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진초 교실 및 기타시설 증축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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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역개요

 1. 목적

  □ 중장기적 교육공간 재구성 방향 제시

   ❍ 교실 및 기타시설(지하주차장, 급식실, 다목적실) 증축에 따른 

학교부지 활용방안과 건축 규모 검토

   ❍ 지역 및 학교 주변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장기적인 단계별 개축

(리모델링 또는 증축) 방안 마련

  □ 사전기획업무 지원

   ❍ 지방재정투자심사

   ❍ 공유재산심의

   ❍ 공공건축사전심의

 2. 주요내용

  □ 학교주변 현황 분석

   ❍ (통학환경) 학교 출입 적정성

   ❍ (주차계획) 차량 진출입 고려

  □ 스페이스 프로그램 작성

   ❍ (소요공간) 학교 규모에 따른 공간 산출

   ❍ (건축규모) 소요기준과 기존시설 현황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배치계획 수립

   ❍ (현재) 기존시설 배치상황 고려

   ❍ (미래) 미래교육 실천 가능한 종합 배치계획 수립

  □ 각종 심의 신청자료 작성

   ❍ (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공건축사전심의

   ❍ (설계) 설계공모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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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현황

 1. 학교연혁

   ❍ (2014.08) 학교 이전(일반 29학급, 특수 1학급)

   ❍ (1919.06) 시청각실 환경개선

   ❍ (2019.08)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

   ❍ (2019.10) 정문 교체, 보안관실 후문 이전

   ❍ (2020.01) 돌봄교실 환경개선

 2. 일반현황
  < 공진초 현황(2019, 학교알리미) >

학생/학급 교직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교원 직원 계

학급 14 11 9 7 6 7 54

74 23 97학생 405 344 302 234 185 201 1,671

학생/학급 28.9 31.3 33.6 33.4 30.8 28.7 30.6

  ※ (병설유치원) 3학급/64명

  ☞ 학급당 학생수가 30.6명으로 강서구 평균 23.2명 및 서울시 평균 

23.1명보다 높고, 현재로도 54학급/1,671명의 과밀․과대 학교

 3. 시설여건
 < 건폐율/용적율 >

건물(㎡) 부지(㎡)
건폐율
(%)

용적율
(%)

건축면적 연면적(지상) 교사대지 체육장 소계

3,955 15,474 9,639 2,356 11,995 33% 129%

   * 건축물 관리대장
   ☞ 건폐율 및 용적율 여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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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기 학생배치계획

                         < 마곡지구 학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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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곡지구 학교 현황 >

학교명 개교일 학생수

학급수 공진초와
거리
(m)현재

과거

최대 최소

공진초 1992 1,674 56(2) 56 - -

공항초 1983 1,447 57(2) 57 12 449

송화초 1990 1,332 54(1) 54 43 1,600

      * 교육청 중기학생배치계획 자료

      < 마곡지구 학생배치계획 >

학교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공진초

학생수 1,674 1,915 2,095 2,223 2,136

학급수 56(2) 64(2) 64(2) 71(2) 71(2)

급당인원 31.0 30.9 33.8 32.2 31.0

공항초

학생수 1,447 1,678 1,727 1,701 1.577

학급수 57(2) 57(2) 57(2) 57(2) 57(2)

급당인원 26.3 29.4 31.4 29.8 27.7

송화초

학생수 1,332 1,349 1,355 1,350 1,249

학급수 54(1) 54(1) 54(1) 54(1) 51(1)

급당인원 25.1 25.0 25.1 25.5 24.5

    ❍ 공진초 과밀해소 검토

      - 마곡지구내 공항초 및 송화초 모두 과대규모로 공항대로

(왕복 8차선)를 건너야 하므로 분산배치 불가

      - 마곡지구 외 반경 1.2㎞ 이내에 송정초, 가곡초 및 수명초가 

있으나 세 학교 모두 30학급 이상이고 마곡지구 밖으로의 

학생 배치는 심각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분산배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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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입지조건

  ❍ (일반) 북측/동측으로 왕복 2차선/18m 이면도로에 접한 주거지역

  ❍ (통학) 지하철 - 5호선 마곡역 360m, 마을버스 정류장 – 70m
  ❍ (주변) 고밀도 주거단지

  ❍ (공공시설) 마곡하늬근린공원과 연접하고 중학교와 인접

  ❍ (조경) 유치원 및 정문 진입 주변 조경 우수

< 주변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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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설배치

[ 배치도 ]

[ 교실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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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존건물 상태

  ❍ 지하1층/지상5층으로 2015년 준공된 현대식 건물로 일반 교실은 

남향, 특별교실은 동향으로 교사동과 체육장이 잘 조화된 배치

  ❍ 내진 성능이 확보되고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학교 규모에 적정한 지하 주차장, 체육관 및 식당을 갖고 있음

< 학교 전경 >

 8. 종합검토

  ❍ 학급수/학생수 증가

    - 주변 아파트 입주에 따라 실제적인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마곡지구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지구내 학교용지 추가확보를 

통한 학교 증설 불가

    - 인접 공항초(57학급) 및 송화초(54학급) 모두 이미 과대규모로 

인근학교 분산배치도 어려우므로 학급 수 증가를 피할 수 없음

  ❍ 시설 대응

    - (증축) 15학급 증설을 위해 필요한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과 법

정 주차대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확장 필요

    - (리모델링)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부족한 학생식당 확장을 위해 

현재 식당에 인접한 도서실을 증축 건물로 이전하고 급식인원

증가에 따른 급식실 리모델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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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스터플랜 수립

 1. 교육계획

  □ 추진경과

   ❍ (2020. 06)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조건부*)

    * 주차장 과다 투자의 비효율성 관련 대안 마련
   ❍ (2020. 07) 지방재정투자심의 통과(조건부 해소)

   ❍ (2020. 08) 공유재산심의 통과

   ❍ (2020. 09) 공공건축사전심사의뢰

  □ 교육청 교육기본방향

   ❍ (비전)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강서양천 혁신미래교육

   ❍ (지표) 질문이 있는 교실/우정이 있는 학교/삶을 가꾸는 교육

   ❍ (정책방향)

     -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 (중점 추진과제)

     -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참여중심의 수업혁신

     - 기초․기본학력 보장 및 위기학생 통합적 지원 강화

     -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및 학교 지원업무 강화

   ☞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과 공간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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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교육중점

 

교육목표 실천 중점과제

지성․인성․감성의
창의교육

기초학습능력 신장

바른 생활습관 형성

 사랑과 감동이 있는 생활지도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독서·토론교육 강화

수학/과학 교육 활성화

생태환경교육 강화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몸과 마음이 
커가는

체험교육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

체험중심 진로교육

실천적 봉사활동

교과(군)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나눔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교육

어울림 교육 강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학생 및 교사 동아리 활성화

 학부모 참여사업 활성화

인권교육 강화

존중과 배려가 있는 학교문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과정운영

 
 ☞ 학교의 교육중점 실행을 위한 시설여건 조성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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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요공간 산출

< 증축 >

세부시설 요구면적(㎡) 반영면적(㎡) 비고

교실(15실) 1,590.00

교실 1,014.4

5개층
복도/계단실 790.00

화장실 273.35

소계 2,077.75

필로티 300.00 110.36 면적 미적용

연결복도 280.00 441.44 4개층

메이커 스페이스 - 238.7 특별교실

도서실 - 238.7

다목적실 250.00 119.35

공용면적 77.00 -

지하주차장 624.00
505.64
(16대)

기존 차량
출입구 사용

합계 3,744.00 3,621.58
필로티면적

제외

< 공간 재배치 >

세부시설 요구면적(㎡) 반영면적(㎡) 비고

급식실 230.00 300.15 구조 조정

식당
393.00

(증축 5층)

도서실 → 유치원식당  75.28

공간 재배치
(본관동 2층)

도서실 → 식당(학생)  156.33

유치원식당 → 식당(학생)  92.96

소계  324.57

합계 623.00 6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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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본구상

  □ 기본방향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및 공간혁신

교육/문화/체육/복지 부족시설 확보

중장기적․종합적 시설배치 지속가능성․안전성 확보

시설수요 판단 단계적 실행 잉여시설 방지 학생안전

교육청 기준
산출 근거

지하주차장 증축
지상 증축

저출산 추이
주민 복합이용

공사장 차단
공사기간 단축

  □ 프로세스

현황분석

중기 학생배치계획

시설수요 판단

학교 협의
(2020.05.25.)

대안검토

교육청 협의
(2020.06.25.)

학교장 협의
(2020.08.12.)

마스터플랜 확정

교육청 협의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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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

< 대지현황분석 >

◾ 기존 운동장 공간 확보 ◾ 일반교실 남향배치

 

◾ 주차공간의 효율화 및 위치계획 ◾ 공간 재배치를 통한 식당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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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안검토 : 3가지 대안 검토

[대안 1] – 남측 인접 근린공원에 증축

강점

기존 교사동 침해 없음

체육장, 조경공간 훼손 없음

증축 공사장 완전 분리 가능

지역주민 이용 용이

약점

근린공원 일부 해제 또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필요

 ⇒ 도시계획 승인 여부 불투명

유치원 남측 4층 건물 증축으로  
  일조침해 발생

[대안 2] – 기존 건물 위 6층 증축

강점

기존 교사동 침해 없음

체육장, 조경공간 훼손 없음

증축 공사장 완전 분리 가능

약점

지구단위계획(5층 이하) 변경

 ⇒ 도시계획 승인 여부 불투명

하중 증가에 따른 기초,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 보강 필요

 ⇒ 실내공사로 학습환경 침해

지역주민 이용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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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3] 지하주차장-운동장 지하/증축-교사 동측

강점

체육장 침해 최소화

지역주민 이용 용이

교육청 단독 판단

약점

후문 이전 재설치

기존 교사동 환기/채광 불리

일부 실 북향 배치

  □ 종합판단

[대안 1] [대안 2] [대안 3]

주요내용 인접 공원용지 활용기존건물 6층 증축 남동측 부지활용

기존 건물 영향 없음 구조보강 환기/채광 불리

외부공간 존치 존치 일부 훼손

공사 안전성 우수 위험 보통

행정조치 구청 동의 구청 동의 교육청 결정

지역주민 이용 용이 곤란 용이

   ☞ 인접 근린공원 활용 및 6층 증축이 바람직 하지만 도시계획결정 

변경이 필요하고 주민 민원 등으로 강서구청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대안 3]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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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축 및 공간 재배치(안)

[ 배치도 ]

[지하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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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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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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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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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행방안

 1. 소요예산 : 86.4억원

항    목
금  액 비  고

대분류 소분류

A. 용지비
용지구입비 0원 기존 학교부지 내 증축

소계 0원

B. 공사비

철거비 6,000,000원

지하 주차장 공사비 979,406,000원

교실동 증축 공사비 5,070,647,000원

식당 재배치(증축비의 30%) 120,120,000원

조리실 개선(증축비의 80%) 618,227,000원

꿈담교실(15실) 412,087,000원

제로에너지공사비 577,957,000원 1,000㎡미만(해당)

기타공사비 200,000,000원  파일공사 1식

소계 7,984,444,000원

C. 부대비

설계공모비 30,000,000원 설계용역비 10%

설계용역비 308,331,000원 건축+전기

설계의도 구현 14,706,000원 퍼실리테이터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302,808,000원

인증 관련 6,610,000원  제로에너지 등

평가 및 조사 관련 

기타(이전비 등) 

소계 662,455,000원

D. 예비비

E. 총사업비 8,646,899,000원 A+B+C+D

 2. 재원조달

  ❍ (자체재원) 2021년도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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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기획(제안)

  □ 기본방향

미래학교 공간혁신

스마트 그린

에듀테크
온라인 원격교육 지원
원격점검 및 관제

Zero Emission(에너지/탄소/폐기물)
생태건축
환경교육의 장 제공

생활SOC 복합화 사용자 참여 디자인 프로세스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2020.07.17.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 생활SOC 복합화

   ❍ 증축시설은 우선 학생 전용시설로 사용하고 향후 학급 수 감소

시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시설을 전제로 설계

      - 도서실, 메이커 스페이스, 다목적실

   ❍ 학생과 지역주민의 동선을 분리하고 시간대별 학교시설과 차단 

  □ 사용자 참여 디자인 프로세스

   ❍ 설계공모 이전 사전 기획단계에서 교사, 학생 및 학부모 참여 

디자인 팀 구성․운영

   ❍ 퍼실리테이터 중심의 건축가/학교/교육청 협업 논의구조 마련

[ 참여 디자인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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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사장 안전 확보방안

   ❍ 공사기간 : 최대한 방학기간 이용

     - (지하주차장) 겨울방학

     - (증축 건물) 여름방학

   ❍ 공사장 분리

     - 공사중 학생 출입 차단

     - 안전펜스/방진망에 의한 공사장 분리

     - 공사차량 진출입구 별도 확보

   ❍ 통학로 안전 확보

     - 후문 전면 20m 도로 공사차량 통제

       ․ 등하교 시간대 공사차량 출입 금지

       ․ 학교 연접구간 입구/출구에 감시용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 공사장 안전 확보방안 ]

안전펜스
방진망

학생용 후문폐쇄
공사차량 진출입


