내체육관및중장기마스터플랜필요성

• 계절,날씨,시간대에영향을받지않고교육및행사,전시,공연등문화활동이가능한다목적실내체육관은학교의필수시설이됨.최근코로나19사태로인해좀

수그러진미세먼지는여전히학생들의건강을위협하는요인으로실내체육관의필요성을뒷받침함.

• 기존의교사동은40년경과됨.리모델링이되었지만,내/외부공간구성및새로운교육방식에대응한중장기마스터플랜이필요한시점임.

• 현식당및급식실(350석)의기능에는큰문제가없어보임.최근코로나대비투명칸막이도적용도되어있음.다만주방의위치가주교사동1층중간남향을점유

하고있어중장기적으로는체육관과함께재배치가필요할것으로보임.

• 1989년 설립된 이수초 야구부는현 28명의 선수를보유하며, 옥외운동장과 실내연습장을활용하고 있음. 65m반경 원의 ¼크기의리틀야구장의 확보가권장됨.

현재운동장남쪽에있는야구부실은외부에서창고로인식되어향후전체건물군에흡수되는등증개축이필요할것으로보임.

2) 시설현황및특성

• 소재지 :서울시서초구방배천로4길23(방배동468-6)

• 13,144m2면적의부지에전체연면적7,314m2(교사동 6,965.3m2)의전형적인ㄱ자형교사동,교사동과연결된급식동(증축),야구부실,창고동으로구성됨.

• 사당역근처위락근린생활시설들이인접한정문보다는후문의활용도가높음. 후문에보행자동선과차량동선중복문제.

• 후문좌측으로주차장(약20대)가능. 체육관및중장기마스터플랜시주차장고려필요함.

3) 부지와주변특성

• 부지는전반적으로평지에가까우며,남동쪽예각모양을제외하고직각체계로되어마스터플랜에유리함.

• 동쪽으로아파트1동과북쪽도심형생활주택1동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근린생활시설과다세대주택이밀집함.필요시민원대응전략이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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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초 전경(교사동 동쪽 끝)

4) 연구의목적

• 본연구는학교의요구,기존부지,건물의상황,주변관계(도로,민원등)를고려,증개축될체육관의매스와배치옵션을제시함.체육관의배치는현상황에서의기

능충족뿐아니라향후중장기이수초마스터플랜에적합해야함.

• 교사동의내/외부교육공간의구성,연결성,교육공간및주변일조영향,운동장및야구부옥외연습장,학교출입및주민의접근성,안전한보행로및차로,주차

장,주변민원의소지는주요검토조건임.

• 연구의결과는추후건축설계공모전및설계용역의기초자료로활용될예정임.

5) 연구의방법

• 사업의추진단계(phasingplan)에따라크게두가지단계로제안함.

• 1단계체육관배치:기존학교시설을최대한존치하면서체육관을배치하는단기적실현가능한안.중장기마스터플랜배치와연결성고려.

• 2단계중장기마스터플랜배치 :체육관포함노후화된기존학교시설을전체적으로증개축하는중장기마스터플랜.스페이스프로그램반영.

• 각단계에서이수초외부공간의특성(운동장,야구부연습공간)반영.

이수초 전경(정문 진입 후 운동장, 교사동) 이수초 야구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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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1. 기존현황분석 2.1.1. 개요및 법규검토

•  부지위치: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천로4길23(방배동468-6)

•  부지면적: 13,144m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5층이하), 학교

•  용적률, 건폐율 :  건폐율30%, 용적율120%(서울시도시계획조례학교참조)

• 부지면적이크고기조성된학교시설건축면적및연면적대비표준크기체육관증축에는지장이

없음. 

• 중장기마스터플랜시건폐율30%, 용적율120% 적용에유의하여야함. 

• 층수제한은5층이하지만내/외부공간환경의질(quality)를고려4층이넘지않는것이바람직함.

<그림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도

도시계획제한 제한 현황 증축가능
바닥면적

(30%)

증축가능

연면적

(120%)

비고

건축면적
(건폐율산정)

3,943

(30%)

2,031 1,912 증개축가능

연면적
(용적률산정)

15,773

(120%)

6,965.3 8,807.5증개축가능

높이 5층 4층

<표 1> 법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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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초부지는평지이며, 주변에높은건물이없어경관및빛환경매우우수함.

• 부지의서남쪽은사당역과차량통행이많은동작대로가위치하여방배천로4길을따라위락시설이분포함. 

• 주운동장남동쪽코너는주변길의각도에따라예각이형성. 현옥외교실, 정원,쉼터(파빌리언)로사용됨. 

•후문에약20대수용가능한옥외주차장위치함. 

• 야구부옥외연습장이남동쪽코너를베이스로활용하고있음. 

•1977년개교한이수초는40년이넘은역사를느낄수있는크고울창한수목조성되어있음. 

• 주변에아파트단지는없지만, 한동규모의아파트건물들(동쪽, 후문쪽, 남쪽)과다세대주택, 주거복합근린생활시설들이학교와길을사이에두고있음.  북서쪽에는학교

와인접한근린생활시설분포함.  

2.1.2. 학교 및 주변현황

<그림 2> 이수초 부지 및 주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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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수초 기존 교사동 오블리크

8

• 남향인본관동( 4층)과 동쪽으로ㄱ자로연결된교사동(4층),은1977(44년 경과)년에신축됨.  

• 학교외관및BF 시설보완리모델링은2010년(20년경과)에공사완료됨. 

• 교사동의연식이40년이넘어체육관배치뿐아닌학교중장기적마스터플랜을고려해야할적절한시점임. 

• 350석의급식실과주방은본관동의1층과그후면공간을사용함.  중장기적재배치고려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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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역에서 정문으로의 진입 길(방배천로 4길) 주위 위락상업시설 분포함. 등하교시를 제외한 시간에는 닫아놓음.

• 학교 정문을 기점으로 동쪽과 북쪽으로 주거+근린생활시설 분포함.

• 학교 북측 일부 학교와 인접한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 주거 분포함.

• 학교 북측과 동측에 7층 정도 높이 1동 규모의 아파트가 3동 분포하여 일조영향, 공사 시 소음 등 민원 가능성 있음.

정문 정문 앞길(방배천로 4길, 위락시설) 정문 서측 길

후문 앞 아파트 후문

2.1.3. 학교 현황 사진

북측 학교 인접 근생 및 다세대주택

남동쪽 코너 길동측 아파트 동측 아파트

북측 학교 인접 근생(학교 주차장)



후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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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동쪽 아파트 운동장 남쪽 아파트

운동장

외부 놀이터

야구부실 야구부실 옆 파골라 교사동 앞 화단

교사동 앞 음수대

야구부실 앞 운동장을 감싸는 트랙

• 평지의 넓은 운동장을 4층의 교사동 건물이 ㄱ자로 둘러싸는 전형적인 초등학교 배치임.

• 운동장은 트랙이 감싸고 있으며, 중앙 운동장은 학교 체육수업과 야구부 연습장으로 활용됨.

• 야구부실은가건물구조여서안전과기능(단열성능등)을위해증개축예상됨.  

• 운동장 주위 저변은 수목이 시선과 소음 차폐 역할을 함. 수목 위로 동쪽과 남쪽으로 아파트가 보임. 

• 후문 진입 후 우측에 20대 규모 외부 주차장 있음.



2.1.4. 학교 현황 교실배치도(건물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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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유
창
고

창고 창고 창고

후문

수

목
원

게 시
판

보안
관실

현
관

컴퓨터실 음악실 4-5 4-4 4-3 4-2 4-1 5-4 5-3

화장실

보건교육
실

실과실 교과실 3-5 3-4 3-3 3-2 3-1 5-2 5-1

화장실

수
목
원

돌봄3

창고 과학실
자
료
실

상
담
실

1-4 1-3 보건실 1-2 1-1 학습도움2
학습도
움1

화장실

돌봄2

다목
적실

식당
조
리
실

등사실 준비물실 서고
숙직
실

화장실

화
장
실

화
장
실

화
장
실

화
장
실 현

관

현
관

행
정
실

교
장
실

교육

상담실

전
산
실

방
송
실

돌봄1현관

음수
대

화단 연못 화단
현
관

6-3 6-1 2-1
영
어
실

화
단 화

단

화단
조회대

체육자료실
화
단

화단 음수대

6-4 6-2 2-2 과
학
실

6-5

도

서

실

2-3

컴
퓨
터
실

놀

이

터
6-6 2-4

현
관

화단

정문

보안
관실

이수동산 야구연습장 그네 교재원
야외
교실

게시판

(단위 : ㎡)

연번 건물명 건축연도 구조 연면적 안전등급

1 교사동 1977.12.31 철근콘크리트조 6965.3 B

2 창고1 1977.12.21 조적조 36 B

3 창고2 1979.09.15 조적조 36 B

4 창고3 1979.09.28 조적조 37 B

5 창고4 2006.09.25 조적조 60 B

6 야구부실 2006.09.25 조적조 179.79 B

합계 7,314.09

• 기존 교사동은 77년 준공으로 증개축 대상에 해당됨.

• 구조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양호함. 

• 리모델링으로외관, 식당, 주방양호함. 엘리베이터설치됨.

• 공간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과거 획일적인 교육 공간 단점.

•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 ㄱ자 배치, 긴 복도와 한 방향 교실배치

•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 차별화 부재

자료 교육지원청

자료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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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학생 수 및 공간 수요예측

•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령인구,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별, 개발사업 등 특성에 따라 학교신설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강남서초 지역의 2024년 학생수는 2020년 기준 약 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총 학급수도 증가 예상.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학급당학생수용지표는2020년과 2024년26명으로동일함.  

• 아래 표는 이수초등학교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학생 수 및 학급 수 예측자료임

• 이수초등학교 현황은 27개 학급 규모이나 2024년 25개 학급 규모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별학급 계

학급
학생수 급당

인원
학
급

학
생

학
급

학
생

학급 학생
급당
인원일반 특수 소계

2020년도 25 560 12 572 23 2 12 27 572 21 

2021년도 25 549 12 561 22 2 12 27 561 21 

2022년도 24 535 12 547 23 2 12 26 547 21 

2023년도 23 529 12 541 24 2 12 25 541 22 

2024년도 23 514 12 526 23 2 12 25 526 21 

2.2. 스페이스 프로그램 분석

2.2.2. 스페이스 프로그램 분석

• 현재 이수초의 학급 수 대비 연면적은 표준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연면적 보다 적음(체육관 면적을 제외 24학급 표준 대비 약 500m2 차이)

• 중장기 마스터플랜 검토 시 24학급 표준 스페이스 프로그램(다음 페이지 표 참조) 활용 가능.

• 현재 활용되고 있는 돌봄교실은 1~2학급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 예정.

• 별동으로 된 조적조 구조인 야구부실(180m2)은 체육관동으로 이관 검토 예정.

• 별동으로 된 창고(교실 3개 모듈 크기)는 노후화 되어 증개축 건축물 지하 혹은 지상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자료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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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학급표준스페이스프로그램 이수초스페이스프로그램현황

구분 실수 산출근거(모듈) 면적(㎡) 실수 산출근거(모듈) 면적(㎡) 비고
교사면적 일반교실 일반교실 24 67.5 1,620.0 28 67.5 1,890.0 

특수학급 - 67.5 - - 67.5 -

학년교사실 6 33.8 202.5 1 33.8 33.8 교과실, 학년교사실 부족
소계 30 1,822.5 29 1,923.8 

교과교실 영어교실 1 101.3 101.3 1 67.5 67.5 

다목적교실 1 67.5 67.5 3 67.5 202.5 보건교육실, 학습도움1, 학습도움2 

교사연구실 2 33.8 67.5 33.8 -

소계 4 236.3 4 270.0 

특별교실 과학실 1 135.0 135.0 2.5 67.5 168.8 

실과실(목공실습) 1 135.0 135.0 1 67.5 67.5 

실과실(가정실습) - 135.0 - 135.0 -

음악실 1 135.0 135.0 1 67.5 67.5 

미술실 1 135.0 135.0 135.0 -

야구부실(이수초) 1 180.0 180.0 야구부실 외부 별동, 조적조

소계 4 540.0 6 483.8 

지원시설 다목적활동실 1 101.3 101.3 1 67.5 67.5 

컴퓨터실 1 135.0 135.0 2.5 67.5 168.8 

시청각실 1 150.0 150.0 150.0 -

도서실 1 132.0 132.0 1 132.0 132.0 

돌봄교실(이수초) - 101.3 - 3 67.5 202.5 

학습준비지원실 1 67.5 67.5 67.5 -

다목적강당 1 736.0 736.0 736.0 -

식당 1 355.9 355.9 1 355.9 355.9 

조리실(부대시설 등) 1 213.0 213.0 1 213.0 213.0 

교사휴게(탈의샤워) 2 33.8 67.5 33.8 -

소계 10 1,958.2 10 1,139.7 

관리·행정
시설

교장실 1 67.5 67.5 1 67.5 67.5 

교무센터 1 101.3 101.3 101.3 -

전산실 1 33.8 33.8 1 33.8 33.8 

방송실 1 67.5 67.5 1 67.5 67.5 

행정실 1 67.5 67.5 1 67.5 67.5 

인쇄실 1 33.8 33.8 33.8 -

문서(보관)실 1 33.8 33.8 1.5 33.8 50.6 

회의실 1 33.8 33.8 33.8 -

상담실(Wee class) 1 101.3 101.3 1.5 101.3 151.9 

보건실 1 67.5 67.5 1 67.5 67.5 

창고 1 67.5 67.5 2.5 67.5 168.8 창고동 외부 별동, 조적조

시설관리실(숙직실) 1 33.8 33.8 1 33.8 33.8 

보안관실 1 33.8 33.8 1.0 33.8 33.8 

소계 13 742.5 13 742.5 

순면적(소계) 5,299.4 4,559.7 

공유면적 순면적의약 60% 3,236.6 2,754.4 전체연면적 - 순면적
주차대수 200㎡당 1대 42.7 

전체 연면적 8,536.0 7,314.1 



2.3. 이수초 주안점 요약

2. 3. 1. 1단계실내체육관

• 미세먼지와급변하는기후, 날씨에영향을받지않는실내체육관시급한필요성. 

•  체육관은학교와다목적행사(입학, 졸업식, 공연, 전시등문화행사)를수용하는강당으로활용예정.

• 학생들체육관이용시, 주민등이용시동선효율화. 차량동선효율화. 

• 기존시설철거, 증개축, 환경영향, 공사비, 공기, 단계별사업고려필요성. 

• 주변민원최소화.

2. 3. 2. 2단계중장기마스터플랜필요성

• 40년이넘은기존건물의수명을고려중장기적마스터플랜제안필요.

• 체육관배치는중장기마스터플랜에중요한영향을줌으로,마스터플랜을고려하여배치되지않으면, 후에공간사용및경제적손실야기할수있음. 

• 중장기스페이스프로그램에따른마스터플랜에이수초특수성반영

2. 3. 3.이수초특수성

• 체육관및중장기마스터플랜계획시옥외야구부연습공간(반경65m ¼원크기, 리틀야구장)고려.

• 이수초에특화된야구부를위한실내야구부실(약180m2) 고려. 

• 돌봄교실1~2실반영

15



3 .

A. 43mX23m B. 32mX32m a. 33mX25.5m b. 31.5mX27m c. 43m*X21.5m
43m*= 6m무대 + 28m체육관+9m공용

중고등학교

•  체육관증축을위한면적은초등학교24학급체육관기준면적883m2예상. 

•  체육관증축시프로토타입은기존운동장, 건물, 주변민원에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세로 : 가로의비례가높은장방형이유리함.

•  체육관증축시의프로토타입은약43m x 21.5m  

•  전체학교건물및외부공간을다루는중장기마스터플랜의경우에는공용면적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예상.

•  농구코트와3개의배드민턴코트가설치가능한층고6m 확보. 다목적강당으로활용예정임.

16

구분
체육관기준면적

비고
12학급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42학급~

학교

신․개축

학교시설기준 개정에

관한연구

결과적용

초 675 675 736 768 768 828

기준중 675 736 768 828 828 828

고 675 736 768 828 828 828

기존

학교

증축

학교시설기준

개정에관한연구

결과조정적용

초 810 810 883 922 922 994

20%

가산
중 810 883 922 994 994 994

고 810 883 922 994 994 994

초등학교



4 . 배치 제안

• 배치 제안은 시간의 축으로 1단계 체육관 배치, 2단계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구분됨

- 1단계 : 체육관을배치하는단기실현가능한제안. 

- 2단계 : 중장기 학교 마스터플랜

• 단기 체육관 배치는 기존 건물 존치된 현 상황에서의 연결, 기능, 예산, 민원 고려.

•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학교의 향후 교육 프로그램과 공간적 비젼을 고려한 마스터플랜.

• 시차에 따라 상황이 바뀌는 단기와 중장기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디자인 전략의 핵심.

• 상황에 따른 배치와 마스터플랜 옵션 각각의 장단점 분석.

• 장단점 분석 요약표를 통한 최종안 선정.

17



•  A 안 _남쪽도로평행

운동장 공간영향 운동장음영영향

체육관동선영향 브릿지공사비증대

18

4 . 배치 제안

4.1. 1단계 : 기존 건물 존치하며 체육관 동만 배치하되, 체육관 위치는 교사동 전면 증개축을 고려한 2단계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연결됨. 

•  B 안 _서쪽

교실평면1모듈영향 운동장공간영향

학교정문입구정면성영향 서쪽교사동음영영향

4m 이상필로티공사비증대

•  C 안 _남쪽교사동직각

운동장 공간영향 운동장음영영향

체육관동선영향 동선공사비증대

•  D 안 _주교사동동쪽끝

교실평면2모듈음영영향 운동장 공간영향

동쪽주거지음영영향 임시교실운영비증대

•  E 안 _주교사동동쪽일부철거

교실평면2모듈, 코어,  증개축 운동장공간영향 최소화

동쪽주거지음영영향최소화 철거, 증개축공사비증대

임시교실운영비 증대



4.1.1. A안 배치

- 기존교사동영향적음.

- 남쪽경관, 음영영향있음. 운동장남쪽개방감영향.

- 기존교사동과연결시 브릿지하부4m 이상천장고확보정문버스, 소방차진입고려.

- 기존후문외부주차장, 창고동사용가능. 

- 1층야구부외부연습공간 확보. 

- 1층필로티주차장공간확보.

- 남쪽주거지민원예상

19



- 학교 운동장 개방감 영향. 

- 정문, 운동장 겨울철 오전, 오후 음영 영향.

8/15 PM 3:00

12/25 AM 9:00

20

8/15 AM 9:00

12/25 PM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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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측 교사동 뷰주 교사동 중심 뷰

정문 뷰, 4m 통과높이 확보



4.1.2. B안 배치

- 남쪽부지경계선 부지활용 .

- 기존교사동, 운동장에서남쪽의정면개방감, 조망, 빛환경영향큼. 겨울철음영으로인해운동장눈적체예상.

- 기존교사동과브릿지연결성좋음. 

- 기존후문외부주차장, 창고동사용가능. 

- 정문활용1층필로티주차가능.

- 1층야구부연습공간.  외부연습공간영향

22



- 학교 운동장 겨울철 오전, 오후 음영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눈이 녹지 않음.

- 동쪽 교사동에 음영 영향

23

8/15 PM 3:00

12/25 AM 9:00 12/25 PM 3:00

8/15 AM 9:00



서측 교사동 뷰

정문 뷰

주 교사동 중심 뷰

24



4.1.3. C안 배치

- 남쪽 삼각형코너부지활용

- 운동장개방감영향. 운동장개방감, 음영영향. 

- 기존교사동과연결통로길어짐(60m 이상) 

- 기존후문외부주차장, 창고동사용가능. 

- 야구부외부연습공간 확보. 

- 남쪽주거지민원예상

25



- 운동장 개방감 영향.

- 운동장 겨울철 오전, 오후 음영 영향

26

8/15 PM 3:00

12/25 AM 9:00 12/25 PM 3:00

8/15 AM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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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측 교사동 뷰

정문 뷰, 캐노피 연결

주 교사동 중심 뷰



4.1.4. D안 배치

- 동쪽윙옵션, 기존건물철거영향 적음. 

- 교실2모듈(8개교실)음영영향

- 동쪽경관, 음영영향있음. 운동장개방감영향.

- 기존교사동과연결성좋음. 

- 기존후문외부주차장, 창고동존속. 필요시체육관하부필로티일부주차가능.

- 야구부외부연습공간 확보가능. 

- 동쪽아파트민원예상.

28



- 여름, 겨울철 오후 동쪽 주거지 음영 영향. 민원 가능성 있음.

- 겨울철 오전 교사 동 사이 음영.

29

8/15 PM 3:00

12/25 AM 9:00 12/25 PM 3:00

8/15 AM 9:00



동측 거리뷰

운동장(정문진입) 뷰

주 교사동 중심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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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안 배치

- 동쪽 기존교사동2모듈(8개교실), 코어, 화장실철거후증개축 .

- 동쪽경관, 음영영향있음. 운동장개방감영향적음.

- 기존교사동과일체화. 연결성좋음. 

- 기존후문외부주차장, 창고동사용가능. 

- 야구부외부연습공간 확보. 

- 동쪽주거지민원예상

31



- 학교 운동장 겨울철 오전, 오후 음영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눈이 녹지 않음.

- 동쪽 교사동에 오전 음영 영향

- 주변 주거지 여름, 겨울철 오후 음영 영향. 민원 예상

32

8/15 PM 3:00

12/25 AM 9:00 12/25 PM 3:00

8/15 AM 9:00



후문 뷰

운동장 뷰(정문 진입)

서측 교사동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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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 _남쪽도로평행 •  B 안 _서쪽증대 •  C 안 _남쪽교사동직각 •  D 안 _주교사동동쪽끝 •  E 안 _주교사동동쪽 철거

A안 B안 C안 D안 E안 비 고

철거 등 공사난이도 5 4 5 4 1

예산 4 5 4 5 1

연결브릿지 연결 통로 기존건물 철거, 임시사용

교사동 일조, 경관 3 1 3 3 4

체육관 - 교사동연결 3 4 1 4 5

외부 야구장 영향 3 1 3 3 4

기존 주 운동장 3 1 3 3 4

진입, 주차 동선 5 3 3 2 3

정문 이동안 고려 정문 이동안 고려 체육관 주차 난해 후문에 밀집 B, C 안 정문이동고려

중장기 마스터플랜 3 2 3 4 5

5년 이후

주변 아파트 민원 4 4 3 1 2

합계 33 25 28 29 29

4.1.6. 1단계배치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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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 등 공사 난이도

- A안, C안의 경우 기존 교사동 및 시설에 영향을 최소화 함.

2) 예산

- 현재 확보된 예산(27억)공사비로 실현 가능한 안은 A안, B안, C안, D안으로 예측됨. A안, C안은 연결통로 공사비 예상됨. 

- E안의 경우 철거비용, 기존 시설 이전 및 임시사용 시설 등 추가예산 확보 필요 예상됨

3) 교사동, 운동장 일조, 경관

- E안의 경우 일조, 경관 영향 최소화. A안, B안, C안의 경우 기존 남향 열려진 경관이 침해 불가피. 

4) 체육관 – 교사동 연결

- E안의 경우 일체화. C안의 경우 긴 외부 연결통로로 불편 예상됨. A안의 경우 3층 높이의 브릿지 공사비 예상됨. 

5) 외부 야구장 영향

- E안의 경우 영향 적음. B안의 경우 침해 불가피. A안, C안, D안 리틀야구장 크기 확보

6) 기존 주 운동장

- E안의 경우 영향 적음. B안의 경우 침해 불가피. 

7) 진입, 주차동선

- A안의 경우 후문 보행자/정문 차량 동선, 필요시 주민 체육관 동선/학교 동선 명확히 분리 장점

- B안, C안의 경우 학교측 정문 남측 예각 코너 인근으로 정문 이동 제안. D안, E안 후문 보행자, 차량, 주민 집중 단점

8) 중장기 마스터플랜

- E안의 경우 전체적인 배치(내/외부공간 관계)고려 중장기 마스터 플랜 가장 적합

9) 주변 아파트 민원

- D안, E안 민원소지 높음

10) 종합

- A안이 예산, 현 상황 고려 1단계 체육관 배치안으로 적합한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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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단계 : 중장기 마스터플랜

• 1단계 체육관 배치와 연계된 학교 중장기 마스터플랜

• 마스터플랜은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새로운 교육공간 대응 개념 – 내부/외부 공간 조직 구성, 분리/융합 관계, 3층 이하 저층

• 복도 및 공용공간을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안.  

• 이수초 역사 및 특성에 맞는 마스터플랜 – 주 운동장의 개방성, 스페이스 프로그램, 외부, 실내 야구연습장 등

•  M -A 안 •  M -B 안

•  M -D 안 •  M -E 안

❯

❯

•  M -C 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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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M-A안 배치

37

2단계: 중장기 마스터플랜 다이어그램1단계: 체육관 배치(1) 배치계획

1) 주안점

- 1단계 체육관 증개축 시 기존 건물 철거 불필요. 체육관 준공시 교실 음영 영향 없음. 

- 2단계 중장기 마스터플랜 전체 교사동 철거 후 증개축. 기존 운동장 및 교사동 개방감 훼손. 교사동과 코어공유 조율 필요. 

2) 마스터플랜 개념

- 남측 출입구 근처에 체육관을 배치하고 T 형태의 연결 복도를 이용해 학교안의 ‘길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시적 연결 활성화

- 주동은 다수의 교사동과 중정(courtyard)으로 도시적 구성. 

3) 동선계획

- T 형태의 연결 복도를 이용해 학교안의 ‘길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시적 연결 활성화

4) 외부공간 계획

- 기존 운동장 배치 개념 유지, 이수초 야구부 외부 연습 공간 확보 가능

- 교사동은 중정(courtyard)으로 구성되어 내/외부공간 연계. 소규모 특화 교육에 적합한 중정 스케일, 성격이 다른 중정 도시적 구성

5) 기타 특수 조건

- 체육관은 정문 입구에 근접하여 지역연계 등 복합적 활용에 유리

- 남쪽 주거지 민원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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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페이스 프로그램 및 도면참조

-대지면적 : 13,144M2

-건축면적 : 3,261.1M2  (건폐율 : 24.8%) 

-층수 : 3층, 1층체육관필로티주차장

-연면적 : 8,482.9M2 (용적률 : 64.5%), 기존비교6,965.3M2 + 903M2 (체육관) = 7,868.3M2

배치 및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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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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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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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스페이스 프로그램

42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지원시설 행정시설 공용 식당, 주방 체육관 야구부실 합계 비고

4층 157.5 733.5 - - - 891.0

3층 8 540.0 1 67.5 4 270.0 7 472.5 - - 834.8 - - - 20 2,184.8

2층 13 877.5 - - 4 270.0 3 202.5 - - 834.8 - 922.0 - 20 3,106.8

1층 5 337.5 3 202.5 - - 1 67.5 11 742.5 949.5 - - 200.0 20 2,499.5

지하

합 계 26 1,755.0 4 270.0 8 540.0 11 742.5 11 742.5 2,776.6 733.5 922.0 200.0 60 8,682.1

대지면적 13,144.0 m2 

건축면적 3,133.0 m2 

연면적 8,337.7 m2 

건폐율 23.8%

용적률 63.4%

주차장 1,376.6 m2 

주차대수 46 (1대/30m2) 

교실모듈 67.5 m2 

공용비율 31.8% (공용면적/전체연면적) 

(3) 시설계획

1) 설계의 주안점

- 평면상에서 다수의 중정을 가지는 T형 연결체계의 조닝이라면, 수직적으로 저학년에서 고학년, 사용 빈도와 행정, 관리 용이성 고려한 조닝

- 모든 일반교실은 거실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남향으로 배치, 1학년과 돌봄교실은 1층 정원과 연결

- 성격이 다른 다수의 중정과 T형 도시적 연결 결절점들은 단조로울 수 있는 학교공용공간(긴 복도 등) 경험을 풍부하게 조성

2) 스페이스 프로그램(도면 및 표 참조)

3) 조닝(도면 및 표 참조)

- 평면상에서 다수의 중정을 가지는 T형 연결체계의 조닝이라면, 수직적으로 저학년에서 고학년, 사용 빈도와 행정, 관리 용이성 고려한 조닝

4) 기타 특수조건

- 중정은 저학년 외부학습공간, 휴식을 위한 조경공간 등으로 각 중정마다 특색 있도록 설계 가능.

- 중정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자연환기를 도우며, 중정의 식재는 미세먼지 저감효과 예상됨. 



(4) 공공성 확보 등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1) 체육관 및 운동장 지역주민 개방

- 체육관은 남측입구에 근접하여 지역주민활용 등 복합적 활용에 유리, 체육관 하부 필로티 주차장 활용 가능

-교사동이중정형으로배치되어교육활동에방해를받지않으면서운동장지역주민활용가능

2) 도서실 지역주민 개방

- 2층 도서실은 후문 코어와 인접, 교사동의 시설과 쉽게 분리 통제가 가능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 가능

-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 선정 및 사서 및 안전을 고려한 특별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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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AM 9:00



정문 8/15 AM 9:00중정 8/15 AM 9:00

후문 8/15 AM 9:00
교사동 동쪽 8/15 AM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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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PM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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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M-B안배치

46

2단계: 중장기 마스터플랜 다이어그램1단계: 체육관 배치

❯

(1) 배치계획

1) 주안점

- 1단계 체육관 증개축 시 기존 건물 철거 불필요. 체육관 준공시 서남쪽 1개 모듈 교실 음영 영향 받음. 

- 2단계 중장기 마스터플랜 전체 교사동 철거 후 증개축. 기존 운동장 및 교사동 개방감 훼손. 교사동과 코어공유 조율 필요. 

2) 마스터플랜 개념

- 남측 출입구근처에 체육관을 배치하고 H 형태의 연결 복도를 이용해 학교안의 ‘길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시적 연결 활성화

- 주동은 다수의 교사동과 중정(courtyard)으로 도시적 구성. 

3) 동선계획

- H 형태의 연결 복도를 이용해 학교안의 ‘길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시적 연결 활성화

4) 외부공간 계획

- 기존 운동장 배치 90도 돌려서 배치, 이수초 야구부 외부 연습 공간 확보 가능

- 교사동은 중정(courtyard)으로 구성되어 내/외부공간 연계. 소규모 특화 교육에 적합한 중정 스케일, 성격이 다른 중정 도시적 구성

5) 기타 특수 조건

- 체육관은 정문입구에 근접하여 지역연계 등 복합적 활용에 유리

- 남쪽 주거지 민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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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페이스 프로그램 및 도면참조

-대지면적 : 13,144M2

-건축면적 : 3,160.5M2  (건폐율 : 24.0%) 

-층수 : 3층, 1층체육관필로티주차장

-연면적 : 8,569.6M2 (용적률 : 65.2%), 기존비교6,965.3M2 + 787.5M2 (체육관) = 7,752.8M2

배치 및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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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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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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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스페이스 프로그램

51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지원시설 행정시설 공용 식당, 주방 체육관 야구부실 합계 비고

4층 168.8 708.8 - - - 877.6

3층 9 607.5 1.5 101.3 4 270.0 6.5 438.8 - - 876.8 - - - 21 2,294.3

2층 9 607.5 4.5 303.8 4 270.0 3.5 236.3 - - 891.5 - 922.0 - 21 3,231.0

1층 9 607.5 - - - - 1 67.5 10.7 720.0 894.8 - - 200.0 20.7 2,489.8

지하

합 계 27 1,822.5 6 405.0 8 540.0 11 742.5 10.7 720.0 2,831.9 708.8 922.0 200.0 62.7 8,892.7

대지면적 13,144.0 m2 

건축면적 3,170.3 m2 

연면적 8,892.7 m2 

건폐율 24.1%

용적률 67.7%

주차장 1,233.9 m2 

주차대수 41 (1대/30m2) 

교실모듈 67.5 m2 

공용비율 31.8% (공용면적/전체연면적) 

(3) 시설계획

1) 설계의 주안점

- 평면상에서 다수의 중정을 중심으로 H형 연결체계의 조닝이라면, 수직적으로 저학년에서 고학년, 사용 빈도와 행정, 관리 용이성 고려한 조닝

- 모든 일반교실은 거실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남향으로 배치, 1학년과 돌봄교실은 1층 정원과 연결

- 성격이 다른 다수의 중정과 H형 도시적 연결 결절점들은 단조로울 수 있는 학교공용공간(긴 복도 등) 경험을 풍부하게 조성

2) 스페이스 프로그램(도면 및 표 참조)

3) 조닝(도면 및 표 참조)

- 평면상에서 다수의 중정을 중심으로 H형 연결체계의 조닝이라면, 수직적으로 저학년에서 고학년, 사용 빈도와 행정, 관리 용이성 고려한 조닝

4) 기타 특수조건

- 중정은 저학년 외부학습공간, 휴식을 위한 조경공간 등으로 각 중정마다 특색 있도록 설계 가능.

- 중정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자연환기를 도우며, 중정의 식재는 미세먼지 저감효과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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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성 확보 등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1) 체육관 및 운동장 지역주민 개방

- 체육관은 남측입구에 근접하여 지역주민활용 등 복합적 활용에 유리, 체육관 하부 필로티 주차장 활용 가능

-교사동이중정형으로배치되어교육활동에방해를받지않으면서운동장지역주민활용가능

2) 도서실 지역주민 개방

- 2층 도서실은 후문 코어와 인접, 교사동의 시설과 쉽게 분리 통제가 가능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 가능

-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 선정 및 사서 및 안전을 고려한 특별관리가 필요. 



4.2.3. M-C안배치

(1) 배치계획

1) 주안점

- 1단계 체육관 증개축 시 기존 건물 철거 불필요. 체육관 준공시 교실 음영 영향 없음. 

- 2단계 중장기 마스터플랜 전체 교사동 철거 후 증개축. 기존 운동장 및 교사동 개방감 유지.

2) 마스터플랜 개념

- 남측 삼각형 코너 부지에 체육관을 배치하고 T 형태의 연결 복도를 이용해 학교안의 ‘길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시적 연결 활성화

- 주동은 다수의 교사동과 중정(courtyard)으로 도시적 구성. 

3) 동선계획

- T 형태의 연결 복도를 이용해 학교안의 ‘길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시적 연결 활성화

4) 외부공간 계획

- 기존 운동장 배치 개념 유지, 이수초 야구부 외부 연습 공간 확보 어려움. 

- 교사동은 중정(courtyard)으로 구성되어 내/외부공간 연계. 소규모 특화 교육에 적합한 중정 스케일, 성격이 다른 중정 도시적 구성

5) 기타 특수 조건

- 기존의 정문이 남측 삼각형 코너 부지로 옮겨진다면 체육관은 정문 입구에 근접하여 지역연계 등 복합적 활용에 유리

- 동쪽 주거지 민원 예상. 이격거리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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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중장기 마스터플랜 다이어그램1단계: 체육관 배치

❯



(2) 스페이스 프로그램 : 도면참조

-대지면적 : 13,144M2

-건축면적 : 3,107.3M2  (건폐율 : 23.6%) 

-층수 : 3층, 1층체육관필로티주차장

-연면적 : 8,745.9M2 (용적률 : 66.5%), 기존비교6,965.3M2 + 787.5M2 (체육관) = 7,752.8M2
배치 및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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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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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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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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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스페이스 프로그램
(3) 시설계획

1) 설계의 주안점

- 평면상에서 다수의 중정을 중심으로 T 형 연결체계의 조닝이라면, 수직적으로 저학년에서 고학년, 사용 빈도와 행정, 관리 용이성 고려한 조닝

- 모든 일반교실은 거실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남향으로 배치, 1학년과 돌봄교실은 1층 정원과 연결

- 성격이 다른 다수의 중정과 T 형 도시적 연결 결절점들은 단조로울 수 있는 학교공용공간(긴 복도 등) 경험을 풍부하게 조성

2) 스페이스 프로그램(도면 및 표 참조)

3) 조닝(도면 및 표 참조)

- 평면상에서 다수의 중정을 중심으로 T 형 연결체계의 조닝이라면, 수직적으로 저학년에서 고학년, 사용 빈도와 행정, 관리 용이성 고려한 조닝

4) 기타 특수조건

- 중정은 저학년 외부학습공간, 휴식을 위한 조경공간 등으로 각 중정마다 특색 있도록 설계 가능.

- 중정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자연환기를 도우며, 중정의 식재는 미세먼지 저감효과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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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지원시설 행정시설 공용 식당, 주방 체육관 야구부실 합계 비고

4층 135.0 614.3 749.3

3층 8 540.0 1 67.5 3.5 236.3 7 472.5 - - 870.8 - - - 19.5 2,187.1

2층 13 877.5 - - 3.5 236.3 3.5 236.3 - - 1,059.5 - 922.0 - 20 3,331.5

1층 5 337.5 3 202.5 - - 1 67.5 10 675.0 1,127.0 - - 200.0 19 2,609.5

지하

합 계 26 1,755.0 4 270.0 7 472.5 11.5 776.3 10 675.0 3,192.3 614.3 922.0 200.0 58.5 8,877.4

대지면적 13,144.0 m2

건축면적 3,332.0 m2

연면적 8,877.4 m2

건폐율 25.3%

용적률 67.5%

주차장 1,402.0 m2

주차대수 47 (1대/30m2) 

교실모듈 67.5 m2

공용비율 36.0% (공용면적/전체연면적) 



(4) 공공성 확보 등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1) 체육관 및 운동장 지역주민 개방

- 기존의 정문이 남측 삼각형 코너 부지로 옮겨진다면 체육관은 정문 입구에 근접하여 지역연계 등 복합적 활용에 유리

- 교사동이중정형으로배치되어교육활동에방해를받지않으면서운동장지역주민활용가능

2) 도서실 지역주민 개방

- 2층 도서실은 체육관에 인접하여 교사동의 시설과 쉽게 분리 통제가 가능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 가능

-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 선정 및 사서 및 안전을 고려한 특별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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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M-D안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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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중장기 마스터플랜 다이어그램1단계: 체육관 배치

❯

(1) 배치계획

1) 주안점

- 1단계 체육관 증개축 시 기존 건물 철거 불필요. 체육관 준공시 동쪽 2개 모듈 교실 음영 영향 받음. 

- 2단계 중장기 마스터플랜 전체 교사동 철거 후 증개축. 기존 운동장 및 교사동 개방감 유지. 교사동과 코어공유 조율 필요. 

2) 마스터플랜 개념

- 북측 출입구근처에 체육관을 배치하고 H 형태의 연결 복도를 이용해 학교안의 ‘길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시적 연결 활성화

- 주동은 다수의 교사동과 중정(courtyard)으로 도시적 구성. 

3) 동선계획

- H 형태의 연결 복도를 이용해 학교안의 ‘길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시적 연결 활성화

4) 외부공간 계획

- 기존 운동장 배치 남측 대지 라인에 맞게 배치, 이수초 야구부 외부 연습 공간 확보 가능

- 교사동은 중정(courtyard)으로 구성되어 내/외부공간 연계. 소규모 특화 교육에 적합한 중정 스케일, 성격이 다른 중정 도시적 구성

5) 기타 특수 조건

- 체육관은 북측입구에 근접하여 지역연계 등 복합적 활용에 유리

- 동쪽 주거지 민원 예상. 이격거리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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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및 1층 평면도

(2) 스페이스 프로그램 및 도면참조

-대지면적 : 13,144M2

-건축면적 : 3,181.5M2  (건폐율 : 24.2%) 

-층수 : 3층, 1층체육관필로티주차장

-연면적 : 8,815.5M2 (용적률 : 67.1%), 기존비교6,965.3M2 + 787.5M2 (체육관) = 7,752.8M2



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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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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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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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스페이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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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지원시설 행정시설 공용 식당, 주방 체육관 야구부실 합계 비고

4층 191.3 679.5 - 870.8

3층 8 540.0 1 67.5 4 270.0 7 472.5 - - 963.0 - - - 20 2,313.0

2층 13 877.5 - - 4 270.0 3.5 236.3 - - 945.5 - 922.0 - 20.5 3,251.3

1층 5 337.5 - - - - 1 67.5 13 877.5 929.3 - - 200.0 19 2,411.8

지하

합 계 26 1,755.0 1 67.5 8 540.0 11.5 776.3 13 877.5 3,029.1 679.5 922.0 200.0 59.5 8,846.9

대지면적 13,144.0 m2

건축면적 3,251.7 m2

연면적 8,846.9 m2

건폐율 24.7%

용적률 67.3%

주차장 1,361.5 m2

주차대수 45 (1대/30m2) 

교실모듈 67.5 m2

공용비율 34.2% (공용면적/연면적) 

(3) 시설계획

1) 설계의 주안점

- 평면상에서 다수의 중정을 중심으로 H형 연결체계의 조닝이라면, 수직적으로 저학년에서 고학년, 사용 빈도와 행정, 관리 용이성 고려한 조닝

- 모든 일반교실은 거실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남향으로 배치, 1학년과 돌봄교실은 1층 정원과 연결

- 성격이 다른 다수의 중정과 H형 도시적 연결 결절점들은 단조로울 수 있는 학교공용공간(긴 복도 등) 경험을 풍부하게 조성

2) 스페이스 프로그램(도면 및 표 참조)

3) 조닝(도면 및 표 참조)

- 평면상에서 다수의 중정을 중심으로 H형 연결체계의 조닝이라면, 수직적으로 저학년에서 고학년, 사용 빈도와 행정, 관리 용이성 고려한 조닝

4) 기타 특수조건

- 중정은 저학년 외부학습공간, 휴식을 위한 조경공간 등으로 각 중정마다 특색 있도록 설계 가능.

- 중정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자연환기를 도우며, 중정의 식재는 미세먼지 저감효과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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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성 확보 등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1) 체육관 및 운동장 지역주민 개방

- 체육관은 북측입구에 근접하여 지역주민활용 등 복합적 활용에 유리. 

-교사동이중정형으로배치되어교육활동에방해를받지않으면서운동장지역주민활용가능

2) 도서실 지역주민 개방

- 2층 도서실은 체육관에 인접하여 교사동의 시설과 쉽게 분리 통제가 가능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 가능

-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 선정 및 사서 및 안전을 고려한 특별관리가 필요. 



4.2.5. M-E안배치

67

2단계: 중장기 마스터플랜 다이어그램1단계: 체육관 배치

❯

(1) 배치계획

1) 주안점

- 1단계 체육관 증개축 시 기존 건물 일부 철거 필요. 화장실, 교실 2개 모듈(8개 교실) 철거.

- 2단계 중장기 마스터플랜 전체 교사동 철거 후 증개축. 기존 운동장 및 교사동 개방감 유지. 교사동과 코어공유 조율 필요. 

2) 마스터플랜 개념

- 북측 출입구근처에 체육관을 배치하고 H 형태의 연결 복도를 이용해 학교안의 ‘길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시적 연결 활성화

- 주동은 다수의 교사동과 중정(courtyard)으로 도시적 구성. 

3) 동선계획

- H 형태의 연결 복도를 이용해 학교안의 ‘길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시적 연결 활성화

4) 외부공간 계획

- 기존 운동장 배치 개념 유지, 이수초 야구부 외부 연습 공간 확보 가능

- 교사동은 중정(courtyard)으로 구성되어 내/외부공간 연계. 소규모 특화 교육에 적합한 중정 스케일, 성격이 다른 중정 도시적 구성

5) 기타 특수 조건

- 체육관은 북측 후문에 근접하여 지역연계 등 복합적 활용에 유리

- 동쪽 주거지 민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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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페이스 프로그램 및 도면참조

-대지면적 : 13,144M2

-건축면적 : 3,181.5M2  (건폐율 : 24.2%) 

-층수 : 3층, 1층체육관필로티주차장

-연면적 : 8,739.0M2 (용적률 : 66.5%), 기존비교6965.3M2 + 787.5M2 (체육관) = 7,752.8M2

배치 및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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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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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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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스페이스 프로그램

72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지원시설 행정시설 공용 식당, 주방 체육관 야구부실 합계 비고

4층 157.5 733.5 891.0

3층 8 540.0 1 67.5 4 270.0 7 472.5 - - 834.8 - - - 20 2,184.8

2층 13 877.5 - - 4 270.0 3 202.5 - - 834.8 - 922.0 - 20 3,106.8

1층 5 337.5 3 202.5 - - 1 67.5 11 742.5 949.5 - - 200.0 20 2,499.5

지하

합 계 26 1,755.0 4 270.0 8 540.0 11 742.5 11 742.5 2,776.6 733.5 922.0 200.0 60 8,682.1

대지면적 13,144.0 m2 

건축면적 3,215.3 m2 

연면적 8,682.1 m2 

건폐율 24.5%

용적률 66.1%

주차장 1,402.0 m2 

주차대수 47 (1대/30m2) 

교실모듈 67.5 m2 

공용비율 32.0% (공용면적/전체연면적) 

(3) 시설계획

1) 설계의 주안점

- 평면상에서 다수의 중정을 중심으로 H형 연결체계의 조닝이라면, 수직적으로 저학년에서 고학년, 사용 빈도와 행정, 관리 용이성 고려한 조닝

- 모든 일반교실은 거실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남향으로 배치, 1학년과 돌봄교실은 1층 정원과 연결

- 성격이 다른 다수의 중정과 H형 도시적 연결 결절점들은 단조로울 수 있는 학교공용공간(긴 복도 등) 경험을 풍부하게 조성

2) 스페이스 프로그램(도면 및 표 참조)

3) 조닝(도면 및 표 참조)

- 평면상에서 다수의 중정을 중심으로 H형 연결체계의 조닝이라면, 수직적으로 저학년에서 고학년, 사용 빈도와 행정, 관리 용이성 고려한 조닝

4) 기타 특수조건

- 중정은 저학년 외부학습공간, 휴식을 위한 조경공간 등으로 각 중정마다 특색 있도록 설계 가능.

- 중정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자연환기를 도우며, 중정의 식재는 미세먼지 저감효과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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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성 확보 등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1) 체육관 및 운동장 지역주민 개방

- 체육관은 북측입구에 근접하여 지역주민활용 등 복합적 활용에 유리, 체육관 하부 필로티 주차장 활용 가능

-교사동이중정형으로배치되어교육활동에방해를받지않으면서운동장지역주민활용가능

2) 도서실 지역주민 개방

- 2층 도서실은 후문 코어와 인접, 교사동의 시설과 쉽게 분리 통제가 가능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 가능

-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 선정 및 사서 및 안전을 고려한 특별관리가 필요. 



•  M -A 안 •  M -B 안 •  M -C 안 •  M -D 안 •  M -E 안

4.2.6. 중장기마스터플랜(2단계) 결론

M-A안 M-B안 M-C안 M-D안 M-E안 비 고

1단계 체육관 배치 33 25 28 29 29 1단계 표 참조

이동 동선 3 4 1 5 5

일조, 경관 3 1 3 4 5

외부 야구장 3 1 3 1 5

주 운동장 4 1 3 1 5

진입, 주차 동선 5 3 3 2 2

동선 분리 정문 이동안 고려 정문 이동안 고려 체육관 주차 난해 후문에 밀집
B, C 안 정문 이동
고려

합계 51 35 41 4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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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체육관 배치

- A안 최적안

2) 이동 동선

- D안, E안 교사동+체육관 이동동선 유리

3) 일조, 경관

- D안, E안 일조, 남향 경관, 개방감 유리

4) 야구장

- E안 유리, A안, C안 리틀야구장 크기 확보

5) 주 운동장

- E안, A안 유리. 

6) 진입, 주차동선

- A안 후문 보행자/정문 차량 동선, 필요시 주민 체육관 동선/학교 동선 분리 장점

- B안, C안의 경우 학교측 정문 남측 예각 코너 인근으로 정문 이동 제안. D안, E안 후문 보행자, 차량, 주민(체육관 이용) 집중 단점

7) 종합

- A안, E안이 1단계 + 중장기 마스터플랜 적정 안 예상됨.

-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신축을 가정 시 E안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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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1단계 체육관 배치

- 철거 등 공사난이도, 예산, 교사동 일조, 경관, 체육관-교사동 연결성, 야구장 영향, 주 운동장 영향, 진입, 주차동선, 민원 및 중장기 마스터 플랜 연결

고려 A안이 최적안으로 예상됨. 

2) 중장기 마스터플랜

- 1단계 체육관 배치의 점수와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이동동선, 일조, 경관, 야구장, 주 운동장 영향, 진입, 주차동선 고려 A안과 E안이 최적안으로 예상됨.

- 예산 및 상황 고려하지 않고 신축을 가정 시 E안이 최적안으로 예상됨. 

- 주변 상황, 체육관의 배치에 따른 정문의 이동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마스터플랜의 중정 크기는 3개층 높이 고려 축소됨. 실제 설계 시 적정 크기 산정 필요함. 

3) 비교표의 점수는 추후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점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순위가 바뀔 수 있음.  

M-A 안 중정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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