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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오남중학교의 체육관 및 급식시설은 기존 건물의 수직증축 

및 기존 교실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정규 체육관의 기능이 충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급식시

설 역시 정상적인 기능을 지니지 못하고 있어서 증축의 필요성이 있

음.

◦ 특히 오남중학교는 학교규모에 비해 협소한 대지 여건 및 과거의 

학교운영방식을 전제로 건축된 배치로 인하여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Master-Plan)이 요구됨.

◦ 새롭게 건축되는 실내체육관 및 학생식당은 미래의 교육방식을 수

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과정도 수용 가능하여야 하

므로 중· 장기적 측면에서 재건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오남중학교의 주변 및 대지현황, 기존 교사동과 새롭게 증축하는 

실내체육관 및 학생식당간 효율적인 관계를 고려하고, 향후 기존 교사

동의 기존 배치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이동 동선에 의한 유기적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치계획(안)을 수립, 제시하고자 함.

◦ 아울러 상기 체육관 및 급식시설이 향후 장기적인 오남중학교 마

스터플랜 수립 시에도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의 방

향성도 제시하고자 함.



Ⅰ장. 서론 오남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에 따른 마스터플랜 연구

<4>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에 필요한 내용(① 부지 주변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 ② 사업부지 개요 등 부지 특성, ③ 실별 규모(space 

program)와 산출근거, ④ 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등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하고자 함.

1) 연구의 내용

(1) 기초자료분석

◦ 학교 현황 분석

 - 기존 건물의 사용현황 분석

 - 교육활동 등 학생 사용행위에 따른 (교내활동)동선 분석

 - 법적 제한 사항 분석

◦ 주변지역 현황 분석

 - 학교 주변지역 관련 현황 조사

 - 보행자 및 차량 동선

◦ 기존 교사동 건물 상태 분석

 - 기존교실의 노후도 등 교육환경 상태 분석

(2) 기본 구상

◦ 학교 규모(학급 수)를 고려한 스페이스프로그램 작성

 - 학교 규모에 따른 스페이스프로그램 작성

 -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학교 공간 현황 분석을 통한 적정한 증축 

규모 제안

◦ 증축 적정 위치 검토

 - 기존 교사동 배치 현황, 기존 교사동 연계성, 대지 효용성, 증축 

가능성, 법적 제한사항 등을 고려한 적정 위치 검토

 - 향후 개축을 고려한 적정 위치 검토

(3) 배치계획안 수립

◦ 기존 교사동 배치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배치 계획안 수립

 - 시설사업 추진의 기본원칙 및 방향 제시

 - 증, 개축시 고려할 사항

◦ 단계별 증, 개축 등을 가정한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장기마스터 플랜 시 층별 평면 재구성

 - 단계별 증, 개축 또는 리모델링 방안 제시

◦ 교사동의 배치 및 기본구상(안) 도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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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치계획 : 건물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배치도 작성

 - 평면계획 : 층별 평면도(단선도면) 작성 및 치수기입

2) 연구의 방법

(1) 문헌 및 자료분석

◦ 미래사회와 학교교육 관련 자료 탐색

◦ 학교 현황 자료 분석

◦ 국내, 외 관련 사례 분석 등

 

(2) 학교 요구도 및 현장 실태 조사

◦ 기존 교사동을 고려한 식당 및 체육관 배치 등에 대한 학교 요구

도(관리자, 교사, 학부모 등) 조사, 분석

◦ 기존 건물 및 운동장 등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등

(3) 스페이스 프로그램 산출 및 마스터플랜(안) 제시

◦ 오남중학교 스페이스 프로그램 산출

◦ 실내체육관 및 학생식당 등의 배치계획(안) 및 마스터플랜 방향

(안) 제시 등

3.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오남중학교 실내체육관 및 학생식당 증축에 따른 중·장

기 배치계획(안)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적, 건축적 측면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구상안을 제시한 것임. 따라서 향후 본 

배치계획(안)을 기반으로 실제 기본, 실시설계 시 정확한 측량에 근거

하여 건물의 위치, 크기, 형태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등 소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실제 실행시점에서의 물가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될 가

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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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1. 인접지역 및 학교 현황

1) 주변현황

[그림 Ⅱ-1] 오남중학교 위치도

◦ 오남중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우측으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 천왕역이 있다.

오남중학교 남측으로 약 500m 이격하여 천왕중학교가 위치하고 있

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래의 항공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북측에 위

치한 주거단지에서 등교하고 있다.

대지 북측에 위치한 주거단지로는 오류동금강수목원아파트. 동부그

린아파트 등의 집합주택단지들이 천왕역과 오류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

다.

[그림 Ⅱ-2] 오남중 항공사진



Ⅱ장.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오남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에 따른 마스터플랜 연구

<10>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오남중 인근의 중학교로는 남측 500m 정도로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천왕중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이격되어 있다.

서측에 위치한 항동중학교의 경우 천왕선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지어

져 있으며, 북측에 위치한 우신중학교와 개봉중학교는 매봉산 동서측

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동측에 위치한 개웅중학교는 개웅산을 

경계로 이격되어 있으며, 경인중학교 역시 오남중학교에서 약 2km 이

격되어 있는 등 어남중학교와 오류동역 사이, 그리고 오류동역 인근에

는 중학교가 없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남중학교 북측 오리로에서 접근하여 등

교하고 있으며, 주요 등교경로(a →b→c→d→e)의 전경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Ⅱ-3] 접근경로

 

a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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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등하교 동선상 전경

[그림 Ⅱ-5] 인접지역 개발 현황

아울러 오남중학교 북동측 인접지역의 경우 상기의 그림과 같이 재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오남중학교의 경우 천왕역에서 오류동역에 

이르는 지역의 특성상 이러한 재개발로 인한 인구증가 가능성이 상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지점

 

f지점

 

g지점

 

h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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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개요

[그림 Ⅱ-6] 오남중학교 전경(출입구에서 촬영)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9길 25 (오류동)에 위치한 중학교로 

1988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는 24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음.

◦ 총 대지면적은 9,348㎡, 운동장은 2,609㎡, 교사용 대지면적은 

6,739㎡으로 학급수에 비해 매우 협소한 대지여건을 갖추고 있음.

◦ 대지 내 교사동은 운동장으로 열려진 전형적인 ㄷ자형 배치로 되

어 있으며, 교사동 남측 5층 실내체육관은 추후 증축되었음.

[표 Ⅱ-1] 오남중학교 기본 현황(2020학년도)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9길 25 (오류동)

학급수 24학급 학생수 613명

대지면적

9,348㎡

(교사대지 6,739㎡

체육장 2,609㎡)

연면적 7,176㎡

규모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교사동), 

조적(창고, 경비실)

◦ 학생 수는 현재(2020년 기준) 총 613명으로 최근 들어 약간 늘어

나는 추세이며,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수준임. 교직원은 총 52명(일

반교사 26명, 보직교사 12명, 특수교사 1명, 기간제교사 7명, 강사 2

명, 보건교사 1명, 영양교사 1명)이 근무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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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오남중학교 입학생 변화 경향

연도 남학생 여학생 합계

2017년 83명 117명 200명

2018년 90명 119명 209명

2019년 90명 127명 217명

2020년 58명 155명 213명

◦ 학생 성별 구성은 여학생이 모든 학년에서 남학생보다 더 많이 차

지하고 있음(남학생 총 231명, 여학생 총 382명).

[표 Ⅱ-3] 오남중학교 학급수 및 학생수 현황(2020.5.1. 기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계

학급수 8 8 8 1 25

학생수

남 56 88 84 3 231

여 154 116 109 3 382

소계 210 204 193 6 613

3) 대지특성

[그림 Ⅱ-7] 오남중학교 대지 특성

◦ 오남중학교는 남측이 높고 북측이 낮은 자연지형을 절토 및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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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형성한 경우로 대지 내 경사는 거의 없으나 인접 대지 또는 

인접도로와는 높은 레벨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주 접근로인 대지 서측의 경우 운동장이 높은 옹벽으로 되

어 있으며, 이는 학생들 접근 전경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도로에서 가장 가까이 접

한 운동장 북측에서 학교로 진입하지 못하고 남측 정문까지 우회할 수 

밖에 없다.

◦ 대지의 서측 단부에는 주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보차

분리는 미비하다. 주차장은 학교의 중정에 위치하고 있다.

◦ 대지 남측 역시 인접 도로와 옹벽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에서의 차

량 출입은 대지 서측 주출입구에서만 가능하다.

4) 시설현황

◦ 대지는 정방형이며, 면적은 9,348㎡임. 대지 4면 모두가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며, 

[표 Ⅱ-4] 오남중학교 공간 현황]1)

1) 별동으로 수위실 36㎡, 창고1 36㎡, 창고2 72㎡가 있음.

층수 실명 실수 단위실 면적 실면적

1층

숙직실 1 24.75 24.75

샤워실 1 24.75 24.75

등사실 1 24.75 24.75

행정실 1 33.75 33.75

교장실 1 67.5 67.5

회의실 1 33.75 33.75

서고 1 33.75 33.75

개별학습실 1 67.5 67.5

도서실 1 182.25 182.25

무용실 1 135 135

교사식당 1 33.75 33.75

급식실 1 225 225

미술실 1 90 90 

화장실1 1 49.5 49.5

화장실2 1 49.5 49.5

계단1 1 40.5 40.5

계단2 1 33.75 33.75

계단3 1 45 45

복도 1 297 297

1층 면적 1,491.75

2층

교실 4 67.5 270

가사/기술실 1 114.75 114.75

과학실 1 67.5 67.5



오남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에 따른 마스터플랜 연구 Ⅱ장.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15>

보건실 1 67.5 67.5

컴퓨터실 1 101.25 101.25

성적처리실 1 33.75 33.75

교무실 1 180 180

방송실 1 15 15

교사휴게실 2 33.75 67.5

화장실1 1 49.5 49.5

화장실2 1 49.5 49.5

계단1 1 40.5 40.5

계단2 1 33.75 33.75

계단3 1 52.5 52.5

복도 1 274.5 274.5

2층 면적 1,491.75

3층

생활지도부 1 37.125 37.125

학생회 1 37.125 37.125

교실1 9 67.5 607.5

교실2 1 90 90

과학실 1 114.75 114.75

과학부 1 67.5 67.5

화장실1 1 49.5 49.5

화장실2 1 49.5 49.5

계단1 1 40.5 40.5

계단2 1 33.75 33.75

계단3 1 33.75 33.75

복도 1 330.75 330.75

3층 면적 1,491.75

4층

교실1 10 67.5 675

교실2 1 90 90

교실3 1 81 81

교과교실 1 33.75 33.75

화장실1 1 49.5 49.5

화장실2 1 49.5 49.5

계단1 1 40.5 40.5

계단2 1 33.75 33.75

계단3 1 33.75 33.75

복도 1 330.75 330.75

4층 면적 1,417.5

5층

교과교실 2 67.5 135

통합교실 1 67.5 67.5

음악실 1 67.5 67.5

체육관 1 624.5 624.5

화장실1 1 49.5 49.5

화장실2 1 49.5 49.5

계단1 1 40.5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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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동은 운동장이 위치한 서측으로 열린 ‘ㄷ자’형 건물이며, 교사

동내 교실은 남측으로 교실이 배치된 편복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형적인 학교 평면구조이며, 7.5×9.0m 크기의 교실 1칸 모듈을 

가지고 있음. 복도의 폭은 2.5m 수준으로 단순히 통행에 필요한 최소

의 폭을 가지고 있음.

◦ 남측에 위차한 교사동의 5층 실내체육관은 다목적 강당 및 실내체

육관으로 증축되어 사용하고 있음.

[그림 Ⅱ-8] 오남중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계단2 1 33.75 33.75

계단3 1 45 45

복도 1 156.25 156.25

5층 면적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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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오남중 2-5층 평면도

2. 미래 사회 변화와 학교 교육2) 

1) 학교의 역할 변화

◦ 미래 학교의 역할은 현재의 지식 습득과 대학입시 능력 향상 위주

의 교육개념에서 창의적 인성을 갖춘 전인적 교육으로의 전환이 중요

시되는 교육철학이 요구될 것임.

 - 이는 교실 수업을 전제로 한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자

율화에 의해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갖춘 인성을 배출 할 수 있도록 체

험학습의 증대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창의적 교육의 일환으로 자기주

도적학습의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개념의 학교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1)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실 수업 개선 변화 

2) 이재림 외(2019), 방배중학교 체육관 및 일반교실 증축 배치계획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pp.13~22)을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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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실 수업의 변화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과 교수학습 방법의 도입을 필요로 함. 반면 기존의 일반학급 교실제

는 칠판 수업 중심의 일방향 수업의 빈도가 높아 미래 학생 개인의 적

성과 선택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영

역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은 수업 방법의 변화로써 창의·인성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로 할 것임. 이는 교수학습방법에서 일방향 강의식의 범주

를 벗어나 토론 및 세미나 수업을 통해 학생 상호 교감에 의한 찾아내

는 수업의 비중이 대폭 상향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교실의 수업 환경이 강의식 책상 배열에서 모둠 수

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배열 배치가 필요하며 교과교실 개념의 도입

이 필요함. 교과교실은 모든 교실 환경이 교육과정 수업에 포함된 내

용을 주제로 이론, 실습수업이 함께 이루어지며 전문적인 환경을 갖추

어 사교육 보다 우위에 선 교수 학습을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됨.

◦ 따라서 중‧장기 교수학습 방법의 일환으로 중학교는 교과교실 운

영 체계를 기본으로 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함.

(2) 창의성 및 인성교육의 확대에 따른 학교 환경의 변

화

◦ 지식의 전달이라는 교육적 기능과 이를 응용하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의 확대는 미래 교육의 원천일 수도 있음.

◦ 또한 대입 입시라는 한계에서 미래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창의적 교육과 인성

교육을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외의 새로운 정보와 인적요소와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함. 따라서 새로 개발되는 창의적 교육프

로그램과 함께 학교 내‧외의 환경 구성을 위해 다양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3) 미래 학생의 감성과 소통을 위해 교육 환경을 개선

◦ 학교의 기능은 학생의 교육 기능이 우선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단지 지식만을 가르치는 공간이라면 굳이 학교가 아니어도 가능함. 그

것은 학원이나 온라인 등에 의한 학습으로도 가능하고 일반화 될 수 

있기 때문임.

◦ 반면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조건은 같은 또래의 학생들과 어울

리면서 사회성과 인성을 배우고 다른 학생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

전을 할 수 있으며 소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함. 이는 학교의 교

육기능 중 또 다른 기능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학생의 학교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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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을 넘어 함께 어울리며 소통을 하고 주변 환경에 자극을 받아 창

의성을 키우는 교육환경으로서 역할이 필요함.

◦ 하지만 학생들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은 또래 학생들과 어울

리고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의 소통 경험은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성을 증진시키게 되는 것임. 

학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것임. 따라서 학생의 학교생활에는 교

실을 넘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주변 환경으로부터 충분하게 자극

을 받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이 필요한 것임.

◦ 이를 위해 학교 공간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

   첫째, 복도의 통로기능에서 학생 상호간 소통을 위한 거실 또는 

광장 기능으로의 전환

   둘째, 도서관, 홀, 식당, 체육관 등 학생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공

간은 통합적으로 인접하여 학생 상호간 교감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

   셋째, 옥외공간은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생태 환경을 이해 할 

수 있는 자연적 공간으로 구성하여 감수성 증대와 학생 상호간의 사회

성 증진 도모

(4) 미래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학교로의 전환

◦ 미래 저출산의 영향은 학급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잉여

교실의 발생도 가속화 될 전망임. 반면 미래 지역사회는 여가와 건강

을 위한 공공시설을 필요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행정이 시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잉여시설의 지역사회 공동 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학교 잉여시설을 지역사회 근린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 지역사회 학교가 증대될 것이며 이를 대비한 중‧장기 학교시설 

활용이 고려된 시설 배치가 필요함.

(5) 학생과 주민이 함께 하는 통합의 장 필요

◦ 학생은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임. 그러나 학교와 지역사회는 분

리되어 사회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마저 입시에 대한 몰입으로 극히 한정되

어 있는 현상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사회성을 결여시키는 요

인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학교 내 통합의 장을 

구성하여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음. 통합의 장으

로서 학교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 

군으로 개방이 보편화되고 관련 시설 군이 함께 활용된다면 지역사회 

내 통합의 장소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임.

(6) 정보화에 의한 재택 수업의 확장과 학교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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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 21세기 정보화의 발전은 비약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전통적인 

학교 수업에서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수업은 교과교실제와 새로운 방

송 교육의 확대에 의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정보화 기기 활

용 수업 확대는 결국 장소의 범위를 넘어 어디서나 교과수업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계기가 됨. 

◦ 그렇다면 무한정으로 학교라는 장소를 뛰어 넘어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까 하는 문제임. 바로 학교의 교육이라는 기능은 단지 학습만

을 추구하는 교육적 기능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실 수업 외의 

인성과 창의성을 추구 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임. 

그렇지 않다면 학교와 학원과의 차이가 없기 때문임.

◦ 따라서 학교 현장 수업의 한계는 현재 주 5일제 수업에서 어디까

지 일까 하는 물음을 가져 볼 수 있음. 현재 주 5일제 수업과 부모들

의 주 5일 근무는 학교가 보육기능을 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만 이러한 상호 연계성이 높은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목표 

기준연도 내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는 주 4일제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음.

◦ 그렇다면 학교에서 주 4일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무엇이 달라져

야 할까, 우선 교실의 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주 7일중 3일의 

경우 유휴시설이 되는 것임. 반면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의 거주 주민

들은 가족과 함께 갈 곳이 필요해짐. 바로 학교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될 수 있음. 

◦ 또한 학교 시설은 평일에도 오후 5시 이후는 대부분 학생의 하교

가 마치는 시간대로서 그 시간대 이후는 유휴시설로 활용이 가능함. 

또한 학교 시설의 상당수는 주민의 평생교육과 보건 및 스포츠 공간으

로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고 있음. 따라서 유휴시간대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으로 함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이와 같이 정보화의 비약적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학교 환경의 

변화와 학교 유휴시설의 주민 활용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정보화 기기의 활용 수업의 영향으로 주 4일 학교 수업으

로 점진적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둘째, 주 4일 수업에 의한 잉여교실 활용 방안으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실 배치가 필요함.

   셋째, 학교도서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이 가능한 학교시설로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시설이며, 모든 개방 시설은 도서관 

중심으로 배치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2) 지속가능한 환경으로서 변화

◦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를 막고 후대 인류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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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주기 위한 노력은 학교에서부터 교육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학생이 머무르는 가장 가까운 학교부터 변화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해 필요한 지속 가능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함. 지속 가능한 정책

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

(1)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무장애 환경

◦ 앞서 제시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교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

교 공간은 공공성이 더욱 확대되어 지역사회 주민의 활용 빈도가 높아

지게 되며 학교는 이를 위한 물리적 접근성을 높여야 함. 

◦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가족 구성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함께 되었을 때 진정한 지역사회 학교로 

활용 될 수 있음. 이를 위한 무장애 환경은 장애자 시설이 아니라 노

인, 임산부 장애우를 포함한 일반 성인 및 학생들까지 모두 편하게 접

근이 가능하며 내부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환경을 의미함.

◦ 무장애 환경 요소로 건물의 최단 접근성과 건물 내 수직, 수평 이

동에 따른 장애가 없어야 하며 화장실 등 부대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

는 환경으로서 다양한 환경 분야에 걸쳐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수직 이동이나 화장실 이용 등은 단순한 설비의 증대가 아니

라 이용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접근과 이용 중 정신적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임.

(2) 학교 규모 변화에 따라 일부 교실은 이동교실 활용

으로 융통성

◦ 2030년도 학생발생률을 보면 전국 평균 현재의 학생수 대비 55%

로서 점점 학생의 입학생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음. 반면 개발지역 학

교의 경우 적정학교규모에서 주변 교육환경의 증대에 따라 대규모학교

로 전환되는 사례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임. 

◦ 이 경우 고정형의 콘크리트교실은 일정 기간의 경과 후 또는 인근 

과대학교 분리를 위한 새로운 학교 신설 시 잉여교실을 남기게 되며 

철거 시에도 많은 폐기물을 남기는 악순환이 이루어짐. 

◦ 또한 교실 재활용을 위한 이동교실을 활용함으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필요한 다른 학교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사용되도록 할 수 있

는 융통성 있는 교실을 도입해야 함.

(3) 건물 구조재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고려

◦ 지구자원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자원의 재활용이 중요함. 

인류가 사용하는 자원은 결국 자연을 파괴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

여 생산된 인위적인 재화로 볼 수 있음. 

◦ 또한 건축물에 소비되는 자재는 사용주기를 맞이하며 용도를 다 

한 후 폐기되는 순환으로서 사용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따라



Ⅱ장.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오남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에 따른 마스터플랜 연구

<22>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 자원 활용의 주기를 늘리고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학교 건

축 계획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첫째,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학교건물 자

재는 재활용 범위로의 대폭적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 

재활용 정책 필요

   둘째, 구조물 자체의 재활용; 철골고정식 구조 또는 철골 이동식 

모듈러시스템

   셋째, 분해된 자재의 직접 재활용

   넷째, 재료의 형상 변경으로 재활용; 철, 유리

   다섯째, 폐기물의 최소화

   여섯째, 유해물질의 개별 분해; 페인트, 화학 재료에 의한 재료 

및 폐기 재료의 분해 가능성 부여

(4) 자체 순환되는 에너지 제로 학교 구현

◦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1/4은 건축물에서 소비됨. 미래는 인간

의 쾌적성을 위해 그 소비는 더욱 많아 질것으로 예측되기도 함.

◦ 쾌적한 생활과 건강을 위한 에너지 소비의 무한정은 이미 한계에 

이르러 미래에는 저소비 또는 자연 순환되는 제로에너지 건물 계획의 

필요성이 높아 질 수밖에 없음. 반면 우리 학교건물은 최근 냉난방의 

도입에 따라 그 에너지 소비의 증가가 이미 10년 전의 경우보다 몇 

배 증가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미래 학교 건물의 운영에서는 학생 쾌적성의 향상과 함께 

에너지 저소비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대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 개발이 지속 되어야 할 것임.

3) 지역사회학교 정책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1) 학교와 지역사회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논의는 1930년대 미국 등 구미 선

진국에서 학교의 역할 확대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는 교

육철학이 등장하면서 시작됨(조윤정, 2016; 22).

◦ “학습은 지역사회에서 비로소 생기를 갖게 된다(올센, 1973: 

17).”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로 불가분의 관계라

는 의미함. 학교는 본래 지여사회의 필요에 의해, 지역사회를 위해, 지

역사회가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

라서 학교는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외딴 섬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밀접

한 관계를 맺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김종서 외, 1991; 

Longworth, 2003: 122, 양병찬, 2008: 138에서 재인용).

◦ 지역사회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사회를 학교 안으로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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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는 것으로 ① 성인에 대한 학교 개방, ② 지역의 교육자원 이용, 

③ 지역사회의 구조와 문제 등을 중핵으로 하는 커리큘럼 편성, 학교

를 지역사회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④ 학생ㆍ교사가 지역 활동

에 참가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 ⑤ 학교에 의한 지역사회의 교육기

관ㆍ교육활동의 조정과 지도가 있음(Olsen, 2011).

◦ 강영택(2017)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형태를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①과 ③의 형태는 협력 초기에 주로 일어나는 활동들이며, ②와 

④는 협력 관계가 성숙할 때 발생하는 활동들임. 즉, 협력 초기에는 

학교가 지역사회를 위해 교육과 문화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고, 지역사

회는 학교를 위해 지역의 자원들을 제공하는 활동을 함. 이 협력 관계

가 더 발전하게 되면 학교는 지역사회를 교육과정의 일부로 포함하여 

지역사회를 보다 깊이 공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것을 

탐구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키게 되며 지역사회에

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시민들을 양성하게 됨.

[표 Ⅱ-5]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형태

지역교육공동체 개념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형태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①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 중심센터로서의 학교

②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토대로서의 학

교

지역사회를 통한 교육
③ 학교를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공급처로서의 지역

사회

지역사회에 관한 교육 ④ 학교의 교육과정으로서의 지역사회

◦ 학교와 지역사회는 상기의 논의에서 보듯 학교의 태생적 배경 뿐 

아니라 학교 역할의 확대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는 사회

적 배경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며, 이러한 협력이 발전

하고 성장하게 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이 등장하게 됨.

(2) 마을교육공동체

◦ 조윤정(2016)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하며 그 개

념이나 용어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만큼 이해의 수준도 다름을 이야기

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일회성 이벤트를 추진하는 수준에서부터 교

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주민,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지속적인 상호 학습과 실천이 이루어지

는 수준까지 마을교육공동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수준이 다름. 박제

명(2014)과 양병찬(2008)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마을교육공동체 

유사 개념들을 제시한 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용선 외(2015)와 

김용련(2015)의 연구를 논의하며, 해당 연구에서 정의하는 마을교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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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개념을 밝히고 있음. 

 - 박제명(2014)의 교육마을 : 교육과 공동체의 핵심가치를 가지고 

강한 연대의식 속에서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을 실현해 가는 교육

공동체로서의 마을로, 기존 학교 중심의 교육공동체에서 마을 중심의 

교육공동체로 실현되고 기능하는 광의적 개념의 교육공동체를 의미함. 

 - 양병찬(2008)의 지역교육공동체 : 공동체와 교육ㆍ학습이 융합된 

교육공동체(learning community). 농촌 학교의 문제는 농촌의 사회경

제적 문제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학교와 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에 관심.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의 교육력을 복원시키고 농촌의 선 순환적 성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서용선 외(2015)와 김용련(2015)의 마을교육공동체 : 마을을 기

반으로 하는 교육이고 그 목표는 학생들에게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실천적 방법으로 학습시킴으로써 그들의 학습역량과 정의적 발

달을 도모하여 그 결과가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 순환적 구종의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둠. 마을과 학교가 협력이나 파트

너십을 넘어서 마을 자체가 하나의 좋은 교육생태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조윤정 외(2016)의 마을교육공동체 : 청소년들이 마을에 대해, 

그리고 마을 속에서 배우며,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

소년들을 함께 교육하는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 인간의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뿌리내리며 안정과 정체성을 확

인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때 학교와 마을이 만나고, 교육이 마을공동

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교육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음(조윤정 외, 2016: 4).

◦ 양병찬(2008)은 농촌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을 연구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

 - 농촌 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관련 

주체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의한 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지역에서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중요.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이라는 자치 의식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 마을에

서 책임지는” 주체 형성적 관점이 필요함.

 - 농촌지역 지역교육공동체를 주도한 풀무학교가 주는 의미 : 지역

과 학교의 협력은 구체적, 지속적, 구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 서용선 외(2016)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형태를 아래와 같이 마을학

교, 마을교육과정, 마을이 놀이터, 협동조합, 교육플랫폼, 지역사회학

교, 마을축제 등으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음.

◦ 강영택(2017)은 대안학교와 공립학교, 커뮤니티 스쿨을 포함하는 

국내외 마을교육공동체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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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학교 내에서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고는 마을과의 협력을 

이루는 보다 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으므로 학교 내에서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필요함.

 -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될 때 학교공동체의 형성과 학

교와 마을 협력 관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 관계성과 유대감

을 중시하는 동시에 다양성과 포용성을 지닌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학

교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학교 밖 마을에서

도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함.

 - 학교와 마을 서로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는 분명한 의식을 가진 주체 세력이 필요함. 초기에는 학교 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이후에는 마을주민이나 기관이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의 역량 강

화가 중요함, 사례들에서도 학교와 마을이 상호 협력하여 호혜적 관계

를 성공적으로 이룬 경우는 교사뿐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참여가 적극

적이었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축적된 역량이 있었기 

때문임.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운동이나 

사회적 경제 같은 주제에 대한 연수도 좋지만 실제 마을축제 같은 마

을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실천해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함.

(3)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의 관계

가. 학교 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기여

◦ 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로 학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에 전문성

을 갖춘 마을 주민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일상의 마을 관련 경험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자연스러운 학

교 참여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학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제공 할 수 있는 학교 참여 프로그램

으로는 도서관 개방, 영농교육, 체육활동을 위한 장소제공, 가사교육, 

직업교육 등이 있을 수 있음. 이를 통해 주민의 학교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학생 교육 참여를 제안하며 이를 위한 공동체 

구성은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봄. 

나. 작은 학교 마을교육공동체의 학교에 대한 교육적 기여

◦ 작은 학교의 특성상 소수 학생을 위한 외부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내부 전문성을 갖춘 마을 주민의 학생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공동체 구성이 필요함.

◦ 또한 삶의 과정에서 일상을 풀어나가는 경험과 지혜를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 공간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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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 내 공동체 구성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 좀 더 적극적인 마을교육공동체 구성과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주

민이 필요로 하는 아동 및 노인 복지 시설의 복합 운영을 고려 할 필

요성이 있음.

◦ 즉 학교 시설 중 주민도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시설과 지역사회 

공공복지시설을 함께 이용 할 수 있도록 공유의 장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으로 발전 할 수 있음.

라. 마을 주민의 학교 공간 활용을 위한 공간적 특성

◦ 학교 내 학생의 활동은 학습 중 또는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측면

에서도 안전해야 함.

◦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학교 공간의 개방을 위해서는 공간 사용 영

역이 명확해야 학교 관리자가 시설 개방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마을 개방시설과 주민 활용 시설은 별동의 건물동으로 복

합 구성하고 학생 수업 공간과 내부 연결 복도 등으로 수업시간대 활

용하며 방과후 개방을 통해 이용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

3. 오남중학교 교육과정 분석3)

1) 교육목표4)

◦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교육비전을 “꿈과 실력을 키우는 행복한 배움터”로 정하고 다음과 같

은 5가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재능을 키워 꿈을 이루는 신나는 학교

 - 탐구하고 토의하며 배움을 즐기는 학교

 - 폭력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평화로운 학교

 -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내실있는 학교

 - 교육공동체가 비전을 공유하는 참여하는 학교

◦ 아울러 학교 교육의 핵심 가치인 “더 나은 가치를 함께 다같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원별 추구하는 교육상을 설정함.

 - 학생; 꿈을 키워가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

 - 교사; 관심과 사랑으로 꿈을 키워주는 교사

 - 학부모; 꿈을 지지하고 참여하는 학부모

 - 지역사회; 학생의 꿈을 지원하는 교육공동체

◦ 또한, 중점사항으로 희망교육, 배움중심교육, 행복교육, 안심교육, 

참여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음.

3) 오남중학교의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의 내용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함.

4) 오남중학교 홈페이지(http://ohnam.sen.ms.kr/index.do, 검색일: 2020.08.31.) 학교소개에서 인용함.

http://ohnam.sen.ms.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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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일반사항

가. 편성

● 학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요구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학

교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학교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

육과정(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한다. 

●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도록 민주적인 절차와 과

정을 거쳐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한다. 

●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

하여 안내한다.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과 환경과 녹색성

장, 보건, 진로와 직업 등 교양의 성격을 띠는 과목은 이수 교과목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교육과정 편제에 있는 모든 교과목(국어, 사회(역사 포함), 도덕,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선택)의 교육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정 시수를 배당한다. 7) 창의적 체험활동

은 4개 영역별(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로 적정 

시수를 배당한다.

 나. 운영

● 모든 학생이 학습 목표를 성취하도록 능력에 알맞은 학습의 기회

와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공한다. 

● 교육활동 전반을 통하여 인성 교육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한다.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 한다.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학교는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ㆍ학부모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학생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한다. 

●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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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 과정을 조정ㆍ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 과정을 운영한다. 

●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

을 하도록 한다.

● 교육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 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

도록 지도한다. 

● 학년별 협의회, 교과별 협의회,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

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

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와 가정과

의 연계 지도에 힘쓴다.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한다.

 - ‘계기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

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실시 방향을 설정하고,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ㆍ학습과정안 및 학습 자료를 수업시간 48시간 이전

에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의 검토 의

견 기록보존과 수업장학 실시 등을 통해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확보해야 한다. 

●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소질 계발과 학력신장을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추어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지도한다. 

● 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지도한

다. 

●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

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 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

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ㆍ운영

가. 교과

가) 기본 사항

 ①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교사의 수급이나 시간 배당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과(군)에 배당

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교육적 효과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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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③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의 활성화를 권장한다.

 ④ 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ㆍ

운영한다.

 ⑤ 선택과목은 2개 이상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

록 한다.

 ⑥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⑦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선택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학생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

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 ㆍ운영한다.

 ⑨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교수ㆍ학습

이 전개될 수 있도록 교과지도 계획과 교수ㆍ학습 과정 안을 작성한

다.

 ⑩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

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⑪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

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

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⑫ 『중등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른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 

실시로, 기존의 ‘수, 우, 미, 양, 가’ 5단계 성취도와 9등급 석차등급 

대신 ‘A, B, C, D, E, (F)' 성취평가제를 적용한다. (중1, 2, 3학년)

 ⑬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처리 능력을 기르는 데 힘쓴다.

 ⑭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

ㆍ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

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⑮ 실험ㆍ실습이나 실기 지도 시에는 시설 및 기계ㆍ기구, 약품 사

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나) 수준별 수업

 ① 공통 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

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② 매 학년 ‘학교 교육과정’에 수준별 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2019학년도는 1학년 영어과 2학급을 3학급으로, 2학년 영

어과 3학급을 4학급 또는 2학급을 3학급으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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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준별 수업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학급 편성 및 

운영 등에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④ 수준별 수업은 내용 요소를 차별화하기보다는 내용의 깊이나 접

근 방법에 차이를 두어 운영한다.

 ⑤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생의 학습 능력 수준 분포, 

교과의 성격, 교수 수급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수준별 분반 및 추가 

학급 편성, 학급 내 수준별 분단 등 다양하게 편성한다.

 ⑥ 수준별 수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당해 학

년, 학기의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 결손 예방 및 보

충 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 교과 집중 이수

 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실험 및 실습 교육의 내실화를 위

하여 특정 교과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선택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를 4학기 

이상으로 편성ㆍ운영한다.

 ③ 집중 이수로 인하여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보충 학습 운영’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4개 영역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표 Ⅱ-6]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영역 성격 활동

자율 활동

학교는 학생 중심의 자율적활동

을 추진하고 학생은 다양한 교

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적응 활동

- 자치 활동

- 행사 활동

- 창의적 특색 활동 등

동아리 활동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포함)

학생은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태도를 기르

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

하며,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선

택 및 참여를 통하여 희망 진로 

및 신체적ㆍ정신적 건강함을 추

구하고 탐색하며 설계한다.

- 학술 활동

- 문화 예술 활동

- 스포츠 활동- 실습, 노작 

활동

- 청소년 단체 활동

다양한 학교스포츠활동 참여 

등

봉사 활동

학생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 교내 봉사 활동

- 지역사회 봉사 활동

- 실습 노작 활동

- 캠페인 활동 등

진로 활동

학생은 자신의 특기, 흥미, 적성

에 적합한 자기계발 활동을 통

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

- 자기 이해 활동

- 진로 정보 탐색 활동

- 진로 계획 활동

- 진로 체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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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학년도 1~3학년 교육과정 편성 방향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면

서 자율형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과 서울특별시의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오남중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의 기본방향을 설정

하였다. 

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교육과정 정신과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

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본교 실정에 맞게 재편성하여 운영한다. 

나. 서울교육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1)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

 ①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③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의 참여교육

 ④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⑤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다. 학교장의 경영관과 교사 및 학부모,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

하여 본교 교육 목표 및 노력 중점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

며, 본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특성, 본교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편

성ㆍ운영한다. 

라. 학생의 개인차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학년별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서 학

습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한다. 

마.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설계에 따라 적성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편성ㆍ운영한다. 

바. 본 교육과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주요업무계획 및 남부교

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본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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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2020학년도 1-3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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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남중학교의 특색 사업 (책으로 하나 되는‘오독오

독’교육공동체)

가. 목적

● 책을 구심점으로 하는 다양한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이상적인 삶

의 자아를 발견하고, 나아가 타인 이해하며 배려하는 인격 존중의 학

교 풍토를 조성한다. 

● 공동체 스스로가 ‘책 읽는 즐거움’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이를 학

교 내의 독서 문화 풍토 조성의 발판으로 삼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계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나. 기본 방침

● ‘오독오독’이란 ‘오늘부터 독서로 오남은 독립한다.’라는 오남중 

독서교육 슬로건의 줄임말이자, 글자 그대로의 의미인 ‘작고 단단한 

것을 깨무는 소리’처럼 꼭꼭 깨물어 먹듯 ‘진실하고 행복한 독서’를 다

함께 하자는 오남중학교 독서 교육활동 브랜드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정신을 담아 일 년에 4회 발간하는 오남중학교 책의 이름이다. 

● 교육공동체는 구성원의 민주적 협의에 의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다. 교육공동체 활동의 유의미한 결과물은 상설 전시 활동, 세미나, 자

료집 발간 등을 통해 공유한다. 

다. 세부 추진 계획

● 학생들과 함께하는 ‘오독오독’ 활동을 통해 ‘오독오독-중2병 편’ 

발간

 - 학급 단위

 ‘협력적 책 쓰기(1학급)’ 지원으로 학급 독서 활동 내실화: 학급 문

고, 학급 출판, 학급 세미나

- 학년 단위

 ‘과정중심평가 선도학교(국어과)’, ‘서로 성장하는 교실(2학년)’, ‘아

르떼 연극 강사’ 지원으로 학년 독서활동 내실화: 독서 소모임, 학년 

출판, 책 연계 예술 교육

 - 동아리 단위

 ‘혁신학교 상설동아리’ 지원으로 동아리 독서활동 내실화: 동아리 

세미나, 동아리 출판

나. 학부모와 함께하는 오독오독 활동을 통한 ‘오독오독 스승 편(2)’ 

발간 학교 안 학부모 독서 동아리 ‘삼목회’를 중심으로 학부모 독서 

활동 내실화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증대 및 교육청 도서관과 연

계한 독서 사업 참여,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독서 캠프

다. 교사와 함께하는 오독오독 활동을 통해 ‘오독오독-교과 편’ 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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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교원학습 공동체의 독서 관련 활동 내실화: 책 읽고 연구하

는 오남 교원학습공동체

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오독오독 활동과 ‘오독오독 보롱메 편’ 발

간

    마을 결합형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구로 마을 책 발간: 1학년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활동

라. 기대효과

●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

며,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

양할 수 있다. 

● 학교 공동체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모두가 원하는 바람

직한 학교 문화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 자

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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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 시설 요구도 및 사례 분석

1. 중학교 시설 사용 요구도 조사5)

본 시설 사용 요구도 조사는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타 지역의 중학

생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며, 향후 교과교실제 운영을 전제로 마스터플

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조사개요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8>과 같이 전체 응답자는 838

명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 Ⅲ-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N %

지역
대전 345 41.2

부산 493 58.8

학교

MN중학교 345 41.2

NC중학교 150 17.9

YM중학교 175 20.9

DC중학교 168 20.0

성별
남자 426 50.8

여자 412 49.2

학년

1학년 299 35.7

2학년 285 34.0

3학년 254 30.3

전체 838 100.0

◦ 지역별로 대전 345명(41.2%), 부산 493명(58.8%)이었고, 학교별

로는 MN중학교 345명(41.2%), NC중학교 150명(17.9%), YM중학교 

175명(20.9%), DC중학교 168명(20.0%)임. 성별로는 남자 426명

(50.8%), 여자 412명(49.2%)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299명

(35.7%), 2학년 285명(34.0%), 3학년 254명(30.3%)임.

(2) 자료 분석 방법

◦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4.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함. 첫째, 연구 대

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

5) 이재림 외(2019), ibid., pp.26~38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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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분석을 실시함.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의 교

수학습 및 생활공간 사용 실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증에 의

한 교차분석과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함.

2) 결과 분석

(1) 교육환경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교육환경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다중응답)은 <표 9>

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교육시설 및 환경(깨끗하고 밝은 분위기, 적절

한 냉난방시설, 편안한 분위기)(25.5%), 친구와의 만남과 소통이 가능

한 공간(복도, 홀, 만남의 광장)(14.8%),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활동(14.5%), 좋은 교구재(자신의 체형에 맞는 책상과 의

자)(13.4%) 순으로 나타남.

[표 Ⅲ-2] 교육환경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단위; 명, %)

구분(다중응답)
지역 성별 학년

전체
대전 부산 남자 여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육시설 및 환경
253

(27.0)

362

(24.6)

303

(24.9)

312

(26.2)

203

(23.5)

214

(26.0)

198

(27.2)

615

(25.5)

좋은 교구재
95

(10.1)

229

(15.5)

175

(14.4)

149

(12.5)

111

(12.9)

112

(13.6)

101

(13.9)

324

(13.4)

다양한 교실
106

(11.3)

123

(8.3)

113

(9.3)

116

(9.7)

92

(10.7)

61

(7.4)

76

(10.5)

229

(9.5)
사고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학교

80

(8.5)

130

(8.8)

120

(9.8)

90

(7.5)

74

(8.6)

72

(8.8)

64

(8.8)

210

(8.7)

친구와의 만남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

154

(16.4)

203

(13.8)

183

(15.0)

174

(14.6)

131

(15.2)

130

(15.8)

96

(13.2)

357

(14.8)

선생님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

28

(3.0)

66

(4.5)

31

(2.5)

63

(5.3)

29

(3.4)

31

(3.8)

34

(4.7)

94

(3.9)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활동

150

(16.0)

199

(13.5)

184

(15.1)

165

(13.8)

122

(14.1)

122

(14.8)

105

(14.4)

349

(14.5)

학생 중심 교칙
72

(7.7)

162

(11.0)

110

(9.0)

124

(10.4)

101

(11.7)

80

(9.7)

53

(7.3)

234

(9.7)

전체
938

(100.0)

1474

(100.0)

1219

(100.0)

1193

(100.0)

863

(100.0)

822

(100.0)

727

(100.0)

2412

(100.0)

(2) 수업

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 형태

◦ 가장 좋아하는 수업 형태는 <표 10>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강의식

이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팀 프로젝트(27.9%), 4인 협의

(20.5%) 순으로 많이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30.7%)와 여자(34.5%) 모두 강의식이 가장 많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

 - 학년별로는 1학년(33.9%)은 팀 프로젝트가 가장 많았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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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과 3학년(42.5%)은 강의식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음(p<.01).

[표 Ⅲ-3] 가장 좋아하는 수업 형태(단위; 명, %)

구분 강의식 토론식
팀 

프로젝트
발표식 4인 협의 기타 전체  /p

지역
대전 115(33.5) 41(12.0) 100(29.2) 11(3.2) 71(20.7) 5(1.5) 343(100) 2.601/

.761부산 157(31.9) 69(14.0) 133(27.0) 23(4.7) 100(20.3) 10(2.0) 492(100)

성별
남자 130(30.7) 60(14.2) 122(28.8) 14(3.3) 88(20.8) 10(2.4) 424(100) 4.628/

.463여자 142(34.5) 50(12.2) 111(27.0) 20(4.9) 83(20.2) 5(1.2) 411(100)

학년

1학년 69(23.2) 50(16.8) 101(33.9) 14(4.7) 60(20.1) 4(1.3) 298(100)
31.155/

.001**
2학년 95(33.6) 38(13.4) 70(24.7) 10(3.5) 63(22.3) 7(2.5) 283(100)

3학년 108(42.5) 22(8.7) 62(24.4) 10(3.9) 48(18.9) 4(1.6) 254(100)

전체 272(32.6) 110(13.2) 233(27.9) 34(4.1) 171(20.5) 15(1.8) 835(100)

**p<.01

나. 학습능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 방식

◦ 학습능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 방식은 <표 11>과 같이 

강의식이 3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팀 프로젝트(25.1%), 토론

식(16.0%) 순으로 많음.

 - 성별로는 남자(31.4%)와 여자(36.4%) 모두 강의식이 가장 많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

 - 학년별로는 1학년(33.1%)은 팀 프로젝트가 가장 많았고, 2학년

(34.8%)과 3학년(43.3%)은 강의식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음(p<.001).

[표 Ⅲ-4] 학습능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 방식(단위; 명, %)

구분 강의식 토론식
팀 

프로젝트
발표식 4인 협의 기타 전체  /p

지역
대전 118(34.5) 39(11.4) 98(28.7) 35(10.2) 46(13.5) 6(1.8) 342(100.0) 10.630/

.059부산 164(33.5) 94(19.2) 111(22.7) 49(10.0) 64(13.1) 8(1.6) 490(100.0)

성별
남자 133(31.4) 71(16.8) 111(26.2) 39(9.2) 62(14.7) 7(1.7) 423(100.0) 4.301/

.507여자 149(36.4) 62(15.2) 98(24.0) 45(11.0) 48(11.7) 7(1.7) 409(100.0)

학년

1학년 74(25.0) 53(17.9) 98(33.1) 27(9.1) 41(13.9) 3(1.0) 296(100.0)
34.386/

.000***
2학년 98(34.8) 43(15.2) 69(24.5) 27(9.6) 37(13.1) 8(2.8) 282(100.0)

3학년 110(43.3) 37(14.6) 42(16.5) 30(11.8) 32(12.6) 3(1.2) 254(100.0)

전체 282(33.9) 133(16.0) 209(25.1) 84(10.1) 110(13.2) 14(1.7) 832(100.0)

***p<.001

다. 학습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교실 제외)

◦ 학습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교실 제외)은 <표 12>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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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는 공용공간(복도)이 3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서

관(실)(32.6%), 개인 스터디룸(16.0%) 순으로 많음.

 - 성별로는 남자는 도서관(실)(34.9%)과 공용공간(복도)(34.0%)이 

비슷하게 가장 많았고, 여자는 공용공간(복도)이 40.5%로 가장 많았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1).

 - 학년별로는 1학년(35.3%), 2학년(43.3%)은 공용공간(복도)이 가

장 많았고, 3학년(34.5%)은 도서관(실)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1).

[표 Ⅲ-5] 학습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교실 제외)(단위; 명, %)

구분
도서관

(실)

개인 

스터디룸

학생

회의실

컴퓨터 

교육실
어학실

공용공간

(복도)
전체  /p

지역
대전 94(27.6) 55(16.1) 3(0.9) 8(2.3) 46(13.5) 135(39.6) 341(100.0) 46.544/

.000***부산 177(36.1) 78(15.9) 9(1.8) 37(7.6) 15(3.1) 174(35.5) 490(100.0)

성별
남자 147(34.9) 60(14.3) 9(2.1) 33(7.8) 29(6.9) 143(34.0) 421(100.0) 17.740/

.003**여자 124(30.2) 73(17.8) 3(0.7) 12(2.9) 32(7.8) 166(40.5) 410(100.0)

학년

1학년 95(32.2) 45(15.3) 6(2.0) 28(9.5) 17(5.8) 104(35.3) 295(100.0)
26.148/

.004**
2학년 89(31.3) 41(14.4) 2(0.7) 10(3.5) 19(6.7) 123(43.3) 284(100.0)

3학년 87(34.5) 47(18.7) 4(1.6) 7(2.8) 25(9.9) 82(32.5) 252(100.0)

전체 271(32.6) 133(16.0) 12(1.4) 45(5.4) 61(7.3) 309(37.2) 831(100.0)

**p<.01, ***p<.001

라. 교수학습 공간으로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표 Ⅲ-6] 교수학습 공간으로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단위; 명, %)

구분
도서관

(실)

개인 

스터디룸

학생

회의실

컴퓨터 

교육실
어학실

공용공간

(복도)
전체  /p

지역
대전 104(31.3) 126(38.0) 17(5.1) 39(11.7) 23(6.9) 23(6.9) 332(100.0) 10.617/

.060부산 125(25.8) 181(37.4) 36(7.4) 81(16.7) 20(4.1) 41(8.5) 484(100.0)

성별
남자 123(29.6) 126(30.3) 31(7.5) 81(19.5) 22(5.3) 33(7.9) 416(100.0) 27.126/

.000***여자 106(26.5) 181(45.3) 22(5.5) 39(9.8) 21(5.3) 31(7.8) 400(100.0)

학년

1학년 79(27.4) 104(36.1) 21(7.3) 46(16.0) 12(4.2) 26(9.0) 288(100.0)
19.516/

.034*
2학년 82(29.5) 93(33.5) 12(4.3) 44(15.8) 18(6.5) 29(10.4) 278(100.0)

3학년 68(27.2) 110(44.0) 20(8.0) 30(12.0) 13(5.2) 9(3.6) 250(100.0)

전체 229(28.1) 307(37.6) 53(6.5) 120(14.7) 43(5.3) 64(7.8) 816(100.0)

*p<.05, ***p<.001

 - 성별로는 남자는 도서관(실)(29.6%)과 개인 스터디룸(30.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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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가장 많았고, 여자는 개인 스터디룸이 45.3%로 가장 많았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01).

 - 학년별로는 1학년(36.1%), 2학년(33.5%), 3학년(44.0%) 모두 

개인 스터디룸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3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5).

(3) 공간 사용

가. 쉬는 시간에 가장 사용이 많은 공간

◦ 쉬는 시간에 가장 사용이 많은 공간은 <표 14>와 같이 전체적으

로는 교실이 5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도(36.1%), 운동장

(4.3%) 순으로 많음.

 - 성별로는 남자(53.8%)와 여자(58.0%) 모두 교실이 가장 많았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1).

 - 학년별로는 1학년은 교실(48.8%)과 복도(42.8%)가 비슷하게 가

장 많았고, 2학년(55.8%)과 3학년(64.3%)은 교실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5).

[표 Ⅲ-7] 쉬는 시간에 가장 사용이 많은 공간(단위; 명, %)

구분 교실 운동장 복도 휴게 공간 도서실 동아리실 전체  /p

지역
대전 150(43.7) 5(1.5) 171(49.9) 12(3.5) 4(1.2) 1(0.3) 343(100.0) 59.715/

.000***부산 317(64.3) 31(6.3) 131(26.6) 8(1.6) 5(1.0) 1(0.2) 493(100.0)

성별
남자 228(53.8) 28(6.6) 146(34.4) 13(3.1) 8(1.9) 1(0.2) 424(100.0) 18.777/

.002**여자 239(58.0) 8(1.9) 156(37.9) 7(1.7) 1(0.2) 1(0.2) 412(100.0)

학년

1학년 146(48.8) 16(5.4) 128(42.8) 7(2.3) 2(0.7) 0(0.0) 299(100.0)
20.022/

.029*
2학년 159(55.8) 11(3.9) 105(36.8) 7(2.5) 2(0.7) 1(0.4) 285(100.0)

3학년 162(64.3) 9(3.6) 69(27.4) 6(2.4) 5(2.0) 1(0.4) 252(100.0)

전체 467(55.9) 36(4.3) 302(36.1) 20(2.4) 9(1.1) 2(0.2) 836(100.0)

*p<.05, **p<.01, ***p<.001

나. 점심시간에 가장 사용이 많은 공간

◦ 점심시간에 가장 사용이 많은 공간은 <표 15>와 같이 전체적으로

는 교실이 4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도(30.3%), 운동장

(14.1%) 순으로 많음.

 - 성별로는 남자(42.5%)와 여자(52.4%) 모두 교실이 가장 많았으

나, 운동장의 경우에는 남자(21.1%)가 여자(6.8%)보다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01).

 - 학년별로는 1학년은 교실(40.3%)과 복도(39.6%)가 비슷하게 가

장 많았고, 2학년(48.8%)과 3학년(54.2%)은 교실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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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점심시간에 가장 사용이 많은 공간(단위; 명, %)

구분 교실 운동장 복도 휴게 공간 도서실 동아리실 전체  /p

지역
대전 139(40.4) 20(5.8) 150(43.6) 10(2.9) 20(5.8) 5(1.5) 344(100.0) 71.607/

.000***부산 257(52.2) 98(19.9) 103(20.9) 10(2.0) 20(4.1) 4(0.8) 492(100.0)

성별
남자 181(42.5) 90(21.1) 111(26.1) 13(3.1) 29(6.8) 2(0.5) 426(100.0) 51.684/

.000***여자 215(52.4) 28(6.8) 142(34.6) 7(1.7) 11(2.7) 7(1.7) 410(100.0)

학년

1학년 120(40.3) 35(11.7) 118(39.6) 5(1.7) 18(6.0) 2(0.7) 298(100.0)
43.896/

.000***
2학년 139(48.8) 40(14.0) 89(31.2) 10(3.5) 6(2.1) 1(0.4) 285(100.0)

3학년 137(54.2) 43(17.0) 46(18.2) 5(2.0) 16(6.3) 6(2.4) 253(100.0)

전체 396(47.4) 118(14.1) 253(30.3) 20(2.4) 40(4.8) 9(1.1) 836(100.0)

***p<.001

다. 방과후에 가장 사용이 많은 공간

◦ 방과후에 가장 사용이 많은 공간은 <표 16>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복도가 3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실(29.0%), 운동장(20.8%) 

순으로 많음.

 - 성별로는 남자(32.0%)와 여자(38.0%) 모두 복도가 가장 많았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5).

 - 학년별로는 1학년(32.7%), 2학년(43.7%)은 복도가 가장 많았고, 

3학년(37.8%)은 교실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음(p<.001).

[표 Ⅲ-9] 방과후에 가장 사용이 많은 공간(단위; 명, %)

구분 교실 운동장 복도 휴게 공간 도서실 동아리실 전체  /p

지역
대전 97(28.3) 39(11.4) 146(42.6) 31(9.0) 19(5.5) 11(3.2) 343(100.0) 42.632/

.000***부산 145(29.5) 135(27.4) 146(29.7) 30(6.1) 13(2.6) 23(4.7) 492(100.0)

성별
남자 113(26.6) 105(24.7) 136(32.0) 38(8.9) 15(3.5) 18(4.2) 425(100.0) 13.542/

.019*여자 129(31.5) 69(16.8) 156(38.0) 23(5.6) 17(4.1) 16(3.9) 410(100.0)

학년

1학년 68(22.9) 72(24.2) 97(32.7) 33(11.1) 15(5.1) 12(4.0) 297(100.0)
35.815/

.000***
2학년 78(27.5) 51(18.0) 124(43.7) 12(4.2) 8(2.8) 11(3.9) 284(100.0)

3학년 96(37.8) 51(20.1) 71(28.0) 16(6.3) 9(3.5) 11(4.3) 254(100.0)

전체 242(29.0) 174(20.8) 292(35.0) 61(7.3) 32(3.8) 34(4.1) 835(100.0)

*p<.05, ***p<.001

라. 교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 교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표 17>과 같이 전체적으

로는 휴게실이 2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터디룸(13.3%),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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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실(9.8%), 복도 홀(9.3%), 교내산책로(8.6%) 순으로 많음.

 - 성별로는 남자(27.5%)와 여자(24.3%) 모두 휴게실이 가장 많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01). 

 - 학년별로는 1학년(27.9%), 2학년(24.6%), 3학년(25.2%) 모두 

휴게실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

[표 Ⅲ-10] 교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단위; 명, %)

구분
지역 성별 학년

전체
대전 부산 남자 여자 1학년 2학년 3학년

개인상담실
22

(6.4)
33

(6.7)
28

(6.6)
27

(6.6)
13

(4.4)
23

(8.1)
19

(7.5)
55

(6.6)

동아리실
35

(10.2)
47

(9.5)
47

(11.0)
35

(8.5)
30

(10.1)
28

(9.8)
24

(9.4)
82

(9.8)

퍼포먼스실
31

(9.0)
31

(6.3)
17

(4.0)
45

(10.9)
20

(6.7)
24

(8.4)
18

(7.1)
62

(7.4)

스터디룸
45

(13.1)
66

(13.4)
51

(12.0)
60

(14.6)
33

(11.1)
39

(13.7)
39

(15.4)
111

(13.3)

홈베이스
18

(5.2)
24

(4.9)
21

(4.9)
21

(5.1)
25

(8.4)
9

(3.2)
8

(3.1)
42

(5.0)

악기연습실
17

(4.9)
32

(6.5)
29

(6.8)
20

(4.9)
16

(5.4)
16

(5.6)
17

(6.7)
49

(5.9)

복도 홀
41

(11.9)
37

(7.5)
30

(7.0)
48

(11.7)
32

(10.7)
31

(10.9)
15

(5.9)
78

(9.3)

휴게실
66

(19.2)
151

(30.6)
117

(27.5)
100

(24.3)
83

(27.9)
70

(24.6)
64

(25.2)
217

(25.9)

자연관찰
13

(3.8)
11

(2.2)
19

(4.5)
5

(1.2)
7

(2.3)
7

(2.5)
10

(3.9)
24

(2.9)

교내산책로
40

(11.6)
32

(6.5)
37

(8.7)
35

(8.5)
24

(8.1)
19

(6.7)
29

(11.4)
72

(8.6)

전시 공간
1

(0.3)
4

(0.8)
5

(1.2)
0

(0.0)
2

(0.7)
2

(0.7)
1

(0.4)
5

(0.6)

옥외녹지 공간
15

(4.4)
25

(5.1)
25

(5.9)
15

(3.6)
13

(4.4)
17

(6.0)
10

(3.9)
40

(4.8)

전체
344

(100.0)
493

(100.0)
426

(100.0)
411

(100.0)
298

(100.0)
285

(100.0)
254

(100.0)
837

(100.0)

 /p
26.551/
.005**

37.753/
.000***

29.045/
.144

**p<.01, ***p<.001

(5) 접근성

가. 학급교실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야 할 학습 공간

◦ 학급교실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야 할 학습 공간은 <표 18>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체육관이 4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서관

(32.6%), 영어교과실(11.1%) 순으로 많음.

 - 성별로는 남자(48.7%)는 체육관이 가장 많았고, 여자(34.4%)는 

도서관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01).

 - 학년별로는 1학년(38.7%)은 도서관이 가장 많았고, 2학년

(45.6%), 3학년(41.9%)은 체육관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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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학급교실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야 할 학습 공간

(단위; 명, %)

구분 도서관 체육관 과학실
영어

교과실

음악ㆍ

미술실
기타 전체  /p

지역
대전 114(33.2) 120(35.0) 16(4.7) 66(19.2) 18(5.2) 9(2.6) 343(100.0) 42.368/

.000***부산 158(32.1) 226(45.9) 31(6.3) 27(5.5) 33(6.7) 17(3.5) 492(100.0)

성별
남자 131(30.8) 207(48.7) 27(6.4) 27(6.4) 21(4.9) 12(2.8) 425(100.0) 32.612/

.000***여자 141(34.4) 139(33.9) 20(4.9) 66(16.1) 30(7.3) 14(3.4) 410(100.0)

학년

1학년 115(38.7) 110(37.0) 17(5.7) 31(10.4) 15(5.1) 9(3.0) 297(100.0)
16.725/

.081
2학년 73(25.6) 130(45.6) 18(6.3) 38(13.3) 15(5.3) 11(3.9) 285(100.0)

3학년 84(33.2) 106(41.9) 12(4.7) 24(9.5) 21(8.3) 6(2.4) 253(100.0)

전체 272(32.6) 346(41.4) 47(5.6) 93(11.1) 51(6.1) 26(3.1) 835(100.0)

***p<.001

나. 학급교실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야 할 공용공간

◦ 학급교실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야 할 공용공간은 <표 19>와 같

이 전체적으로는 화장실이 5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활동광장

(15.4%), 계단(14.8%) 순으로 많음.

[표 Ⅲ-12] 학급교실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야 할 공용공간

(단위; 명, %)

구분 화장실 활동광장 계단 운동장 동아리실 기타 전체  /p

지역
대전 163(48.1) 64(18.9) 64(18.9) 25(7.4) 19(5.6) 4(1.2) 339(100.0) 17.244/

.004**부산 291(59.0) 64(13.0) 59(12.0) 45(9.1) 24(4.9) 10(2.0) 493(100.0)

성별
남자 209(49.3) 69(16.3) 65(15.3) 52(12.3) 17(4.0) 12(2.8) 424(100.0) 29.278/

.000***여자 245(60.0) 59(14.5) 58(14.2) 18(4.4) 26(6.4) 2(0.5) 408(100.0)

학년

1학년 162(54.2) 50(16.7) 45(15.1) 18(6.0) 19(6.4) 5(1.7) 299(100.0)
12.625/

.245
2학년 143(50.4) 48(16.9) 41(14.4) 31(10.9) 14(4.9) 7(2.5) 284(100.0)

3학년 149(59.8) 30(12.0) 37(14.9) 21(8.4) 10(4.0) 2(0.8) 249(100.0)

전체 454(54.6) 128(15.4) 123(14.8) 70(8.4) 43(5.2) 14(1.7) 832(100.0)

**p<.01, ***p<.001

 - 성별로는 남자(49.3%)와 여자(60.0%) 모두 화장실이 가장 많았

으며, 특히 여자가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p<.001).

 - 학년별로는 1학년(54.2%), 2학년(50.4%), 3학년(59.8%) 모두 

화장실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

다. 학급교실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야 할 관리공간

◦ 학급교실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야 할 관리공간은 <표 20>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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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적으로는 식당이 3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실

(38.1%), 교무실(16.6%), 상담 및 위 센터(4.3%) 순으로 많음.

 - 성별로는 남자는 식당이 41.2%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보건실이 

41.0%로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1).

 - 학년별로는 1학년(41.3%)은 보건실이 가장 많았고, 2학년

(40.4%), 3학년(38.1%)은 식당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

[표 Ⅲ-13] 학급교실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야 할 관리공간

(단위; 명, %)

구분 교무실
상담 및 

위 센터
보건실 식당

교장 및 

행정실
기타 전체  /p

지역
대전 68(20.1) 11(3.3) 159(47.0) 91(26.9) 4(1.2) 5(1.5) 338(100.0) 41.061/

.000***부산 70(14.2) 25(5.1) 157(31.9) 233(47.4) 4(0.8) 3(0.6) 492(100.0)

성별
남자 67(16.0) 17(4.0) 148(35.2) 173(41.2) 8(1.9) 7(1.7) 420(100.0) 15.368/

.009**여자 71(17.3) 19(4.6) 168(41.0) 151(36.8) 0(0.0) 1(0.2) 410(100.0)

학년

1학년 43(14.4) 14(4.7) 123(41.3) 115(38.6) 2(0.7) 1(0.3) 298(100.0)
17.453/

.065
2학년 53(18.9) 5(1.8) 100(35.7) 113(40.4) 3(1.1) 6(2.1) 280(100.0)

3학년 42(16.7) 17(6.7) 93(36.9) 96(38.1) 3(1.2) 1(0.4) 252(100.0)

전체 138(16.6) 36(4.3) 316(38.1) 324(39.0) 8(1.0) 8(1.0) 830(100.0)

**p<.01, ***p<.001

라. 옥외 공간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성이 필요한 공간

◦ 옥외 공간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성이 필요한 공간은 <표 21>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체육장이 4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놀이 공

간(33.2%), 활동광장(8.5%), 조경 공간(7.8%) 순으로 많음.

[표 Ⅲ-14] 옥외 공간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성이 필요한 공간

(단위; 명, %)

구분 체육장 조경 공간 놀이 공간 활동광장 농구장 기타 전체  /p

지역
대전 134(39.6) 32(9.5) 104(30.8) 33(9.8) 25(7.4) 10(3.0) 338(100.0) 8.752/

.119부산 218(44.2) 33(6.7) 172(34.9) 38(7.7) 22(4.5) 10(2.0) 493(100.0)

성별
남자 185(43.7) 37(8.7) 113(26.7) 39(9.2) 37(8.7) 12(2.8) 423(100.0) 27.964/

.000***여자 167(40.9) 28(6.9) 163(40.0) 32(7.8) 10(2.5) 8(2.0) 408(100.0)

학년

1학년 120(40.5) 19(6.4) 117(39.5) 15(5.1) 19(6.4) 6(2.0) 296(100.0)
32.332/

.000***
2학년 133(46.8) 15(5.3) 83(29.2) 35(12.3) 9(3.2) 9(3.2) 284(100.0)

3학년 99(39.4) 31(12.4) 76(30.3) 21(8.4) 19(7.6) 5(2.0) 251(100.0)

전체 352(42.4) 65(7.8) 276(33.2) 71(8.5) 47(5.7) 20(2.4) 831(1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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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로는 남자는 체육장이 43.7%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체육장

(40.9%)과 놀이 공간(40.0%)이 비슷하게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01).

 - 학년별로는 1학년은 체육장(40.5%)과 놀이 공간(39.5%)이 비슷

하게 가장 많았고, 2학년(46.8%), 3학년(39.4%)은 체육장이 가장 많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01).

(5) 새로운 공간

가. 현재의 시설 외의 학습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현재의 시설 외의 학습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은 <표 22>

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체육(무용)실이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청각실(공연실)(25.0%), 공작실(개인 창작)(15.0%), 개인 악기 레슨

실(10.5%) 순으로 많음.

 - 성별로는 남자(35.6%)와 여자(36.4%) 모두 체육(무용)실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

 - 학년별로는 1학년(36.8%), 2학년(36.9%), 3학년(34.0%) 모두 

체육(무용)실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

[표 Ⅲ-15] 현재의 시설 외의 학습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단위; 명, %)

구분
시청각실

(공연실)

공작실

(개인 창작)

개인 악기 

레슨실

체육

(무용)실

안전교육 

체험실
기타 전체  /p

지역
대전 81(23.7) 51(14.9) 41(12.0) 115(33.6) 38(11.1) 16(4.7) 342(100.0) 5.795/

.327부산 127(26.0) 74(15.1) 46(9.4) 184(37.6) 36(7.4) 22(4.5) 489(100.0)

성별
남자 104(24.8) 62(14.8) 41(9.8) 149(35.6) 41(9.8) 22(5.3) 419(100.0) 2.052/

.842여자 104(25.2) 63(15.3) 46(11.2) 150(36.4) 33(8.0) 16(3.9) 412(100.0)

학년

1학년 63(21.3) 42(14.2) 34(11.5) 109(36.8) 34(11.5) 14(4.7) 296(100.0)
12.630/

.245
2학년 74(26.2) 39(13.8) 30(10.6) 104(36.9) 18(6.4) 17(6.0) 282(100.0)

3학년 71(28.1) 44(17.4) 23(9.1) 86(34.0) 22(8.7) 7(2.8) 253(100.0)

전체 208(25.0) 125(15.0) 87(10.5) 299(36.0) 74(8.9) 38(4.6) 831(100.0)

나. 현재의 시설 외의 휴식 시간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용공간

◦ 현재의 시설 외의 휴식 시간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용공

간은 <표 23>과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매점이 5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게 공간(18.3%), 실내 넓은 광장(17.1%), 스터디룸(8.0%) 

순으로 많음.

 - 성별로는 남자(50.4%)와 여자(55.4%) 모두 매점이 가장 많았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5).

 - 학년별로는 1학년(57.4%), 2학년(55.3%), 3학년(44.7%) 모두 

매점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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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음(p<.001).

[표 Ⅲ-16] 현재의 시설 외의 휴식 시간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용공간 (단위; 명, %)

구분
실내 

넓은광장
휴게 공간 스터디룸

학생 

회의실
매점 기타 전체  /p

지역
대전 54(15.7) 64(18.6) 25(7.3) 7(2.0) 193(56.1) 1(0.3) 344(100.0) 6.500/

.261부산 89(18.1) 89(18.1) 42(8.6) 15(3.1) 248(50.5) 8(1.6) 491(100.0)

성별
남자 83(19.5) 69(16.2) 37(8.7) 16(3.8) 214(50.4) 6(1.4) 425(100.0) 11.564/

.041*여자 60(14.6) 84(20.5) 30(7.3) 6(1.5) 227(55.4) 3(0.7) 410(100.0)

학년

1학년 49(16.4) 54(18.1) 19(6.4) 3(1.0) 171(57.4) 2(0.7) 298(100.0)
46.301/

.000***
2학년 52(18.3) 57(20.1) 11(3.9) 3(1.1) 157(55.3) 4(1.4) 284(100.0)

3학년 42(16.6) 42(16.6) 37(14.6) 16(6.3) 113(44.7) 3(1.2) 253(100.0)

전체 143(17.1) 153(18.3) 67(8.0) 22(2.6) 441(52.8) 9(1.1) 835(100.0)

*p<.05, ***p<.001

다. 옥외 공간에서 새로 필요한 공간

◦ 옥외 공간에서 새로 필요한 공간은 <표 24>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놀이 공간이 3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옥외 벤치(23.2%), 활동

광장(13.7%), 농구장(10.8%) 순으로 많음.

 - 성별로는 남자(38.8%)와 여자(40.7%) 모두 놀이 공간이 가장 많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001).

[표 Ⅲ-17] 옥외 공간에서 새로 필요한 공간(단위; 명, %)

구분 옥외 벤치 조경 공간 놀이 공간 활동광장 농구장 기타 전체  /p

지역
대전 77(22.6) 33(9.7) 108(31.7) 61(17.9) 50(14.7) 12(3.5) 341(100.0) 25.024/

.000***부산 116(23.7) 45(9.2) 222(45.3) 53(10.8) 40(8.2) 14(2.9) 490(100.0)

성별
남자 84(19.9) 39(9.2) 164(38.8) 52(12.3) 69(16.3) 15(3.5) 423(100.0) 30.082/

.000***여자 109(26.7) 39(9.6) 166(40.7) 62(15.2) 21(5.1) 11(2.7) 408(100.0)

학년

1학년 60(20.3) 30(10.1) 115(38.9) 47(15.9) 37(12.5) 7(2.4) 296(100.0)
8.911/

.541
2학년 74(26.2) 21(7.4) 113(40.1) 39(13.8) 26(9.2) 9(3.2) 282(100.0)

3학년 59(23.3) 27(10.7) 102(40.3) 28(11.1) 27(10.7) 10(4.0) 253(100.0)

전체 193(23.2) 78(9.4) 330(39.7) 114(13.7) 90(10.8) 26(3.1) 831(100.0)

***p<.001

 - 학년별로는 1학년(38.9%), 2학년(40.1%), 3학년(40.3%) 모두 

놀이 공간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

라. 친구와 교류를 위해 교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 친구와 교류를 위해 교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다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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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표 25>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휴게실(22.8%), 복도 홀(17.0%), 

교내산책로(11.3%), 동아리실(9.9%)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23.4%)와 여자(22.2%) 모두 휴게실이 가장 많았

고, 학년별로는 1학년(22.8%), 2학년(25.0%), 3학년(20.5%) 모두 휴

게실이 가장 많았음.

[표 Ⅲ-18] 친구와 교류를 위해 교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단위; 명, %)

구분

(다중응답)

지역 성별 학년
전체

대전 부산 남자 여자 1학년 2학년 3학년

개인상담실
34

(3.7)

79

(6.3)

53

(4.9)

60

(5.6)

38

(4.8)

37

(5.2)

38

(5.9)

113

(5.2)

동아리실
88

(9.7)

126

(10.1)

117

(10.8)

97

(9.1)

70

(8.8)

69

(9.7)

75

(11.6)

214

(9.9)

퍼포먼스실
63

(6.9)

100

(8.0)

60

(5.5)

103

(9.6)

67

(8.4)

52

(7.3)

44

(6.8)

163

(7.6)

스터디룸
75

(8.3)

103

(8.3)

82

(7.6)

96

(9.0)

59

(7.4)

55

(7.7)

64

(9.9)

178

(8.3)

홈베이스
55

(6.1)

57

(4.6)

58

(5.3)

54

(5.0)

65

(8.2)

22

(3.1)

25

(3.9)

112

(5.2)

악기연습실
26

(2.9)

41

(3.3)

40

(3.7)

27

(2.5)

25

(3.2)

21

(2.9)

21

(3.2)

67

(3.1)

복도 홀
187

(20.6)

179

(14.4)

177

(16.3)

189

(17.7)

133

(16.8)

146

(20.5)

87

(13.4)

366

(17.0)

휴게실
191

(21.0)

301

(24.1)

254

(23.4)

238

(22.2)

181

(22.8)

178

(25.0)

133

(20.5)

492

(22.8)

자연관찰
23

(2.5)

36

(2.9)

45

(4.1)

14

(1.3)

23

(2.9)

14

(2.0)

22

(3.4)

59

(2.7)

교내산책로
108

(11.9)

135

(10.8)

105

(9.7)

138

(12.9)

92

(11.6)

72

(10.1)

79

(12.2)

243

(11.3)

전시 공간
19

(2.1)

24

(1.9)

28

(2.6)

15

(1.4)

11

(1.4)

10

(1.4)

22

(3.4)

43

(2.0)

옥외녹지 공간
39

(4.3)

66

(5.3)

66

(6.1)

39

(3.6)

29

(3.7)

37

(5.2)

39

(6.0)

105

(4.9)

전체
908

(100.0)

1247

(100.0)

1085

(100.0)

1070

(100.0)

793

(100.0)

713

(100.0)

649

(100.0)

2155

(100.0)

3) 설문조사를 통한 시사점

◦ 휴식시간대 공간 이용 형태로 학급교실 이용이 가장 높으며 다음 

복도 이용으로 전체의 92%가 교실과 복도만을 활용하여 휴식을 취함.

 - 운동장 이용의 경우 약 4.3% 만 이용(점심시간대는 14.1% 이

용)

◦ 교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스터디룸, 복도 휴게 공

간, 동아리실, 휴게 공간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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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용하는 (친구)교류 장소

 - 거의 대부분 교실과 복도로 나타남에 따라 교류 및 휴식을 위한 

공간 환경을 필요로 함.

◦ 학급교실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야 할 공간

 - 체육관, 식당, 도서관, 보건실, 놀이공간, 체육장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급 교실과 인접성을 고려한 배치가 요구됨.

◦ 현재의 시설 외의 학습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공작실(메이커스페이스), 무용체육실, 공연실(연극) 등 체험 중심 

시설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의 시설 외의 휴식 시간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용공

간

 - 실내 넓은 광장, 매점, 휴게공간으로서 공간 구성시 교실과 복도 

개념의 배치에서 교실과 광장 중심 배치로 전환 할 필요성이 있음.

◦ 옥외 공간에서 새로 필요한 공간

 - 활동광장, 놀이공간, 휴게벤치 등으로 운동장 중심 외부 환경에

서 다양한 외부 공간을 균형 있게 배치 할 필요성이 있음.

2. 오남중학교 미래학교 인식에 대한 교사 면담조사

1) 조사방법 및 참여자 인적사항

오남중의 학교시설 배치를 위한 면담조사에 참여한 교사는 관리자

(교감)와 교과담당 교사 5명으로 가정, 음악, 미술, 영어, 사회역사 교

사가 참여하였다. 대면 면담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시기적으로 학기말 

방학을 앞두고 면담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워, 전원 온라인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보내드리고 직접 서술형 응답을 작성하여 연구진에게 회신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의 교육특성을 반영하여 교과

교실 운영의 장단점과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있어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공간활용 및 배치에 대한 의견, 향후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될 때의 학교 공간변화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Ⅲ-19] 참여교사 인적사항

구   분 담당교과 학년 성별 교육 경력(년)

교과교사

A 가정

B 음악

C 미술

D 영어

E 사회역사

관리자 F 교감 - 남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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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교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공간 외에 학생들의 휴식, 사회

성 발달을 위한 공간, 옥외 공간 등에 대한 교사들의 관찰과 의견을 

청취하여 정리하였다. 

2) 면담조사 결과

(1) 교과교실에 관한 의견

좋은 점

l 교과 특성에 맞는 교실 환경 조성 가능: 게시물, 교구, 교과

수업환경 조성

l 수업 준비시간 축소, 수업방식에 맞는 학습교구 준비, 모듬 

배치 등 수월.  

l 일관된 수업 흐름에 맞게 교실 칠판, 벽 등에 자료를 배치

하기 용이

l 수업의 집중도가 좋고, 학습기자재 사용이 수월함.

l 교과의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

하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제공

l 악기연주 등 소리를 내는 표현 활동 자유로움.

l 좋은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이 소리가 큰 음악이 많은데 자유

롭게 들을 수 있음.

l 교과에 특성에 맞게 공간을 형성(책걸상 배치 포함) 하고 분

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l 교과별로 필요한 재료, 교구 등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음.

l 공간을 이동함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에 찾아간다는 느

낌을 받고 보다 쉽게 몰입할 수 있음. 

어려운 점

l 학생들의 이동시간이 너무 길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머물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l 유휴교실이 빈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교과교

실을 애초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따름.

l 현실적으로 교사가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도 해

야하는데, 대부분 교과교실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업무내용 

전달이나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직교사나 주요업

무 담당교사의 업무가 가중됨.

l 학급교실과 교과교실이 중복되어 ‘우리 교실’이라는 개념이 

다고 희박해지고 학급활동, 생활지도, 안내사항 등의 전달이 

어려움이 있음. 학급담임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담임

과 학급학생간 소통의 어려움)

l 학생들의 이동시간이 너무 길고, 학생들이 마음 편히 쉬거

나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함.

l 교과 교실 공간의 크기, 공간의 수, 교수학습 도구 등의 물

리적인 요건이 부족하여 다양한 수업유형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

l 다양한 표현을 위한 좁은 공간

l 쉬는 시간이 짐을 챙기고 이동하는 시간이 되어버려 촉박하

고 충분한 휴식이 어려움

l 수업이 때론 길어지거나 수행평가 마무리도 시간이 넘어갈 

경우 있는데 다음 시간 이동으로 융통성이 조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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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교실을 위한 교실배치, 공간구성 및 이동 등에 

대한 교사의견

- 교과교사들의 모둠으로 실을 구성하고, 교실도 교과별로 클러스터

를 구성하여 수시로 교과협의가 가능하고, 수업장학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많이 다루기 때

문에 모둠 책상으로 공간을 구성

- 전기를 활용한 학습 도구를 많이 이용함으로 학생들의 전기제품 

사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콘센트의 위치가 책상과 가깝게 배치

- 안전한 수업을 위해 학생들의 교실내 동선을 고려해야 함. 

- 교사 수만큼 교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가능하면 학년별 이동

이 가능하도록 배치와 이동을 고려해야 함, 쉬는 시간 동안 이동만 하

다 시간이 갈 수 있으니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3) 미래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예를 들어 융합교육, 프로

젝트 기반 학습, 메이커 교육 등)에 따른 학교의 공간 활

용 및 배치

- 책걸상의 조합이나 공간 구성이 자유롭도록 현재의 교실보다 최

소 1.5배 이상 큰 교실 이 필요함.

- 학생들의 수업준비물, 중간과제물 등을 보관할 넉넉한 크기의 사

물함과 이동을 최소화 해도 바로 필요한 교구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

도록 관련 설비가 주변에 구비되면 좋을 것 같음(컴퓨터+프린터, 프레

젠테이션 장비, 실험실습 기자재 등)

- 수업방식이나 모듬형식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 배치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있고 가변성 있는 교실구성도 필요함

- 교과교실의 수가 학생규모에 맞게 배치되어야 하며, 서로 인접하

여 모여있는 것이 바람직함. 

- 설비 측면에서 인터넷 활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 학생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음.

- 앉아서 수업할 수 있는 동시에 여러 명이 동시에 다양한 표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현재 교실은 기본적으로 앞을 향해있는 배치는 강의식 수업 위주

인데 반해 미래 교육환경에서는 필요시 모둠식 구성으로 자리를 재배

치의 유연성과 벽면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필요. 

- 학교의 공간 활용에 있어 하나의 일관적인 책걸상 및 가구를 배

치하는 것이 아닌, 장소에 따라 다른 스타일의 공간 구성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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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 

- 도서관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즐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앉을 수 있는 책걸상 이외에도 계단형으로 앉을 수 있는 

공간, 편히 기대어 볼 수 있는 공간 등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어울리는 밝은 톤의 컬러 구성에도 과감해져야함.

-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는 공간으로 학습의 

공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소통과 휴게 공간도 필요함.

- 일단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망을 구축하

는 것이 필요. 스마트 TV 등의 IoT를 도입하여 미러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함. (기자재 측면에서는 타블렛 pc, 크롬북 등이 필요할 

듯)

- 컨텐츠 활용형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 영상 자료를 제작할 수 있

는 공간 혹은 스튜디오가 반드시 필요. 소음, 장소 부족 등의 이유로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마땅한 환경이 없어 근무 시간 이후까지 자료 

제작이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 교과교실에 테블릿을 이용한 수업이 가능한 환경

(4) 교실 이외의 교육공간(쉼, 광장, 교수학습 공간)에 대

한 의견 

가. 학생들의 자유시간에 하는 주요 활동

- 스마트폰, 담소, 게임. 잠, 예습·복습, 다음 시간 준비 등

-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복도, 교실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짧

은 시간이지만 운동장이나 강당, 복도를 뛰어다니는 신체적 활동 욕구 

많음.

- 현재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거나, 

교무실에 놀러오거나, 보드게임 등

- 여학생들은 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남학생들은 야외 활동을 

즐김 교실에 보드게임을 제공하면 함께 함

나.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 교실, 복도 등

- 교실(본교는 학급별 교실제 운영)  

- 교실, 화장실 

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 교실, 복도(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쉬는 장소로 

이용)

- 여학생들은 주로 교실, 남학생들은 강당과 운동장

- 좀 더 비공개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화장실 또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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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뜰과 같은 숨은 공간  

- 운동장

라. 교실하면 떠오르는 것은?

- 수업, 친구들과 놀이, 식사

- 책걸상, 칠판, 교탁, 거울, 사물함, 빔프로젝트

- 활기찬, 오래된 (10,2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음), 먼지 많은, 

북적거리는, 명수 대비 좁은

-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

마. 복도라는 공간의 용도 및 주요 활동

- 복도는 주로 친구들을 만나는 공간이며 다른 학급의 친구들과 어

울리는 공간임

- 복도는 이동공간이면서 아이들의 만남의 공간

- 다른 반 학생들과의 만남을 위한 공간

- 특히 남학생의 경우 뛰어노는 곳)

- 이동수업, 다른 반 친구들과의 만남의 광장

- 복도가 비좁고 다니기 위한 공간 정도로밖에는 이용이 되기 힘듦. 

그래서 계단참 공간 이런 곳에 아이들이 모임

바. 운동장/옥외공간의 구성

- 운동장은 상급학년이 독차지하지 않고 저학년도 눈치 안보고 편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공간으로 손쉽게 구획될 수 있도록 구

성하면 좋을 것 같음

- 그 밖의 공간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벤치 등을 다수 배치하면 좋음

- 체육관도 탁구, 댄스 등 점심시간 및 방과후에 여러 명의 친구들

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규모의 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변성있게 

구성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운동장와 강당은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운동 시설이 갖춰져야 함.

- 옥외공간으로 아이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 필요

하

- 실내에도 온전히 휴식과 대화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에는 휴식공

간답게 가구를 배치하고, 편안함을 주기 위해 화분, 나무 등을 구성하

면 학습, 이동, 휴식의 공간이 분리되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 것

- 좁은 공간을 때에 따라 다양하게 탈바꿈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함. 

- 실내 뿐만 아니라 날씨 좋은 날에는 햇볕을 쬘 수 있는 옥외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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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휴식장소도 있으면 좋음. 

- (예를 들자면) 바닥이나 벽 등에 자유롭게 낙서할 수 있는 공간같

이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간 구성 및 재미를 가지고 참여할

만한 유희의 공간이 필요함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 

- 그늘이 있는 곳에 아이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 아이들 특

성 상 어우러지는 공간 말고 의자가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것이 필요. 

3) 학급교실/교과교실 교수학습에 대한 의견 종합

분류 소분류 내용(주 수업 방법, 만족도)

교수

학습

방법 

적절성 

현재 

수업

공간

• 일반적인(평균적인) 수업의 구성

 - 구성의 비중: 80-90%

 - 만족도 및 이유: (1) 지식전달 및 수업진도 맞추기에 

용이함, 평가가 용이함. (2) 중상/ 지식 전달 목적으

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

• 특별하게 구성되는 수업

 - 구성의 비중: 10-20%

 - 만족도 및 이유: (1)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고 깊이 있

는 수업이 가능함. (2) 내용 점검 및 학생 동기, 흥미 

유발

미래

교육

공간

• 미래 수업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평균적인) 수업의 구

성

 - 구성의 비중 : 40-70%

 - 이유 : (1) 각 교과마다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지식

의 양이 있고, 지식전달에 효율적인 수업은 일반적인 

수업의 형태임. (2)  학습의 효율성과 몰입도 향상을 

위해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다름. (3) 기술의 발전에 

끌려가기보다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우선하는 게 중

요하다고 생각함(70%).

• 온라인 수업의 적정 비율(개략)과 이유

 1) 온라인수업와 대면수업 비중: 30% : 70%

  ∘ 온라인 수업은 교사의 도움없이 습득할 수 있는 내

용, 온라인 수업에 강점을 갖는 수업내용으로 이루

어져하며, 실험이나 실습이 필요한 수업, 교사의 지

도가 필요한 수업 등은 대면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학교의 기능은 지식전달만이 아닌 인성교

육, 협동 및 배려, 협업, 소통능력 배양 등을 포함

하므로 대면수업의 필요성은 크다고 봄

 2) 온라인수업와 대면수업 비중 : 50:50

  ∘ 온라인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 및 학습방법과 대

면 수업이 필요한 수업 또는 학습방법이 다르기 때

문에, 이를 병행했을 경우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

됨. 

 3) 온라인수업와 대면수업 비중 20% : 80%

  ∘ 온라인보다 대면수업일 때 더욱 학습의 효과가 좋음.  

    ∘ 온라인은 대면수업을 보조하고, 블렌디드 러닝과 

같이 학습자의 추가 학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활용 

• 첨단교실(혹은 멀티미디어실) 필요성과 요구 사항

 - 전자칠판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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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공간 활용 사례 조사

1) 국내사례6)

(1) 광천중학교

가. 현황 및 연혁

◦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96-34

◦ 학급 및 학생수 : 5학급 93명

◦ 교직원 현황 : 총 25명(교원: 17명)

◦ 통폐합 대상 학교수 : 3교(2개교 통폐합 실시, 사립학교 향후 실

시 예정)

6) 이재림 외(2019), ibid., pp.38~44에서 일부 재인용함.

분류 소분류 내용(주 수업 방법, 만족도)

 - 사물인터넷활용

  ∘ 미러링, 터치 기능 등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교실차

원에서의 핫스팟 기능이 중요

 - VR, AR

  ∘ 몇 번 흥미 유발로는 좋지만.. 우선순위 위에 존재하

지는 않음. 

 - 개인 태블릿 p.c 또는 4인 1조 데스크탑컴퓨터

  ∘ 개인태블릿이 제공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

니다. 위생 문제, 개별과제 및 조별과제 모두 수행 

가능 등

  ∘ 학교수업활동에서 첨단 기자재가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교과 특성에 따라 첨단기자재의 활

용이 효율적인 교실에만 엄선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자칠판 등이 제대로된 기능이 

사용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면 보통의 칠판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음 

  ∘ 테스크탑은 부피감이 크기 때문에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 개인태블릿이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온라인 활용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 수만

큼의 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실환경 : 교실면적, 구조 등

  ∘ 현재의 교실보다 1.5배 이상의 크기에 수업방식, 목

적에 따라 가변성있게 구성이 가능한 형태가 필요

함.

  ∘ 교실 면적은 학생 수에 따라 이동에 불편함이 없고, 

학습 도구가 갖춰줄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또한 실험·실습위주의 구조로 실을 구성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 등의 수업을 

운영할 때에는 방해가 되므로 분리하여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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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폐합 연혁

 - 1946. 10 : 광천초급중학교 개교

 - 1973. 3 : 광천여중 분리

 - 2014. 3 : 광천여중 통합

 - 2017. 3 : 신축 이전(통폐합에 따른 교사 재건축)

나. 주요 교육과정 및 시설 환경

◦ 교육 운영

 - 교과교실제 운영, 자체 보유 수영장에 의한 수영교육, 기숙사 운

영

◦ 교과교실

 - 전 교과교실 확보 후 교과교실제 운영

 - 교과교실 환경 : 인문교과교실과 비교 실험ㆍ실습교과교실 크기 

확대에 의해 이론 및 실습 수업 동시 운영 가능 

 - 이동 수업에 따른 동선 단축이 가능한 광장 중심 환경

 - 이동 수업시 학생 상호간 시각적 교류가 가능한 오픈형 공간 구

성

◦ 광장 중심 교과교실 배치에 따른 학생 이동의 편리성

 - 동선 단축과 시각적 교류에 의해 학생 생활 만족도 향상

◦ 옥상 수영장 시설에 따른 효과

 - 지역 유일한 수영장으로서 여름 방학 중 수영장 개설 가능

 - 관리 미흡으로 인한 유지관리 어려움 발생

◦ 외부 공간

 - CPTED(출입자 자연감시환경): 시각적 교류가 가능한 관리실 배

치

 - 다양한 외부 활동 공간 과 휴식공간의 적절한 배치

다. 건축계획시 시사점

◦ 중ㆍ장기 학생 수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계획 반영 필요

 - 당초 예정했던 사립중학교의 통폐합 반대로 학생수 미달

 - 학생수 미달에 따른 기숙사 수용 규모, 식당 규모 차질

◦ 광장 중심 교과교실 배치에 따른 학생 이동의 편리성

 - 동선 단축과 시각적 교류에 의해 학생 생활 만족도 향상

 - 광장 내 스터디룸 설치에 따른 학생 휴식 및 토론 문화 가능

◦ 옥상 수영장 시설에 따른 효과

 - 지역 유일한 수영장으로서 여름 방학 중 수영장 개설 가능

 - 관리 미흡으로 인한 유지관리 어려움 발생

 



오남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에 따른 마스터플랜 연구 Ⅲ장. 시설 요구도 및 사례 분석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57>

라. 주요 공간 구성 현황

[그림 Ⅲ-1] 실내광장 : 교과교실과 

홈베이스 전면에 학생활동 광장 조성 

[그림 Ⅲ-2] 실내 인터넷룸 : 홈베이스 

전면에 오픈 인터넷 카페 운영

[그림 Ⅲ-3] 스터디룸 : 휴식시간대 스터디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

[그림 Ⅲ-4] 다목적 활동실 : 우천시, 

미세먼지 발생시 체육활동공간으로 활용

[그림 Ⅲ-5] 옥외수영장 : 여름철 2개월 

운영
[그림 Ⅲ-5] 기숙사동 전경 : 남/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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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 외국인학교

가. 현황

◦ 위치 : 대전광역시 

◦ 학급 및 학생수 : 초등 6학급100명, 중학교3학급 80명, 고등학교

12학급 240명

◦ 기숙사 : 65명(120명 수용 가능)

◦ 학생수 국적 : 22개 국가

◦ IB 인증 교육프로그램 운영

◦ 1958년 개교/2012년 이전개교

나. 주요 교육정책

◦ 학업+감성+인성 중심 교육과정

◦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 과정 교육

◦ 학교 비전

 - 의미 있는 변화로 주도하는 국제적인 사고

 - 학교 모토 : 배움, 사랑, 리더십

 - 교육철학 : 학습과 진리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장

 -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실천

◦ IB 인증 교육프로그램 주요 정책

 - 질문을 통한 완성과정 : 교사는 질문을 던지고 학생은 스스로 생

각하는 과정 중시

 - 실생활 연계 수업 : 새로운 관계에서 지식의 변화 , 실제 이행을 

중, 경험적 학습과 봉사

 - 디자인 사이클 : 문화적 구분, 음식 유형 찾기, 3~4인 미팅으로 

시행

 - 평가 : 사전평가 내용 공지, 연구, 구두시험, 발표, 내용 이행의 

실행도 비교, IB 본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면 만점

 - 전인교육 : 음악, 아트, 봉사 등 개인 적성 능력, 수준에 맞는 교

육

 - IB DP 기본 교육과정 : 문학, 외국어, 과학, 수학, 체육(1~10

년): 심리, 체력, 친구, 디자인 기술

 - 융합교육과정 : 교과 융합교육

 - 학습자 특성 : 탐구하며 생각하는 사람, 도전 정신과 배려하는 

정신, 균형 잡힌 사고와 포용력 있는 사고, 원칙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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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공간 구성 현황

[그림 Ⅲ-7] 복도 : 사회적 공간으로서 

학생 작품 전시를 통한 교류 장소

[그림 Ⅲ-8] 기악실 : 전문실습환경으로서 

다양한 악기 및 개인 레슨실도 구축

[그림 Ⅲ-9] 드라마(퍼포먼스)실 : 

아트수업, 연극, 무용 등 퍼포먼스 연습실로 

활용

[그림 Ⅲ-10] 가사실습실 : 실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활용한 체험 수업

 

(3) 제주국제학교(NLCS)

가. 현황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산 1-6

◦ 초ㆍ중교육과정 : 3학기제 / 유 + 초 + 중 + 고

◦ 3만평의 대지에 건축, 영국기본설계, 25개의 실험실 보유

◦ 남/여학생비율 : 50 대 50

◦ 기숙학생수 326명, 4학년이상 입소

나. 교육철학

◦ 수업목표를 중심으로 리서치중심 교육, 매 수업시 교사의 유인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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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와 학생의 상호 교감에 의한 수업 방식, 발표, 숙제, 수업참

여도 중시

 - 미국 : 교과서 등을 통한 제도적 접근

◦ 소사이시티: 행사, 동아리, 축제 등을 중시

◦ 가구 등 교육환경을 중시

◦ 교사 건물 전체 자연 채광을 중시함

다. 주요 공간 구성 현황

[그림 Ⅲ-11] 학교조감 : 메인 건물을 

중심으로 초, 중등 교사동으로 배치

[그림 Ⅲ-12] 교실과 복도 경계 : 

투명창으로 시각적인 개방, 교실 벽면 전시 

활용

[그림 Ⅲ-13] 사회적 소통공간(초-1층 홀, 초-표현무대, 중-중앙 휴게공간 1, 2)

[그림 Ⅲ-14] 아트리움 주변에 교실
[그림 Ⅲ-15] 다목적 공간 벽에 디자인 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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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사례7)

(1) 국외 사례 분석

가. 조사대상 학교

교과교실제 운영에 있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핀

란드의 중등학교 중 비교적 최근에 건축되어져 해당 국가의 교육적 철

학이 잘 반영된 환경을 갖고 있는 학교 경영 우수학교를 추천 받아 조

사 대상학교로 선정하였다.

분석 기준은 이론적 고찰에서 추출한 인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사

회적 공간 환경의 특성으로 학생 상호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환경 구성 측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한 학교 내 사

회적 공간 환경에 대한 조사 대상 학교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20] 조사 대상 학교 개요

구  분

V C A 

Secondary 

School

0rmiston 

sinier collage

Jarvenpaa Lukio 

collage

Dandenong 

school

위치

Southbank 

VIC 3006, 

Australia 

Auckland 

2164, New 

Zealand

Lukio  

104400 

Jarvenpaa, 

Finland

Dandenong 

VIC 3175, 

Australia

학교 

규모 

및 

연령

7~12학년,324

명의 학생과 

33명의 교사

학생수 220명, 

16~18세의 

고등학교

학생수 1000명, 

교사수 60명

300명 단위 

7개 단위 학교, 

2,100명 

(SWIS)

학교 

주요

교육 

특성

무용, 연극, 

아트, 영화, 

텔레비젼,음악 

특성화 중학교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위한 

환경 조성

학점제 운영, 

무학년제, 

과학교육과정강조, 

학생 성향, 진로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

300명 단위의 

독립 학사 운영 

체계

교육과

정 

특성

디지털 

수업도입과 

무용, 연극 등 

전문성 교육 

실시

러닝 스페이스: 

3개 학습 집단

선택교육과정 

활성화.

공강 시간대 발생

미술, 과학과 

함께 사용 

가능한 실험실

공간 

특성

이동 주 

통로의 경우 

학생 상호 

소통이 가능한 

홀 구성으로 

테이블을 배치

와이파이 및 

랜선 시설에 

의한  

무선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중앙광장 중심 

방사형 교과교실 

배치, 학생 상호간 

교류가 가능한  

스마트

학습공간

교과교실과 

복도의 구분은 

경계만 있으며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7) 연구책임자가 2015년~2017년에 실제 해외 학교현장을 방문한 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함.



Ⅲ장. 시설 요구도 및 사례 분석 오남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에 따른 마스터플랜 연구

<62>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나. 학교별 공간 환경 분석

  조사 대상 학교 4교에 대한 사회적 공간 환경 인자를 기준으로 

조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별 환경 분석

(가) Victorian College of the Arts Secondary School

  57 Miles Street Southbank VIC 3006, Australia에 위치하고 있으

며, 주요학과는 무용, 연극, 아트, 영화, 텔레비전, 음악 특성화 중학교

이다. 공립 중등학교로 다양한 수업과정을 제공하는 공립 중등학교와 

전문적인 예술학교 두개의 레벨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의 전공교육 관

련 시설은 학생들에게 교육과 실습환경을 제공(무용실 4개, 연주스튜

디오 2개, 넓은 규모의 음악 및 앙상블 실습공간 등)하고 가변적 학습

공간의 통합 제공은 지속적인 교과과정의 개발 및 향상된 학습결과를 

지원한다. 

  

 공간

구분 
 사진 1 사진 2

공간 구성 

특성

교실 

수업 

형태

ㆍ개별식 강의

실 구성

ㆍ실험교과의 

이론 병행 

강의실 구성

일반 

복도 

및 

교과  

 공용 

공간

ㆍ일반 복도의 

경우 단순 

통로 기능만 

부여 

ㆍ통행 동선에 

사물함과 의

자 배치 및 

스마트 학습

공간 부여

교실

과 

복도

의 

경계

ㆍ모든 교실은 

투시창

ㆍ현관과 투시

창으로 구획

된 안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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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Victorian College of the Arts Secondary School 분석 

강의실은 전면 칠판형 교실과 세미나실 등 학습 방법의 다양성이 가

능하며 인터넷이 가능한 휴게 공간 및 라운지를 확보하고 있다. 음악

실은 컴퓨터를 활용한 작곡과 합창 및 기악 등 다양한 학습 환경을 갖

추고 있고 학생 동아리 및 특별 활동이 가능한 드라마실 등과 접근이 

쉬운 도서관을 배치 활용하고 있다. 

 ㆍ건물 내부 복도는 주 통로와 단순 통로로 구분되어 주 통로의 경

우 학생 상호 소통이 가능한 홀 구성으로 테이블을 배치

 ㆍ단순 통로의 경우도 동선에 따라 사물함을 배치하고 교과 내부의 

단순 통로인 경우 통로의 역할 만 할 수 있는 복도 폭과 구성

 ㆍ각 교실과 복도의 경계는 투시형 창으로 구성하여 내부의 상황을 

복도에서 인지 할 수 있도록 구성됨

 ㆍ미술 수업 중 그래픽 등은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으로 디지털사회

에 맞는 수업 방법 도입

 ㆍ무용, 연극, 악기연주 등 학생 체험 교육 공간을 확보하여 전문

성 교육 실시

 ㆍ건물 내 주요 공간에는 학생 교류가 가능한 홀을 구성하여 테이

블 및 정보통신을 활용한 개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됨

교과

융합

공간

ㆍ 컴 퓨 터 + 미

술 수업

학생

체험 

활동

공간

ㆍ무용

ㆍ컨퍼런스룸

(연극,악기)

전용 

사회

적 

공간

(소통

공간)

 

ㆍ중앙 공간은 

휴게 및 커

뮤니티 공간 

배치

ㆍ주요 공간에

는 학생 정

보 게시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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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시각적 위치에는 디지털 정보 제공

 ㆍ학생 활동 공간의 외부 경계는 투시형 창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구성됨

(나) 0rmiston sinier collage

  ㆍ위치: Botany Junction, Auckland 2164, New Zealand

  ㆍ그린빌딩협의회로부터 5 Green Star 교육시설 디자인 인증 등

급

  ㆍ학생수 220명, 16~18세의 고등학교

  ㆍ와이파이 및 랜선 시설에 의한 아이패드나 무선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ㆍ음악, 미술 같은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위한 시설과 설비 구축

  ㆍ러닝 스페이스: 3개 학습집단(한개학습집단: 26명)의 규모 학생

과 3명의 교사가 함께 수업하는 공간 구축

 공간 

구분 
 사진 1 사진 2 공간 구성 특성

교실 

수업 

형태

ㆍ교과 수업으로 

ㄷ자형 세미

나수업 및 토

론 수업 진행

일반 

복도 

및 

교과   

공용 

공간

ㆍ복도에 접한 

교실은 투시

형 창호로 안

과 밖의 연계

교실과 

복도의 

경계

ㆍ교실과 복도의 

구분이 없는 

열린 교실로 

수업의 자유

로움

ㆍ교실에 접하여 

복도 기능의 

공간에 개인 

작업 공간 배

치

교과융

합공간

ㆍ런닝스페이스 

구성(3개 학습

집단과 3명의 

교사가 협동 

수업)

ㆍ교과교실 군 

내 교실의 경

계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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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0rmiston sinier collage 분석

(다) Jarvenpaa Lukio collage

  ㆍLukio  104400 Jarvenpaa 

  ㆍ학생수 1000명, 교사수 60명

  ㆍ주요학과: 학점제 선택형 종합고등학교(학점제 운영)

  ㆍ개설 선택교과수 : 개설된 150개 과목 중 학생은 3년 동안 75

개과목만 이수(선택교육과정)

  ㆍ무학년제 운영(학점제)

  ㆍ상담교사제 운영으로 수강과목 상담 등

  ㆍ1년5학기제, 75코스 수료후 졸업, 학기당 7코스 수업으로 2년

과정에서 졸업가능

  ㆍ수업시간은 75분

  ㆍ축구, 농구, 음악 등의 특별과정 개설(학교별 특성화과정 개설: 

학생은 5개 학교의 특성화학교를 선택 지원, 드라마, 미디어학과 등)

  ㆍ학교 공동체로서 전 학생들이 소속감을 갖을 수 있도록 중앙에 

식당 용도의 광장을 배치

    - 중앙 홀은 학생의 선택교육과정 중 공강 시간대 자유롭게 학

습 할 수 있으며 학생 상호간 교류가 이어나는 곳

  ㆍ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형 교과교실을 배치하였으며 그 각각

토론 수업 및 

개별 수업 진

행

학생체

험 

활동공

간

ㆍ무용

ㆍ컨퍼런스룸 겸 

강당(연극,악기,

발표)

사회적 

공간(

소통공

간)

ㆍ식당은 동시에 

학생 중심 공

간으로 개방

(공연이나 발

표장 등 다목

적 활용가능)

외부(

지역사

회) 

소통(

체험 

)공간

ㆍ별도의 체육장 

등 외부 공간

이 없어 건물

로 구성되는 

작은 중정 내 

옥외 휴게 공

간 배치 

ㆍ소 강당은 지

역사회에 시

각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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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구에는 관련 교과중심의 환경과 학생 상호간 교류가 가능한 테이

블 또는 스마트워크 공간으로 간이 학습이 기능한 환경으로 구성

  ㆍ교실 및 교사실의 복도측 벽면은 투시형 창으로 외부 학생의 내

부의 상황을 볼 수 있게 하여 시각적 소통이 가능한 구성

  ㆍ건물 주 입구의 밖은 광장으로 구성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완

충공간으로 역할하며 내부 현관 입구는 출입학생의 코트보관 장소로 

소통의 중심으로 활용됨 

  ㆍ각 교사실은 여러 곳에 배치되어 학생들은 이동 중 쉽게 교사와 

상담이 가능하며 학생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투시형 창으로 구성

됨

  ㆍ모든 교실과 복도 등 외부 공간은 정보통신이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온라인에서의 소통도 가능함

 공간 

구분 
 사진 1 사진 2 공간 구성 특성

교실 

수업 

형태

ㆍ일반강의실은 

강의식 및 팀 

티칭 수업이 

가능한 교구 

활용

ㆍ컴퓨터를 활

용한 주재수

업의 경우 팀 

프로젝트 수

업 가능

일반 

복도 

및 

교과   

공용 

공간

ㆍ교과교실 내 

단순 통로 기

능과 대기의

자 만 부여 

ㆍ학생 통행 동

선에 사물함

과 의자 배치

교실과 

복도의 

경계

ㆍ모든 교실은 

투 시 창 으 로 

안과 밖을 연

결함

ㆍ현관과 투시

형창으로 구

획된 안내실

교과융

합공간

ㆍ복도+스마트

교육공간

ㆍ컴퓨터+과학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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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8] Jarvenpaa Lukio collage 분석

(라) Dandenong school

  ㆍ위치:Princes Highway, Dandenong VIC 3175, Australia

  ㆍ300명 단위‘학교안의 학교’(SWIS)로 7개 영역으로 구성된 

2,100명의 중학교

  ㆍAustralia(멜버른)에 위치한 본교는 중등학교 (7~12학년)로서 다

문화 거주지역으로 2100명 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500명, 650명, 

950명의 3개 학교를 통합하여 300명 단위 7개의 작은 학교로 운영(학

년별 50명)되고 있는 통폐합 학교이다. 각 300명 단위의 소단위학교

로 교육과정 운영에 의해 소속감 고취가 최우선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물은 중앙 홀을 중심으로 각 교실이 배치되며 교실 간 자유로

운 이동이 가능하고 홀에서는 개인별 인터넷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학

습 환경을 갖추고 있다.

  ㆍ각 단위학교는 독립적 공간과 학사 운영으로 각각의 도서관 보

유: 학생들이 학교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평면(개방된 오픈 공간의 

확대)

  ㆍ교과교실과 복도의 구분은 경계만 있으며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 복도(거실) 공간은 학생의 소통 중심과 개별 스마트학습장소

사회적 

공간(소

통공간)

ㆍ학생 중앙 공

간의 경우 매

점을 포함한 

휴게 및 커뮤

니티 공간 배

치

ㆍ광장은 일부 

단을 두어 공

연이나 발표

장으로 활용 

가능

ㆍ학생 주 통로

의 경우 휴게 

공간 및 노트

북사용 스마

트 공간 구성

ㆍ주요 공간에

는 학생 정보 

게시판 배치

외부(지

역사회) 

소통(체

험 

)공간

ㆍ건물로 구성

되는 작은 중

정 내 옥외 

휴게 공간 배

치 

ㆍ소 강당은 지

역사회에 시

각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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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

    - 복도측 벽체는 투시형 창호 또는 개방으로 시각적 열림과 출

입의 자유로움 구성

[그림 Ⅲ-19] Dandenong school 분석

나) 학교 공간 특성 분석 결과

  해외 중등학교의 사회성 함양 교육을 위한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

고자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기 사례 학교를 조사 분석한 결과 학교 경영 목표의 공통점은 

 공간 

구분 
 사진 1 사진 2 공간 구성 특성

교실 

수업 

형태

ㆍ강의와 토론 

수 업 , 세 미 너 

수업 병행

일반 

복도 

및 

교과   

공용 

공간

ㆍ교과교실 간 

이동 통로는 

학생 중심 공

간으로 활용

 

교실과 

복도의 

경계

ㆍ교실과 복도의 

구분이 없는 

열린 교실

ㆍ복도 공간은 

투시형 창호

교과융

합공간

ㆍ미술과 과학과

목에 함께 사

용가능한 실험

실

학생체

험 

활동공

간

ㆍ교사 군 중심

의 개방된 소

강 당 ( 휴 식 , 연

극,악기,발표)

사회적 

공간(소

통공간)

ㆍ교실과 복도의 

구분이 없음

ㆍ복도 내 스마

트 워크 공간 배

치

ㆍ7개의 건물동 

중심에 옥외 

휴식 공간 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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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 개인별 맞춤형 교육

 -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험 중심의 학교 운영

 - 학생 스스로 하는 교육 : 교사는 조력자 역할

 - 지식을 가공/협력/발표에 교육 초점을 둠.

 - 음악, 아트, 봉사를 주요 경영 목표로 함.

 - 개인 적성 능력, 수준에 맞는 교육 실시

(가) 교실 수업 형태

  4개교 중 3개 학교의 경우 일반 교과교실 내 강의식 수업과 토론 

수업 및 세미너 수업이 가능한 교구 배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는 중‧
고등학교의 수업 특성 상 초등학교와 달리 정보의 전달과 이해를 주로 

하는 특성에 기인하나 일부 주제에 대한 토론 수업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일반복도 및 교과공용공간의 사회적 공간

  교과교실 내 일반 복도는 단순 통행을 고려한 구성이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과교실 군 내 학생 대기 공간으로 소통 공간을 구성하였

다.

(다) 교실과 복도의 시각적 경계

  조사대상 모든 학교에서 대부분의 교실과 관리실은 외부 복도에서 

시각적 투시가 가능한 투시형 창으로 구성되어 안과 밖의 시각적 소통

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성 하고 있다.

(라) 교과 융합공간

  일반 교과교실의 경우 단위 교과 중심의 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제 수업의 경우 다양한 학습도구와 전문 교사의 지원 필요에 따라 

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3개의 학급이 3명의 교사와 함께 

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러닝-스페이스 등은 통합교과 수업을 위한 

구성으로 볼 수 있다.

(마) 체험 활동공간

  일반 교과수업이 아니 학생 스스로의 체험 학습이 가능한  공간 

구성으로 무용과 퍼포먼스 및 연극 활동이 가능한 대 공간을 대부분의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다.

(바) 사회적 공간

  학교 전체의 사회적 공간으로 1층 식당과 각 층 중심에 별도의 

스마트학습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식당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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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시간대 외에는 활용이 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중심 공간

에 배치하고 공강 시간대 학생 휴게 및 사회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

으며 각 동선 중심 공간을 학생 상호 교류가 가능한 공간 구성을 갖고 

있다. 

  해외 중등학교 공간 분석결과를 각 분석 인자별로 정리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수업 형태는 강의식수업과 토론 및 

세미너 수업 등 다양한 학습방법과 교과 융합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 

크기 및 교구 배치를 갖고 있다. 또한 교과 수업 후 이동시 학생들의 

생활 활동 측면에서 공용 공간의 경우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대부분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교실과 복도의 시각적 열림으로 

학생과 교사의 소통을 위한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표 Ⅲ-21] 해외 중등학교 조사 분석 결과 요약

구  분

V C A 

Secondary 

School

0rmiston 

sinier collage

Jarvenpaa 

Lukio collage

Dandenong 

School

교실 수업 

형태
개별식 강의

토론 및 세미나 

수업

형태

교실군 중심은 

거실 개념

강의식,  토론, 

세미너 수업 등 

다양화

일반 복도 
학생 대기 공

간

통로

기능

통로내 대기 의

자 배치

교실 간 중심은 

거실로 활용

교실과 

복도의 

경계

투 시 창 으 로 

구분

교실과 복도의 

구분이 없는 열

린교실 구성

투시창으로 구

분

교실과 복도의 

구분이 없는 열

린교실 구성

교과융합

공간
컴퓨터+미술

3개학급 런닝스

페이스로 구성

공강 시간대 활

용이 가능한 스

마트학습 공간

미술

+

과학

학생체험 

활동

공간

무용실, 컨퍼

런스룸

무용실, 컨퍼런

스룸

중심에 개방된 

소강당

사회적 

공간

(소통공간

)

중앙 휴게 및 

커뮤니티 공

간

1층 식당과 각 

층 중심에 별도

의 사회적 공간

을 구성

1층 식당과 각 

층 중심에 스마

트학습이 가능

한 공간을 구성

교실군 중심은 

거실 개념

 

4. 오남중 공간 환경 분석

1) 노후학교 건물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 검토

기존 노후 학교에 대한 개축 또는 리모델링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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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구조 성능을 기준으로한 내구연수 분석

건물의 구조성은 주요 건물의 구조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특성을 고려시 건축 연도별 시공성 정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연도별 구조재 시공성에 대한 특성8)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예상 구조 내구연수

 콘크리트 구조물의 예상 내구연수는 피복두께를 기초로 한 중성화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정 할 수 있다. 

∙개념 산정 구조 공식(간략한 내구연수 산정 구조 공식)

 -7.3x2, x=피복두께 

∙콘크리트 처마 등 

-피복두께 2㎝의 처마에서는 7.3x2=29년의 결과로 약 30년 내외

(서울 소재 각급학교 노후건물의 처마 중성화 시점은 대부분 신축후 

30년(±2년) 경과지점부터 발생되어 모든 노후학교 처마 콘크리트 보

강 사업이 실시됨)

∙피복두께 2.5㎝-3㎝ 구조부(기둥.보)의 구조성능

-저시공성:2.5㎝,7.3×2.5×2.5=45년

-고도시공성:3.0㎝,7.3×(3×2.5)=65년

즉 1980년 이전 저시공성 구조부의 경우 구조 내구연수를 45년으로 

추정 할 수 있으며 1995년 삼품백화점 붕과 후 레미콘을 사용하고 철

근 굄 시공성 등이 고도 시공성일 경우 철근 중성화 시작 기점을 기준

으로 내구연수를 최대 65년으로 산정

(내진 기능은 제외)

나. 1980년 이전 학교 건물

∙ 구조 시공성 현황

 -해당 연도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조성시 인력에 의한 손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정확한 물시멘트비를 갖추지 못함으로서 콘크리

트 구조물의 중성화 속도를 가중시켜 구조적 내구연수를 단축함.

 -철근 배선 역시 규격 철근 고임대 등이 없이 일반 자갈 등을 사

용하여 정상적인 피복두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진 성능의 절

대적 시공 요소인 늑근의 배치에 있어 현재의 내진 규정상 미달인 상

태로 시공되어 있음.

 이는 현재의 규정에 의해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해서는 철판 또는 강

화 섬유 보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구조보강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이 

불가피하여 과도한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됨

 -파일 지정 공법 시공상 문제점으로는 지반 강도에 따라 자연지반 

지정이 대부분으로 인근 건물 신축시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건물 침하 

8)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특성의 내용은 본 연구자의 각급학교 건축 당시 시공 현장 경험 사례를 토대로 작성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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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발생 우려가 있다. 또한 콘크리트 파일 지정 공법에서 압착 파일 

시공에 의해 암반층 도달 대신 주변 토압에 의한 압밀에 의해 지지하

고 있어 고도의 지진 발생시에는 지반 젤 현상 발생 우려가 있음(일본 

고베지진 사례)

∙따라서 1980년 이전 건축물의 경우 구조적 내구연수(중성화 시작 

기점)는 신축 후 약 45년 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 1981년-1995년 이전 학교 건물

∙콘크리트 시공시 기계식 레미콘에 의해 시공됨으로서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에 있어 비교적 안정적 시공성을 갖고 있음

 -반면 내진 구조 측면에서는 이전의 시공과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철근 배선 역시 1980년 이전의 경우와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음

∙1980년 이후 레미콘을 사용하고 철근 배근에서 양호한 시공성일 

경우 최대 50년에서 60년을 구조 내구연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내진 구조 보강시 연장).

라. 1995년9)-현재 학교 건물

∙학교 건물에 내진 구조가 적용되고 구조 시공성 및 시공 정밀성이 

개선된 학교 구조를 갖고 있음. 이는 피복두께에 따른 중성화 도달 연

한으로 가정시에도 65년 이상의 구조성을 갖고 물시멘트비 정밀 시공

에 따른 안정을 고려한다면 65년-80년의 구조적 성능을 갖을 수 있는 

것으로 유추됨

 ∙기초 지정 공사시 암반 도달 파일 공법에 의해 토양 젤 현상 우려 

등이 없으며 구조 성능 이상의 내구적 연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구조적 내구연수는 최소 65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며 구조 관리에 

따라 80년을 내구연수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한 기능성 분석

가. 교육과정 측면

9)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후 학교 건축물 시공 고도화를 위해 책암감리제가 도입되고 레미콘 품질향상, 철근 

배선 고도 시공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 확대(18개월-24개월 기준)로 품질 향상이 획기적으로 개

선

※미래교육에 대비한 공간 특성

•교수학습방법의 변화에 따른 공간 구조 변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 내 사회적 공간을 고려한 교실 크기 확대

 -초등학교 고학년: 다양한 경험적 교육 환경을 위해 체험교실 확대(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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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 배치 특성으로 본 기능성 분석

• 1980년대 이전 건물의 공간 활용 특성

 -대부분 – 자, ㄱ자 형태로서 이동 동선이 매우 길고 학년별 영역

이 조성되지 않아 동급학생들의 사회적 교류가 미흡함

 -모든 교실은 복도를 통해 이동이 이루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

회적 공간인 거실 개념의 공간이 전무함

 -40년 이전 교육과정을 토대로 표준설계도에 의해 구성된 공간 형

태로서 지식 위주의 강의식 교육에 적합한 구조로서 공간 재구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초등학교 연령대차가 큰 저학년과 고학년 특성(교수학습방법, 사

회적 공간)이 반영되어 있지 못함

스페이스, 다목적활동실, 동아리실, 융합교과실 확대 및 교실 밖 거실 공간을 

통한 교류와 소통 공간 확보)

 -중학교: 진로교육 체험 환경 및 동아리, 자율학습 환경(도서관 등) 증대, 

이동식 교과교실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학생 이동 동선 단축 방안 수립(기존 

ㄱ자,ㄷ자의 구조에서는 교과교실제 시행 불가)

 -고등학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체계 재 정립 및 동선 단

축, 다양한 교과교실 확대, 학생 과목 선택 규모에 따른 교실 크기 다양화, 

공간 시간대 활동 공간 확보(개설 과목 다양화 시)

• 학생 교류와 휴식 기능이 고려된 사회적 공간 구성

-기존의 학교 공간 구조는 지식 중심의 교실과 화장실 이동 등을 위한 복도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교실 밖 학생상호 교감과 소통을 통해 사회성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 

중심 교육을 위한 교실 밖 거실 중심의 공간 구조가 필요함

-또한 중등학교에서 이동식 교과교실제 운영시 이동 동선의 단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홈베이스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도식 배치에서 거실 공간

이 포함된 집합식 공간 구조가 필요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노후 학교 위치의 경우 대부분 구도심 또는 농촌 지역으로서 지역사회 공

공복지시설의 부족, 아동 및 노인 관련 복지시설의 부족이 심각한 상태임(미

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의 참여)

 -또한 지역사회 공원, 주차장, 평생교육 등 학교와 지역 관계를 고려하여 

학교 유휴토지 및 비 사용 공간(지하, 옥상 등)을 활용한 학생 경험 증대 및 

주민 교류를 통한 봉사교육등을 위하 학교시설복합화가 필요함

•지속가능한 학교

 -인구 감소 및 학령기 아동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 발생시 지역사회와 함

께하는 지속적 공간 활용 방안 등이 필요하며 에너지제로학교, 학교숲 조성, 

페기물 없는 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공간 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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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고등학교 교과교실제 운영에는 매우 부적합한 공간 형태

로 동선 단축을 위한 집약적 공간 구조로 재구성 필요(광장 중심의 중

심 공간 환경 필요)

 -건물의 내구연수를 고려하고 토지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중.장기 

전면 재건축을 고려한 단계적 개축 방안 추진 필요

• 1981-2000년 이전 학교 건물

- 이자형, ㄷ자형 배치가 일반적으로 이동 동선의 경우 80년대 이

전 건물 배치 형식과 차이가 없음

-반면 건물과 건물 사이 중심 광장을 증축 할 경우 각 건물동 연계

성을 개선 할 수 있으며 구조적 내구연수에서 10-20년 여유가 존치시 

기능 개선을 통한 공간 재구성이 가능함

 -이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고 미래 교육과정을 고려한 학습 

환경 개선을 기할 수 있음 

• 2001년-현재 학교 건물

-공간 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학년별 영역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고려한 평면 구성 방안이 제시됨

-반면 이동식 교과교실제 및 학점제 운영시에는 긴 동선으로 학생

의 매 수업 이동시 운영에 대한 불편이 높음

-또한 다양한 체험 교실의 부족으로 인해 일정 학생수 유지시 공간 

추가 수요 요구가 높음

-따라서 중등학교 교과교실제 운영을 기본으로 할 때 일부 공간에 

대한 기능적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함(특히 학교 중심에 교류 및 휴식, 

경험 요소를 반영 할 수 있는 중심 공간 구축 필요:홈베이스 기능의 

확대)

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경제성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 정도를 구분하면 신축비용 대비

로 환산하여 제시할 수 있음

•신축 대비 약 60%-80% 투자

 -콘크리트 구조부의 내진성능 및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 보강과 

함께 공간 재구성을 위한 일부 벽체 철거를 포함하며 마감재 및 설비 

등 제반 시설을 교체 투자하는 경우 소요 비용

•신축 대비 약 40-60% 투자

 -골조와 대부분의 시멘트 벽돌 벽체를 유지하고 마감재 및 설비를 

전면 보수하는 단계로서된 제반 설비를 교체 투자하는 경우 소요 비용

 -일부 기능 개선 측면이 있으나 내부 환경 개선 측면이 강함

 -바닥재, 창호재,냉난방설비, 전기수전설비 등 골조와 벽체 마감재

를 제외한 리모델링

•신축 대비 약 20-30% 투자

 -골조와, 벽체 및 대부분의 설비를 유지하고 마감재 중심 리모델링

 -내부 인테리어 환경 개선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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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 따른 교육적 가치 분석

 -기존 기둥을 두고 실내 일부 공간 재 구성을 통해 기능적 교육 

활동을 개선 할 수 있으며 관련 공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음

 -반면 기존 건물 구조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공간의 크기

(공간 길이 증가는 가능)와 동선 및 토지 이용 측면에서 개선이 불가

함

 -특히 동선 측면에서 변화를 할 수 없어 이동 동선이 중요시되는 

중.고등학교 교과교실제 운영에서는 개선이 어려움

 -또한 공간 폭이 넓고 천장고 등이 요구되는 다목적체육실과 교과

교실제 운영에서 이론, 실습, 컴퓨터 활용수업,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교과교실의 공간 개선 등 기본 교육과정 개선은 시행

이 어려움

-옥외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학교 숲, 소규모 활동공간, 놀이공간 등 

다양한 외부 활동 공간의 구성 등에서 변화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봄

 - 지역사회 복합 시설 수용에 대비한 지하주차장, 녹지 구성, 지역 

공공복지시설 도입 등 공간 재구성의 경우도 시행이 어려움

라. 리모델링에 따른 환경성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개축 이전 유지를 고려한 환경 폐기물 차

원의 비교 검토가 필요함

-리모델링시 유지 기간: 일반적으로 30년-40년 경과 건물의 리모델

링 후 내구 연수는 구조 특성상 15년-20년 내외 사용 후 개축 전환이 

필요함(구조적 내구연수 50년 전후 기준)

-리모델링시 폐기물 발생은 투자비에 따라 비례하여 기존 시설의 

마감재와 설비의 폐기가 발생됨으로 환경측면에서 볼 때 건물의 사용 

내구연수를 고려한 리모델링 투자에 대한 최소 투자가 바람직함. 

즉 리모델링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건물 전체 수준을 맞추기 위해 

단위설비 및 마감재에 대한 내구연수가 미도래 된 재료(창호, 바닥재, 

벽체마감재,계단 마감재 등은 재료 내구연수가 달라 보수 연도를 달리

한 단위 사업으로 진행된 경우임)의 경우까지 교체하는 경향이 있음

•  종합 분석 결과

- 단기 폐기물 발생으로 볼 때 최소의 리모델링 방식이 가장 적은 

폐기물을 발생함으로 개축 예상 연수를 고려한 적정 리모델링 수준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환경 개선 및 기능상 개선을 고려할 때 30%-60% 투자시에는 환

경 개선에 성과를 가질 수 있으나 기능개선 역시 역부족이며, 약 

10-20년 후 개축을 고려하면 이중으로 폐기물을 발생하는 결과를 도

출함

 -즉 15-20년 사용 내구연수를 갖는 노후 학교 건물의 경우 신축

비 대비 약 20-30% 이내의 리모델링 수준이 적합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기능 개선을 위한 일부 증.개축을 통해 학교 중심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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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고 부족교실을 확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나머지 교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방식이 교육과정 및 경제성, 환경성에서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2) 단위 학교 특성을 고려한 개축 또는 리모델링 방향

(1) 기존학교의 주요공간 배치의 불합리한 사례 

가.  교육과정 운영에 매우 미흡한 평면 구조인 경우

• 기존 교실의 종류와 크기 등이 부족하거나 전문 교과교실 및 체육

관,식당 등이 부족하여 증축이 필요한 경우

 -대상: 체육관, 식당,학급교실과 특별교실, 실험실습교과교실, 창의

교과융합실,동아리실, 다목적체육실 등

• 미래 교육과정에 필요한 전문교과교실 부족한 경우

 -예.체능실 부족, 도서관 면적 협소, 체육공간 부족 등

나. 건물 구조상의 사례 

• 일자형 교실 평면 구조의 연속배치에 따른 교실과 복도식 평면 구

조인 경우

 -건물동이 2-4개로 구성되어 특별교실 이동시 외부 통로를 이용

(이동시간 부족;교과교실제 운영 어려움)

 -복도식 구조로서 학생 소통이 어려운 평면구조

• 체육관 및 식당 배치시 기존 교사동과 떨어져 독립 배치되어 있는 

경우

 -수업 휴식시간대 일반 학급 교실 학생들의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

(휴식 시간대 이용 불가)

• 도서관의 위치가 전체 교사동 중심에서 편중되어 있는 경우(이용

률 저조)

다. 외부 공간 배치의 불합리 환경

• 체육장 외 활동공간, 녹지공간, 주차공간의 불합리한 배치(학생 이

동 동선 중첩)

• 주차장 부족으로 학생 안전이 위험한 장소에 주차장을 배치한 경

우

라. 지역사회 공공 복지 시설 복합 배치와 비교한 토지 이용 계획의 

합리성 판단

• 구 도심 지역의 경우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연계 필요

• 지역사회 주차장 부족에 따른 학교 지하주차장 개발 필요

• 지역 녹지 공간 부족 및 학생 감성교육 환경을 위한 학교 숲 조성 

필요

(2) 건물 배치 형태별 공간 계획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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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ㄱ자형의 기존 교사동 배치 형식과 건축 연도에 따른 증축 방향 검토

 ∙기존 교사동의 배치 형식이 ㄱ자 형식이면서 건축 경과연수가 40

년 이상인 경우는 전체 개축을 전제로 체육관 또는 식당 배치 계획을 

수립(대부분의 경우 학교 외부 빈 공간 내 배치는 전면 개축시 기능 

및 동선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배치가 우려됨)

∙기존 교사동의 배치 형식이 ㄱ자 형식이면서 건축 경과연수가 30년

- 40년미만인 경우는 일부 증.개축을 통해 교육과정 기능을 향상시키

고 존치하는 기존 건물은 가벼운 수준의 리모델링을 추진함(향후 

15-20년 존치 후 잔여 건물 개축)

나. ㄷ자형의 기존 교사동 배치 형식과 건축 연도에 따른 증축 방향 검토

∙기존 교사동의 배치 형식이 ㄷ자 형식이면서 건축 경과연수가 40년 

이상인 경우는 건물 중심에 일부 교실 증. 개축을 전제로 중심 공간인 

광장과 체육관 또는 식당 배치 계획을 수립(향후 10-15년 존치 후 잔

여 건물 개축)

 ∙기존 교사동의 배치 형식이 ㄷ자 형식이면서 건축 경과연수가 30

년- 40년미만인 경우는 일부 증.개축을 통해 교육과정 기능을 향상시

키고 존치하는 기존 건물은 중간 수준의 리모델링을 추진함(향후 

20-30년 존치 후 잔여 건물 개축)

(3)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가. 교사 건물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가)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 환경 개선 사업

∙전체 사업비가 신축비의 40%-60% (20년 사용 후 개축 전제)이상 

소요될 경우 건물 증.개축하는 방안과 비교 검토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에 의해 교육과정 및 학생 시회성 기능 공

간 개선 가능성 판단

 -토지 이용 계획의 합리성 여부(지역사회 공공시설 복합화, 외부 

공간 구성, 건물 동선 및 기능성 개선 여부)

•일부 증.개축과 리모델링 혼합 추진을 고려한 검토

 -구조 보강에 따른 최대 내구연수 추정 신축 후 약 50년-60년

∙전체 리모델링 기준(교육적 기능을 고려시)

 -리모델링시 : 사용수명 10년-15년(건축후 30-40년 내외 건물)

 -리모델링시 : 사용수명 5년-10년(건축후 40년 내외 건물)

∙일부 증개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적 기능 향상

 -증축+개축+리모델링시(건축후 30-40년 내외 건물) : 사용수명 

15년-20년

 -증축+개축+리모델링시(건축후 40년 내외 건물) : 사용수명 10년

나. 건축물 경과연수에 따른 내구연수와 사업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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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 건축물 경과연수에 따른 내구연수와 사업비 비교

구  분

잔존 건물 

구조적 내

구연수

리 모 델 링 

사업비(신

축대비)소

요

기 능 적 

내구연수

(전체 리

모델링시)

기능적 개

선을 통한 

내구연수(증

개축)

적정 검토 방

향

개축시 60년
110%(철

거비포함)
60년 60년

90년 이후 

2000년
30-40년 20-30% 20년 30년 리모델링 

80-90년 

건축
10-20년 40-60% 5-10년 10년-20년

증개축+리모

델링

80년 

이전건축
5-10년 60-80% 5-7년 10년

증개축+리모

델링

※증개축과 리모델링 복합 투자시에는 리모델링 투자 정도를 최소화

한 20% 내외를 제안함

3) 중·장기 종합 재배치계획 방향

[표 Ⅲ-23] 각급 학교별 개축 또는 리모델링시 주요 공간 재구조화 

방향

구  분

(공간구조개선대

상유형)

초등학교 중학교
공간 재구조화 

방향

지역사회 

아동,노인복지시

설 복합

아동 및 노인
-노인시설

-청소년 시설

지역사회 분석 후 

필요공공시설 제안

마을교육공동체
복합시설운영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공간 제공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학부모 및 주민 참

여 운영방안 

교과교실 개선

-과학, 실과,예체

능실 등의 실수 확

인

교과교실 실의 크

기 및 종류 검토 

및 운영 보완

이론,실습,컴퓨터

활용학습, 발표 등 

동일 공간 내 수업 

혁신

이동 동선 개선 학년별 영역 구성
단위 교과교실군 

이동 동선 개선

집중형 배치 재구

성 (중심 광장 확

보)

학생자치활동 

지원

동아리실, 학생회

실

동아리실, 학생회

실

중학교는 교과교실

과 연계

외부공간

학생외부 활동 공

간 확보(활동소공

간, 녹지공간, 놀

이 시 설 이 용 공 간 

등)

학생중심활동 공간 

확보(활동소공간, 

녹지공간, 놀이시

설이용공간 등)

보유 대지 내 필요 

외부 공간 적정 배

치 

고층(4-5층) 

피난 공간

각 층 피난 공간 

확보

각 층 피난 공간 

확보

4-5층 이용자의 

활동 공간 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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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 마스터프랜 환경 분석

(1) 중장기 학생수 규모로 본 계획 규모

[표 Ⅲ-24] 중장기 학생수 규모로 본 계획 규모

학교명 구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지표상 급당인원)

비고
2020
(26명)

2021
(26명)

2022
(26명)

2023
(25명)

2024
(25명)

오남중

학생수 611 632 613 613 582
-개발사
업 미반
영

학급수 24 25 25 25 25

급당인원 25.5 25.3 24.5 24.5 23.3

∙중장기 학생수 수용 예정 현황을 고려시 오남중학교는 24학급 규모

로 예상되나 인근 재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시 급당 학생수 조정에 

따라 24학급-27학급 범위내 운영이 예상됨

∙본 연구에서는 24학급을 기준으로 하나 중.장기 학급수 증대를 고

려함(지역 재개발)

(2) 기존 건물 구조 특성 및 공간 활용 분석

가. 건물 구조상 특성

∙오남중학교는 1988년 개교한 학교로서 32년 경과된 건물임

∙1980년대 중후반의 구조적 특성은 레미콘을 사용하고 동시기 철근 

시공 등에서 중정도 시공성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 구조적 내구연수

공간 확보

CPTED

(자연감시)

적극적 개선

지역주민 개방공간

과 학습영역은 방

과후 완벽한 분리

소극적 개선

ㆍ모든 출입구는 

주출입구 중심으로 

재구성하며 관리실

을 통한 자연적 감

시 환경 조성

사회적공간

학년 영역별 소통 

중심 환경(중심공

간:광장 확보)

이동식교과교실 운

영을 위한 소통 중

심 환경

학습영역 중간지점

에 광장 조성

각 교과교실 

적정성검토(실의

종류, 크기 위치)

예.체능실

창의융합교실

체험교실

각 교과교실, 예체

능실

음악, 미술, 체육

수업 분석에 따른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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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약 50년 내외로 추정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잔여 구조적 잔여 내

구연수는 약 15년-20년으로 추정함

(내진 보강등 구조 보강시 연장)

나. 현재 학교 공간 구조에서 2015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활동 특성

∙디긋자 형태의 교실+복도형식을 갖춘 전형적인 강의식 중심 교실 

배치

∙기존의 각 학급교실에서 일반 교과 수업 활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다양한 체험 교육과 다양한 교수학습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기본 교과

시설 만 보유 운영)

∙각 교과교실동 건물의 분산 배치와 이동 동선의 과다로 교과교실제 

운영이 어려움

∙교실과 복도 형태의 평면 구성으로 교실 밖 사회적 공간(교실 밖 

단순 복도로만 구성)이 없어 학생 상호간 교류 및 소통을 위한 환경 

부족과 함께 다양한 정보 교류와 체험 환경 부족

∙현 체육관은 기존 4층 교사동 외부에 체육관 전용 독립 기둥을 설

치 증축함으로서 체육활동(천정고 및 크기)에 충분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층 방음 부족에 의한 학급교실의 진동 소음으로 학

습 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무용 및 체조 등 소규모 체육활동은 가

능)

∙현재 오남중학교의 식당은 없고 조리실만 보유 윤영하고 교실 배식

을 하고 있어 2021년 식당 설치 대상학교이나 배치 공간 부족으로 학

교 공간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임

 -식당 배치시 현 교사동 외부 공간인 체육장 내 배치는 기존 교사

동과의 접근성 부족으로 배치 계획 대상에서 제외함(학교측의 절대적 

요청 의견)

 -이를 고려시 기존 교사동과 연계를 위해 일부 교사동을 철거하고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함(디긋자 형태의 교사동 끝 교실 중 일부 철거

를 전제로 검토)

 -또한 본교는 32년 경과 건물을 고려시 구조적 내구연수가 약 

15-20년 내외로 향후 개축을 고려한 식당과 체육관을 배치하고 개축

시 연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기존 체육관은 구기등 체육활동에 따른 규격의 협소로 실질적인 체

육 수업에 한계가 있으며 하층 진동 소음에 따른 제약과 기존 건물 최

상층에 위치하고 있어 개축시에는 동시 개축이 불가피함) 

∙또한 미래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과교실제 운영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고려시 공간 재구성을 통한 이동 

동선 단축과 부족교실 확보 및 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

요성이 있음

 -새로운 교과교실(부족 공간): 교과교실, 다목적활동실,2-3개의 메

이커스페이스, 학생자치공간,동아리실, 휴게실, 학생휴식 및 교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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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기능), 학생 자치 이벤트 공간 등

다. 현재의 교육환경(마감 환경 기준)

∙일반환경

 -내부 환경으로 각종 설비 및 부분 교체 등을 소규모로 실시했으

며 마감 환경에서 일부 설비 노출 등 교육환경이 열악함

 -현재 환경 여건으로 볼 때 향후 15-20년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고려한 기능적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

 -기존 건물의 교육환경 개선 투자의 정도는 향후 개축을 고려시 

신축비의 약 30-40% 투자가 적장한 것으로 판단됨.

(3) 개축 또는 리모델링시 경제성 비교

∙전체 리모델링 기준

 -신축비의 60% 투자(고비용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할 경우 구조

적 내구연수는 20-30년 가능하나 마감재의 경우 재료의 특성상 사용 

내구연수 10년-15년 내외 추정

 -기능적 내구연수는 일부 교과교실 재배치는 가능하나 전체 동선

과 각 교과교실 부족 및 학생 사회적 공간의 미확보에 따라 개선이 필

요하며 이를 고려시 기능적 내구연수는 5-10년의 기간으로 제한됨

 -반면 식당 및 일부 증축시 전체 건물 동선을 연결하여 학생 이동 

동선을 단축하고 일부 사회적 공간을 확보 할 경우 기능적 내구연수 

증대가 기대됨

-따라서 현재의 공간 구조 특성을 고려시 미래교육 개념을 실현하

기 보다는 현재의 교육과정을  위한 기능을 일부 개선함으로서 구조적 

내구연수와 기능적 내구연수를 증대하여 최대 15년-20년 내외에서 개

축 하는 방안이 필요함

 

∙중.장기 단계적 개선 방안

 ∙일부 증개축 일부 리모델링 혼합 추진

 -기능적 공간 재구성을 전제로 금회 증축 예정인 식당과 기능적 

중심공간을 배치하는 일부 증.개축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과교실을 확

보하고 디긋자 동선에서 미음자 동선으로 연결성을 높인 기능을 개선

하며 기존 고실은 저.중비용 리모델링을 통해 통합 내구연수인 15-20

년 내외에서 단계적 개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저.중비용리모델링: 신축비의 20-40%이내,400,000원- 800,000원/

㎡)

 -중.장기 개축 방향은 중학교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한 중심공간 

확보와 동선 단축 및 미래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교실 확

보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함

∙금회 식당 증축시 일부 공간의 증.개축에 따라 전체적인 기능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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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재구성과 함께 기존 건물의 구조적 내구연수까지 건물의 개축 기한

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식당 증축시 기존 학교 공간의 부족한 시청각실, 일부 교과교실 

및 체육관을 동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즉 부족한 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동선 개선을 통한 기능적 내구

연수 증가를 통해 전체 개축 시행을 위한 내구연수는 약 15-20년 정

도로 추정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전면 개축시 기 투자 시설을 활용함

(4) 전체 종합 분석 결과

 ∙기존 학교 전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 건물

을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 보다 일부 증개축을 통해 기능적 개선을 하

는 경우가 교육과정 개선 운영에 매우 바람직함

 -이를 위해 식당 증축시 향후 개축을 고려하고 현재 교육과정 운

영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 증개축 방안이 바람직함

 -일부 증개축 대상으로 기존 교사동 일부를 철거하고 식당 증축 

건물을 배치하며 부족한 교과교실과 체육관을 동시 증축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경제성 측면에서 전체 공간 리모델링(고비용)의 경우와 일부 증개

축(저비용 리모델링 포함)의 경우 동일 재정 투입 비교시 일부 증개축

이 기능적 향상에 따라 향후 개축 연한을 연장 할 수 있고 개축대상 

건물에 대한 선 시공 개념에 따라 경제적 방향으로 볼 수 있음

 -환경측면에서 전체 건물의 리모델링시 신축 대비 60%내외 투자

의 경우 구조 및 마감재와 제반 설비 등의 교체에 따라 폐기물 대상이 

최대가 되는 반면 개축 도래 시기에서는 최대10- 20년 내외로 투자 

대비 경제성에서 부족하므로 신축 대비 30-40%의 범위에서 저.중정

도의 마감재 환경개선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어 일부 증개축과 저.중정도의 리모델링에 의한 방안이 기능성을 유

지하면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종합: 건물 일부 증개축을 통한 기능적 공간 구성을 통해 교육과

정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기존 건물의 구조적 기능적 내구연수를 고

려한 15-20년 후 단계적 개축을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되며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과교실을 확보하고 공간 재구성을 

통한 교과교실제 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식당 증축의 경우 기존 건물 활용(일부 공간 재구성 및 리모델링)

보다는 별도의 증.개축을 고려한 종합계획에 의해 기능적 공간 재구성

을 통한 통합 공간 재구성 방안 필요



Ⅳ장.  Space Program 및 배치계획(안)

1. Space Program

2. 배치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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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 Space Program 및 배치계획(안)

1. Space Program

본 절에서는 금번 증축대상인 실내체육관 및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오남중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전체 공간의 종류 및 적정 규모를 검

토, 제안함으로써 향후 오남중학교 마스터플랜시 제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1) 산정방식 및 전제조건

◦ 일반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인 Space 

Program은 크게 단위공간마다 공간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실제 

가구 배치 등 레이아웃(Layout)에 기초하여 산정하거나, 단위학교의 

운영방식, 교육과정, 학급 수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한 Nelson의 자기

수정모형 방식에 의해 교실 수를 산정한 후 공간의 규모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상기 Space Program 산정방식 중 후자인 Nelson

의 자기수정모형 방식에 의해 검토하고자 함.

소요 교실 수 =
(해당 교과)주당 총 수업시수 × (수강)학생 수

주당 수업 총 가능시수 × 이용률

◦ 오남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계획은 2020학년도 학교교육

계획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코로나 19로 인하여 감축 운영

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음.

◦ 학급은 일반학급 24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26명을 전제로 함.

◦ 연간수업과 주당 총 수업시수는 총 34주, 33시간(3년간 총 수업시

수 3,366시간 기준 ÷ 34주)을 적용함.

◦ 과목별 교수-학습방법에 의한 수업장소 비율은 국어, 사회/역사/

도덕, 수학, 영어, 선택교과는 이론중심의 수업 100%, 과학, 기술/가

정, 정보는 이론 20 : 실험/실습 80, 체육, 음악, 미술은 모두 실습 

100%(단, 체육은 실내체육관 및 옥외공간으로 대체), 창의적 체험활동

의 경우 교내시설 50 : 교외시설 50으로 전제함.

◦ 공간의 기본단위 모듈(Module)은 현재는 일반교실의 단변 7.5m, 

장변 8.4m로 1모듈(M)의 크기인 63.0㎡를 기본으로 변용하여 적용함.

◦ 교실의 이용률은 70%를 적용함.

◦ 소수점 이하의 교실 수는 교실 군별 또는 학교전체 공용교실로 산

정하며, 무조건 올림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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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교실과 이론중심의 기본 단위교실의 크기는 1.0M인 63.0㎡

(7.5m × 8.4m)를 적용함.

◦ 실험/실습중심의 기본 단위교실의 크기는 1.5M의 실험/실습 영역

과 0.5M의 준비실 영역을 합쳐 총 2M인 126.0㎡(7.5m × 16.8m)로 

함. 단, 과학실의 경우 STEAM교실은 2.5M, 습식 과학실은 2.0M,  건

식 과학실은 1.75M 규모를 적용함.

◦ 교사연구실은 기본적으로 교실 반 칸 크기(0.5M)에 최대 6명 수용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교사 1인당 5.25㎡를 적용함.

◦ 드라마실, 메이커스페이스, 컴퓨터실도 각 1개실을 조성하며, 그 

크기는 2.0M을 적용함.

◦ 교무지원센터 및 창고 규모는 24학급 미만의 경우 1.0M, 24~36

학급의 경우 1.5M, 36학급 초과의 경우 2.0M을 적용함.

◦ 행정실 규모는 24학급 미만의 경우 0.5M, 24~36학급의 경우 

1.0M, 36학급 초과의 경우 1.5M을 적용함.

◦ 동아리실은 24학급 이하의 경우 3실, 25~36학급의 경우 5실, 36

학급 초과의 경우 7실로 전제하되, 1실의 크기는 0.5M을 적용함.

◦ 교과협의회실은 0.5M 규모의 2개실, Wee클래스와 문서보관실 그

리고 보건실은 각 1.0M 규모의 1개실을 적용함.

◦ 공용면적은 순면적의 75%를 산정하되, 출입/통행/이동(예, 현관, 

로비, 복도, 화장실, 계단, 승강기 등)과 서비스면적(예, 전기실, 기계

실 등)은 교사 연면적의 3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개인별/그룹별 학

습 또는 휴게 등 커먼스(commons) 또는 러닝허브(learning hub)공간

으로 활용함.

◦ 아울러, 학교시설에서 몇몇 주요한 공간들에 대해서는 학교건축 

계획 각론의 일반적인 데이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적용

함.

 - 도서실의 경우 전체 학생수의 25% 수용, 학생 1인당 1.5㎡의 

기준 면적(열람공간, 서가, 안내데스크, 정보검색코너 등 포함)을 적용

함.

 - 식당의 경우 전체 학생 수 대상으로 2회전을 원칙으로 하되, 학

생 1인당 1.2㎡의 기준 면적을 적용함. 단, 주방(영양사실, 식품창고, 

전처리실 등 부속실 포함)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운용 시설기준을 적용

하여 600명 이상의 경우 ‘261+0.1(N-601)’공식(N=전체 학생수)을 적

용함.

 - 시청각실의 경우 전체 학생수의 1/3(1개 학년 전체) 수용, 학생 

1인당 0.8㎡의 기준 면적(단, 무대 및 부속실(준비실, 영사실 등) 포

함)을 적용함.

 - 실내체육관(다목적 강당)은 농구코트 단변 12.8m × 장변 

22.5m에 좌우 여유 3.0m 이상의 폭과 출입 및 부속공간은 3.0m, 무

대의 깊이는 6.0m를 적용함. 

◦ 자유학기(학년)제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확보하지 않으며, 교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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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다목적교실 등 교수-학습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2) 오남중학교 Space Program(안)10)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필요시설의 종류와 규모(안)은 상기 Space 

Program의 전제조건을 적용한 최소값이며, 현재 오남중학교가 보유하

고 있는 시설도 감안, 판단하여야 함.

◦ 특히, 공간의 기본단위 모듈(Module)이 현재는 과거 전형적인 모

듈로서 단변 7.5m, 장변 9.0m이나,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방법과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여 단변 7.5m, 장변 8.4m로 1모듈(M)을 

63.0㎡를 적용함.

◦ 우선 현재 오남중학교의 학급 수인 24학급 규모의 Space 

Program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Ⅳ-1] 오남중학교(일반 24학급) Space Program

10) 본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기존 교사동의 재건축시 교과교실형 운영체제를 위한 소요공간 도출에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기존의 공간이용실태는 반영하지 않았음.

구분 실수

단위

면적

(㎡)

면적

(㎡)
비고, 비율(%)

교

수

-

학

습

공

간

국어과 교실 4 63.00 252.00 면적 범위 내에서 실수 조정 가능

사회(역사)/도덕과 교실 5 63.00 315.00 면적 범위 내에서 실수 조정 가능

수학과교실 3 63.00 189.00 면적 범위 내에서 실수 조정 가능

과학/기술가정/정보과교실 1 63.00 63.00 면적 범위 내에서 실수 조정 가능

과학

실

STEAM 1 157.50 157.50 

이론+실습, 준비실 포함습식 1 126.00 126.00 

건식 1 110.25 110.25 

기술실 1 126.00 126.00 이론+실습, 준비실 포함

가정실 1 126.00 126.00 이론+시식+품평공간과 준비실 포함

음악실 1 126.00 126.00 개인/그룹연습실과 악기보관실 포함

미술실 1 126.00 126.00 가마공간과 준비실 포함

영어과 교실 3 63.00 189.00 면적 범위 내에서 실수 조정 가능

선택교과교실 2 63.00 126.00 면적 범위 내에서 실수 조정 가능

공용

교실

이론교실 6 63.00 378.00 예술과, 체육과 이론교실 겸용 등

실험/실습실 1 126.00 126.00 준비실 포함

소계 　 　 2,535.75 22.50%

교

수

-

학

습

지

교사

연구

실

국어과 1 31.50 31.50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타교과와 통합 

가능

사회/도덕과 1 36.75 36.75 

수학과 1 26.25 26.25 

과학/기가/정보과 1 47.25 47.25 

체육과 1 21.0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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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공

간

예술(음악/미술)과 1 21.00 21.00 

영어과 1 26.25 26.25 

선택교과 1 15.75 15.75 

소계 7.2 31.50 225.75 

드라마실 1 126.00 126.00 무대, 준비실 포함

메이커스페이스 1 126.00 126.00 이론+작업공간과 준비실 포함

컴퓨터실 1 126.00 126.00 정보과 교실로 활용, 준비실 포함

시청각실 1 166.40 166.40 무대, 부속실 등 포함

도서실 1 234.00 234.00 서가, 열람, 정보검색공간 등 포함

실내체육관 1 817.50 817.50 무대, 부속실 등 포함

교사협의회실 2 31.50 63.00 여러 개 실로 분리 가능

교재연구실 1 63.00 63.00 세미나실 등

소계 　 　 1,947.65 17.28%

생

활

및

복

지

지

원

공

간

교사휴게실 2 31.50 63.00 남/여 구분

교사탈의/샤워실 2 15.75 31.50 남/여 구분

홈베이스 1 374.40 374.40 여건에 따라 남/여, 학년별 구분

학생자치회실 1 31.50 31.50 　

Wee클래스 1 63.00 63.00 　

식당 1 374.40 374.40 2교대

조리실 1 263 263.30 교육부 특별교부금 시설기준 적용

동아리실 3 31.50 94.50 여러 개 실로 분리 가능

소계 　 　 1,295.60 11.50%

관

리

및

행

정

공

간

교장실 1 31.50 31.50 　

회의실 1 31.50 31.50 교장실과 통합하여 공간 조성 가능

행정실 1 63.00 63.00 　

교무지원센터 1 94.50 94.50 　

방송실 1 63.00 63.00 스튜디오(최소 1/2이상 면적)포함

보건실 1 63.00 63.00 　

전산(성적처리)실 1 31.50 31.50 교무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조성 가능

인쇄실 1 31.50 31.50 　

문서(보관실) 1 63.00 63.00 여러 개 실로 분리 가능

상담실 1 31.50 31.50 　

관리실 1 31.50 31.50 　

학부모실 1 31.50 31.50 학교운영위원회실 공용

창고 1 94.50 94.50 여러 개 실로 분리 가능

소계 　 　 661.50 5.87%

공

용

공

간

출입+통행+위생+서비스등 　 　 3,944.81 홀,복도,계단실,Ev.기계실,전기실 등

커먼스+러닝허브 등 학생1인당1.42 885.57 7.86%

소계 　 　 4,830.38 42.86%

순면적 　 　 6,440.50 57.14%

연면적 　 　 11,270.8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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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은 11,270.88㎡이며, 학생 1인당 연면적은 18.06㎡ 수준임. 

공간면적 비율은 교수-학습시설 22.5%, 교수-학습 지원시설 17.28%, 

생활 및 복지 지원시설 11.5%, 관리행정시설 5.87%, 공용면적 

42.86%를 차지하고 있음. 

 - 상기 스페이스 프로그램 대비 현재 오남중이 보유하고 있는 연

면적은 7,176㎡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면적 대비 약 63.67% 수준으

로 정상적인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2. 배치계획(안)

1) 기본 방향

◦ 오남중학교 공간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생식당 증축 계획은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교육적 측면, 건축적 측면 등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배치계획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적정규모와 건축계획적 측면

까지 제안하고자 함.

◦ 구체적인 학생식당 증축뿐만 아니라 향후 중장기의 Master-Plan

까지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① 학교현황

기본현황(학급/학생 수)

+

교육과정/수업시간 현황

+

시설현황

타당성 검토

교육적

측면

+

건축적

측면

중장기

Master 

Plan

(안)


실내체육관 

및 

급식시설

배치계획

+

② 실태분석

기존 학교시설

실태 조사, 분석

+

③ 요구도 조사

교육청 요구도

+

학교 요구도

+

주변여건 시설요구

[그림 Ⅳ-1] 오남중 실내체육관 및 급식시설 배치연구 개념11)

11) 본 연구에서는 예산상의 한도라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음.

학생 1인당 연면적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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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적 측면

◦ 현재 오남중학교는 서울특별시 서울 구로구 오리로9길 25에 위치

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의 경우 새롭게 재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음

◦ 1988년에 설립된 오남중학교의 현 학생수는 남 231명, 여 382명

으로 총 613명이며, 학급수는 24학급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교

육과정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서 제시한 Space 

Program을 충족하여야 함.

◦ 현재 오남중학교가 보유한 시설 연면적은 7,176㎡로 향후 적정 규

모인 24학급의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기존 교사동의 노후도를 고려해볼 때, 향후 전면 재건축이 

예상되어 금번 실내체육관 및 학생식당 증축 계획을 Master-Plan을 

사전에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금번 학생식당 증축시 가능한한 특별교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공간뿐만 아니라, 동아리실, 

방과후 활동실 등에 대한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운영방식에 따라 “일반교실+특별교실형”은 물론 특히 “교과

교실형”의 학교운영방식이 가능하도록 공간의 융통성과 적응성을 고려

함.

◦ 금번 오남중에 대한 본 연구의 핵심은 실내체육관 및 급식시설의 

증축으로 금번 사업분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

가 최소화되는 대안 수립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

서 마스터 플랜을 고려한 배치가 되어야 함.

 - 특히, 현재 오남중으로의 진/출입이 학생들의 주 진입동선인 북

측이 아닌 남측에 위치한 관계로 학생들의 진/출입을 고려한 정문의 

재배치도 매우 중요함.

 - 아울러 교사동 전면 재건축시 금번 증축분과 교사동간의 연결성, 

그리고 운동장 등의 옥외공간 확보계획 등이 복합적으로 사전에 고려

되어야 함.

◦ 미래 교육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이 가능

한 공간조성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교과교실제 등 교육정책 변화에

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아울러, 꿈이 있는 수업, 학생 맞춤식 진로 프로그램, ‘인성 UP! 

감성 UP! 공감 UP!’, 참여하고 함께 자라는 교복입은 민주시민, 학교

로 하나 되는 마을 공동체 등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야 함.

 - 그리고 학교 스스로가 수립한 학교운영혁신 영역, 교육과정, 수

업 및 평가 영역, 생활지도 영역, 진로지도 영역, 교육복지 영역 등 모

든 영역별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이 조

성되어야 함.



오남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에 따른 마스터플랜 연구 Ⅳ장. Space Program 및 배치계획(안)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91>

(2) 건축적 측면

◦ 협소한 현재의 오남중학교 대지 조건에서 실내체육관과 급식시설

의 증축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을 고려한 정문의 재배치와 

같은 향후 중장기 Master-Plan까지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

 - 금번 학생식당 증축 사업에 한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면적

을 고려하여야 함.

 - 현재 기존 교사동은 좁은 대지에 최대한의 교실과 운동장을 확

보하기 위해 대지의 서측에 운동장을 배치하고 동측에 운동장을 향하

여 열려있는 ㄷ자형으로 전형적인 편복도형 교사동이 배치되어 있음.

이러한 배치로 인하여 교과교실제 운영의 경우 학생들의 이동동선이 

과도하게 길어질 뿐만 아니라 동선이 중첩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또한 협소한 대지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ㄷ자형 

교사동의 중앙 중정부분 뿐만 아니라 등하교길 등을 주차공간으로 이

용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인접도로 보다 높은 운동장의 하부 지하공

간을 활용한 공용주차장 등 지역 복합화시설을 계획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운동장도 그 규모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에 향후 실내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뿐만 아니라, 마스터플랜시 운동

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기 현재 오남중학교의 여건과 현장 요구도 뿐만 아니라, 4차 산

업혁명시대에 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시설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실질적으로 기본 또는 실시설계 시 오남중학교의 가치를 충족하

고, 사용자 참여형 설계를 통해 학교구성원의 요구도를 충분히 반영하

여 지속가능한 학교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아래의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은 향후 마스트플랜을 미래지향적인 

학교시설로 기본 또는 실시설계 시 활용 가능한 접근 및 배치계획, 그

리고 평면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12)하고자 함.

12) 조진일 외(2016),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pp.202~212.에서 가이드라인 및 
그림 일체 재인용

Guidelines : 접근 및 배치계획 가이드라인(예시) 

대지 내 자연지형, 지물 등 자연그대로의 환경에 최대한 순응하여 배치함.

대지 주변의 녹지대(공원, 하천 등)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으로 

배치함.

대지와 인접한 도로에 필요한 경우 학생안전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Drop-off/Pick-up공간을 계획함.

중, 장기적인 학교발전 계획(학교기능, 수요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여유 대지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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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내 접근성(Welcoming Entry)을 고려하여 교사 공간(Building Area)과 

옥외공간(Outdoor Spaces)을 구분하여 배치함.

모든 건물은 향과 조망을 고려하여 우선 배치하고, 바람 길이 확보되도록 배

치함.

지진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매스(Mass)를 영역(Zone)

에 따라 구분하여 분절 배치함.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은 평면적/입체적으로 엄격하게 분리함.

교내 보행로는 옥외휴게 공간과 연계되도록 계획하며, 수목조성 시 간격은 

6m를 유지함.

보행로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작품이 블록이나 타일의 경우 바닥재

로 장식함.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 동선과 평면적/입체적으로 구분하여 안전하게 조성함.

자전거 주차장은 진입로 근처에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곳에 배치함.

학습자 중심의 접근 및 동선, 행위 및 활동 패턴, 사용시간대 등을 고려한 

교사동 형태를 우선 결정한 후 배치함.

교사동(특히, 특별교실, 도서실 등)은 옥내·외 공간이 연계(학습+놀이, 학습+

휴식 등)될 수 있도록 배치함.

건물 옥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체험, 놀이, 휴게 공간 등을 조

성함.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옥외 활동패턴(개인/그룹의 학습, 놀이, 휴식, 사색 

등)을 고려한 다양한 크기, 소재, 기구 등을 조성함.

학년별 정서와 놀이패턴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옥외 놀이, 활동 공간을 조

성함.

옥외 공간(Informal Learning Outdoors)은 사용자 및 활동 패턴에 따라 다양

한 예술적, 음악적 요소를 접목하여 구성함.

옥외 공간은 가급적 자연그대로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이고 생태적

으로 조성함.

지역사회의 이용이 많은 운동장은 대지 여건에 따라 학교 주생활공간(교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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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 배치함.

대지 여건에 따라 운동장 단변을 경사(up)지게 하여 상부는 스탠드, 하부는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함.

옥외 주차장은 학교 주생활공간(교사동+옥외공간 등)과의 경계에 펜스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 배치함.

자연 재해(지진, 홍수, 산사태 등) 및 화재, 응급상황 등 비상시 조치가 가능

하도록 충분한 서비스 공간과 동선을 확보함.

자연 재해시 피난소(Shelter)로서 임시 옥외 화장실 기능을 위해 맨홀을 오수

관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상부에 설치함.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일부 학교시설 및 복합화시설은 주요학교 생
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Zone)에 배치함.

Guidelines : 평면계획 가이드라인(예시) 

학교운영방식의 변화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평면으로 계획함.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Learning Modalities)이 가능한 평면 유형

(Linear-type, Compact-type, Finger-type 등)으로 조성함.

자유로운 통합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년 군/계열 군별 '학교 내 작은 학

교(Schools within a School)' 개념의 평면을 조성함.

코어(계단, 화장실 등)를 제외한 오픈플랜(Open-plan Spaces)형 평면으로 

융통성과 적응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함. (단, 교수-학습방법 등에 따라 

일부공간은 실(Room)로 구성할 수 있음.)

오픈플랜형 평면 내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발표, 토론, 개인/또래/그룹학습, 

휴식, 놀이, 교사, 주방, 창고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함.

오픈 플랜형 평면에서의 교실(Classroom)은 개방형 러닝 스튜디오(Open 

Learning Studio/Suite) 개념으로 계획함.

오픈 플랜형 평면의 교사공간은 교사실 이외에 열린 공간에 열린 교사공간

(Teacher's Station)으로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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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플랜형 평면의 일부 공간 내 간이주방(Kitchenette) 또는 소규모 열린 

주방(Warming Kitchen)을 계획함.

모든 교사동의 출입구에는 신발/먼지떨이 장치와 에어 커튼(Air Curtain)을 

설치함.

교사동 출입구에는 학급별(Class) 신발장, 우산꽂이 등의 공간(Bootroom & 

Entry)을 설치할 수 있음.

교사동의 주출입 영역에는 충분한 크기의 개방적인 다목적 홀(Assembly 

Hall)을 조성함.

다목적 홀(Assembly Hall)에는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행위 및 활동공간

(Presentation Forum, Individualized Spaces, Demonstration, Project 

Commons, Breakout Spaces, Learning Café, Media Bar, Computer Bar 

등)을 조성함.

공용공간에 개방형 대형 계단(Open Gathering Stair, Large Gathering)을 설

치하여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고, 하부는 조용한 공간(독서, 영화감상, Nook, 

Cave, Nest 등)으로 조성함.

복도는 다양한 행위 및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습 가로 (최소5m이상 폭의 

Learning Street)형태로 계획함.(단, 학습가로 내 절대 피난통로구획 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적재 금지함.)

복도를 포함한 공용공간(Commons)에는 다양한 기능적 포켓 공간(개인/그룹

학습, 독서, 사색, 휴식, 담소, 숙제, 동료학습, 상담, 놀이, 정보검색, 그린 

공간 등)을 군데군데 조성함.

공용공간에는 현 위치뿐만 아니라 피난로, 대피장소, 소화기(전), 응급처치함 

등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군데군데 설치함.

학년별/교과별 다양한 정보, 도서, 전시, 검색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스페이스(Media Space)를 군데군데 계획함.

학습 집단 규모별(개인,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 다양한 크기의 공간을 조성

함.

학년별 학습자의 교수-학습활동 유형에 따라 교실의 규모(저학년교실은 크

게, 고학년 교실은 작게)를 다양화하여 계획함.

학년별, 학기별, 계절별 학습자료나 도구를 보관하고, 교사들이 협업하여 학

습자료를 개발, 제작할 수 있는 학습자료실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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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스터플랜을 위한 리모델링/개축 방향

(1) 노후학교 건물의 리모델링/개축 검토 기준

◦ 기존 노후 학교에 대한 개축 또는 리모델링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교사동 최상부 층의 일부 공간을 옥외 학습공간(예, 환경교육장)으로 조성할 

수 있음.

특별교실, 도서실 등 실내·외 연결성이 요구되는 공간은 가급적 지상과 면한 

피난층에 배치함.

저학년 공간(교실, 오픈스페이스 등)에는 아동의 심리, 정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희적 공간을 가급적 많이 설치함.

저학년 공용공간의 바닥에 실내 게임을 할 수 있는 놀이 패턴을 조성함.

학생 통행 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 참이나 복도 교차로 등에 거울 또

는 볼록거울을 설치함.

공용화장실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1인용(남녀 공용) 화장실을 계

획함.

교실 또는 공용공간의 상부에 커튼을 설치하여 탈의장소로 활용함.

자연재해, 화재, 방범, 안전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재센터를 계획하거

나, 관리행정시설(행정실, 교무지원센터 등)에 그 기능을 설치함.

공간의 특성 및 활용 패턴에 따라 다양한 층고와 천장재를 적용함.

*출처 : 조진일 외(2016),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

교육개발원, pp.202~212.에서 가이드라인 및 그림 일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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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물의 구조 성능을 기준으로 한 내구연수 분석

◦ 건물의 구조성은 주요 건물의 구조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인 특성을 고려시 건축 연도별 시공성 정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도별 구조재 시공성에 대한 특성13)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콘크리트 구조물의 예상 내구연수는 피복두께를 기초로 한 중성화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정할 수 있음. 

<< 개념 산정-간략한 내구연수 산정-구조 공식 >>

7.3 × X2(X = 피복두께) 

∙ 콘크리트 처마 등 피복두께 2㎝의 처마에서는 7.3 × 22 = 29년의 결과

로 약 30년 내외(서울 소재 각급학교 노후건물의 처마 중성화 시점은 

대부분 신축후 30년(±2년) 경과지점부터 발생되어 모든 노후학교 처마 

콘크리트 보강 사업이 실시됨)

∙ 피복두께 2.5~3㎝ 구조부(기둥, 보)의 구조성능

  - 저시공성 : 2.5㎝ → 7.3 × 2.52 = 45년

  - 고도시공성 : 3.0㎝ → 7.3 × 32 = 65년

 - 즉 1980년 이전 저시공성 구조부의 경우 구조 내구연수를 45년

으로 추정 할 수 있으며, 1995년 삼품백화점 붕과 후 레미콘을 사용

하고 철근 굄 시공성 등이 고도 시공성일 경우 철근 중성화 시작 기점

을 기준으로 내구연수를 최대 65년으로 산정(내진 기능은 제외)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연대별 학교 건물의 구조 시공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1980년 이전의 학교 건물

◦ 해당 연도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조성시 인력에 의한 손비빔 콘

크리트를 사용하여 정확한 물시멘트비를 갖추지 못함으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성화 속도를 가중시켜 구조적 내구연수를 단축함.

◦ 철근 배선 역시 규격 철근 고임대 등이 없이 일반 자갈 등을 사용

하여 정상적인 피복두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진 성능의 절대

적 시공 요소인 늑근의 배치에 있어 현재의 내진 규정상 미달인 상태

로 시공되어 있음.

◦ 이는 현재의 규정에 의해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해서는 철판 또는 

강화 섬유 보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구조보강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이 불가피하여 과도한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됨.

◦ 파일 지정 공법 시공상 문제점으로는 지반 강도에 따라 자연지반 

지정이 대부분으로 인근 건물 신축시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건물 침하 

요소 발생 우려가 있음.

◦ 또한 콘크리트 파일 지정 공법에서 압착 파일 시공에 의해 암반층 

도달 대신 주변 토압에 의한 압밀에 의해 지지하고 있어 고도의 지진 

발생시에는 지반 젤 현상 발생 우려가 있음(일본 고베지진 사례).

13)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특성은 연구책임자의 각급학교 건축 당시 시공 현장 경험 사례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오남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에 따른 마스터플랜 연구 Ⅳ장. Space Program 및 배치계획(안)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97>

◦ 따라서 1980년 이전 건축물의 경우 구조적 내구연수(중성화 시작 

기점)는 신축 후 약 45년 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1981년~1995년의 학교 건물

◦ 콘크리트 시공시 기계식 레미콘에 의해 시공됨으로서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에 있어 비교적 안정적 시공성을 갖고 있음.

◦ 반면 내진 구조 측면에서는 이전의 시공과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철근 배선 역시 1980년 이전의 경우와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음.

◦ 1980년 이후 레미콘을 사용하고 철근 배근에서 양호한 시공성일 

경우 최대 50년에서 60년을 구조 내구연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내진 구조 보강시 연장).

다) 1995년14)이후 현재까지의 학교 건물

◦ 학교 건물에 내진 구조가 적용되고 구조 시공성 및 시공 정밀성이 

개선된 학교 구조를 갖고 있음. 

 - 이는 피복두께에 따른 중성화 도달 연한으로 가정시에도 65년 

이상의 구조성을 갖고 물시멘트비 정밀 시공에 따른 안정을 고려한다

면 65년~80년의 구조적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유추됨.

◦ 기초 지정 공사시 암반 도달 파일 공법에 의해 토양 젤 현상 우려 

등이 없으며 구조 성능 이상의 내구적 연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음. 

◦ 구조적 내구연수는 최소 65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며 구조 관리

에 따라 80년을 내구연수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교육적 기능 성능을 고려한 리모델링/개축 검토

◦ 중학교는 미래 교수-학습방법의 변화에 따라 진로교육 체험 환경 

및 동아리, 자율학습 환경(도서실 등) 증대, 이동식 교과교실 운영 정

상화를 위한 학생 이동 동선 단축 방안 수립 등이 요구됨.

 - 기존 학교의 전형적인 ‘ㄱ’자형, ‘ㄷ’자형 등의 학교 건물배치에

서는 교과교실제의 학교운영방식을 시행하기 어려움.

◦ 또한 학생교류와 휴식 기능이 고려된 사회적 공간이 구성되어야 

함.

 - 기존의 학교 공간 구조는 지식 중심의 교실과 화장실 이동 등을 

위한 복도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교실 밖 학생상호 교감과 소통을 통해 사회성을 배우고 다

양한 경험 중심 교육을 위한 교실 밖 거실 중심의 공간 구조가 필요

함.

14)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후 학교 건물 시공 고도화를 위해 책암감리제가 도입되고 레미콘 품질향상, 철근 배
선 고도 시공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 확대(18개월-24개월 기준)로 품질 향상이 획기적으로 개선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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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중등학교에서 이동식 교과교실제 운영시 이동 동선의 단축

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홈베이스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도식 배

치에서 거실 공간이 포함된 집합식 공간 구조가 필요함.

◦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고려되어야 함.

 - 노후 학교 위치의 경우 대부분 구도심 또는 농촌 지역으로서 지

역사회 공공복지시설의 부족, 아동 및 노인 관련 복지시설의 부족이 

심각한 상태임(미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의 참여).

 - 또한 지역사회 공원, 주차장, 평생교육 등 학교와 지역 관계를 

고려하여 학교 유휴토지 및 비 사용 공간(지하, 옥상 등)을 활용한 학

생 경험 증대 및 주민 교류를 통한 봉사교육 등을 위하 학교시설복합

화가 필요함.

◦ 아울러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학교로 재구조화되어야 

함.

 - 인구 감소 및 학령기 아동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 발생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 공간 활용 방안 등이 필요하며 에너지제로학

교, 학교 숲 조성, 폐기물 없는 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가

능한 활용과 공간 구성이 필요함.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연대별 학교 건물의 배치 특성으로 본 기

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1980년대 이전의 학교 건물

◦ 대부분 ‘ㅡ’자형, ‘ㄱ’자형, ‘ㄷ’자형 등 이동 동선이 매우 길고 학

년별 영역이 조성되지 않아 동급학생들의 사회적 교류가 미흡함.

◦ 모든 교실은 복도를 통해 이동이 이루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

회적 공간인 거실 개념의 공간이 전무함.

◦ 40년 이전 교육과정을 토대로 표준설계도에 의해 구성된 공간 형

태로서 지식 위주의 강의식 교육에 적합한 구조로서 공간 재구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특히 중학교 교과교실제 운영에는 매우 부적합한 공간 형태로 동

선 단축을 위한 집약적 공간 구조로 재구성 필요함(광장 중심의 중심 

공간 환경 필요).

◦ 건물의 내구연수를 고려하고 토지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중, 장기 

전면 재건축을 고려한 단계적 개축 방안 추진 필요

나) 1981년~2000년 이전의 학교 건물

◦ 배치 유형이 80년대 이전 건물 배치 형식과 차이가 없음.

◦ 반면 건물과 건물 사이 중심 광장을 증축 할 경우 각 건물동 연계

성을 개선 할 수 있으며, 구조적 내구연수에서 10~20년 여유가 존치

시 기능 개선을 통한 공간 재구성이 가능함.

◦ 이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고 미래 교육과정을 고려한 학습 

환경 개선을 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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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1년이후 현재까지의 학교 건물

◦ 공간 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학년별 영역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고려한 평면 구성 방안이 제시됨.

◦ 반면 이동식 교과교실제 및 학점제 운영시에는 긴 동선으로 학생

의 매 수업 이동시 운영에 대한 불편이 높음.

◦ 또한 다양한 체험 교실의 부족으로 인해 일정 학생수 유지시 공간 

추가 수요 요구가 높음.

◦ 따라서 중학교 교과교실제 운영을 기본으로 할 때 일부 공간에 대

한 기능적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함(특히 학교 중심에 교류 및 휴식, 

경험 요소를 반영 할 수 있는 중심 공간 구축 필요: 홈베이스 기능의 

확대).

다. 학교건물 배치 유형에 따른 증축 방향

가) ‘ㄱ’자형 배치의 경우

◦ 기존 교사동의 배치 형식이 ‘ㄱ’자 형식이면서 건축 경과연수가 

40년 이상인 경우는 전체 개축을 전제로 체육관 또는 식당 배치 계획

을 수립함(대부분의 경우 학교 외부 빈 공간 내 배치는 전면 개축시 

기능 및 동선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배치가 우려됨).

◦ 기존 교사동의 배치 형식이 ‘ㄱ’자 형식이면서 건축 경과연수가 

30년~40년미만인 경우는 일부 증, 개축을 통해 교육과정 기능을 향상

시키고 존치하는 기존 건물은 가벼운 수준의 리모델링을 추진함(향후 

15~20년 존치 후 잔여 건물 개축).

나) ‘ㄷ’자형 배치의 경우

◦ 기존 교사동의 배치 형식이 ‘ㄷ’자 형식이면서 건축 경과연수가 

40년 이상인 경우는 건물 중심에 일부 교실 증, 개축을 전제로 중심 

공간인 광장과 체육관 또는 식당 배치 계획을 수립함(향후 10~-15년 

존치 후 잔여 건물 개축).

◦ 기존 교사동의 배치 형식이 ‘ㄷ’자 형식이면서 건축 경과연수가 

30년~40년미만인 경우는 일부 증, 개축을 통해 교육과정 기능을 향상

시키고 존치하는 기존 건물은 중간 수준의 리모델링을 추진함(향후 

20~30년 존치 후 잔여 건물 개축).

3) 기존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경제성 검토

◦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 정도를 구분하면 신축비용 대

비로 환산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신축 대비 약 60~80% 투자 : 콘크리트 구조부의 내진성능 및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 보강과 함께 공간 재구성을 위한 일부 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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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를 포함하며 마감재 및 설비 등 제반 시설을 교체 투자하는 경우 

소요 비용

 - 신축 대비 약 40~60% 투자 : 골조와 대부분의 시멘트 벽돌 벽

체를 유지하고 마감재 및 설비를 전면 보수하는 단계로서 제반 설비를 

교체 투자하는 경우 소요 비용, 일부 기능 개선 측면이 있으나 내부 

환경 개선 측면이 강함, 바닥재, 창호재, 냉난방설비, 전기수전설비 등 

골조와 벽체 마감재를 제외한 리모델링

 - 신축 대비 약 20~30% 투자 : 골조와, 벽체 및 대부분의 설비를 

유지하고 마감재 중심 리모델링, 내부 인테리어 환경 개선 경향

◦ 리모델링에 따른 교육적 가치 분석

 - 기존 기둥을 두고 실내 일부 공간 재구성을 통해 기능적 교육 

활동을 개선 할 수 있으며 관련 공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음.

 - 반면 기존 건물 구조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공간의 크

기(공간 길이 증가는 가능)와 동선 및 토지 이용 측면에서 개선이 불

가함.

 - 특히 동선 측면에서 변화를 할 수 없어 이동 동선이 중요시되는 

중, 고등학교 교과교실제 운영에서는 개선이 어려움.

 - 또한 공간 폭이 넓고 천장고 등이 요구되는 다목적체육실과 교

과교실제 운영에서 이론, 실습, 컴퓨터 활용수업, 발표 등을 종합적으

로 수행 할 수 있는 교과교실의 공간 개선 등 기본 교육과정 개선은 

시행이 어려움.

 - 옥외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학교 숲, 소규모 활동공간, 놀이공간 

등 다양한 외부 활동 공간의 구성 등에서 변화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봄.

 - 지역사회 복합 시설 수용에 대비한 지하주차장, 녹지 구성, 지역 

공공복지시설 도입 등 공간 재구성의 경우도 시행이 어려움.

가.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방향

가)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 전체 사업비가 신축비의 40%~60%(20년 사용 후 개축 전제)이상 

소요될 경우 건물 증, 개축하는 방안과 비교 검토

 -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에 의해 교육과정 및 학생 시회성 기능 공

간 개선 가능성 판단

 - 토지 이용 계획의 합리성 여부(지역사회 공공시설 복합화, 외부 

공간 구성, 건물 동선 및 기능성 개선 여부)

◦ 일부 증, 개축과 리모델링 혼합 추진을 고려한 검토

 - 구조 보강에 따른 최대 내구연수 추정 신축 후 약 50년~60년

◦ 전체 리모델링 기준(교육적 기능을 고려시)

 - 리모델링시 : 사용수명 10년~15년(건축후 30~40년 내외 건물)

 - 리모델링시 : 사용수명 5년~10년(건축후 40년 내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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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증개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적 기능 향상

 - 증축+개축+리모델링시(건축후 30~40년 내외 건물) : 사용수명 

15년~20년

 - 증축+개축+리모델링시(건축후 40년 내외 건물) : 사용수명 10년

◦ 건축물 경과연수에 따른 내구연수와 사업비 비교하면 다음과 같

음.

[표 Ⅳ-2] 건축물 경과연수에 따른 내구연수와 사업비 비교

구  분

잔존 건물 

구조적 

내구연수

리모델링 

사업비 소요

(신축대비)

기능적 내구연수

(전체리모델링)

기능적 개선  

내구연수

(증/개축)

적정 검토 방향

개축시 60년
110%

(철거비포함)
60년 60년

90년 이후 30-40년 20-30% 20년 30년 리모델링 

80~90년 10-20년 40-60% 5-10년 10년-20년 증개축+리모델링

80년 이전 5-10년 60-80% 5-7년 10년 증개축+리모델링

※ 증/개축과 리모델링 복합 투자시에는 리모델링 투자 정도를 최소화한 

20% 내외를 제안함.

나) 중, 장기 종합 재배치계획 방향의 경우

◦ 각급 학교별 개축 또는 리모델링시 주요 공간 재구조화 방향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Ⅳ-3] 중학교 공간구조개선 유형별 공간재구조화 방향

공간구조개선 

유형
중학교 공간 재구조화 방향

지역사회 

아동, 

노인복지시설 

복합

-노인시설

-청소년 시설

지역사회 분석 후 필요공공시

설 제안

마을교육공동

체

-지역사회 청소년활동공

간 제공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학부모 및 주민 참여 운영방안 

교과교실 개선
교과교실 실의 크기 및 

종류 검토 및 운영 보완

이론/실습, 컴퓨터활용 학습, 

발표 등 동일 공간 내 수업 혁

신

이동 동선 

개선

단위 교과교실군 이동 동

선 개선

집중형 배치 재구성(중심 광장 

확보)

학생자치활동 

지원
동아리실, 학생회실 중학교는 교과교실과 연계

외부공간

학생중심활동 공간 확보

(활동소공간, 녹지공간, 

놀이시설이용공간 등)

보유 대지 내 필요 외부 공간 

적정 배치 

고층(4~5층) 각 층 피난 공간 확보 4~5층 이용자의 활동 공간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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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환경성 검토

◦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개축 이전 유지를 고려한 환경 폐기물 차

원의 비교 검토가 필요함.

 - 리모델링시 유지 기간 : 일반적으로 30년~40년 경과 건물의 리

모델링 후 내구 연수는 구조 특성상 15년~20년 내외 사용 후 개축 

전환이 필요함(구조적 내구연수 50년 전후 기준).

 - 리모델링시 폐기물 발생은 투자비에 따라 비례하여 기존 시설의 

마감재와 설비의 폐기가 발생됨으로 환경측면에서 볼 때 건물의 사용 

내구연수를 고려한 리모델링 투자에 대한 최소 투자가 바람직함. 

◦ 즉 리모델링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건물 전체 수준을 맞추기 위해 

단위설비 및 마감재에 대한 내구연수가 미도래 된 재료(창호, 바닥재, 

벽체마감재, 계단 마감재 등은 재료 내구연수가 달라 보수 연도를 달

리한 단위 사업으로 진행된 경우임)의 경우까지 교체하는 경향이 있

음.

◦ 종합 분석 결과 : 단기 폐기물 발생으로 볼 때 최소의 리모델링 

방식이 가장 적은 폐기물을 발생함으로 개축 예상 연수를 고려한 적정 

리모델링 수준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환경 개선 및 기능상 개선을 고려할 때 30%~60% 투자시에는 

환경 개선에 성과를 가질 수 있으나 기능개선 역시 역부족이며, 약 

10~20년 후 개축을 고려하면 이중으로 폐기물을 발생하는 결과를 도

출함.

 - 즉, 15~20년 사용 내구연수를 갖는 노후학교 건물의 경우 신축

비 대비 약 20~30% 이내의 리모델링 수준이 적합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기능 개선을 위한 일부 증, 개축을 통해 학교 중심 공간을 

조성하고 부족교실을 확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나머지 교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방식이 교육과정 및 경제성, 환경성에서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피난 공간 안전공간 확보

CPTED(자연

감시)
소극적 개선

모든 출입구는 주출입구 중심

으로 재구성하며 관리실을 통

한 자연적 감시 환경 조성

사회적공간
이동식교과교실 운영을 

위한 소통 중심 환경

학습영역 중간지점에 광장 조

성

교과교실 

적정성 

검토(종류/크

기/위치)

각 교과교실, 예/체능실
음악, 미술, 체육수업 분석에 

따른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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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남중학교의 개축/리모델링 검토 

가. 중, 장기 학생수용에 따른 규모 검토

◦ 중장기 학생배치 계획에 의거 중, 장기 학생수 수용 규모로는 24

학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급당 학생수는 26명 내외 수준이 적정하

다고 판단됨.

나. 학교운영(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등)에 따른 기존 학교 배치 및 평

면 검토 

◦ 현재 오남중학교의 배치는 기존 ‘ㄷ’자형 교사동 건물(1985)로 배

치되어 있음.

 - 대체로 1980년대 중반 학교 건물의 구조적 특성은 레미콘을 사

용하고 동시기 철근 시공 등에서 저시공성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 

구조적 내구연수를 약 50년 내외로 추정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잔여 구조적 잔여 내구연수는 약 15년으로 추정됨(내

진 보강 등 구조 보강시 연장).

◦ 교사동은 편복도(폭 2.5m)식 선형적인 평면이며, 5층의 경우 증축

한 부분으로 현재 실내체육관으로 사용중임.

◦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미래 교육과정 운영에 매우 불합리

한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우선 기존 보유 공간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매우 부족하며(적정 

수준의 스페이스프로그램 대비 약 64% 수준에 불과), 교과교실이 부

족할 뿐만 아니라 증축된 실내체육관 역시 편복도형 교사동 상부에 증

축함으로 인하여 이용효율성이 매우 낮음.

 - 특히 교사 대부분이 교과교실제 등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과 교

과교실제, 다양한 수업방식 등의 학교운영을 원하고 있지만, 교실 등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는 

전형적인 강의식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뿐만 아니라 교사동의 

배치가 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교실수 이외에서 근본적인 학생들의 교

실간 이동시 동선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미래 교육과정에 필요한 공간이 전무한 상황이며, 현재 기존 교

사동의 구조에서 증축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임. 예를 들면 4차 산업

혁명시대, 다양한 역량중심의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공간과 지원공간

인 충분한 크기의 도서실, 컴퓨터실, 메이커스페이스, 다목적 교실, 드

라마실, 학생자치공간, 동아리실, 학생/교사 휴게공간, 홈베이스, 이벤

트 공간 등이 요구되어지지만, 이를 충족하기엔 기존의 교사동 구조에

서는 절대 불가능함.

 - ‘ㄷ’자형 편복도식 교사동 구조로 학생의 실내 이동 동선이 매우 

길어, 현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중학교에서의 교과교실제 운영이 현

실적으로 불가함.

 - 아울러, 모든 교실에 복도에 선형적으로 매달린 형태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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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협업 등을 할 수 있는 오픈된 여유공간이 부재할뿐더러 기존 공

간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음(현재 복도의 폭은 도면상 

2.5m 수준이므로 안목치수의 경우 이 보다 작은 폭임).

 - 급식시설 역시 기존 교사동을 이용하고 있어서 기능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최근 미래 교수-학습방법으로 개인 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전무함. 따라서 장기적으로 마스터플

랜시에는 개인 학습을 위해서는 넓은 복도(학습거리로 조성할 경우 복

도의 폭을 최소 5m 이상 확보)와 실내 광장(또는 Open Gathering 

Space, Learning Hub, Commons 등)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 등을 고려하여 

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실내 환경이 요구됨. 특히 실내 냉/난방, 공기 

질 등에 있어서는 노후된 각종 설비 등으로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

음.

◦ 아울러, 외부 공간도 매우 협소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

음.(중정의 경우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어 학생들의 옥외활동이 불가능

함)

 - 이처럼 운동장 외 다양한 옥외 학습, 휴게 등 공간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녹지공간과 주차공간도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정문에서 교사동으로의 학생 진입로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조성

되어 있지 못함(보차가 분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등/학교 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 또한 지역사회 공공복지시설 복합 배치에 불합리한 토지이용 계획

을 가지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됨.

 -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학교 지하주차장 

개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영해당 지자체와의 복합화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개축/리모델링 경제성 검토

◦ 전체 교사동을 리모델링 할 경우

 - 신축비의 60%~80% 투자(고비용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할 경

우 구조적 내구연수는 20~30년 가능하나 마감재의 경우 재료의 특성

상 사용 내구연수 10년 내외 추정됨.

 - 기능적 내구연수는 일부 교과교실 재배치는 가능하나 전체 동선

과 각 교과교실 개선은 한계가 있으므로 미래학교 개념의 교육과정 운

영 측면에서 기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재의 공간 구조 특성을 고려시 미래교육 개념은 실현

하기 어려우며 현재의 교수학습을 기준으로 최대 5~10년 이내 개축이 

필요함.

 - 즉 최대 가능 내구연수는 투자 정도를 떠나 교육과정 운영 측면

에서 기능적 내구연수를 기본으로 5~10년 내외로 추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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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교사동을 개축할 경우

 - 2000년대 증축한 정보화동을 보존하고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개

축하는 과정임.

 - 개축에 따른 공간 재구성에 의해 교육과정을 고려한 기능적 가

치가 개선됨.

 - 반면 구조적 내구연수를 고려시 전면 개축의 경우 과도한 재정 

낭비가 소비됨.

◦ 일부 증/개축 + 일부 리모델링으로 혼합할 경우

 - 기능적 공간 재구성을 전제로 금회 증축 예정인 실내체육관과 

급식시설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고려할뿐만 아니라 기존 교사동의 

배치현황에 따라 기능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저비용 리모델링 : 신축비의 10~20%이내, 300천원~600천원/㎡ 

수준

 - 중학교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한 중심공간 확보와 동선 단축 

및 미래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교실 확보 등을 통해 교육

과정 운영 개선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증/개축에 따라 전체적인 기능적 공간 재구성과 함께 기존 건물

의 구조적 내구연수까지 건물의 개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 즉 기능적 내구연수 증가를 통해 전체 개축 시행을 위한 내구연

수는 약 10~20년 정도로 추정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전면 개축시 기 

투자 시설에 대한 재정 절감이 가능함.

라. 종합의견

◦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 건물을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 보다 일부 증

개축 경우가 교육과정 개선 운영에 매우 바람직함.

◦ 경제성 측면에서 전체 공간 리모델링의 경우와 일부 증개축의 경

우 동일 재정 투입 비교시 일부 증개축의 경우 향후 개축 연한을 연장 

할 수 있고 개축대상 건물에 대한 선 시공 개념에 따라 경제적 방향으

로 볼 수 있으나 기존 건물이 리모델링 대상이 아닐 경우 현 시점에서

의 새로운 재정투자가 요구됨.

◦ 환경측면에서 전체 건물의 리모델링시 신축 대비 60~80% 투자의 

경우 구조 및 마감재와 제반 설비 등의 교체에 따라 폐기물 대상이 최

대가 되는 반면 개축 도래 시기에서는 최대 10~20년 내외로 투자 대

비 경제성에서 부족하므로 신축 대비 20~30%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마감재 교체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증

개축과 최소한의 리모델링에 의한 방안이 기능성을 유지하면서 환경적

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건물 일부 증/개축을 통한 기능적 공간 구성을 통해 교육

과정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기존 건물의 구조적 기능적 내구연수를 

고려한 15~20년 후 단계적 개축을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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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며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과교실을 확보하고 공간 재구성을 

통한 교과교실제 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예산의 제한을 고려하더라도 금번 실내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의 경우 가급적 기존 건물 활용(일부 공간 재구성 및 리모델링)보

다는 금회 증축 예정인 급식실 및 체육관 증/개축을 고려한 종합계획

에 의해 기능적 공간 재구성을 통한 통합 공간 재구성 방안이 필요함.

6) 대안 제시 및 배치유형

(1) 학생식당 및 주방의 크기  

◦ 24학급 오남중학교 스페이스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

정함.

 - 학생식당 : 24학급, 학급당 학생수 26명 기준으로 총 학생수는 

624명, 2회전을 전제로 학생 1인당 1.2㎡ 적용하면, 624명/2회정 × 

1.2㎡/인 = 374.4㎡

 - 주방 : 2019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시설기준을 적용할 경우 600

명 이상의 산정공식(261 + 0.1(전체학생수-601))을 적용하면, 261 + 

0.1(624-601) = 263.3㎡  

(2) 마스터플랜시 적용 기준

◦ 일반교실의 모듈 크기(1M) : 7.5m × 8.4m = 63.0㎡

 - 복도의 폭 : 편복도의 경우 최소 2.7m

◦ 특별교실의 모듈 크기(2M) : 7.5m × 16.8m = 126.0㎡

 - 이론+실험/실습공간 1.5M + 준비공간 0.5M

◦ 도서실 : 전체 학생의 25% 동시수용, 학생 1인당 1.5㎡

◦ 홈베이스 : 전체 학생 수용, 학생 1인당 0.6㎡

◦ 교과목별 교사실 : 교실 1/2칸(0.5M)에 최대 6명, 교사 1인당 최

소 5.25㎡

◦ 체육관 면적 : 817.5㎡(단변 21.8m × 장변 37.5m)

 - 농구코트 크기 : 단변 12.8m × 장변 22.5m

 - 코트 주변 여유 : 상하/좌우 3.0m씩, 무대 6.0m, 출입영역 

3.0m 여유공간 확보

◦ 운동장 크기 : 최소 단변 40m × 장변 60m 이상 확보

 - 단, 운동장 지하 주차장 계획시 최소한의 층고는 3.0m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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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체육관 및 급식시설의 증축 위치

◦ A안 : ㄷ자형 본관동의 서측단부를 연결하여 배치하는 안(기존 교

사동의 부분적인 철거 필요)

◦ B안 : 대지 남서측 주진입통로 상부에 배치하는 안

◦ C안 : 대지 북측에 배치하는 안(운동장에 배치)

◦ D안 : ㄷ자형 본관동의 서측단부를 연결하여 배치하는 안(기존교

사동의 철거가 없음)

A안 B안

C안 D안

[그림 Ⅳ-2] 실내체육관 및 급식시설의 배치 대안 유형

[표 Ⅳ-4] 배치 대안별 장/단점 분석

구분 장점 단점

A안

-미래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생들

의 이동동선 확보

-선형 동선이 지닌 문제점의 해

결

-정면성 확보

-증축 공사시 학생들의 교사동 

출입구의 변경

-기 주차장 일부 침범

-기존 건축물의 부분적인 철거가 

불가피함.

B안

-기존 교사동의 철거 불필요.

-공사중 학생들의 교내 학업활동 

정상적 가능.

-부분적으로 기존 운동장면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공사중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이 

침범당함

- 기존건물의 철거가 없으나 미

래지향적인 학교운영이 제한됨

C안

-기존 교사동의 철거 불필요.

-공사중 학생들의 교내 학업활동 

정상적 가능.

- 기존건물의 철거가 없으나 미

래지향적인 학교운영이 제한됨

-기존 운동장면적이 매우 작아져

서 옥외 체육활동이 제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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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관의 기준면적(최소 장단변 소요길이)과 학생식당의 면적

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대지 여건상 실내체육관 및 식당이 위

치할 수 있는 장소는 상기와 같이 A안, B안, C안, D안의 4가지 배치

유형이 가능함.

 - 본 연구진이 상기 4개안에 대한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존 옥외체육장의 최소 면적의 확보와 미래지향적인 교과활동이 가능

한 동선체계의 충족, 기존 교사동의 철거면적 최소화, 장기적인 측면

에서 기존 교사동의 재건축 등을 고려할 때 A안이 가장 이상적인 것

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일부 기존 교사동의 철거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배치 

A안에 입각하여 기존 교사동 철거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단절된 ㄷ자

형의 기존 교사동이 지닌 단점을 최소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교육활

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

 - D안의 경우 A안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관의 장단변비

에 의하여 기존 체육장 면적이 C안과 같이 매우 크게 침범함으로 대

안에서 제외함.

 - B안은 기존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 상부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안

으로 이 안 역시 옥외체육장의 면적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존의 학생 등하교 출입구의 위치변화뿐만 아니라 기존 교사동이 지

닌 단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이동동선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

으므로 제외함.

(4) 실내체육관 및 급식시설의 배치 및 마스터플랜(안)

◦ 배치대안 분석에서 선정된 A안에 입각하여 실내체육관의 면적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추후 기존 건물의 개축시 문제

발생가능성이 있음.

D안

-미래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생들

의 이동동선 확보

-선형 동선이 지닌 문제점의 해

결

-정면성 확보가 가능함.

-증축 공사시 학생들의 교사동 

출입구의 변경

-기 주차장 일부 침범

-옥외운동장이 가장 많이 침범되

어서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불가

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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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A안 배치유형

A-1안

실내체육관을 북측으로 배치하는 안

으로 운동장으로 침범되는 면적이 최

소화됨.

기존 교사동의 철거 면적도 커짐.

A-2안, A-3안

실내체육관을 남측으로 배치하는 안

으로 기존 교사동의 남측 단부부분만 

철거됨.(철거면적이 최소화)

운동장면적이 확보됨.

상기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A안 의 경우 실내체육관이 북측 또는 

남측 중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면적의 차

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가. A-1안

[그림 Ⅳ-3] A-1안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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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A-1안 1층 평면도

[그림 Ⅳ-5] A-1안 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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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A-1안 3층 평면도

[그림 Ⅳ-7] A-1안 4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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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A-1안 5층 평면도

 - 각 층에 학년별 홈베이스를 설치

 - 2-4층의 동선을 기존의 ㄷ자형에서 ㅁ자형으로 변경함으로써 학

생들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함.

 - 기존의 남측 교사동 5층에 위치한 실내체육관은 공간 특성상 도

서실 및 무용실로 사용.

 - 학생들의 학교정문을 기존의 남측에서 가장 많이 접근하는 북측

의 변경함.

 - 체육관은 농구코트의 장단변 비율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체육활

동이 가능하도록 함.

 - 인접지역의 재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급교실의 보통교실은 2개, 

교과교실(소)도 2개 증가함.

 - 시청각실을 설치하여 다양한 시청각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 2층에 식당, 3층에 특별교실, 4층에 실내체육관을 설치하였으나 

필요시 2층에 특별교실, 3층에 식당으로 변경함으로써 실내체육관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특별교실에서의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변경 가능함.

 - 체육관 이외에 별도의 체육실을 설치함으로써 체육활동의 다양

한 요구를 충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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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A-1안 면적개요 (계단, 화장실, 복도는 제외)

실명

현황 1안 (수정안 01)

비고
실수

단위실

면적
실면적 실수

단위실

면적
실면적

홀 1 136.18 136.18 신축

시청각실 1 186.48 186.48 신축

경비실 1 25.6 25.6 신축

체육창고 1 25.6 25.6 신축

교장실 1 67.5 67.5 1 67.5 67.5

회의실 1 33.75 33.75 1 33.75 33.75

행정실 1 33.75 33.75 1 33.75 33.75

서고 1 33.75 33.75 1 33.75 33.75

보건실 1 67.5 67.5 1 63 63 신축

성적처리실 1 33.75 33.75 1 33.75 33.75

교무실 1 180 180 1 180 180

방송실 1 15 15 1 15 15

교사휴게실 2 33.75 67.5 2 33.75 67.5

예체능부 1 24.75 24.75 1 39.75 39.75

진로상담실 1 49.5 49.5 1 39.75 39.75

생활지도부 1 37.125 37.125 1 39.75 39.75

학생회 1 37.125 37.125 1 33.75 33.75

숙직실 1 24.75 24.75 1 33.75 33.75

샤워실 1 24.75 24.75 1 33.75 33.75

등사실 1 24.75 24.75 1 33.75 33.75

교사식당 1 33.75 33.75 1 63 63 신축(교직원 카페)

급식실 1 225 225 1 441 441 신축(주방+식당)

홈베이스 3 170.65 511.95 신축(학년별 설치)

체육관 1 624.5 624.5 1 530.28 530.28
신축(창고, 준비실, 무대, 

교사실, 남녀샤워실 포함)

체육실 1 135 135

도서실 1 182.25 182.25 1 391.5 391.5

컴퓨터실 1 101.25 101.25 1 101.25 101.25

무용실 1 135 135 1 1 135

미술실 1 90 90 1 90 90

가사/기술실 1 114.75 114.75 1 120.1 120.1 신축

과학실 1 67.5 67.5
2 94.5 189 신축

과학실 1 114.75 114.75

준비실(과학) 1 31.5 31.5 신축

과학부 1 67.5 67.5 1 67.5 67.5

음악실 1 67.5 67.5 1 94.5 94.5 신축

준비실(음악) 1 15.75 15.75 신축

보통교실

23 67.5 1,552.5 24 67.5 1620
26개에서 28개로 2개 

증가 (여유교실 2개)
2 90 180 2 90 180

1 81 81 2 75 150

교과교실(소)
1 33.75 33.75 1 33.75 33.75

1개에서 3개로 증가
2 39.75 79.5

교과교실(대) 2 67.5 135 2 75 150

통합교실 1 67.5 67.5 1 67.5 67.5

개별학습실 1 67.5 67.5 1 81 81

증축연면적(계단, 복도, 화장실 포함) 3,253.4㎡ (1층 527.6, 2-4층 890.6, 5층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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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2안

[그림 Ⅳ-9] A-2안 배치도

[그림 Ⅳ-10] A-2안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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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A-2안 2층 평면도

[그림 Ⅳ-12] A-2안 3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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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A-2안 4층 평면도

[그림 Ⅳ-14] A-2안 5층 평면도



오남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에 따른 마스터플랜 연구 Ⅳ장. Space Program 및 배치계획(안)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117>

 - 신축 건축물의 3층에 도서관을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중심공간

으로 사용.

 - A-1안에 비하여 560.33㎡이 작음(A-1안과는 달리 층별 홈베이

스가 없음)

 - 기존의 교사동에서 최소면적의 철거(교사동 남측 좌측에 있는 계

단옆 1개 교실 라인)로 요구조건을 충족시킴.

 -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와 학습활동의 다양화를 위

하여 보통교술 3개실, 교과교실(소) 1개실의 여유교실이 생김.

 - 기존의 교사동 5층이 있던 실내체육관은 체육실과 기술/가정실, 

무용실로 사용함.

[표 Ⅳ-7] A-2안 면적개요 (실종류에서 계단, 화장실, 복도는 제외)

실명

현황 2안 (수정안 01)

비고
실수

단위실

면적
실면적 실수

단위실

면적
실면적

홀 1 137.82 137.82 신축 (1층)

시청각실 1 199.44 199.44 신축(준비실 포함)

교장실 1 67.5 67.5 1 67.5 67.5

회의실 1 33.75 33.75 1 33.75 33.75

행정실 1 33.75 33.75 1 33.75 33.75

서고 1 33.75 33.75 1 33.75 33.75

보건실 1 67.5 67.5 1 67.5 67.5

성적처리실 1 33.75 33.75 1 33.75 33.75

교무실 1 180 180 1 180 180

방송실 1 15 15 1 33.75 33.75

교사휴게실 2 33.75 67.5 2 33.75 67.5

예체능부 1 24.75 24.75 1 39.75 39.75

진로상담실 1 49.5 49.5 1 39.75 39.75

생활지도부 1 37.125 37.125 1 39.75 39.75

학생회 1 37.125 37.125 1 33.75 33.75

숙직실 1 24.75 24.75 1 24.75 24.75

샤워실 1 24.75 24.75 1 24.75 24.75

등사실 1 24.75 24.75 1 24.75 24.75

교사식당 1 33.75 33.75 1 63 63 신축

급식실 1 225 225 1 582.12 582.12
신축 (주방, 식당, 

학생라운지 포함)

체육관 1 624.5 624.5 1 701.4 701.4
신축 (교사실, 남녀샤워실, 

무대, 준비실, 창고 포함)

체육실 1 195.75 195.75

도서실 1 182.25 182.25

서가 1 68.92 68.92 신축

열람실 1 150.27 150.27 신축 (개방형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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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3안

[그림 Ⅳ-15] A-3안 배치도

휴게공간 1 158.86 158.86 신축

컴퓨터실 1 101.25 101.25 1 101.25 101.25

무용실 1 135 135 1 135 135

미술실 1 90 90 1 67.5 67.5

가사/기술실 1 114.75 114.75 1 101.25 101.25

과학실
1 67.5 67.5 1 94.42 94.42 신축

1 114.75 114.75 1 126 126 신축 (스팀과학실)

준비실(과학) 1 32 32 신축

과학부 1 67.5 67.5 1 81 81

음악실 1 67.5 67.5 1 67.5 67.5

보통교실

23 67.5 1,552.5 27 67.5 1822.5
26개에서 29개로 

여유교실 3개가 남음
2 90 180 2 76 152

1 81 81

교과교실(소)
1 33.75 33.75 2 39.75 79.5

1개에서 3개실로 증가
1 33.75 33.75

교과교실(대)
2 67.5 135 1 67.5 67.5

2 76 152

통합교실 1 67.5 67.5 1 67.5 67.5

개별학습실 1 67.5 67.5 1 67.5 67.5

증축연면적(계단, 복도, 화장실 포함) 2,693.07㎡ (1층 344.46, 2-4층 7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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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6] A-3안 1층 평면도

[그림 Ⅳ-17] A-3안 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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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8] A-3안 3층 평면도

[그림 Ⅳ-19] A-3안 4층 평면도



오남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에 따른 마스터플랜 연구 Ⅳ장. Space Program 및 배치계획(안)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121>

[그림 Ⅳ-20] A-3안 5층 평면도

 - A-2안에서 특별교실 층을 삭제하고 층수를 3층으로 함으로써 

연면적이 2,693.07㎡에서 2036.54㎡으로 656.53㎡이 작아젔으며, 

A-1안에 비하여 1,216.86㎡이 작음. 

 -  기존의 실내체육관은 무용실과 안전교육 등을 위한 다목적체험

교육실로 활용함.

 - 기존 교사동 1층에 기술실 및 메이커스페이스 영역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 기존의 실이용 현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지

향적인 공간을 설치함.

 - 신축되는 부분의 1층에 휴게실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학교내 휴

게공간은 부여함.

 - A-1안 및 A-2안과 달리 통과동선으로 전체 교사동이 연결되는 

ㅁ자형 통로가 형성되지는 않으나 ㄷ자형의 단부에 급식시설과 체육관

을 설치하여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의 식당 및 체육관으로의 접근성을 

최대한 높임.

 - 학교 정문을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을 고려하여 북서측에 배치함

으로써 남서측의 차량출입구와 보차분리가 형성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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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A-3안 면적개요 (계단, 화장실, 복도는 제외)

실명

현황 A-3안

비고
실수

단위실

면적
실면적 실수

단위실

면적
실면적

홀(휴게실) 1 189.16 189.16

시청각실 1 211.75 211.75

교장실 1 67.5 67.5 1 67.5 67.5

회의실 1 33.75 33.75 1 33.75 33.75

행정실 1 33.75 33.75 1 33.75 33.75

서고 1 33.75 33.75 1 33.75 33.75

보건실 1 67.5 67.5 1 62.35 62.35

성적처리실 1 33.75 33.75 1 33.75 33.75

교무실 1 180 180 1 168.75 168.75

방송실 1 15 15 1 33.75 33.75

교사휴게실 2 33.75 67.5

예체능부 1 24.75 24.75

진로상담실 1 49.5 49.5

생활지도부 1 37.125 37.125

1-2년 학생부 1 64.6 64.6

학생회 1 37.125 37.125 1 39.75 39.75

숙직실 1 24.75 24.75 1 24.75 24.75

샤워실 1 24.75 24.75 1 24.75 24.75

등사실 1 24.75 24.75 1 24.75 24.75

교사식당 1 33.75 33.75 1 63 63 교직원카페 겸용

급식실 1 225 225 1 719.87 719.87 주방, 학생라운지, 홀 포함

체육관 1 624.5 624.5 1 783.04 783.04
남녀샤워실, 교사실, 홀, 

무대, 준비실, 창고 포함

도서실 1 182.25 182.25 1 182.25 182.25

Wee Class 1 33.75 33.75

컴퓨터실 1 101.25 101.25 1 67.5 67.5

학생건강부 1 64.6 64.6

무용실 1 135 135

무용실, 다목적 

체험교육실
1 527.6 527.6

미술실 1 90 90 1 135 135

가사/기술실 1 114.75 114.75

가사실 1 114.75 114.75

기술실+메이

커스페이스
1 247.5 247.5

과학실
1 67.5 67.5 1 67.5 67.5

1 114.75 114.75 1 114.75 114.75

과학부 1 67.5 67.5 1 67.5 67.5 과학정보교육실

음악실 1 67.5 67.5 2 67.5 67.5

영어교실 1 67.5 67.5

보통교실

23 67.5 1,552.5 23 67.5 67.5

24학급2 90 180 1 75 75

1 81 81

교과교실(소) 1 33.75 33.75

교과교실(대) 2 67.5 135

통합교실 1 67.5 67.5

개별학습실 1 67.5 67.5 1 67.5 67.5

증축연면적(계단, 복도, 화장실 포함) 2,036.54㎡ (1층 470.46, 2-3층 7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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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 평가 및 종합

◦ 대안별 배치 및 평면계획의 내용과 장, 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토지이용적인 측면, 철거면적, 건축비, 향과 조망, 공간의 기능

성, 공공성, 경제성, 공사난이도, 민원유발, 장래확장성 등에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음.(철거 및 건축 관련 예산에 의한 적정성 평

가는 제외하였음)

[표 Ⅳ-9] 오남중학교 각 안별 종합평가표

구분 A-1안 평가 A-2안 평가 A-3안 평가 C안 평가

배치 형식

1층: 필로티

(주차장,시청각실)

2층: 식당

3층: 특별교실

4층: 체육관
4층

(특별교실 포함)

4층

(특별교실 포함)
3층 3층

기존교사철거 면

적15) 및 철거가

격

계단,화장실,행정

실 , 현 관 , 숙 직 실

(1,042㎡)

156,300 천원

4교실(360㎡)

54,000 천원

4교실(360㎡)

54,000 천원
없음

증축 연면적 3,253.4㎡ 2,693.07㎡ 2,036.54㎡ 2,000㎡

소요 건축비16)

식당 및 기타

5,500,702 천원

체육관

1,214,871 천원

식당 및 기타

3,858,604 천원

체육관

1,793,555.17 천원

식당 및 기타

2,532,070천원

체육관

1,793,944.64천원

A-3안에 준함.

건축비 계

(철거+건축)
6,871,873 천원 5,706,159.17 천원 4,380,014.64 천원 4,326,014.64 천원

특징

기존 공간의 부족

한 사회적 공간과 

교과실 확보

기존 공간의 부족

한 사회적 공간과 

교과실 확보

기존 공간의 부족한 

사회적 공간 확보

식당과 체육관만 배

치

기존 교육과정 기

능 향상
매우우수 5 우수 5 없음 4 없음 1

기존 공간의 시회

적 기능개선
매우 우수 5 우수 5 우수 4 없음 1

기존 기능 보완성

(전체 이동 동선)
매우 우수 5 우수 4 우수 4 없음 1

옥외 체육장 면적 

확보

1,870㎡

(36×52)
3

1,870㎡

(36×52)
4

1,870㎡

(36×52)
4

1,440㎡

(30×40)
1

예상 개축 연도

(기능성 기준)
20년 이상 5 15년 3 15년 3 5년 1

미래학교 개축 연

계 활용
우수 3 우수 4 우수 4 매우 미흡 1

점수합계 26 25 23 6

15) 기존 교사의 철거비는 150,000원/㎡로 계산함.

16) 건축비는 일반실은 2,020천원/㎡, 체육관은 2,291천원/㎡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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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대안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C안의 경우 기

존의 운동장에 증축하는 방안으로 공사비 및 기존 건축물의 미철거와 

같은 장점이외에는 ㄷ자형 학교가 지니고 있는 단점이 더 심하게 악화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옥외체육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운동장

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축소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에도 비정상적인 영향

을 미친다.

 - A안에서 특별교실을 한 개 층에 설치하여 4개 층을 증축하는 

A-1안과 A-2안의 경우 비록 특별교실의 신축으로 인하여 기존 교실

수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할 수 있으나 건축면적의 증

가로 인하여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A-2안에서 특별교실을 제외한 3개층 만을 증축하는 경우 예산

의 한도내에서 미래 교육과정을 위한 학생들의 동선을 연결함으로써 

ㄷ자형 교사동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최소화하는 장점을 지닐 수 있

다.

 - 교사동 내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본다면, C안은 선형적

인 반면에, A-1안과 A-2안, A-3안은 순환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중정을 중심으로 보다 콤팩트(compact)한 계획으로 학생들의 이동편

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아울러 오남중 주변지역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시 

북측 도로에서 대부분 접근하므로 주출입구의 위치는 북측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임.

 - A-1안의 경우 공간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4가지 대안 중 가장 

이상적인 안으로 평가되며, 각 층별로 학생들의 학년별 홈베이스를 설

치하는 등 교과교실형 운영방식을 적용할 조건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 

단, 건축비의 경우 특별교실 및 각 층별 소요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4

개 안 중에서 가장 높다.

 - 경제성 측면에서는  C안이 기존 교사동의 철거도 없을뿐더러 운

동장에 건축함으로 인하여 공사중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으나 학생들의 이용동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문제 

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평가항목별 대안평가 결과에서 A-3안이 제한된 예산 

하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 지향적인 학교운영과 기존 교사동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단, 상기의 종합적 의견은 연구진의 견해일 뿐이며, 최종적인 판

단은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학교 사용자와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

지원청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결정함과 아울러 필

요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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